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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wan-YongJin
Advisor:Prof.Geum-BaeCho,Ph.D.
DepartmentofElectricalEngineering,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Inrecentyears,digitaltechnologyassociatedwithsemi-conduct
andsuperhighfrequencyaccessorieshasdevelopedwithspeed.
Digitalmethodshavebeensubstitutedforanalogmethodsin

allkind of commercialand home appliance.Unfortunately,
unnecessary electromagnetic waves generated by the digital
deviceshascausednumerousnegativeeffectsandtheyarestill
increasing.These electromagnetic waves are the fourth largest
factor in caus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followed by
householdwaste,gasemissions,andwastewater.
Sometimethedysfunctionofdevicesmaybecausedbythe

interactive electromagnetic waves disturbance when they are
closely placed each other.Also,some study and report said
criticalproblem may occur in case living bodies are exposed
continuously and strongly in these waves. O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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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including WHO has released the reportaboutthe
negativeeffectoftheelectromagneticwaves,buttherestillisn’t
aclearproofaboutit.
The most concerning problems created by electromagnetic

waves, among other issues, probably is the unnecessary
electromagneticwavescausedbytheelectrichomeappliancesthat
we use everyday.In these days,customer's desire is various,
many home appliances come outto satisfy this desire,getting
smallerandlighterowingtoadvancementofelectrical,electronic
andmaterialengineering,butitseemstobenotenoughtostudy
and research how to reduce damage from unnecessary
electromagnetic.
The objectives ofthis paperis to investigate a severity of

electromagneticwavesdamagingwithoutbeingsensed,heardnor
felt,andbadeffectsuponhumanbodiesandelectricalappliances.
Thepaperwillexamineregulationsformulatedin orderto
reducedamagesfrom unnecessaryelectromagneticwaves,measure
unnecessaryelectromagneticwavesofhomeappliancesandmake
aactualmeasurementshieldingeffectandanalyzeperformanceof
theeffectwithelectromagneticwaveshieldingsystemsbasedon
shieldingtheory.Also,thepaperwillproposehow wecanreduce
damagesfrom unnecessary electromagneticwavesbased on the
datainth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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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오늘날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속도로 발전해 온 반도체 기술
및 초고주파 부품 개발 등으로 각종 아날로그 산업기기,가전기기 등을 대신
해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보급 확산되어 왔다.따라서 이러한 기기들로부
터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불요전자파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파는 쓰레기,대기오염,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에 이어 제 4의
환경오염으로서 그 문제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기기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는 기기들 서로 간 전자파 간섭으로

인해 인접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하기도 한다.또한 대부분 생물체의 생체신
호 전달은 전기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인체가 이러한 불요전자
파에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 될 경우 체온상승을 동반한 전기적인
신호체계 이상을 유발하여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
표 되고 있다.[2,3]

불요전자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로는 전자레인지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피해,비행기 및 의료기기와 같은 최첨단 전자기기 등의 인접
기기 전자파 장해로 인한 오동작,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망막손상
및 시력저하 등의 VDT 증후군,남성의 정자 수 감소,전기제품을 많이 다루
는 임산부의 유산 및 불임률 증가,여성의 생리불순 및 기형아 출산률 증가
등이 있고 이외에도 휴대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뇌질환 발생,내분비계 및
신경계 이상,백내장 유발,생식유전 이상 등의 여러 질병의 원인으로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2,3]

세계보건기구(WHO)등 여러 연구기관들에 의해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은
조금씩 밝혀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전자파에 대해 유해하다는 명확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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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파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특히 우려 되는 것은 우

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가전기기에서 발생된 불요전자파에
의한 피해 일 것이다.
오늘날 가전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형화,경량화,최첨단기능화,미려한

디자인 등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전기공학,전자공학,재료공학 등의 발달
에 힘입어 수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 충
족을 위한 노력에 비해 가전기기에서 발생되는 불요전자파 감소 및 차폐시스
템 연구에 대한 노력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요

