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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다층 지하 구조물로의 고고도 자기 (high 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 HEMP)의 커 링

상을 분석하 다. 이를 하여, 고고도 자기 에 한 모델링을 통하여, 고고도 자기 의 스펙트럼이 100 

MHz 이상의 역에서 —30 dB 이하로 격히 감소함을 확인하 다. 한, 고고도 자기 의 커 링 역인

다층 지하구조물은 지구의 표면과내부를구성하는 5층 구조물로가정하여, 본구조물을 구성하는물질의

상수(propagation constant)를 바탕으로 투과 상을 분석하 다. 그 결과, 50 kV/m의 평면 를 입사시켰을 때, 지

상에서 100 m 깊이에 치한지하터 에서 0.1 MHz와 1 MHz의 평면 에 하여 각각 약 10 kV/m와 5 kV/m의

투과 상이 발생함을 확인하 다. 투과된 기장의 효과 인 차폐 효과 확보를 하여 토양층의 감쇠 상수

(attenuation constant)를 이용한 자연 차폐 방법과 속 격자 구조물의 필터링(filtering) 상을 이용한 차폐 방법

을 통하여 각각 최 20 dB와 90 dB의 차폐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분석하 다.

Abstract

This paper gives a electromagnetic coupling mechanism of the high 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 (HEMP) into 

large- scale underground multilayer structures using analytic and numerical methods. The modeling methods are firstly 

addressed to the HEMP source which can be generated by intentional nuclear explosion. The instantaneous and intense 

electromagnetic pulse of the HEMP source is concerned from DC to 100 MHz band, because the power spectrum of 

the HEMP is rapidly decreased under —30 dB over the 100 MHz band. Through this range, a penetrated electric field 

distribution is computed within the large-scale underground multilayer structures. As a result, the penetrated electric 

field intensities at 0.1 and 1 MHz are about 10 and 5 kV/m, respectively. Therefore, additional shielding techniques 

are introduced to protect buried structures within the large-scale underground structures such as high-lossy material and 

filtering structures (wire screen).

Key words : High 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 (HEMP), Large-Scale Underground Multilayer Structure, Electro-

magnetic Modeling, Penetration, Shielding

Ⅰ. 서  론      1960년 이후로 고고도 자기 (high 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 HEMP)는 군사 방어 분야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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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시민의 안 기반 시설에 한 큰 으로

두되어 왔다. 이러한 고고도 자기 는 지상으로

부터 수십 킬로미터 상승 지 에서 핵 폭발이 일어

났을 때 발생하는 자기 로써, 핵 폭발 시 방출되

는 감마선(gamma-ray)이 지상의 공기 분자와 충돌을

일으켜 공기 분자의 자유 자를 방출시키는 콤 톤

효과(Compton effect)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콤 톤

효과에 의하여 방출된 자유 자는 지상으로 빛의

속도(speed of light)에 가까운 상 론 속도(rela-

tivistic speed)로 진행하게 되며, 지구를 구성하고 있

는 지자기장(geomagnetic field)을 통하여 매우 큰 진

폭을 갖고, 수 나노 (nano-seconds)의 상승 시간을

갖는 자기 를 발생시킨다[1]. 이러한 순간 이고

강한 자기 가 지상에 도달하 을 경우, 지상의

기반 시설을 구성하는 많은 자기기들로 커 링되

어 손실 괴 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고고도 자기 에 의한 기반 시설의 괴 상

분석을 하여 1962년 두 가지 요한 실험이 수행

되었다. 본 실험들은 “Starfish test”와 “Soviet Union 

exo-atmospheric test”라는 이름으로 각각 수행되었으

며, 그 결과 지상 력 공 장치 력선의 연

괴(dielectric breakdown), 화재 경보기 손실 각종

안 장치에서의 화재 등의 상을 발생시켰다[2]. 이

후, 이러한 두 가지 표 인 실험을 바탕으로 고고

도 자기 에 의한 지상 구조물 혹은 력선으로의

커 링 상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3]～

[7]. 고고도 자기 의 분석을 하여, 참고문헌 [3]

에서는 104
～107 Hz 역에서 번개(lightning)에 의한

자기장과 고고도 자기 간의 비교, 분석을 하

다. 그리고 참고문헌 [4]～[7]에서는 고고도 자

기 가 지상의 력선 통신선으로 커 링되는

상에 하여 분석하 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연구

들은 지상에 치한 력선 등으로의 커 링 상과

지상 구조물의 개구(aperture), 합부(junction), 그리

고 슬롯(slot) 등으로의 커 링 상 등에 국한되었

으며, 고고도 자기 에 의한 물질에서의 투과

반사 특성에 한 연구는 소개되지 않았다.

