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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철근 콘크리트에 한 자기 모델링을 하고, 에 한차폐효과를분석하 다. 철근 콘크리

트는 부분의 건축물에 쓰이고 있으며, 내부에 격자 구조의 철근을 설치하기 때문에 특정 주 수 역에서

의 차폐 효과가 있다. 철근 콘크리트의 해석은 3D EM(3-dimensional electromagnetic) 시뮬 이션 툴을 이용하

여 철근과 콘크리트를 각각 해석한 뒤 그 향을 고려하여 체 철근 콘크리트의 해석을 하 다. 콘크리트의

경우주 수가 높아짐에따라손실 특성역시높아져차폐효과가 커진다. 단층철근의 경우철근의두께가 두꺼

워질수록 차폐 효과가 커지며 주 수가 낮을수록철근에 의한 차폐 효과가 커지는것을 분석하 다. 한, 철근

과철근사이의간격이넓어질수록차폐효과가낮아진다. 철근 구조를 2층으로확장한 경우에 해서도철근과

철근 층 사이의 거리에 따른 차폐 효과에 한 분석을 하 다. 철근 콘크리트 단층 철근을 사용한 경우, 철근

두께 가 10, 20, 30 mm일 때 500 MHz에서 각각 철근 콘크리트 두께 10 cm당 —1.89, —2.73, —4.76 dB/10 cm의

투과 특성 값을 가지며, 두 층 철근을 이용한 경우에도 철근 두께에 하여 —2.46, —6.16, —9.55 dB/10 cm의

투과 특성을 나타낸다. 

Abstract

In this paper,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re modeled and analyzed. Reinforced concrete has been an essential 

element in the construction and one that is provided for shielding effectiveness at particular frequencies by rebar placed 

as a set up in the form of a grid. Using commercial 3-dimensional electromagnetic(3D EM) tool to analyze the rein-

forced concrete structure, the procedure of analysis for reinforced concrete is computed by dividing concrete, rebar and 

entire reinforced concrete. The spacing of rebar is bigger, transmission coefficient is higher and the diameter of rebar 

is bigger, transmission coefficient is lower. Also, in case of two layers is analyzed by gap of layers. Using single layer 

rebar that thickness of rebar given by 10, 20 and 30 mm have transmission coefficient of —1.89, —2.73 and —4.76 

dB/10 cm at 500 MHz. Also, two layers rebar obtain —1.89, —2.73 and —4.76 dB/10 cm for same conditions. 

Key words : Reinforced Concrete, Rebar, Concrete, Shielding Effectiveness

Ⅰ. 서  론      최근 자 가 자 장비에 미치는 자 장애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문제가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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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며 불필요한 자 신호는 해석에 원하지 않

는 간섭을 래하거나 자 장비의 성능 하를 일

으키기 때문에, 자 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요하

게 고려해야 한다[1],[2]. 이러한 방해 요소가 되는

자 신호가 외부에서 발생하게 되면 건물 내부로

침투해 건물 내부의 자 장비에 자 간섭을 통

한 오작동이나 고장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자 장

비에서 불필요 자 를 차단하는 방법에는 장비 단

와 체 시스템 단 에서 차단 책을 세우는 방

법이 있지만 이 경우 각각의 장비에 차단 설계를 해

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과 함께 추가 구조를 필요

로 한다. 따라서 건물의 최외각에서 불필요 자

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건

물은 부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콘크리트와 함께 콘크리트 벽 내부에 격자 구조의

철근을 설치하기 때문에 자 에 한 차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추가 구조 없

이 불필요 자 를 차폐할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의 철근 콘크리트의 자

차폐 효과에 한 연구는 미비하며
[3],[4] 국외에서

는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FDTD), finite element 

method (FEM), method of moments(MoM)[5]～[8], 는

실험
[9],[1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를 해석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불필요 자

에 한 건물의 차폐 효과를 다룬 논문들은 아직 부

족하며, 한 모델링한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가 매

우 단순하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철근 규격

과 구조를 이용하여 철근 콘크리트의 차폐 효과에

해 정량화 하 다. 한, 실제 장에서 쓰이고 있

는 철근 콘크리트에 해 모델링을 함으로써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 다. 이에 따라 철근 콘크리

트를 사용하는 건물에서의 차폐 효과를 얻고자 하

으며, 해석 방법으로는상용 3D EM 시뮬 이션 툴인 

Ansoft사의 HFSS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Ⅱ. 철근 콘크리트 차폐 효과 분석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내부에 격자 구조의

철근 배열을 가진 구조이다. 철근 콘크리트의 자

기 차단 효과는 다음의 식으로 측할 수 있다
[11]. 

그림 1. 철근 콘크리트의 주기 구조

Fig. 1.  Periodical structure of concrete.

