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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도체판 장하에 의한 무한 도체 평판 슬릿의

침투 전자파 저감 특성

Reduction Characteristics of Electromagnetic Penetration through 
a Slit in a Conducting Screen by a Loaded Triangle Plate 

조병호․이승익*․김효균**․김기채**

Byung-Ho Cho․Seung-Ik Lee*․Hyo-Kyun Kim**․Ki-Chai Ki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한 도체 평판의 슬릿 부근에 도체판을 부가하여 슬릿으로 침투하는 전자파의 저감 특성을 검토하였

다. 이론 해석에는 FDTD 법을 사용하였으며, 부가 도체판의 형상 및 길이, 간격, 두께의 변화에 따른 침투 전계의 특성을
계산하여 부가 도체판의 구조 변화가 침투 전자파의 저감 특성 및 차폐 효과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부가 도체판의 구조 변화에 따라 차폐 효과, 침투 전계의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침투 전계를 최소로
하는 부가 도체판의 최적 구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reduction characteristics of electromagnetic penetration through a slit in conducting screen by loaded plate. 
The FDTD method is used in theoretical analysi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netrated electric fields are calculated in terms of length, 
width, shape, position, and height of the loaded plate to find out how the geometry of plate influences the reduction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magnetic penetration and shielding effectiveness.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penetrated electric field and 
shielding effectiveness depend on the geometry of loaded plate. In particular, the optimal geometry of loaded plate which minimize 
penetrated electric field are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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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기술과 반도체 기술 등의 발달로 전기, 전자 산업
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전기, 전자 산업의 발달로 인하
여 전기 전자기기는 디지털화, 고속화, 성전력화, 고밀도화, 
소형화, 저전력화 되어가고 있으며, 전기 전자기기의 고속

화, 소형화, 저전력화는 전자파 장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문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특히, 전기 전
자기기에서 열을 방출하기 위한 통풍용 구멍, 입출력선을
위한 커넥터 등으로 인해 전기전자 기기에는 개구면이 형성

되어진다. 이러한 개구면(슬릿)을 통하여 장해 전자파가 기
기의 내부로부터 방사되며, 외부로부터 장해 전자파 침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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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야기시켜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한다. 무한 도체 평판
의 개구로 침투하는 전자파의 침투 문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1]～[10]. 연구의 대부분은 외부 파원으로서
평면파 입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이폴 파원
이 슬릿 부근에 놓인 경우의 전자파 침투에 관한 연구도 보

고되어 있다[6]～[8]. 이 중, 참고문헌 [6]에서는 평행 2선 선로
를 슬릿에 장하하여 리액턴스로 동작하게 하면 슬릿상의 자

류 분포가 제어되어 침투 전계를 최소가 되게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한 도체 평판의 슬릿으로 침투하는

침투 전계의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슬릿 부근에 삼각형

도체판을 장하하는 구조를 검토하였다. 중심주파수뿐만
아니라 광대역에 걸쳐서 효과적인 리액턴스 값이 형성되

도록 하기 위해 삼각형 도체판을 사용하였다. 삼각형 도
체판은 무한 도체 평판과 평행하게 설치하여 참고문헌

[6]의 구조보다 저자세화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도록 하였
다. 무한 도체 평판의 개구로 침투하는 침투 전자파는 슬
릿 개구면상의 전계 분포에 의존하므로 참고문헌 [6]에서
제안된 침투 전계 제어의 원리를 적용하면 침투 전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구면 전계 분
포를 제어하기 위해 슬릿 부근에 도체판을 장하하여 슬

릿으로 침투하는 침투 전자파의 크기를 저감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론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
해 차폐 효과의 측정치와 계산치를 비교 검토하였다. 