일반 으로 주 수 성분을 갖는 자기장은 유한

한 유 율을 갖는 물질에 하여 투과 반사, 손

실, 그리고 왜곡 등의 상을 발생시킨다. 고고도에

서의 핵 폭발에 의한 고고도 자기 역시 DC에서

수백 MHz 역까지 높은 워 스펙트럼을 갖기 때

문에, 이와 동일한 상이 발생할 수 있다
[8],[9].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고고도 자기 의 다층 지하 구

조물로의 커 링 투과 상에 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은 물질에서의 상수(complex 

propagation constant)를 통한 분석 방법(analytic solu-

tion)과 시간 역 유한 차분법(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FDTD)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방법

을 통하여 지하 구조물의 각 지 에서 기장의 크

기를 계산하 으며, 투과된 기장의 차폐 효과 확

보를 하여 지하 구조물의 유 율을 통한 자연 차

폐 방법과 속 격자 물질을 이용한 필터링 방법에

한 분석을 하 다.  

Ⅱ. 고고도 자  및 다층 지하 

구조  모델링

지상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상층부에서의 핵 폭

발에 의하여 발생한 고고도 자기 는 발생 시간

방법에 따라 세 가지 펄스(, , )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펄스 ,  펄스가가장 큰

진폭과 짧은 상승 시간을 갖고 있으며, 1996년 IEC  

standard 61000-2-9에서 아래와 같이 모델링 되었다[1].
 

 
  , (1)

 

이 때, 상수인 와 는 각각 4×107 [1/s]이고, 

6×108 [1/s]이다. 식 (1)과 같이 모델링 된  펄스

를시간축과주 수 축에서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펄스는

50 kV/m의 진폭을 가지며, 수 나노 의 상승 시간

을 갖는다. 이 게 짧은 상승 시간을 갖는 펄스는 주

수 축에서 역 워 스펙트럼을 갖게 되는데, 

 펄스의 경우, 100 MHz 역에서 약 30 dB의 손

실을 갖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C 역에서 100 MHz 역에 한 자기 커 링

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큰 워를 갖는 고주 성분(high po-

wer radio-frequency components)은 자기기의 연

괴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국부 가열(lo-

calized heating) 상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주 수를

갖는 성분들은 속 물질이 아닌 유한한 유 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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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 축과 주 수 축에서의  펄스

Fig. 1.  pulse in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

 

갖는 물질 속에서 혹은 투과 상이 발생한

다. 따라서 DC 역에서 수백 MHz 역의 고주

스펙트럼을 갖는  펄스 역시 유한한 유 율을 갖

는 물질에서 특성을 나타내며, 투과된 주 수

성분들에 의하여 특정한 자기기 등에 연 괴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펄스의 투과 상을 분석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은 다층 지하 구조물을 가정하 다. 가

정한 지하 구조물의 물질은 일반 으로 지구를 구성

하는 물질에 입각하 으며, 구성하고 있는 분포에

따라 5층의 구조를 가정하 다.

다층 지하 구조물의 첫 번째 층은 공기층으로써, 

고고도 자기 가 발생한 지상의 공기층을 의미한

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층은 토양층과 암석층

을 가정하 다. 이는 지구의 표면부에 분포하는 토

양층과 지구의 맨틀 부분 직 까지 분포하는 암석층

을 의미한다. 네 번째 층인 공기층은 암석층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임의의 지하 터 을 가정한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층은 지구 맨틀 부분까지 분포하

는 암석층을 의미한다. 이 때, 첫 번째 층과 다섯 번

째 층은 각각 와   방향으로 무한한 크기를 갖

음을 가정하 는데, 이는 고고도 자기 가 발생하

는 첫 번째 층은 지구의 상층부로 무한하게 존재함

을 가정한 것이고, 마지막 층은 지구의 크기를 가정

그림 2. 다층 지하 거 구조물

Fig. 2. Large-scale underground multilayer structure.

