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Vol. 12, No. 3, pp. 1~8 (2016)

1

http://dx.doi.org/10.17664/ksgee.2016.12.3.001

EMP 차폐를 위한 도파관 형상과 SE에 따른 유동 특성 평가

방승기†
·안혜린*·육종관**

경민대학교 건축과,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Evaluation of Air Flow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ypes 

of Waveguide-Below-Cutoff (WBC) Arrays and Their Shielding 

Effectiveness of Electromagnetic Pulse (EMP)

Seung-Ki Pang†, Hye-Rin Ahn*, and Jong-Gwan Yook**

Department of Architecture, Kyungmin College, Uijeongbu 11618, Korea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03722, Korea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03722,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flow characteristics of various types of waveguide-below-cutoff (WBC)

arrays and their shielding effectiveness (SE) of electromagnetic pulses (EMP) based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Three types of waveguid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1) grid type, (2)

honeycomb type, and (3) multi-layer types (2-ply, 4-ply, 6-ply, and 8-ply). To analyze the air flow

characteristics, the flow velocities in the longitudinal center of the WBC and the differential pressures

between the WBC array inlet and outlet were evaluated. Consequently, we derive the following

conclusions: (1) despite an increase in the inlet velocity, the pressure drop of the 6-ply multi-layer type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as compared to that of other types of waveguides (waveguide thickness

of 0.1 mm, SE of 100 dB); (2) the grid and honeycomb type had the fastest flow rate of 17.5 m/s,

which is approximately 2.5 m/s faster than that at the inlet (waveguide thickness of 1 mm, module

size of 30 mm); and (3) the average pressure drop of the grid type waveguide is the lowest in the

overall model, whereas that of the 8-ply is the highest (waveguide thickness of 1 mm, module size of

30 mm, and SE of 80, 100 dB).

Key words: EMP(전자기파), CFD(전산유체역학), Waveguide, WBC Array(도파관 배열), Shielding

Effectiveness(차폐효과), Duct(공조 덕트)

기호설명

SE : 차폐효과(Shielding Effectiveness)

l : 도파관의 길이

a : 도파관(WBC) 관경(mm)

f : 주파수(MHz)

1. 서 론

도파관 배열(Waveguide - Below - Cutoff Array,

WBCA)은 EMP를 차폐할 목적으로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사각형, 육각형, 및 원형의 형태가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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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1,2].

전기, 전자분야에서는 도파관의 1개의 직경과 한

변의 길이는 10 mm 이내의 비교적 작은 크기를 주

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설비 분야의 외기도

입 및 배기구에 사용하는 도파관의 크기는 과도한

압력손실 방지 및 원활한 외기도입 및 배기를 위해

이보다 큰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물에서 EMP 차폐를 위한 도파관의 형태는

사각형과 6각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파관배

열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압력손실, 도파관배열에서

의 공기유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이다. 또한 사각형 도파관배열과 6각형 도파관의 배

열을 제작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각형과 6각형 도파관에

비해 제작이 비교적 쉬운 다층형 도파관 배열과 기

존 도파관 배열의 압력손실 및 풍량을 비교 평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도파관 배열을 구성하

는 철판의 두께, 도파관 모듈의 크기 및 SE 80 및

SE 100의 성능을 갖는 사각형, 육각형 및 다층구조

도파관 배열을 대상으로 공기 유동을 평가하는 것

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유동 특성 시뮬레이션

도파관의 형태에 따른 공기유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 11.02.009.를 이

용하여 도파관배열에서의 공기 유동특성을 파악하

였다. 

해석은 각형(Grid Type), 육각형(Honeycomb Type)

과 다층 구조(2-ply, 4-Ply, 6-Ply, 8-Ply)의 3가지 도

파관 형태를 해석하고, 도파관을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는 0.1 mm, 1 mm의 2 Case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 1과 Table 1에 해석에 사용한 도파관배열 형

태와 치수를 나타내었으며 Table 2에 시뮬레이션

Case를 나타내었다. 도파관의 모듈은 20 mm와 30

mm, 입구의 유속은 1, 3, 6, 9, 12 m/s 및 15 m/s로 하

여 총 144 case를 해석하였다.

