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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고도 전자기 펄스(HEMP)는 지상이 아닌 대기권 밖 고
공(30 km 이상)에서의 핵폭발에 따라 발생되는 전자기 펄스
(Electromagnetic Pulse; EMP)이며, 인명이나 건물 등에 직접
적인 방사능 혹은 물리적인 피해가 없으나, 전기전자 장치
들의 동작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고고도 전자기 펄스로
부터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

여 EMP방호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EMP방호시설들은 완
공시점에는 MIL-STD-188-125-1 또는 IEEE-STD-299와 같은
차폐시험규격에 의거해서 차폐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

인하고 있으나, 완공된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차폐
성능에 여러 가지 열화가 생기게 된다. 차폐함체의 경년변
화에따른 결함이나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발생된 구멍 혹은 
전선이나 파이프의 삽입 등과 같은 차폐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차폐성능을 감시하여, 문제가 발
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

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헬름홀쯔(Helmholtz) 코일
시스템[1], SELDS 등이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수백 kHz 이
하의 저주파만 측정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
하여제대로활용되지못하는실정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차
폐효과 감시시스템은 차폐함체 외부의 벽에 고정적으로 설

치한 누설동축 케이블을 평면파를 송신하는 안테나로 사용

하면서 차폐함체 내부에서 수신 안테나시스템을 이용하여

차폐효과 값을 측정하여 EMP방호시설의 차폐상태를 감시
하는 시스템이다. 즉, 시설의 완공시점에 차폐함체 내․외
부의 지정된 위치에서 주파수별 차폐효과 기준값을 측정하

여 각각 기록해 놓고, 주기적으로 재측정하여 기준값과의
차이가 발생되면 그 원인을 찾아 보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

적으로 설치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절에서는 시스템의 동작원리와 유효성 확인 등에

대해 서술하고, 3절에서는 실제 EMP방호시설에 설치한 시
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Ⅱ. 차폐효과 감시 시스템 개발

2-1 시스템의 동작원리

[그림 1]과 같이 차폐함체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외부 벽
에 누설동축케이블을 전구간에 걸쳐서 설치한다. 케이블의
한쪽 끝에 신호발생기와 RF파워앰프로 구성된 송신시스템
을 연결하고, 케이블의 다른 쪽은 50 Ω 정합기(termination)
로 종단시킨다. 누설동축케이블은 벽과 천정으로부터 300 
mm 정도 떨어지게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누설동
축케이블이 두꺼워서 휘어질 수 있는 반경이 크므로, 모서

[그림 1] 누설동축케이블을 사용한 차폐효과 감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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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부근은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서리에서 충분한 거

리를 두고 설치한다. 차폐함체 내부에는 전자파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표준 다이폴 안테나, 전치 증폭기, 스펙트럼
분석기)과 측정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노트북을 설치한다. 
측정 소프트웨어에는 측정장비를 제어하는 기능과 완공시

점에 미리 지정된 위치에서 측정하여 저장되어 있는 측정데

이터를 이용하여 차폐효과를 변화 등을 판정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표 1>은 누설동축케이블과 외부함체 사이의 거리가 20 

m일 경우에 500 m 길이로 포설된 누설동축케이블의 종단지
점에서 다이폴안테나를 수신안테나로 사용하여 측정 가능

한 차폐효과의 측정범위(dynamic range)를 계산한 것이다. 
임의의 위치에서의 신호강도는 무선통신용으로 실내에 설

치된 누설동축케이블에서 방사된 신호전파로부터 주변 물

체로부터의 반사로 인한 효과 등을 실험적으로 모델링하여

구할 수도 있으나[2], 여기서는 누설동축케이블과 차폐함체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자유공간을 가정하여 프리스(Friis) 
전송방정식[3]으로부터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케이
블의결합계수로부터구한누설동축케이블의이득—33.5 dB
를 대입하여 1 GHz에서 계산한 SE측정범위는 110 dB로
MIL-STD-188-125-1에서 요구하고 있는 EMP방호시설의 차
폐효과 80 dB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측정범위를 보이고 있다. 누설동축케이블과 외부함체 사이
의 거리로 가정한 20 m는 건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방호시
설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수치이며, 누설동축케이블의 길이
방향 손실이 일반 동축케이블에 비해 충분히 작기 때문에, 