 

하여 무한한 암석층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층 지하 구조물로의 고고도 자기 의 커 링

상 분석을 하여, 그림 1과 식 (1)에서 모델링한

 펄스를 그림 2와 같은 구조물에서 발생시켜 각

층에서의 기장 분포를 확인하 다. 이를 하여

지하 구조물을 구성하는 각 층의 측정된 유 율에

기반 한 상수를 이용한 분석 방법과 Yee's sche-

me을 이용한 1차원 시간 역 유한 차분법을 사용하

다
[12].

상수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하여,  펄스

가 지하 구조물로 수직하게 입사함을 가정하 다. 

이는 고고도 자기 가 일반 으로 지상 30 km 이

상의 지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의 형상이 무한

한 평면인 1차원 문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게 발생한  펄스가 지상으로 가장 가까운 거

리로 커 링 됨을 가정하기 함이다. 

첫 번째 공기층에서 입사된  펄스가 지표면인

토양층으로 수직 입사하게 되면, 공기층과 토양층의

경계면인 0인 지 에서 투과와 반사 특성이 발생

하게 된다. 이는 공기층과 토양층의 고유 임피던스

(intrinsic impedance)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공기층에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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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반사되어   방향으로 진행하는 가 공존

하게 된다. 한, 토양층으로 투과된 는 다시 토양

층과 암석층 사이의 경계면인    지 에서 투과

와 반사 상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임피던스의 부

정합(mismatch)에 의하여, 구조물의 각 층에서는 입

사 와 반사 가 서로 공존하게 된다. 하지만, 마지

막 다섯 번째 암석층에서는 가 진행하는   방향

으로 임피던스의 부정합을 발생시키는 경계면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층과는 달리 오직 입

사 만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물에서의 투과와

반사 특성을 고려하여 식 (2)와 같이 각 층에서의

기장 분포를 표 할 수 있다.
 

 

 


,

 

 


,

 

 


,        

 

 


,

 

 , (2)

 

여기서 , , , , 는 각각 구조물 내부 물질

(그림 2에서의 air1, soil, rock1, air2, rock2)에서의

기장을 의미하며, 각각의 층 내부에서의 입사 (
, 


, 

, 
, 

)와 층간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반

사 (
, 

, 
, 

)의 조합으로 표 된다. 한, 

, , , , 는 구조물의 각 층에서의 상수

를 의미하고, 그림 2에서 가정한 물질에 의하여, 첫

번째 층과 네 번째 층의 상수는 서로 같고

( ), 세 번째층과 다섯번째 층의 상수 역

시 서로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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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식 (2)에서와 같이 각 층에서의 기장 계식을

통하여, 입사된 고고도 자기 인 
를 제외한 나

머지 변수들(
, 

, 
, 

, 
, 

, 
, 

)

을 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변

수에서 사용된 계수들(,  ,  , , , ,  ,  , , 

, , )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4)
 

이 때, 는 각 층에서의 고유 임피던스를 의미하

며, 그림 2에서 가정한 물질에 따라 첫 번째 층과 네

번째 층에서의 고유 임피던스와, 세 번째 층과 다섯

번째 층에서의 고유 임피던스는 서로 동일하다

( ,  ).

고고도 자기 에 의한 다층 지하 구조물로의

커 링 상을 분석하기 하여, 식 (2), (3)과 같이

물질의 상수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각 지 에서

기장의 크기를 계산하 다. 의 식에 용될

상수는 각 층에서의 비유 율(relative permittivity)

과 손실 탄젠트(loss-tangent)를 이용하여, 식 (5)와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13].