3. 해석결과

3.1 도파관배열 중앙부의 유속

Fig. 2는 SE가 80dB 이고, 도파관의 철판 두께 0.1

mm, 도파관 모듈의 한변의 길이가 20 mm인 경우

다층형, 허니컴 Type 및 Grid Type의 도파관 배열 길

이의 길이방향 중심부 유속을 해석한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외부에서의 입구 유속은 1, 3, 6, 9, 12

m/s 및 15 m/s의 6종류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해석결과 비교적 저속인 6 m/s 이하에서는 도파관

배열 중앙부에서의 유속이 각 형태별로 거의 동일

Fig. 1. Types of WBC ar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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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을 보이고 있으나 Honeycomb Type의 경우 다

른 형태에 비해 0.5~1.0 m/s 정도 높은 값을 보였다.

Fig. 3은 Fig. 2와 동일한 조건에서 SE 가 100인 경

우의 유속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2와 비교

적 유사한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Honey-

comb Type이 다른 형태에 비해 유속이 0.6~1.2 m/s

정도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철

판의 두께가 1 mm이고 도파관 모듈의 크기가 30

mm인 경우 다층형, 각형 및 허니컴 형태의 도파관

배열의 길이방향 중심부에서의 유속을 평가한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Fig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철

판의 두께가 0.1 mm인 경우에 비해서 외부에서의

유속이 9 m/s를 넘게 되면 각 Type 별로 다른 유속

해석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입구의 유속

이 9 m/s인 경우 다층형 구조의 경우 각각 형태별로

중앙부에서의 유속 차이는 1 m/s 이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구의 유속이 12 m/s인 경

우, 허니컴과 각형 도파관 배열에서의 유속은 14 m/s

정도로 나타났다. 입구의 유속을 15 m/s로 증가시키

면 도파관 배열의 중앙부에서의 유속은 8-Ply Type

의 경우 16.2 m/s 정도로 유속이 나타나지만 Grid

Type과 Honeycomb Type의 경우 17.5 m/s 정도로 입

구 유속에 비해 2.5 m/s 정도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다층형의 경우 중앙부에서의 단면적은

형태의 특성에 따라 가로방향, 세로방향으로 1개의

방향으로만 격벽이 발생하지만 Grid Type과 Honey-

comb Type은 가로, 세로 방향과 대각선방향에 2개

이상의 격벽이 발생되어 공기 유동면적이 줄어들기

Table 1. Simulation model

THK. SE WBC Type

Module 

size

[mm]

Total 

length

[mm]

0.1 mm

80 dB

2-Ply 

20

(19.8)

110

4-Ply 88

6-Ply 80

8-Ply 74

Honeycomb 35.91

Grid 50.65

100 dB

2-Ply 140

4-Ply 116

6-Ply 104

8-Ply 95

Honeycomb 47.40

Grid 65.43

1 mm

80 dB

2-Ply 

30

(28)

160

4-Ply 136

6-Ply 116

8-Ply 108

Honeycomb 57.28

Grid 80.80

100 dB

2-Ply 205

4-Ply 172

6-Ply 153

8-Ply 140

Honeycomb 74.64

Grid 103.20

Table 2. Simulation Case

THK. SE WBC-Array
Inlet-Vel

[m/s]
Case

0.1 mm

80 dB

2-Ply 

1, 3, 6, 9, 

12, 15

6 case

4-Ply 6 case

6-Ply 6 case

8-Ply 6 case

Honeycomb 6 case

Grid 6 case

100 dB

2-Ply 6 case

4-Ply 6 case

6-Ply 6 case

8-Ply 6 case

Honeycomb 6 case

Grid 6 case

1 mm

80 dB

2-Ply 6 case

4-Ply 6 case

6-Ply 6 case

8-Ply 6 case

Honeycomb 6 case

Grid 6 case

100 dB

2-Ply 6 case

4-Ply 6 case

6-Ply 6 case

8-Ply 6 case

Honeycomb 6 case

Grid 6 case

Total 144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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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SE가 100 dB인 경우의 도파관 배열의 중