<표 1> 시스템의 동작영역

주파수(MHz) 1,000

누설동축케이블과 차폐함체 사이 거리(m) 20

RF 파워 앰프 출력(dBm) 50

누설동축케이블 결합계수(dB) 72

누설동축케이블 감쇠계수(dB) 10

다이폴안테나의 수신전력(dBm) —54

수신기 노이즈레벨(dBm) —164

SE 측정범위(dB) 110

500 m 이상의 케이블이 사용되더라도 종단 지점에서도 요
구되는 차폐효과 감시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측

정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2-2 송신안테나로 사용되는 누설동축 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은 일반 동축케이블과 유사한 구조를 갖

는다. 동축케이블 내에서 전자기파는 TEM파의 형태로 전파
된다. 전기장은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사이에 형성되며, 자
기장은 전기장에 수직하게 중심도체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전자파의 진행방향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인 축

방향이다. 누설동축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로 전자기
파를 누설시킬 목적으로 외부도체에 일정한 패턴으로 슬롯

(slot)을 생성시킨다. 이 슬롯을 통해서 [그림 2]와 같이 전자
기장이 누설되어 케이블 외부에 형성된다[4]. [그림 3]과 같
이 다양한 종류의 누설동축케이블이 생산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주파수대역과 방사성능은 슬롯의 형태와 크기 및 슬

롯사이의 간격에 의해 좌우되고, 전송손실은 케이블의 직경
에 반비례한다.
누설동축케이블은 크게 결합모드(coupled mode)와 방사

모드(radiating mode) 누설동축케이블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림 4]와 같이 결합모드 누설동축케이블의 특징은 전자파 에
너지의 대부분이 케이블의 축 주변에 모여 있으며, 축방향
의 진행성분을 가진다. 따라서 케이블의 축에서 거리가 멀
어질수록 전자파에너지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그림 2] 누설동축케이블의 동작원리

[그림 3] 다양한 형태의 누설동축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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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려는 주파수를 기본주파수로 하여 그 파장에 적합한

주기로 슬롯을 배치하여, 배열안테나처럼 동작하는 방사모
드 누설동축케이블은 전자파에너지가 케이블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방사된다. 사용하려는 주파수가 협대역인 경우에
는 주로 방사모드 케이블이 사용되고, 광대역을 커버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합모드 누설동축케이블이 사용된다.
누설 동축케이블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파라미

터에는 결합손실(coupling loss)과 전송손실(longitudinal loss), 
두 가지 손실을 합한 시스템손실이 있다. 전송손실은 케이
블의 입력단으로 입사된 RF신호가 출력단에서 어느 정도
감쇠되어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단위길이당의

손실율로 나타낸다. 전송손실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동축
케이블 자체의 손실, 슬롯으로 인한 반사에 의한 손실, 외부
로 방사되는 에너지에 의한 손실 등이 있다. 결합손실은 누
설동축케이블과 케이블 축으로부터 2 m 떨어진 위치에 놓
인 표준 다이폴 안테나 사이의 손실의 양을 나타낸다. 측정
방법은 IEC 61196－4[5]에 식 (1)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며, 
는 결합손실[dB], 는 누설동축케이블의 송신파워[W], 

는 표준 다이폴 안테나의 수신파워[W]이다.

   log
  (1)

결합손실의 경우, 각각의 슬롯으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
간의 간섭 때문에 안테나에서 수신되는 파워의 변동이 심

하다. 따라서 IEC 61196-4에서 정의된 C50과 C95라고 하는 

[그림 4] 결합모드와 방사모드 누설동축케이블

통계적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C50은 50 % 이상의 측정값이
C50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나타내고, C95는 95 % 
이상의 측정값이 C95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나타
낸다.

<표 2>에 일반적인 누설동축케이블의 전기적 사양이 나

타나 있다[6]. 직경이 1~1/4"인 케이블의 경우에 900 MHz에
서 전송손실은 29 dB/km이고, C50 결합손실은 69 dB이다.