Ⅱ. 수치계산 결과 및 검토

그림 1은 무한 도체평판의슬릿부근에 장하한 삼각형
도체판의 구조와 좌표계이다. 삼각형 도체판은 폭 d=150 
mm로 고정하고, 삼각형 도체판의 길이 L, 두께 w 및 간
격 h를파라미터로 하였으며,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부가 도체판은 슬릿 중심과의 상대적인 변위(y 방향으로
의 거리)를 가변하지 않고 슬릿의 가장자리 위치에 부가
도체판의 왼쪽 끝을 고정하였다. CD-ROM 드라이브 형태
의 개구가 있는 경우는 부가 도체판이 개구의 중심을 가

로 지를 수 없기 때문에, 부가 도체판의 위치는 그림 1과
같은 구조가 적합하다. 또한, 슬릿을 물리적으로 분할하
지 않는 구조로 참고문헌 [6]에서 제안된 원리를 적용하
기 위해서는 부가 도체판이 리액턴스 소자로 동작하도록

(a) Type - A

(b) Type - B

(c) Type - C

그림 1. 삼각형 도체판을 갖는 무한 도체 평판 슬릿의 구
조와 좌표계

Fig. 1. Geometry and coordinate system of the slit with a 
loaded triangle plate in the conducting screen.

 

슬릿의 가장자리 위치에 고정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11].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된 FDTD 법은 유한 체적에 대해
서 시간과 공간으로 이산화하였으며, 계산 영역을 유한
범위로 정하기 위해서 흡수 경계 조건(Perfectly Matched 
Layer)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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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 - A

(b) Type - B

(c) Type - C

그림 2. 삼각형 도체판의 길이 L에 대한 침투 전계 특성
Fig. 2. Characteristics of penetrated electric fields vs. the 

triangle plate length L.
 
그림 2는 평면파가 무한 도체 평판의 슬릿에 입사할

때, 주파수를 1 GHz로 고정하고, 삼각형 도체판의 간격 h

를 파라미터로 한 경우, 삼각형 도체판 길이 L에 대한 침
투 전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각형 도체판의 형상 및 길이를 조절하면 침투
전자파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2(a)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Type-A인 경우는, 도

체판의 길이가 L=100～150 mm일 때 침투 전계는 최대
값을 가지며, 도체판의 간격이 h=10 mm일 때 최소 값이
되고, h=30 mm일 때 최대가 된다. 또한, L=170 mm일 때
침투 전계는 최소 값을 가지며, h가 증가할수록 침투 전
계는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b)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Type-B인 경우는, 도

체판의 길이가 L=100～120 mm일 때 h가 증가할수록 침
투 전계는 커지지만, L=120 mm 이상일 때는 h가 증가할
수록 침투 전계는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c)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Type-C인 경우는, 도

체판의 길이가 L=100～130 mm일 때 L이 증가할수록 침
투 전계는 커지지만, L=130 mm 이상일 때는 침투 전계가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즉, Type - A의 경우 삼각형 도체판의 길이 L=170 mm, 

간격 h=50 mm일 때, Type - B의 경우 삼각형 도체판의
길이 L=180 mm, 간격 h=50 mm일 때, Type - C의 경우 삼
각형 도체판의 길이 L=200 mm, 간격 h=10 mm일 때, 침
투 전계의 크기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각형 도체판의 길이가 0.4λ 부근에서는 침투 전
계가 최대가 되는데, 이는 슬릿과 삼각형 도체판이 결합
하여 공진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은 무한 도체 평판에 평면파가 입사할 때, x=0, 

y=0, z=50 mm 위치에서 Type - A, B, C에서의 침투 전계
크기를 주파수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는 슬릿
부근에 삼각형 도체판을 장하하지 않는 경우와 삼각형

도체판 A(d=150 mm, L=170 mm, h=50 mm), 삼각형 도체
판 B(d=150 mm, L=180 mm, h=50 mm), 삼각형 도체판 C 
(d=150 mm, L=200 mm, h=10 mm)를 장하한 경우를 동시
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도
체판을 장하하지 않은 경우, 침투 전자파는 1 GHz 부근
에서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는 폭이 좁은 슬릿의 길이가
반파장(a=15 cm)이 되어 1 GHz에서 공진이 일어나기 때
문이다. 삼각형 도체판을 장하하면 1 GHz 부근에서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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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삼각형 도체판의 형상에 대한 침투전계의 주파

수 특성

Fig. 3.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penetrated electric 
fields for a various triangle plate type.