 

   
 



.
(5)

 

각 층에서의 상수를 얻기 하여 토양층과

암석층에서의 복소 유 율(complex permittivity)를

용하 다
[14],[15]. 용된 복소 유 율은 실제 토양과

암석층에 한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이며, 이

를 구조물에 입사시킨 평면 의 주 수에 따라 비유

율과 손실 탄젠트로 계산한 결과를 표 1에 정리하

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3, no, 3, Mar. 2012.

396

표 1. 각 층에서의 비유 율과 손실 탄젠트

Table 1. Relative permittivity and loss-tangent of the 

each media.

구성 물질 주 수(MHz) 비유 율 손실 탄젠트

토양

0.1 41.0 43.9

1 16.0 11.9

10 10.0 1.9

100 10.0 0.2

암석

0.1 2.8 0.6

1 2.8 0.4

10 2.8 0.3

100 2.8 0.2

그림 3. 다층 지하 거 구조물에서의  펄스 분포

Fig. 3.  distribution in the large-scale underground mul-

tilayer structure.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양의 유 상수는

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만, 암석의 경우 주 수에 계없이 특정한 값을 유

지한다. 한, 토양의 손실 탄젠트가 암석보다 매우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다층 지

하 구조물로 고고도 자기 가 입사할 경우, 두 번

째 층인 토양층에서 큰 손실을 겪게 됨을 측할 수

있다. 

그림 3과 4는 다층 지하 구조물의 모든 지 에서

기장의 분포를 나타낸다. 다층 지하 구조물로 입

사된 평면 는 0.1, 1, 10, 100 MHz이며, 이는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고고도 자기 가 DC에서 100 

MHz 역까지 넓은 워 스펙트럼을 갖기 때문이

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평면 는 토

그림 4. 다층 지하 거 구조물에서의  펄스 분포

Fig. 4.  distribution in the large-scale underground 

multilayer structure with normalized log-scale.

 

양층과 암석층에서 손실이 발생하며, 층간 경계면에

서 다 반사(multiple reflection)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 수가 높은 10 MHz와 100 MHz의

평면 의 경우, 다른 주 수(0.1, 1 MHz)의 평면 보

다 짧은 장을 갖기 때문에, 층간 경계면에서의 임

피던스 부정합에 따른 다 반사에 의한 정재

(standing wave)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0 MHz와 100 MHz의 평면 는 토양층과 암석층에

서 다른 주 수의 평면 보다 큰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암석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손실을

겪게 되고, 지하 100 m인 지 에 치하는 공기층에

서 매우 작은 기장이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

제 E1 펄스는 10 MHz 이상의 역에서 그 이하 역

의 스펙트럼보다 작은 스펙트럼을 갖지만, 본 연구

에서는 각각의 역에서의 손실을 확인하기 하여

모든 주 수에서 동일한 스펙트럼을 가정하 다.

이와 반 로, 상 으로 낮은 주 수인 0.1 MHz

와 1 MHz의 평면 의 경우, 지하 공기층에서 각각

약 10 kV/m와 5 kV/m의 기장이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낮은 주 수의 평면 들은 암석층에

서 보다 낮은 손실을 겪기 때문이며, 이는 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물질의 감쇠 상수가 제곱근에 비례하

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층 지하 구조물에서의 주 수에 따른 평면 의

분포를 로그 분포를 통하여 그림 4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0.1 MHz와 1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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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면 는 지하 구조물의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상 으로 작은 손실이 발생하여 지하 100 m 지

의 지하 공기층으로 큰 기장이 투과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 MHz와 100 MHz의 평면 는 주 수

에 따라 증가하는 감쇠 상수에 의하여 암석층의 깊

이에 따라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이러한 상수를 통한 분석 방법이 시간

역 유한 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와 매우 큰 상

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분석 방법에 한 실효성을 검증하 다.

결론 으로, 물리 으로 큰 지하 구조물의 경우라

도 지상에서 발생한 고고도 자기 의 많은 양이

지하 깊은 지 까지 투과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게 투과된 자기 는 지하 공기층에 존재하는

자기기에 한 유 괴 손상 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리 으로 큰 지하 구조물일지라

도 차폐 효과를 얻기 한 구조물의 용이 불가피

하다.