2-3 시스템의 유효성 확인

2-3-1 데모시스템 제작 및 측정

설계한 차폐효과 감시 시스템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제 설치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
이 소형 차폐함체 외부에 6 m 길이의 누설동축케이블을 사
용한 시제품을 설치하였다. 케이블의 한쪽은 50 Ω 정합기
로 종단시켜서 반사파를 방지하고, 케이블의 다른 한쪽에는
신호발생기와 RF파워앰프를 연결하여 1 GHz, 35 dBm 신호
를 인가하였다. 사용한 누설동축케이블의 결합계수는 1 GHz 
에서 69 dB이다. 차폐함체의 내부에는 다이폴 안테나와 이
득이 33 dB인 전치증폭기(preamplifier), 스펙트럼 분석기로
구성된 수신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누설동축케이블에서 2 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 —5 dBm의 기준값이 측정되
어서 이론적으로 예측된 값인 —2 dBm과 유사한 결과를 얻
었다. 차폐도어를 닫고 측정한 값은 —115 dBm으로 110 dB

<표 2> 일반적인 누설동축케이블의 특성

주파수

(MHz)

1~1/4" 1~5/8"

전송손실 결합손실 전송손실 결합손실

dB/km 50 % / 95 % dB/km 50 % / 95 %

75 8 72 / 83 7 91 / 100

150 12 77 / 90 10 96 / 104

320 17 87 / 99 15 96 / 100

450 20 89 / 98 19 85 / 90

900 29 69 / 73 28 71 / 78

1700 47 67 / 72 46 75 / 81

2100 57 66 / 72 53 71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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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효성확인을위한누설동축케이블포설및신호인가

의 차폐효과가 측정되었다. 실험결과로부터 소규모이긴 하
지만 누설동축케이블을 사용한 시스템이 차폐성능 모니터

링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3-2 IEEE-299 차폐효과 시험방법과의 비교

감시 시스템으로 평면파 차폐효과를 측정한 결과와 일반

적인 차폐효과 시험방법인 IEEE-299 방법에 의한 차폐효과
측정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6]의 개구부(penetration)
의차폐효과를두가지방법을사용하여각각측정하였다. 개
구부의 차폐효과를 인위적으로 80 dB 정도가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차폐함체 안에서 도선을 개구부 안쪽으로 삽입하였

다. [그림 6]은 개구부에 도선이 삽입된 모습을 차폐함체의
안과 밖에서 각각 본 모습이다. 대수주기 안테나를 이용하
여 IEEE-299 방법으로 1 GHz에서 측정한 개구부의 차폐효
과는 수직편파 88 dB, 수평편파 83 dB이다. 누설동축케이블
을 사용한 시스템으로 측정한 개구부의 차폐효과는 76 dB
로 더엄격하게 측정되었다. 감시 시스템으로측정한결과가 
더 낮게 측정된 이유는 대수주기 안테나의 경우에 비해 누

설동축케이블에서 방사되는 전자파가 개구부에 더 다양한

  

[그림 6] 차폐함체의 안과 밖에서 각각 본 개구부

방향에서 입사할 가능성이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MP방
호시설은지하또는터널안에설치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암석 벽과 함체 사이의 공간이 넓지 않아서 대수주기 안테

나와 같은 송신안테나를 사용할 경우에 규격에서 요구되는

거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추가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개
구부와 측정환경에서의 실험을 수행하여 두 가지 측정방법

의 상관관계가 명확해지면 누설동축케이블을 송신안테나로

사용하여 IEEE-299 또는 MIL-STD-188-1 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2-3-3 측정 불확도

차폐효과 감시 시스템의 불확도는 송신시스템의 불확도

와 수신시스템의 불확도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송신 안
테나 역할을 하는 누설동축케이블이 처음 설치된 상태에서

변하지 않고, 수신안테나는 모든 위치와 방향을 스캔하면서
피크값을검출하므로 일반적인차폐성능측정시스템에서 주

요 불확도 요인이 되는 안테나 정렬로 인한 불확도가 아주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나머지 불확도 요인으로는 송신시스
템으로 사용되는 신호발생기, 전력증폭기의 장기안정도, 수
신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전치증폭기, 스펙트럼분석기의 장
기안정도가 주요 요인이다. 스펙트럼분석기는 1년 동안 0.5 
dB 이내의 장기안정도를 나타내고, 나머지 요인들은 0.1 dB 
내지 0.3 dB 이내이다. 따라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차폐효과 감시 시스템의 확장불확도(k=2)는 1 dB 이내이다.

