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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전자기파 방호용 전자파 차폐 랙 개발 및

성능 측정 표준화 동향
김의중․추광욱․

주세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Ⅰ. 서  론

고출력 전자기파(HPEM: High Power Electro-Mag- 
netics)는 고전력 또는 고에너지를 갖는 순간적인 전
자파로서, 고출력 전자기파에 노출된 전자기기는 오
동작하거나 물리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 이러한 고
출력 전자기파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60년대 미국
과 소련의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였으며, 그 후 세계
각국은다양한고출력전자기파방호기술및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현대는 정보화 사회로
서대량의정보를처리․저장및전달하기위해다양

한 종류의 전산 및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기반시설인 전산센터나 통신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美 유도 에너지 기술청(DETO: 
Directed Energy Technology Office)은 美 해군지표 교
전 센터의 댈그런 지구에 콘크리트 건물 2개동을 짖
고 그 내부에 PC와 UNIX 컴퓨터 80대 규모의 네트
워크, SCADA 시스템, PBX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
화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 실험

을 수행하였고, 실험결과를기반으로적절한고출력 
전자기파 방호대책을 수립하는데활용하였다[1]. 그리
고 유럽연합은 주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기파

방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STRUC- 
TURES)를진행 중에있다. 2012년부터 3년간진행되
는 이 프로젝트에는 12개의 산업체 및 대학이 참여
하여 ICT, 에너지 및 운송 시스템 등의 사회 기반 시

설(CIs: Critical Infra-structures)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
파의효과 분석및 업무 연속성(BCM: Business Conti- 
nuity Mangement) 확보를 위한 방호 전략 수립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2],[3].
한국도 최근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전자적 제

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정보통

신기반보호법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포함되는 고
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방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중요 군(軍) 시설을 대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
재까지의 구축 대상 시설들은 일정 공간에 대규모의

전자 장비가 밀집된 시설들이기때문에, 시설 전체를 
전도성 자재로 둘러싸는 통상적인 형태의 전자파 차

폐실 구조로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철도, 공항 등과 같이 전자적 제어․관리

시스템이분산되어있는시설이나, 기존 운용 시설에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

설 특성에 맞는 방호 계획 수립, 소요 기간․예산 측
면에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자파 차폐 시설에는 일반 창문의 설치가 제한되며, 
출입문 구조가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면

에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전자파 차폐 랙을 사용하게 되면 보호가 필요한 중

요 장비 만을 선택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시간과 비

용 면에서 많은 이점을 갖게 되며, 건물 내부 근무
환경 변화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고출력 전자기파로부터 전자기기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5卷 第3號 2014年 5月

59

를 보호하는데, 하나의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는 전
자파 차폐 랙에 대한 국내․외개발 동향 및 성능 측

정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Ⅱ. 전자파 차폐 랙 개발 동향

2-1 개요

전자파 차폐 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전

산 랙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
랙과 동일하게 설계 및 제작된다. 그러나 전자파 차
폐 기능 구현을 위해 기존 랙과는 다른 구조를 갖거

나 새로운 부품이 추가된다.
[그림 1]에 보인 전자파 차폐 랙의 구성 요소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1-1 도어

◦ 방열을 위해 통상적인 통신․전산 랙에서 사용되

는 다공판 대신 구멍이 없는 도체판 형태

◦도어와본체접촉부에전도성개스킷등을추가하

여 빈틈없이 전기적으로 본체와 도통되는 구조

2-1-2 환기구

◦외부에서입사되는전자파를일정수준이하로감

쇠하는 구조

[그림 1] 전자파 차폐 랙의 주요 구성 요소

◦ 동시에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2-1-3 전원 필터

◦ 외부 전원 잡음을 제거하여 랙 내부 장비 전원을

일정 규격으로 안정화

◦ 차폐 랙 본체와 구조적으로 빈틈없이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치

2-1-4 관통구

◦ 랙 내/외부 장비간 광케이블 연결을 위한 통로 역
할 수행

◦ 차폐 랙 본체와 구조적으로 빈틈없이 전기적으로

연결

◦ Cutoff 주파수가 설정 값 이하인 빈 도파관 형태
◦ 내부 설치 장비 연결에 필요한 광케이블 개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함.