 

≈log
 

(1)
 

λ는 장, g는 격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g< 

λ/2인 경우 격자 간격에 비 장이 큰 평면 들

에 해 차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해

석한 철근 콘크리트는 일반 으로 건물에 쓰이면서

기 으로 매우 큰 구조이다. 따라서 철근 콘크리

트 체를 계산하는 것은 시간 , 비용 측면에서

합리 이지 않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철근 콘크리

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콘크리트 내

부에 격자 형태의 철근이 들어가 있는 구조이며, 이

는 십자 형태의 단 셀 구조가 주기 으로 배치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해 주기 구조 경계면

(Periodic boundary condition: PBC)을 설정하여 해석

하 다. 철근 콘크리트의 분석 차는 철근 콘크리

트를 구성하는 콘크리트와 철근에 한 개별 분석

을 선행한 뒤 체 철근 콘크리트에 한 분석을 하

다. 

2-1 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분석

콘크리트의 유 율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많은

라미터들이 존재하며, 특히 주 수, 수분 함유량, 온

도 등은 콘크리트의 유 율을 변화시키는 주요 라

미터이다
[12]. 콘크리트의 비유 율과 손실 탄젠트는

주 수에 독립 이라는 가정하 다. 한, 건조된

콘크리트를 가정하 으며, 비유 율은 4.94, 손실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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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콘크리트의 구조

Fig. 2. Geometry of concrete.

 

그림 3. 두께에 따른 콘크리트의 정규화 투과 특성

(dB/10 cm)

Fig. 3. Normalized transmission properties of concrete 

(dB/10 cm).
 

젠트는 0.1, 비투자율은 1로 설정하 다[13].  

이러한 조건하에서 콘크리트의 두께에 따른 투과

계수를 분석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차폐 효과를 알아

보았다. 계산에 이용된 콘크리트의 구조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주 수가 각각 10, 100, 500, 1,000 MHz

일 때 콘크리트의 두께가 변함에 따른 투과 계수는

10 cm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그림 3에 나타내

었다. 투과 계수의 정규화는 콘크리트의 두께를 10 

～300 cm까지 시뮬 이션하여 각각의 투과 계수를

10 cm로 정규화하고 그 값을 평균을 취하 다. 그림

3의 결과 값을 살펴보면 콘크리트가 갖는 손실 특성

표 1. 철근 규격[14]

Table 1. List of rebar sizes[14].

호칭명 철근 지름(mm) 공칭 지름(mm)

D6 6 6.35

D10 10 9.53

D13 13 12.7

D16 16 15.9

D19 19 19.1

D22 22 22.2

D25 25 25.4

D29 29 28.6

D32 32 31.8

D35 35 34.9

D38 38 38.1

D41 41 41.3

D51 51 50.8

으로 인해 주 수가 올라갈수록 투과 특성이 낮아지

며, 주 수가 10, 100, 500, 1,000 MHz일때각각—0.10, 

—0.25, —1.05, —2.06 dB 값을 갖게 된다. 10 MHz일

때와 1,000 MHz의 투과 계수의 차이는 약 —1.9 dB 

이다. 를 들어, 30과 50 cm 두께를 갖는 콘크리트

의 1,000 MHz에서투과특성값은각각—6.18, —10.30 

dB임을 알 수 있다. 

2-2 철근의 구조에 따른 분석

철근의 규격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철근 지름

이 6～51 mm 사이의 철근들이 생산되어지고 있으

나, 38～51 mm의 철근들은 철근의 지름이 매우 두

껍고 다루기가 어려워, 부분 10～ 30 mm의 철근

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철근과 철근 사이의 간격은

일반 인 경우 90 mm부터 500 mm 이상의 값을 갖

는다. 철근 구조는 그림 4와 같이 기본 으로 격자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철근 구조

의 변수는 철근의 두께 t와 철근과 철근 사이의 간격

w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철근과 철근 사이의 간격 w를 각각 100 

mm와 200 mm로 고정하고, 철근의 두께 t를 10～30 

mm까지 10 mm씩 변화시키며 투과 계수를 찰하

다. 그림 6은 철근 두께 변화에 따른 투과 계수 변

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차단 효과는 철근과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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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철근의 격자 구조

Fig. 4. Grid of the rebar.

 

그림 5. 다층 철근 구조의 모델링

Fig. 5. Modeling of multi layers rebar.

 

의 간격 w가 좁을수록, 철근의 두께 t가 두꺼워질수

록 향상된다. 한, 반 으로 주 수가 작을수록

차단 효과가 향상되어진다. 를 들어, 입사되는

자 가 400 MHz 일 때, 철근 간격 w가 100 mm이고, 

t가 10 mm인 경우는 12 dB, t가 30 mm인 경우는 30 

dB 감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철근 간격 w가

200 mm인 경우는 t가 10 mm, 30 mm일 때 각각 3 

dB, 10 dB의 신호 감쇄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한, 

철근을 다층으로 확장하면 그림 6과 같이 도 의

길이 d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철근의 차단 효과를 높

이기 해철근구조를두층으로확장하 으며, 구조

그림 6. 도 의 길이 d에 따른 투과 계수 변화

Fig. 6. Transmission coefficient for variation d of rec-

tangular waveguide.