Ⅲ. HEMP 방호시설에의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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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설명한 시스템을 HEMP방호시설에 설치한 사
례를 설명한다. MIL-STD-188-125에서 요구하는 차폐효과는
80 dB이지만, 현장의 여러 가지 구조물에 의해서 생기는 반
사나 손실을 고려하여 20 dB의 여유값(margin)을 두고 최소
100 dB 이상 측정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측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3-1 하드웨어 구현

케이블의 분기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누설동축

케이블을 단일 케이블로 함체 외벽을 따라서 일정거리 떨

어진 터널 벽에 설치하였다. 직경이 1~1/4"인 케이블의 경우
에 중심도체의 직경이 13 mm이고, 외부도체의 직경이 33.5 
mm이다.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사이는 유전체로 채워져 있
다. 불연성 재킷의 경우에케이블의 무게는 약 1 kg/m이므로 
설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케이블이 휘어질 수 있는 곡률반
경이 50 cm이므로, 그 이하로 타이트하게 휘어지도록 설치
하면 내부 도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림 7]은 터널 안
벽에 누설동축케이블을 포설한 형상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

다[7]. 케이블의한 쪽은종단시키고, 다른 쪽에는송신시스템
을 연결하였다. 송신시스템은 랜 케이블과 광케이블로 연결
되어수신시스템의소프트웨어로 제어가가능하도록제작되

[그림 7] 터널 벽에 누설동축케이블을 포설한 예

었다. 다이폴 안테나와 스펙트럼 분석기, 노트북 등으로 구
성된 수신시스템은 필요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측정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차폐효과 측정범

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함체 외벽으로부터 1 m, 높이 1 m 위
치에서 수신시스템을 사용하여 피크값을 측정하였다. 이 값
과 수신시스템의 노이즈 레벨과의 차이로부터 차폐효과 측

정범위를 구하였다. 차폐도어나 POE가 있는 구간을 중점적
으로 포함하고, 함체 외벽을 일정구간으로 나누어서 같은
측정을 반복하였으며, 측정된 데이터는 교정파일로 저장하
였다. 구간에따라 차폐함체와벽, 바닥, 천정 등에서 생기는
반사 등으로 인하여 최대 30 dB까지 차이를 보였지만, 신호
가 가장 작은 구간에서도 최소 측정범위 100 dB를 만족시키
기에 충분한 크기의 신호가 측정되었다. 400 MHz의 경우에
는 프리스 전송방정식으로 이론적으로 예측한 값에 비해 10 
dB 정도 측정범위가 좋게 측정되었다. 이는 400 MHz가 1 
GHz에 비해 이론적으로 가정한 원역장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3-2 사용자 소프트웨어 구현

[그림 8]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폐
효과 측정 소프트웨어의 한 예이다. 준공시에 측정해서 저
장된 교정파일을 불러 들여서 측정위치를 지정하고, ‘SE측
정시작’ 버튼을클릭하고, 수신용다이폴안테나로주변을스
캔하면 최대 수신값이 측정되고, 이로부터 차폐효과가 계산
되어 측정위치별로 그래프에 표시가 되도록 제작되었다. 이
렇게 측정위치를 이동하면서 측정하는 것은 일정기간을 정

해 놓고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수신시스

[그림 8] 차폐효과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의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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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일정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그 위

치 부근의 차폐효과를 감시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도 구현

하였다. [그림 9]는 일정시간 간격으로 차폐효과를 감시하
다가 80 dB 이하의 값이 측정되어 차폐상태 불량을 화면에
표시하는 화면 예를 보여주고 있다.

3-3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현재 시스템에서는 수신시스템이 놓여 있는 일정 구간만

상시적으로 차폐효과 감시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구간
은 큰 누설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기적으로 측정위치

를 옮겨가면서 검출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림 10]
처럼 차폐함체 안에도 누설동축케이블을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렇지만 누설동축케이블의 이득이
다이폴 안테나에 비해 30 dB 정도 나쁘기 때문에 최소 측정
범위가 80 dB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추가연구
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  론 

본 논고에서는 EMP방호시설의 전자파 차폐성능이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차폐

효과상시감시시스템에관해기술하였다. 누설동축케이블을 
송신안테나로 사용함으로써 차폐효과측정의 과정을 단순

화하여 전자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시스템을 사용

하여 쉽게 수시로 차폐성능을 측정,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9] 차폐효과 상시 측정결과 차폐불량을 감지한 경우의
화면 예

[그림 10] 누설동축케이블을 송신과 수신안테나로 사용한 차
폐효과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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