전자파가 인체 및 기기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하
고 자료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요전자파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
호방지 대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또한 전자파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규제들을 검토하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가전기기의 불요전
자파 측정은 물론 차폐이론을 기초로 제작된 전자파 차폐시스템 적용을 통해
차폐효과의 실측 및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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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전자파 이론

A.전자파 개요

전자파란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된 에너지 형태,즉 전계와 자계의 합
성파로서 주기적인 변화에 의한 진동이 진공 중 또는 물질 중을 빛의 속도
30만 [km/sec]로 전파해 나가는 전자계의 파동현상으로 일종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전자파는 전기에 의해 공간에 퍼지는 전자기 흐름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또한 공간에서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하

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발생한다.
전기장은 전기의 힘이 수직으로 미치는 공간으로서 단위는 미터 당 볼트

[V/m]로 표시하고 자기장은 자기의 힘이 수평으로 미치는 공간으로서 보통
밀리가우스 [mG]로 표시한다.
그림 1은 전자파의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전계(E)와 자계(H)는 일반적으로

상호 직교 하며 또한 전자파의 진행방향에 대해 서로 직교한다.

Fig.1 Electromagneticwave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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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의 최대값에서 다음 최대값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전자파
는 주파수가 높을 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이때 전자파가 갖는 에너지는 증가
하며 주파수가 낮을 수록 파장은 길어지며 에너지는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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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전자파 분류

전자파는 주파수에 따라 직류부터 감마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파수 영
역을 갖는 전자기 에너지로서 그림 2와 같이 주파수가 높은 순서대로 분류하
면 감마선,X선,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초고주파,고주파,저주파,극저주
파 등으로 나눌 수 있다.여기서 초고주파,고주파,저주파,극저주파는 전파
라고 하는데 무선통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없어
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이중 극저주파와 저주파에서 발생되는
전계와 자계에 인체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전신 또는 부분의 체온변화 및 생
체리듬을 깨트려 질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특히
극저주파의 전기장이나 자기장은 물체 조사되면 해당 물체에 아주 작은 국지
와 전류를 유기하는데 전기장은 대부분의 전도성 물체에 의해 쉽게 차폐되지
만 자기장은 거의 모든 물체들을 쉽게 통과하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Fig.2 Eelectromagneticwavesclassificationbyfrequencyandwav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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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는 크게 자연 발생적인 것과 인공 발생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 발생적인 것 중 대표적인 것은 태양광선이나 방사선,지구자장 등이 있
는데 태양광선에는 생명체의 생장에 근원이 되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자외
선 등이 포함되며 방사선은 우라늄,라듐 등에서 나오는 감마선 등을 들 수
있다.인공적으로 생성된 전자파는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각종 전자제품,X
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레이저 빔 등에 의해 발생된 것을 말한다.
또한 전자파는 전리성 전자파와 비전리성 전자파로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전리방사선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리성
전자파는 물질에 작용해 원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내어 전하를 띤 이온을 만드
는 아주 큰 광양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파로서 파장이 짧은 X선이나
감마선 그리고 자외선 일부가 이에 속한다.전리방사선의 전리작용에 의해
생체조직의 염색체와 세포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런 작용에 의해 암을
비롯한 백혈병,유전장애 등이 유발되기도 한다.그리고 이온을 만들 수 없
는,즉 전리 능력이 없는 약한 전자파를 비 전리성 전자파라고 하는 데 자외
선,적외선,전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파는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것으로 보통 주파수가 300GHz이하인 전자

파로서 단파,방송파,장파 등이 이에 속하며 그 세기는 보통 단위면적당 전
력,즉 [W/m2]으로 나타낸다.파장은 짧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자파가
가지는 운동에너지 및 온도는 증가한다.표 1은 전파의 종류에 따른 주파수
와 파장범위 그리고 주요 발생원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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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Electromagneticwavesclassification(frequency,wave-
lengthrange,sourceofelectromagneticwaves)