앙부에서의 유속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입구의

유속이 15 m/s이면 다층형 Type은 각 Case가 유속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입구유속에 비해서 1.0 m/s 정

도 그 속도가 빨라지지만 Honeycomb, Grid Type은

입구유속에 비해서 2.5~2.8 m/s 정도 유속이 빨라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형태에 따른 도파관 중앙부 유속 

다층형, 허니컴 및 각형 도파관 배열의 중앙부에

서의 유속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정확

한 값을 구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

션 결과를 이용해서 각 형태와 입구의 유속에 따른

도파관 배열 중앙부에서의 유속을 예측하는 방안을

통계처리를 이용해서 Table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식에서 x는 입구의 유속이며 전체 Case를 1차

원 예측식을 이용해서 도파관 배열 중앙부에서의

유속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

수 또한 0.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3 도파관배열의 평균 압력손실

입구의 유속에 따른 도파관 배열 입구와 출구에서

의 평균압력손실을 해석한 결과를 Fig. 6~9에 나타

내었다. 

Fig. 6은 철판두께 0.1 mm, SE 80 dB이며 도파관

의 모듈이 20 mm인 경우 각 형태별 도파관 배열의

입구와 출구의 평균 압력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Fig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층형 구조의 경우 입

Fig. 2. Flow velocities in center of WBC (0.1 mm, SE

80 dB).

Fig. 3. Flow velocities in center of WBC (0.1 mm, SE

100 dB).

Fig. 4. Flow velocities in center of WBC (1 mm, SE

80 dB).

Fig. 5. Flow velocities in center of WBC (1 mm, SE

10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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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유속이 1~12 m/s인 경우에는 6층 구조의 도파

관 배열이 가장 낮은 압력손실을 보이고 있으나 유

속이 15 m/s로 빨라지게 되면 압력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Honeycomb Type과 Grid

Type은 2개의 형태 모두 유사한 평균 압력손실을 보

이고 있다.

SE 100 dB인 경우 도파관배열의 입구와 출구의

평균 압력손실 해석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다

층구조의 경우 6층으로 도파관 배열을 제작한 경우

는 입구의 유속이 증가해도 2층, 4층 및 8층 구조에

비해 압력손실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Honeycomb Type의 경우 다른 형태에 비

해 비교적 큰 압력손실을 보이며 Grid Type의 경우

는 4층 구조의 도파관 배열과 유사한 평균 압력손실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평균압력손실을 이용하여

도파관 배열의 성능을 평가한다면 6층-4층-Grid-2층

-8층-honeycomb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층 구

조의 경우 도파관 모듈의 크기가 20 mm이고 철판의

두께가 0.1 mm이면 SE 80, SE 100 dB 모두 6층 구

조를 사용하는 것이 압력손실 측면에서 가장 유리

Table 3. Calculation of flow velocities in center of WBC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WBC