Ⅲ. 투과  고고도 자 로부 의 

방  방안

제 Ⅱ 에서 고고도 자기 가 다층 지하 거

구조물로 침투되는 상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

0.1 MHz와 1 MHz의 평면 의 경우 약 10 kV/m와 5 

kV/m의 기장이 분포함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물리 으로 큰 지하 구조물일 경우라도 지하 공기층

에서의 차폐 상을 얻기 하여 추가 인 방호 방

안 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에서는 지하 공

기층에서의 차폐 효과 증가를 하여, 물질의 손실

탄젠트에 따른 자연 차폐 방안과 속 격자 구조물

에 의한 차폐 방안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 질의 손실 탄 트를 이용한 자연 차폐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층 지하 구조물을

구성하는 물질 , 토양층이 암석층보다 큰 손실 특

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인 차폐

구조물을 용하지 않은 채, 지하 공기층으로 투과

되는 기장의 크기를 이기 하여 토양층의 두께

를 조 하면 자연 차폐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림 5. 토양층의 두께에 따른  펄스 분포

Fig. 5.  distribution in the large-scale underground 

multilayer structure as the variation of the soil 

thickness.

 

그림 5는 토양층의 두께에 따른 다층 지하 구조물

에서의 기장의 분포를 나타낸다. 지하 공기층이

분포하고 있는 체 깊이는 100 m로 고정한 채, 토

양층의 두께를 2 m에서 10 m로 증가시켰을 때 지하

공기층으로 투과되는 기장의 세기는 0.1 MHz와 1 

MHz의 평면 에 하여 약 2 kV/m와 1 kV/m로, 기

존의 2 m의 토양층일 때보다 약 5배의 차폐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토양과 암석은 수분의 함유량에 따라

감쇠 상수 값이 변한다
[14],[15]. 특히, 수분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큰 손실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

한 수분 함유량의 변화에 따라 자연 차폐 효과를 증

가시킬 수 있다.

그림 6은 수분 함유량이 5 %인 토양층과 18 %인

토양층의 두께에 따른 지하 100 m 깊이의 지하 공기

층에서의 기장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분 함유량에

따른 기장의 크기는 식 (2)～(4)에서의 복소 유

율 값을 수분 함유량에 따른 유 율을 용함과 동

시에, 토양층의 두께가 1～10 m까지 증가함에 따른

지하 100 m에서의 투과된 기장의 크기를 계산한

것이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18 %의 토양층은 5 %의

토양층과 비교하여 복소 유 율의 허수부분의 값이

약 5배 크기 때문에, 18 %의 감쇠 상수가 더욱 커지

게 된다. 이에 따라 토양층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커

지게 되며, 결과 으로 지하 공기층으로 투과되는

의 크기가 그림 6과 같이 어들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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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토양층의 수분 함유량과 두께에 따른 지하

공기층에서의  펄스

Fig. 6.  distribution in the large-scale underground 

multilayer structure as the variations of the soil
thickness and water content.

 

추가 인 차폐 구조물을 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차폐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손실이 큰 물질

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수분 함유량을 증가시킴으

로써, 고고도 자기 의 침투율을 일 수 있다.

3-2 속 격자 구조 에 의한 차폐

앞서 3-1 에서는 물질의 감쇠 상수를 이용한 자

연 차폐 효과에 하여 분석하 다. 이러한 자연 차

폐 효과는 지하 공기층으로 투과되는 자기장의 차

폐를 한 가장 기본 인 방법이며, 쉘터(shelter)와

속 격자 구조물(wire screen) 등을 통한 의도 인

차폐 구조물에 의한 차폐 효과에 비하여 비교 차

폐 효과는 떨어진다.

최근 건물 등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자기 차폐를 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한

차폐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다[10],[11]. 하지만 본 연구

에서 가정한 구조물은 다층 지하 구조물이기 때문

에, 콘크리트와 같은 구조물의 용 신, 임피던스

이 지 에서의 속 격자 구조물의 용에 의한

차폐를 고려하고자 한다.