전파의 종류 주파수 /파장범위 주요 발생원

초극저주파(ULF) 0.03-3Hz/107-105km 고압송전선
가전제품

극저주파(ELF) 3-3000Hz/105-100km 고압송전선

초저주파(VLF) 3-30kHz/10-100km 전기조리기

장파(LF) 30-300kHz/10-1km 기상통보

중파(MF) 300-3000kHz/1000-100m 선박,항공통신
라디오 방송

단파(HF) 3-30MHz/100-10m
단파방송

아마추어무선,항공통신
국제통신

초단파(VHF) 30-300MHz/10-1m TV방송,FM방송
아마추어무선

극초단파(UHF)
마이크로파 300-3000MHz/100-10cm

TV방송,카폰
전자레인지,상용레이더

위성통신

센티파(SHF) 3-30GHz/10-1cm 마이크로웨이브
위성방송,스피드건

밀리파(EHF) 30-300GHz/10-1mm 레이더

서브밀리파(EHF) 300-3000GHz/1-0.1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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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전자파가 인체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

1.인체에 미치는 영향

전자파 중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는 크게 극저주파,초저주파,라디
오파 및 마이크로파로 알려져 있다.이중 극저주파,초저주파,라디오파는 자
계[mG]와 전계[V/m]를 마이크로파는 단위 면적당 전력[mW/cm2]을 측정해
유해정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인체가 높은 주파수의 강한 전자파에 지속적
으로 노출 될 경우 열적작용에 의한 체온상승을 유발하여 건강에 나쁜 영향
을 미치고,또한 낮은 주파수의 경우는 체내에 전류를 유도하여 신경을 자극
한다.우리 체내의 신경계는 전기적․화학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강한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장질환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 우리 체내 존재하는 호르몬 중 “제 3의
눈”이라 불리는 멜라토닌은 성기능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암 및 유방암 세
포증식 억제 등 다양한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인체가 불요
전자파에 노출되면 이러한 멜라토닌 호르몬이 감소하는 데 이로 인해 암 발
생률이 증가되고 세포막의 손상,칼슘 이온 유출,세포 신호와 합성경로 변화
등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극저주파와 초저주파는 인체에서 세포막을 이동하는 Na+,Ca+,K+,

Cl- 등의 이온분포 및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피부를 통해 흐르는
전기장에 의해 피부 질환을 일으키며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으로서 문
제제기가 되고 있다.
전자파 중 주파수가 1MHz이상인 고주파는 마이크로파에 의해 전자레인

지 내부 음식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체내의 분자를 요동시켜 들뜨게
함으로 체온을 높이는 등의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인체조직은 마
이크로파에 의해 1℃이상 상승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그 외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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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전자파는 혈구나,생식기,임파선 등과 같은 조직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의

보급은 급속히 확산되어 왔으며 이제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 버렸다.이로 인해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작용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VDT 증후군 이다.VDT 증후군은
“VISUALDISPLAY TERMINAL증후군”의 약자로서 컴퓨터 모니터를 오
랫동안 사용함에 따라 불요전자파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질병들로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VDT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불요전자파,화면크

기와 밝기,작업시간과 종류,모니터와의 거리,작업실 습도,온도 및 공기오
염도 등을 들 수 있다.VDT 증후군의 증상은 시신경의 긴장유발로 안구에
피로가 쌓여 눈이 충혈 되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며 심한 경우 두통
을 동반하기도 한다.또한 눈의 깜빡임 회수의 감소로 눈물이 마르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안구 건조증이 유발되기도 한다.그리고 불요전자파로 인해
습진과 같은 피부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이 생기기도 하며 그 외에 고정
된 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함으로서 근골격계 질환이 야기되기도 한
다.이러한 VDT 증후군의 예방법 및 치료법으로는 작업 중 규칙적으로 충
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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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기에 미치는 영향