THK. SE WBC Equation R2

0.1

mm

80

dB

2-Ply y = −0.0068+1.0124x 0.99

4-Ply y = 0.0075+1.0118x 0.99

6-Ply y = 0.0174+1.0125x 0.99

8-Ply y = 0.0018+1.0134x 0.99

Honeycomb y = 0.0056+1.0476x 0.99

Grid y = 0.0022+1.0204x 0.99

100d

B

2-Ply y = −0.0060+1.0126x 0.99

4-Ply y = 0.0116+1.0139x 0.99

6-Ply y = 0.0051+1.0140x 0.99

8-Ply y = 0.0065+1.0127x 0.99

Honeycomb y = 0.0047+1.0506x 0.99

Grid y = 0.0001+1.0189x 0.99

1

mm

80

dB

2-Ply y = −0.0167+1.9708x 0.99

4-Ply y = −0.0014+1.0703x 0.99

6-Ply y = −0.0040+1.0786x 0.99

8-Ply y = −0.0088+1.0814x 0.99

Honeycomb y = −0.0002+1.1558x 0.99

Grid y = −0.0005+1.1328x 0.99

100d

B

2-Ply y = −0.0026+1.067x 0.99

4-Ply y = −0.0084+1.0778x 0.99

6-Ply y = −0.0085+1.0733x 0.99

8-Ply y = 0.0020+1.0840x 0.99

Honeycomb y = −0.0001+1.1638x 0.99

Grid y = −0.0008+1.1332x 0.99

Fig. 6. Pressure drop in WBC arrays (0.1 mm, 80 dB).

Fig. 7. Pressure drop in WBC arrays (0.1 mm, 100 dB).

Fig. 8. Pressure drop in WBC arrays (1 mm, 8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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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알 수 있다.

도파관 모듈의 크기 30 mm, 철판의 두께가 1 mm,

SE 80 dB, SE 100 dB인 경우 도파관 배열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평균압력손실 해석결과를 

Fig. 8과 Fig. 9에 나타내었다. SE 80 dB인 경우 모

듈의 크기가 20 mm인 경우와는 달리 모듈의 크기가

30 mm가 되면 6층 구조의 도파관 배열의 압력손실

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압력손실이 가장 작게 나

타나는 도파관 배열의 구조는 Grid인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SE 100 dB인 경우에도 Grid Type이 가장

낮은 압력손실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큰 압력손실

은 8층 구조의 도파관 배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모듈 30 mm, 철판의 두께 1 mm인 경우는 Grid

Type을 사용하는 것이 압력손실의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와 Fig. 10~13은 입구의 유속에 따른 도파

관배열의 입구와 출구의 평균 압력손실을 나타낸

것이다. 유속에 따른 압력손실은 지수함수를 이용하

여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결정계수는 0.98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파관의 두

께가 0.1 mm이고 SE가 80 dB인 경우 다층 구조인

2-Ply Type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공기의 유속을 이

용하여 “도파관 배열의 평균 압력손실은 −10.3+

9.327×e(0.0946×입구유속)”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결정

계수는 0.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층구조

의 경우 8-Ply Type은 입구의 유속이 12 m/s를 넘게

되면 급격하게 압력손실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6-Ply Type의 압력손실이 가장 작게 나타나 압력

손실만을 고려한다면 도파관배열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SE 100 dB인 경우, 외부의 유속에 따른

도파관 배열의 입구와 출구 측의 평균 압력손실을

나타낸 것이다. Fig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층

구조의 6-Ply Type이 가장 낮은 압력손실을 보였으

Fig. 9. Pressure drop in WBC arrays (1 mm, 100 dB).