그림 7(a)와 같이 주기 으로 속 격자 구조가

배열되어 있는 구조물은 속 간격에서 발생하는 슬

롯에 의하여 주 수에 따른 필터링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필터링 효과는 식 (6)과 같이 간단한 수식을

통하여 측할 수 있다[16],[17]. 

(a) 속 격자 구조물

(a) Wire screen

  (b) 지하 구조물에서의 속 격자 구조물 배치

(b) Disposition of the wire screen in the underground 

      structure

그림 7. 속 격자 구조물에 의한 차폐 방안

Fig. 7. Shieling method using the wire screen.

 

≈  log
  ,

(6)
 

이 때, 와 는 각각 장과 속 격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의 식은 평면 혹은 원거리장

(far-field)일 경우에 용 가능하고,  2의 경우

에 용될 수 있다. 만일  ≥2인 경우에는 속

격자 구조물로 자기장이 투과되기 때문에 차폐 효

과를 기 하기 어렵다. 이러한 수식은 속 격자 구

조물에서 속 간 간격 비 장이 큰 평면 들을

반사 손실로 발생시켜 필터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에 기반하고 있다. 

의 식 (6)을 이용하여 속 격자 사이의 간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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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속 격자 구조의 간격에 따른 차폐 효과

Fig. 8. Shielding effectiveness of the wire screen as a 

variation of the gap.

 

따른 차폐 효과를 그림 8과 같이 측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속 격자 구조물을 그림 7(b)와 같이

지하 공기층 상단부에 용하거나, 각 층의 경계면

에 용한다면, 지하 공기층으로 투과되는 고고도

자기 의 크기를 일 수 있다. 속 격자 구조물

을 용하 을 경우, 지하 공기층으로 투과되는 고

고도 자기 를 표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속 격자 구조물은

0.1 MHz와 1 MHz 역에서 속 간격에 따라 약 78 

dB 이상의 차폐 효과를 가지며, 이에 따라 지하 공

기층으로 투과되는  펄스를 효과 으로 차폐시킬

수 있다. 앞서 언 한, 지하 공기층으로 투과된 0.1 

표 2. 속 격자 구조물 용에 따른 지하 공기층으

로 투과되는  펄스의 양

Table 2. Penetrated  into the air2 layer by shield-

ing effect of the wire screen.

주 수

(MHz)

투과된 
(AdB)

속

간격(m)

차폐 효과

(SEdB)

필터링된  

(AdB—SEdB)

0.1 —15.01

0.05 89.54 —104.55

0.10 83.52 —98.53

0.15 80.00 —95.00

0.20 77.50 —92.50

1.0 —20.14

0.05 89.54 —109.68

0.10 83.52 —103.66

0.15 80.00 —100.14

0.20 77.50 —97.64

MHz와 1 MHz의  펄스는 각각 약 10 kV/m와 5 

kV/m이며, 이를 로그 단 로 환산하면 각각 —15.01 

dB와 —20.14 dB이다. 이 게 투과된  펄스는

속 격자 구조물( 속 간격이 0.05 m인 경우)에 의하

여 최 —109.68 dB까지 일 수 있어, 지하 공기층

에서의 차폐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속 격자 구조물을 도 이론에 기반하여 얻어진

간단한 차폐 분석 방법으로써, 속 격자 구조물이

서로 기 으로 완 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하

다. 한, 차폐 효과를 한 속 구조물들은 반드시

다수의 지를 통하여 공고한 지를 이루어져야

와 같은 차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속 구

조물을 이용한 차폐 방법에는 이와 같이 많은 부분

에 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층 지하 구조물로의 고고도

자기 의 커 링 상에 하여 분석하 다. 특히, 

물리 으로 큰 구조를 갖는 지하 공기층으로의 투과

된 고고도 자기 의 양을 정량 으로 분석하 으

며, 이를 상수를 이용한 분석 방법과 수치 해석

기법의 상 계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 다. 

한, 지하 공기층으로 투과된 고고도 자기 의

차폐를 하여 물질의 손실 탄젠트를 이용한 자연

차폐 방법과 속 격자 구조물 용에 따른 차폐 방

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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