불요전자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다른 전자기기의 회로에 영향을
주어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등이 지나갈 때 TV 화상이 떨린 다든지 작동 중인 진공청
소기를 TV에 가까이 하였을 때 화면이 떨리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좀 더 심
각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한 금속가공업체에서는 천정에 있던
크레인에서의 전기 스파크에 의해 방출된 전자파가 수치제어선반 컨트롤러
전기회로가 내장된 선반을 회전시켜 선반공을 다치게 한 일이 있었으며,그
리고 또 지하철역으로부터 20M 정도 떨어진 전자오락실에서 발생한 전자파
에 의해 지하철 무선 조정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여 열차끼리 충돌한 사고도
있었다.
독일에서는 전파송신소가 밀집된 지역 상공을 저공비행하던 전투기가 조종

제어 불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전자
파 간섭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어느 자동차 공장에서는 엔진 공장의 고주파 열처리 장치에서 발

생한 전자파가 이웃 공장의 자동용접 로봇 컨트롤러에 영향을 미쳐 갑자기
공장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으며 도색을 하는 로봇에 컴퓨터가 보낸 데이터
값이 중간에 없어져 지시하지 않았던 엉뚱한 색을 칠했던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과거 마이컴으로 제어되고 있는 오토매틱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이

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또한 전자파 노이즈가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에 들어가 오작동을 일으켜 생긴 것으로 일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의료용 전자기기가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을 전자파 장해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하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병
원 내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휴대폰의 전자파는
환자의 혈압이나 심전도를 체크하는 기기,자동주사 기기,초음파 기구,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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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구,레이저 치료기구 등의 전자회로에 침입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갖춘 날아다니는 컴퓨터라고 불리는 항공기의 경우

는 이착륙 할 때 일부 휴대폰,CD플레이어,휴대용 게임기 등 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안전을 위해 이러한 기기들의 항공기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표 2는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기를 나타낸 것이고 표 3은 전자파 장해를 받

는 기기를 나타낸 것이다.

Table.2 Machineryandtoolswhichcausestheelectromagnetic
waves

구 분 전자파 발생 기기

무선송신 설비 아마추어 무선 송신기,TV,트랜시버,라디오 송신기,무
선 리모컨,레이더 등

유선통신 설비 전화기,팩시밀리,PBX 등

무선수신설비 TV,VTR,FM수신기,부스터 등

가정용 전기기기 모터사용기기,조명기구,반도체 응용제어기기 등

디지털 기기 팩시밀리,복사기,컴퓨터,CD플레이어 등

고주파 이용기기 공업용 열가공기,의료용 기기,과학용 가공기,전자렌지,
전자조리기 등

교통기관 전동차,자동차 등

전력설비 고압송배전 등

공업용 각종 설비 크레인 등의 모터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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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 Machineryandtoolsdisturbedbyelectromagneticwaves

구 분 전자파 장해 받는 기기

유선통신설비 전화기,팩시밀리,PBX 등

무선수신설비 TV수신기,라디오,레이더 등

가정용 전기기기 AV기기,마이컴 내장기기,확성장치 등

디지털 기기 컴퓨터,팩시밀리 등

교통기관 자동차 등

공업용 각종설비 로봇,각종제어기기 등

각종 검지기 자동문,알람센서 등

의료용 기기 각종계측용 기기,페이스메이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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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전자파 규제

1.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거의 모든 생물체의 에너지원이 되는 태양을 비롯하여 우리가 일상생활 속
에서 문명의 이기로써 누리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
전자제품에서는 전자파가 방출된다.
이런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내용들은 발표 되고는 있었으

나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그 유해성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따
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어졌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캐