Table 4. Average pressure drop in WBC arrays

Thk SE WBCA Equation R2

0.1

mm

80

dB

2-Ply y = −10.3041+9.3279×e(0.0946x) 0.99

4-Ply y = −10.4977+9.7509×e(0.0861x) 0.99

6-Ply y = −0.7209+10.0548×e(0.0834x) 0.99

8-Ply y = −1.2494+1.7135×e(0.1938x) 0.99

Honeycomb y = −11.1981+10.2558×e(0.093x) 0.99

Grid y = −11.7869+10.8176×e(0.0923x) 0.99

100

dB

2-Ply y = −11.3633+10.1692×e(0.0999x) 0.99

4-Ply y = −12.2026+10.9125×e(0.0922x) 0.99

6-Ply y = −8.7719+8.2417×e(0.0861x) 0.99

8-Ply y = −16.3045+14.9029×e(0.0931x) 0.99

Honeycomb y = −14.6868+13.1356×e(0.1065x) 0.99

Grid y = −12.9551+11.9836×e(0.0854x) 0.99

1

mm

80

dB

2-Ply y = −12.7298+10.8876×e(0.1165x) 0.99

4-Ply y = −17.6797+15.1097×e(0.1210x) 0.99

6-Ply y = −17.6797+15.1097×e(0.1210x) 0.99

8-Ply y = −19.5170+16.8719×e(0.1141x) 0.99

Honeycomb y = −12.5054+11.0966×e(0.1095x) 0.99

Grid y = −13.03+11.2047×e(0.1008x) 0.99

100

dB

2-Ply y = −14.2346+12.2750×e(0.1145x) 0.99

4-Ply y = −17.0606+14.7772×e(0.1164x) 0.99

6-Ply y = −21.8539+18.7218×e(0.1201x) 0.99

8-Ply y = −24.1247+20.8292×e(0.1157x) 0.99

Honeycomb y = 0.4323+0.4690×e(1.6626x) 0.99

Grid y = −8.727+8.0449×e(0.0920x) 0.99

Fig. 10. Pressure drop in WBC arrays (0.1 mm, 8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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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Honeycomb 구조가 가장 큰 압력손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SE 100dB인 경우, 외부의 유속에 따른

도파관 배열의 입구와 출구 측의 평균 압력손실을

나타낸 것이다. Fig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층

구조의 6-Ply Type이 가장 낮은 압력손실을 보였으

며 Honeycomb 구조가 가장 큰 압력손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과 Fig. 1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파관의

두께가 0.1 mm인 경우에는 6층 구조가 도파관 배열

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평균 압력손실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Honeycomb type과 8층 구조의

경우가 비교적 압력손실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12는 도파관의 두께가 1 mm, 모듈이 크기가

30 mm이며 SE가 80 dB인 경우에 입구의 유속에 따

른 도파관배열의 입구와 출구의 평균압력손실을 나

타낸 것이다. Fig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파관

의 두께가 0.1 mm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Grid Type이 가장 적은 압력손실을 보이며 다층구조

의 6층 구조가 가장 큰 평균 압력손실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13은 SE가 100 dB인 경우에 입구의 유속에 따

른 평균압력손실을 나타낸 것으로 SE 80 dB와 유사

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Grid Type의 도파관 배열이

가장 적은 평균 압력 손실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층

구조인 8층, 6층의 압력손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파관을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가

0.1 mm, 1 mm, 도파관 모듈의 크기가 20, 30 mm일

때 SE 80 및 SE 100의 성능을 갖는 사각형, 육각형

및 다층구조 도파관 배열을 대상으로 공기유동을

평가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해서 입구의 유속에 따른

도파관 배열의 길이 방향 중앙부에서의 유속과 도

파관배열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평균압력손실을 평

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다층형 도파관배열의 경우 중앙부에서의 단면

적은 형태의 특성에 따라 가로방향, 세로방향으로만

도파관의 격벽이 발생하지만 Grid Type과 Honeycomb

Type의 경우 가로, 세로 방향과 대각선방향에 격벽

이 존재해서 공기의 유동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파관배열의 중심부에서의 유속이 빨라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도파관의 두께가 0.1 mm, SE 100 dB인 경우 6

층으로 도파관 배열을 제작하면 입구의 유속이 증

Fig. 11. Pressure drop in WBC arrays (0.1 mm, 100 dB).

Fig. 12. Pressure drop in WBC arrays (1 mm, 80 dB).

Fig. 13. Pressure drop in WBC arrays (1 mm, 10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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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도 2층, 4층 및 8층 구조에 비해 압력손실이 크

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도파관 모듈의 크기가 20 mm이고 철판의 두

께가 0.1 mm이면 SE 80, SE 100 dB 모두 6층 구조

를 사용하는 것이 압력손실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3) 모듈의 크기가 30 mm, 철판의 두께가 1 mm인

경우 SE 80 dB, SE 100 dB인 경우 압력손실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도파관 배열의 구조는 Grid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압력손실은 8층 구조의 도파관

배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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