2-1-5 커넥터 패널

◦도전성케이블로의 연결이 불가피한경우, 반드시 
동축 또는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고, 커넥터 패널
을 통해 연결

◦ 외부에서 통신선을 타고 입력되는 RF 잡음을 제
거하는 부품 설치

2-1-6 기타

외부에서 랙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

에, 랙 내부 전원 공급, 문열림 또는 온도를 외부에
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 추가 가능

2-2 고려 사항

앞서 살펴본 구성 요소 중에서 환기구는 전자파

차폐랙에서가장어려운부분이다. 차폐랙에서는다
공 홀을 갖는 도어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내외부 공
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장비 운용에 따른 발열로 인

해내부설치장비가정상동작할수없게된다. 따라
서 차폐 랙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적은 크기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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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용 전자파 차폐 랙 제품 주요 사양 비교

장치 형상

 

국가/제조사 미국/IMS-AMCO社 미국/Equipto社 미국/EMPrimus社 대한민국/ETRI 부설연구소

제품명 FRF series CRF series R6 EM Protected Cabinet

주파수 대역 10 kHz∼10 GHz 14 kHz∼10 GHz 100 MHz∼18 GHz

차폐 성능 85∼37 dB 70∼26 dB 45∼100 dB > 80 dB > 60 dB

방열 성능 - - - < 4.5 kW < 5 kW

구가 설치되는 것이 유리하며, 내부 설치 장비 입장
에서는 가능한 큰 환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
자파 차폐 환기구 설계에는 내부 설치될 장비의 발

열량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랙 내부에
설치 가능한 장비의 개수도 조절되어야 한다.
관통구 또한 랙 내부에 설치되는 장비와 외부 장

비간의 통신선을 연결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때문에설치되어야하는장비및통신선수

량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2-3 국내․외 제품 동향

<표 1>은현재까지확인된상용전자파차폐랙제
품들의형상과 주요사양을 비교한것이다(전원 필터 
비포함).

IMS-AMCO社의 제품(FRF & CRF series)[4]은 상용

제품중에서양산개념이적용된유일한제품으로판

단되며, 차폐성능을기준으로두종류의제품군이있
고, 가격은 비교적 우수한 차폐 성능을 갖는 FRF 시
리즈기본형을기준으로약 $ 5,800 이상이다. Equipto 
社의 R6 제품[5]은기본 구조외에는사용자 요구사항

에 의해 주문 제작되기 때문에, 상세 사양에 대해 제

조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기본 가격은 $ 15,000 이
상이다. 그리고 상용 제품 중에서는 EMPrimus社 제
품[6]만이 유일하게 방열 성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
머지 제품에서는 방열 성능 관련 사양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EMPrimus社의 경우, 미 국방부에 의한
수출 제한 등의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한 세부 사양

이나 견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폐 랙 제품들은 대당 가격

이 일반적인 전산 랙(100 만원 이하, 42U 기준)에 비
해매우높은편이다. 그이유는소량주문생산에기
인한 면도 있지만, 전자파 차폐를 위해 추가되는 부
품들이고가이고, 공임이많은점도원인이다. 예를들
어, 상용 랙의 전자파 차폐 환기구로는 다수의 도파
관이 벌집 구조로 연결된 형태를 갖는 허니컴(honey- 
comb) 환기구가일반적으로이용되는데, 허니컴은자
체 부품의 단가도 높지만, 차폐 벽면에 조립하는 과
정에필요한수작업공정에의해제작비용이증가할 
수 있다. 또한 랙 내부 발열량을 고려하여 환기구 크
기를 증가할 경우, 사용되는 허니컴 개수 증가에 따
라 전체 제작 비용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광케이블 설치를 위한 관통구 또한 기존의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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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제품들에는 전자파 감쇠를 위해 1∼2개의 광케이
블 설치가 가능한 작은 직경을 갖는 관통구가 설치