나다,스위스,일본 등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예
방적 차원의 인체보호기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 또한 정보통신부로부터 2000년 12월 선진국 수준의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이 확정 고시되어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
도 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계에서는 전자파 노출 작업환경에서의 종사
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국제 전자파 규제를 통
과할 수 있는 인체에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대외 경제적인 측
면에도 기여 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0

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하여 인체보호기준 등 제도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실험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를 본격적으로 시작 하였다.
인체보호기준에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0Hz～300GHz의 주파수 대역별로 전기장의 세기
[V/m],자기장의 세기[A/m]및 전력밀도의 세기[W/m2]를 나타낸다.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에 대해 알고 있고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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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훈련받은 직업인과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기준치를 정하였다.
이 기준은 인체에 흡수된 전자기장 에너지의 열적작용과 전자기장의 유도

전류에 의한 자극작용을 고려하였다.단 미약한 전자기장에 의한 비열적 작
용은 세계적으로도 과학적 규명이 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이 기준은 미국의 IEEE/ANSI,FCC 기준과 유럽의 CENELEC 기

준,일본의 전파산업협회기준,그리고 ICNIRP 국제기준 중 가장 엄격한
ICNIRP국제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마련되었다.
표 4는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이고 표 5는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

도기준이다.

Table.4 Intensitystandardofelectromagneticwavesforgeneralperson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

1㎐ 이하 - 3.2×10⁴ 4×10⁴
1㎐ 이상～8㎐ 미만 10,000 3.2×10⁴/f² 4×10⁴/f²
8㎐ 이상～25㎐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 이상～0.8㎑

미만 250/f 4/f 5/f

0.8㎑～3㎑ 미만 250/f 5 6.25
3㎑ 이상～150㎑ 미만 87 5 6.25
0.15㎒ 이상～1㎒ 미만 87 0.73/f 0.92/f
1㎒ 이상～10㎒ 미만 87/f½ 0.73/f 0.92/f
10㎒ 이상～400㎒

미만 28 0.073 0.092 2

400㎒ 이상～2,000㎒
미만 1.375f½ 0.0073f½ 0.0046f½ f/200

2㎓ 이상～300㎓ 미만 61 0.16 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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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 Intensitystandardofelectromagneticwavesforoccupation
person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

1㎐ 이하 - 1.63×105 4×105

1㎐ 이상～8㎐ 미만 20,000 1.63×105/f² 4×105/f²

8㎐ 이상～25㎐ 미만 20,000 2×10⁴/f 2×10⁴/f
0.025㎑ 이상～0.82㎑

미만 500/f 20/f 25/f

0.82㎑ 이상～65㎑
미만 610 24.4 30.7

0.065㎒ 이상～1㎒
미만 610 1.6/f 2.0/f

1㎒ 이상～10㎒ 미만 610/f 1.6/f 2.0/f
10㎒ 이상～400㎒

미만 61 0.16 0.2 10

400㎒ 이상～2,000㎒
미만 3f½ 0.008f½ 0.01f½ f/40

2㎓ 이상～300㎓ 미만 137 0.36 0.45 50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즉 생
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 당 에너지 율은 표 6과 같이 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1.6W/㎏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일본
등에서 채택한 기준 2.0W/㎏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다.

Table.6 Absorptionratiostandardofcellularphoneelectromagnetic
waves

주파수 범위 전자파 흡수율(W/㎏)

100㎑～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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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의 시행 시기는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2.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은 인체보호기준에서 정한 전기장의 세기,자기장의

세기 및 전력밀도 등을 실제 측정하기 위한 표준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유럽
전기기술표준위원회의 기준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은 이동통신단말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두

부에 흡수되는 양을 측정하는 표준방법으로서 측정을 위한 표준환경,피시험
기기의 조건과 배치,측정 프로브의 성능 및 측정절차 등에 대한 표준방법을
정하고 있다.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 대상기기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

장치 및 설비 등에 적용하되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비상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미약전파 및 특정 소출력 무선국용 무선
기기는 제외하기로 하고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기는 이동가입무선전화와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로 하였다.