 

그림 4. 침투 전계의 주파수 특성에 대한 측정치와 계산

치 비교

Fig. 4.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measured values of 

penetrated electric fields.

 

전계의 저감 특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Type - 
A의 삼각형 도체판을 장하할 때 침투 전계의 저감 특성
이 가장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삼각형 도체판이 없을 경우와 삼각형 도체판

Type-A를 장하하였을 경우에 대한 침투 전계의 계산치와
측정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계산치와 실험치는 비교적 그
경향이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슬릿 부근에 설치한 삼각형 도체판에 의해 침투 전계

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차폐 효과를 정의하여 차폐 효과의 주파수 특성을 검토

하였다.

  log
  (1)

 

(a) Type - A

(b) Type - B

(c) Type - C

그림 5. 차폐 효과의 측정치와 계산치 비교
Fig. 5.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measured values of 

the shielding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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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1은 무한 도체 평판이 없을 경우 관측점에서의

전계의 크기를 나타내며, E2는 무한 도체 평판이 있는 경

우 슬릿을 통해 관측점에 침투되는 전계의 크기를 나타

낸다. 
그림 5는 식 (1)을 사용하여 계산한 차폐 효과의 주파

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5에는 삼각형 도체판의 각 형
상(Type - A, B, C로 표기)에 대한 차폐 효과의 주파수 특
성의 계산치와 실험치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그림 5으로
부터 삼각형 도체판이 Type-A일 때 침투 전계 특성이 가
장 양호함을 알 수 있다. 

Ⅲ. 실험 결과 및 검토

수치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6과 같
이 삼각형 도체판을 제작하고, 차폐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무한 도체 평판은 가로=3 m, 세로=2 m

이며[12],[13], 슬릿은 길이가 a=150 mm, 폭은 b=1 mm이다. 
차폐 효과의 측정 방법은 IEEE STD 299[14]를 참조하였으

며, 혼 안테나와 루프 안테나를 네트워크 분석기에 연결
하고, 도체 평판이 존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측정된
전계 값으로부터 차폐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림 5에서 보
는 것처럼, 저주파 대역에서 계산치와 측정치가 큰 차이
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

러가지를 생각할 수있으나, 측정에사용한무한 도체평
판이 유한하며, 제작된 평판이 정확히 좌우 대칭이 되지

그림 6. 제작된 무한 도체 평판의 구조
Fig. 6. The fabricated slit structure of the infinite conduc-

ting screen with a slit and a plate.

않은 점, 평판을 완전 도체로 가정했으나 실제로는 손실
이 있는 점, 케이블 손실과 제작상의 오차 및 측정 오차
등을 고려하면 이론 계산치는 측정치와 비교적 그 경향

이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평면파가 무한 도체 평판에 존재하는 동일

한 크기의 슬릿에 입사할 때, 슬릿으로 침투하는 침투 전
계의 크기를 제어하기 위해 슬릿 부근에 삼각형 도체판

을장하한 구조에대하여 침투전계의 특성을 FDTD 법으
로 검토하였다.
무한 도체 평판에 존재하는 슬릿에 삼각형의 도체판을

장하하였을 때 침투 전계의 주파수 특성 및 차폐 효과 특

성을 계산하고, 실험을 통하여 이론 해석의 타당성을 확
인하였다. 
삼각형 도체판을 슬릿 부근에 무한 도체 평판과 평행

으로 설치하면 저자세 구조로 침투 전자파의 저감이 가

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한 도체 평판의 슬릿
이 1 GHz 부근에서 공진하는 길이인 경우, 삼각형 도체
판 Type-A(w=0.1 mm, d=150 mm, L=170 mm, h=50 mm)
의 경우 1 GHz 부근에서 침투 전계의 저감 특성이 가장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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