되는데, 많은수의 광케이블이요구되는 경우에는 차
폐 랙에 다수의 관통구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작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ETRI 부설연구소의 연구

시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저가로 제작할 수 있는 구

조 설계와 방열 성능을 함께 고려한 설계가 적용된

제품이다. 먼저 기존의 허니컴을 대체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전자파 차폐 환기구를 적용하였다[7]. 환
기구는 차폐 랙의 도어 내부를 통해 공기가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환기구 전면에 팬을 추
가 설치하여 랙 내부 발열을 외부로 효과적으로 배

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5 kW 수준의 내부
발열에 대해 랙 내/외부 온도차를 10 ℃ 이하로 조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열 구조를 적용하였다. 관통구
또한 다수의 광케이블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직경이 기존 제품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IEC 61000-2-11의 <표 1>에 명시된 pro- 
tection concept 5에 해당하는 60 dB 이상의 차폐 성
능을 갖고 있으며, 제작 비용을 500 만원대(1,000대
기준, 전원 필터 비포함)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Ⅲ. 전자파 차폐 랙 관련 성능 측정

표준화 동향

3-1 개요

제품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측정 절차 표준화

가 선행되어야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전자
파 차폐 랙의 종합적인 성능 측정을 위한 국제 표준

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 국가 별로
차폐 성능(shielding effectiveness) 측정을 위한 시험
절차에 대한 규격화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전자 장비에서 발생한 발열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

는 능력인 방열 성능 기준및 측정 방법에 대한표준

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3-2 IEC 61587-3[8]

◦발행기관(연도):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 
ssion(2006)

◦ 규격명: Mechanical Structures for electronic equip- 
ment Part 3- Electronic shielding performance tests 
for cabinets, racks, and subracks

◦ 적용범위 : 19” 전산 랙, 모듈 단위 기구물
◦ 규격 요약

   (1)주파수 범위
- 30 MHz∼2 GHz

   (2)안테나
- 송신: SDA(Spherical Dipole Antenna)
- 수신: biconical, log periodic, horn

   (3) 시험 환경
- 무반사실 또는 야외 시험장

3-2-1 시험 절차 요약

◦ 소형 송신 안테나(SDA)를 피시험체 내부 중심에
설치

◦ 시험체 외부 수신 안테나를 통해 신호 측정

◦ 피시험체를 360° 회전하면서 차폐 성능 측정

3-3 DEF STAN 59-188[9]

[그림 2] IEC 61587-3의 시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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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Ministry of Defence(2009)
◦ 규격명: High 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HPEM) 

protection for Ground Based Communication Facili- 
ties Performing Critical, Time-Urgent Missions, Part 
I-Fixed Facilities

◦ 적용범위: 고정 시설 내부에서 운용되는 캐비닛

3-3-1 규격 요약

◦ 무반사실(또는 야외 시험장)과 전자파 잔향실(re- 
verberation chamber) 중에서 시험 환경을 선택할
수 있음.

◦ 무반사실 시험에서는 피시험체의 4면에 대한 측
정을 진행함.

◦ 전자파 잔향실 시험에서는 수신 안테나로 D-dot 
센서를 이용함.