2.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전파법시행 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 전자파장해방지기
준을 개정 고시하였다.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B급 기기,즉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에 적용하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기기에 적용한다.또한 대상기기가 2가지 이상 혼
합된 기기에 대한 기준 적용은 각각의 대상기기별로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기는 주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주
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장해방지기준을 적용하고 산업환경에서 사용
하는 제품은 산업환경에서의 장해방지기준을 적용한다.그 외 기기들의 종별
로 1종과 2종 그리고 급별로 A급과 B급으로 나누어 산업․과학․의료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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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이용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자동차 등의 광대역 전자파방사의 장해방
지기준,자동차 등의 협대역 전자파방사의 장해방지기준,방송 수신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형광등 및 조
명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1종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당해기
기 또는 장치의 내부기능 수행에 필요한 고주파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발생시
켜 전도적인 결합에 의하여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2종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재료의 처리

를 위하여 고주파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전자파방사의 형태로 사용
하는 기기와 불꽃 부식기기를 말한다.
"A급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

에 적용하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기기를
말한다.
"B급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

에 적용하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기기를 말
한다.



- 18 -

Ⅲ.전자파 차폐시스템

A.전자파 차폐이론

외부 전자파 발생원과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기나 장치 사이에
차폐재를 활용하여 전자파의 투과를 억제하는 작업으로서 이를 전자파 차폐라
고 한다.차폐의 여러 방법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기나 장치 외부를 금속재
로 둘러싸는 것이다.그러나 대부분 기기나 장치의 기능상 문제로 인해 금속재
로 전체를 둘러싸는 대신 전자파에 민감한 부분만을 차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 들어 제품의 소형화,경량화,다양한 디자인 등에 대한 소비자들

의 욕구가 확대 되면서 전자제품의 외장이 금속보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플라스틱 외장은 금속과는 달리 부도체로서 차폐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따라서 플라스틱 외장에 대한 다양한 차폐 대
책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폐는 간섭원과 피해원사이의 전자파 경로에 금속벽을 설치함

으로써 가능하며,전자파가 금속벽을 투과할지라도 식 (1)과 같은 금속의 고
유 임피던스에 의해서 감쇠 된다.

  


    (1)

여기서 는 각 주파수이고 는 자유공간에서의 투자율이며 는 금속의
전도도이다.그리고 이 임피던스의 값은 광학영역 주파수 이하에서는 양질의
도체에 대해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반사손실과 흡수손실은 차폐효과에 대한 중요한 항목이다.따라서 그림 3

에서와 같은 금속벽의 투과와 금속면에 대한 반사를 차폐 기초이론의 근간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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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원으로부터의 전자파는 전자파와 차폐재 사이의 임피던스 부정합 때문
에 저 임피던스 차폐면으로부터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차폐재 내부에서 흡
수된 후 투과한다.또한 흡수손실이 작을 때,차폐재의 경계면 사이에서 다중
반사가 존재한다.그리하여 균일 도체벽의 전체 차폐효과 는 식 (2)와 같
이 반사손실 ,흡수손실 ,그리고 내부 반사손실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dB] (2)

Fig.3 Shieldingoperationagainstplane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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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파 차폐이론과 실제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실제적인 차폐 성능
은 주파수,차폐벽으로부터 간섭원의 거리,전자파의 편파,차폐재에 존재하
는 불연속점 등과 같은 수많은 변수들과 관계가 있다.간섭원과 가까운 위치
에서는 전자기장의 세기가 강하며 전자기장은 수평성분과 수직성분 모두를
가질 수 있다.이러한 전자기장은 대부분의 에너지가 각각  또는  중 어
떠한 성분에 저장되느냐에 따라 전기장 또는 자기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
기장과 자기장의 접선성분의 비로서 정의되는 파동임피던스는 식 (3)과 관계
가 있다.