 

(a) w=100 mm

(b) w=200 mm

그림 7. 단층 철근 구조의 투과 계수

Fig. 7. Transmission coefficient of singl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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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 수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의 정규화 투과 계수(dB/10 cm)

Table  2. Normalized transmission coefficient for reinforced concrete at four frequencies(dB/10 cm).

철근 콘크리트 투과 계수(dB/10 cm)

단층

철근

t(mm) 10 MHz 100 MHz 500 MHz 1,000 MHz

10 —8.66 —3.91 —1.89 —2.28

20 —10.47 —5.81 —2.73 —2.36

30 —12.44 —7.21 —4.76 —2.80

두층

철근

10 —12.49 —8.69 —2.46 —2.52

20 —15.65 —12.06 —6.16 —2.88

30 —19.15 —15.70 —9.55 —3.76

(a) zoffset=100 mm

(b) zoffset=200 mm

그림 8. zoffset의 변화에 따른 2층 구조의 투과 계수

Fig. 8. Transmission coefficient for zoffset variation in 

two layers.

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zoffset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단층에서 w는 차단 효과가 좋았던 100 mm로 고

정하고, zoffset을 100 mm와 200 mm로 변화시켜 이에

따른 투과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8

에 나타내었다. zoffset 변화에 따른 투과 특성을 보면

zoffset을 이용하면 500 MHz에서 w가 100 mm일 때

를 보면 단층에서의 t가 10, 20, 30 mm일 때 각각

—10.65, —18.37, 27.42 dB 던 투과 계수가 두 층 설

계를 하면 —27.69, —41.19, —57.55 dB로 낮아진다. 

zoffset의 효과는 간격이 100 mm에서 200 mm로 넓어

지면 투과 특성에는 그 향이 미비하지만 zoffset 간

격이 넓어지면 다른 공진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zoffset이 λ/2에 해당하는 공진 이며, 다층 철근 구조

이용하여 차단 특성을 높이기 해서는 원하는 주

수 역 내에서 공진을 야기하지 않게 zoffset의 길이

를 조정해야 한다.  

2-3 철근과 콘크리트에 따른 향 분석

실제 건물에서 쓰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그

림 9(a)와 같이 철근이 콘크리트의 양쪽 끝에서 안쪽

으로 coffset의 거리를 두고 치하게 된다. 이에 해

철근 구조가 단층일 때와 그림 9(b)와 같이 두 층의

철근 구조가 치할 때에 한 체 철근 콘크리트

의 분석을 실시하 다. coffset이 100 mm, w가 100 mm

일 때 철근 두께에 따른 투과 특성은 표 2에 10, 100, 

500, 1,000 MHz의 각각에 주 수에 하여 철근 콘

크리트의 두께를 10 cm로 정량화 하여 나타내었다. 

한, 두 층일 때는 zoffset을 100 mm로 고정하여 추가

인 공진을 피하여 설계하 다. 

그 결과를 보면 500 MHz까지는 단층 철근을 사용

한 경우와 두 층 철근을사용한 경우에서 두 층 철근

을 이용하 을 때 약 2배 낮은 투과 계수를 얻을 수

있지만 1,000 MHz의 경우 거의 비슷한 투과 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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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층 철근

(a) Single-layer rebar

(b) 두층 철근

(b) Double-layers rebar

그림 9.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

Fig. 9. Geometry of reinforced concrete wall.

그림 10. 두께에 따른 콘크리트의 정규화 투과 특성

(dB/10 cm)

Fig. 10. Normalized transmission properties of concrete 

(dB/10 cm).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철근의 경우 낮은 주

수를 차단할 수 있지만 높은 주 수에서의 차단 효

과는 미비하며, 높은 주 수에서는 콘크리트의 두께

에 의한 향이 지배 임을 나타낸다. 그림 10은 표

2에 한 시로 두 층 철근 구조를 이용해 90 cm의

철근 콘크리트를 설계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투과

계수를 철근 두께에 따라 주 수 별로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이용해 만약 500 MHz까지 —60 dB의 투

과 계수를 얻을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고자 한다면

30 mm 철근 두께를 갖는 두 층의 철근 구조를 이용

하여 설계하면 된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불필요한 자 방해로부터 철근 콘

크리트를 이용하여 차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설계

모델링과 해석을 하고자 하 다. 콘크리트는 주 수

가 올라감에 따라 차폐 효과가 높아지고, 철근의 경

우 철근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차폐 효과가 높아지

며, 주 수가 낮을수록 차폐 효과에 많을 향을 주

게 된다. 한, 철근과 철근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수

록 차폐 효과가 낮아진다. 철근 구조를 다층으로 확

장 시 층과 층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른 공진이

만들어짐을 확인하 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

제 건축 시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해

체 철근 콘크리트의 결과 값을 도출하 으며, 한

철근을 단층에서 다층 철근으로 확장한 경우에 해

서도 분석을 하 다. 의 결과 값으로 다른 추가 구

조물 없이 철근 콘크리트 설계 시 차폐 효과를 고려

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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