3-3-2 무반사실(또는 야외 시험장)인 경우

① 주파수 범위

- 10 kHz∼1.5 GHz
② 안테나

- 송/수신: loop, mono- or dipole, horn
③ 시험 절차

- 수신 안테나는 피시험체 내부 중심에 설치
- VNA 이용하여 S-parameter 측정
- 피시험체 4면에서 모두 측정

3-3-3 전자파 잔향실인 경우

① 주파수 범위 및 간격

- 10 kHz∼1.5 GHz
② 안테나

- 송신: loop, mono- or dipole, horn 
- 수신: 광케이블로 연결된 광대역 D-dot 센서

③ 시험 절차 요약

- D-dot 센서 위치: 상/하부 2개소 이상
- VNA 이용하여 S-parameter 측정

[그림 3] DEF STAN 59-188의 시험구성 - 무반사실

-  시험체 1면에서 대해서만 측정

3-4 IEEE STD 299.1-2013[10]

◦ 발행기관(년도):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 
nics Engineers(2013)

◦ 규격명: IEEE Standard Method for Measuring the 
Shielding Effectiveness of Enclosures and Boxes 
Having all Dimensions between 0.1 m and 2 m

◦ 적용 범위: 
1. Part I: 물리적으로 작은 구조체
2. Part II: 물리적으로 작으면서 전기적으로는 큰
구조체

3-4-1 Part I

[그림 4] DEF STAN 59-188의 시험구성 - 잔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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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험체 크기(최소 크기 기준)가 0.75∼2 m 범위
◦ 피시험체가설치된공간에서 시험이 진행되며, 기
준 안테나는 주파수 대역별로 구분됨.

◦ 피시험체의 각 부분(도어, 연결부위, 환기구 등)
별로 차폐 성능 측정

① 주파수 범위 및 간격

- 9 kHz∼18 GHz
※ 제외 주파수: 20 MHz∼300 MHz(resonant fre- 

quency range)
※ 확장 가능 주파수: 35∼45 GHz, 90∼100 GHz

(나머지 주파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연구
필요)

② 안테나

- 송/수신: small loop, dipole, horn
③ 시험 절차

- 시험하고자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송/수신 안테
나를 마주 보게 설치

- 송/수신 안테나 위치(피시험 표면으로 부터) 30 
cm 또는 30 cm 이상

- 수직/수평 편파 모두 측정
- 피시험체 각 부분 및 위치별로 차폐 성능 측정
- 최대 전계 수신 값을 기준으로 차폐 성능 판단
※ 피시험체 내부 각 부분에 안테나를 편파별로

설치 가능해야 함.

3-4-2 Part II

◦피시험체크기(최대크기기준)가 0.75이하이고, 파

[그림 5] IEEE STD 299.1의 시험 구성 - Part I

장에 비해서는 큰 경우에 적용

① 주파수 범위 및 간격

- 피측정 대상 크기와 파장에 따라 결정됨.
② 안테나

- 송/수신: monopole, dipole, horn 등의 선형 안테나
③ 시험 절차

- 잔향실 내부에 송신 안테나(Ant. 1)와 수신 안테
나(Ant. 2)를 설치

- 피시험체 내부 벽면에 monopole 안테나(Ant. 3)
를 설치

- Ant. 1~3의 S-파라미터들(S21, S31, S22 및 S33)로부
터 감쇠(attenuation)량을 식 (1)을 이용하여 계산

〈 〉
〈 〉
〈〉
 〈〉

(1)

3-4-3 물리 및 전기적으로 작은 구조체 대상 시험

◦피시험체크기(최소크기기준)가 0.1∼0.75 m 범위
◦ 평행 평판 스트립 구조를 갖는 테스트 지그를 이

용하여 자계 차폐 성능만을 측정(<300 MHz)

Ⅳ. 결  론

[그림 6] IEEE STD 299.1의 시험구성 -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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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EEE STD 299.1의 시험 구성 – Part II, 물리
및 전기적으로 작은 구조체

전자파 차폐 랙은 시설 환경에 따라 유용한 고출

력 전자기파 방호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용 차폐

랙상용제품들은대부분주문에의한소량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고가이며, 차폐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내부 설치된 장비
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방열 성능

에 대한 사양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보급에 문제점

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전자파 차폐 랙을 활용한 고출력 전자기

파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품

의 성능 측정관련 표준화와 함께 저비용 차폐 랙 제

작을위한기술개발이지속적으로필요할것으로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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