 



(3)

전기장이 클 경우에는 파동 임피던스는 매우 크게,자기장이 클 경우에는
파동 임피던스는 상당히 작게 된다.
간섭원으로 부터 충분히 먼 거리  ≫  (≥일 경우)또는

 ≫  (≪ 일 경우)에서는 전자파는 식 (4)와 같은 파동 임피던스
를 갖는 평면파가 되며

   
 

(4)

여기서 는 간섭원의 크기이다.광학 영역의 주파수 이하의 자유 공간상
( ≪ )에서 파동 임피던스는 식 (5)와 같다.

        [] (5)

전기장과 자기장의 임피던스의 값은 간섭원을 각각 미소 전기 쌍극자 또는
미소 자기 루프로 간주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간섭원의 근역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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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 임피던스를 각각 식 (6)과 같이
근사화 할 수 있다.

 



≫   



≪  (6)

그림 4는 근역장과 원역장에서의 간섭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각각의 전
자파에 대한 파동 임피던스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4 Wavemotionimpedanceastodistancefrom interferencefactor

이러한 전자파들에 대한 차폐효과를 는 차폐벽이 없을 때와 있을 경우
에 대해서 피해원에서의 전력들의 비로써 정의되며 다음과 같다.

평면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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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    


 [dB]

자기장    


 [dB]

여기서 첨자 1은 차폐벽이 없을 때 피해원에서의 값을 나타내며,첨자 2는
간섭원과 피해원 사이에 차폐벽이 존재할 때 피해원에서의 값을 의미한다.
또한 전기장과 자기장의 차폐효과 식에서 파동 임피던스는 차폐 전후에서 같
다고 가정한다.

1.단일차폐

단일차폐에서는 차폐재로서 광학 주파수이하에서 사용된 도체일 경우
 ≫  이므로 전도전류는 일반적으로 변위전류보다 훨씬 크다.임의의 각

도 로 입사하는 전자파에 대한 도체의 전기적 상수들은 다음과 같다.
법선 방향에서 도체 내부에서의 전파정수는 식 (7)과 같다.

  


    (7)

따라서 법선 방향을 따라 도체 내부에서의 감쇠정수는 식 (8)과 같으며

  


 (8)

또한 도체면에서의 값에서 로 감쇠하는 표피깊이는 식 (9)와 같다.

   


 (9)

차폐재 내부에서의 위상속도와 파장은 식 (10)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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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또한 반사손실은 식 (11)과 같다.

      
  

 
[dB] (11)

여기서 는 차폐벽을 통한 순수 투과계수이며,는 입사파와 차폐재의 임
피던스 비  이며,는 자유 공간의 고유 임피던스 (120 [])이다.
두께 의 차폐재를 통과한 전자파의 흡수손실은 식 (12)와 같으며

   [dB] (12)

내부 반사손실 항은 식 (13)과 같다.

  │
   

   
     │[dB] (13)

흡수손실 이 15[dB]보다 클 경우 내부 반사손실은 무시할 수 있으며,

평면파일 경우 단일 차폐재의 전체 차폐효과는 앞에서 언급한 식들로부터 구
할 수 있다.

2.다중차폐

다중차폐를 나타내는 그림 5에서 은 도체와 공기 틈을 포함하는 임피던
스 , ,…,의 차폐판의 수이다.전체 반사손실은 각 경계면에서
반사손실의 합으로 표현되며 수식적으로 식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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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14)

 

 





 

 





 ⋯  

 







다중 차폐의 흡수손실은 간단히 개의 차폐판에 대해서 각각의 흡수손실
의 합으로 표한 할 수 있으며

   ⋯  [dB] (15)

여기서,과 은 번째 차폐판의 감쇠정수와 두께이다.차폐판의 임피던

스 , ,…,은 모두 주파수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따라서 금속과
경계면에서 반사손실은 주파수에 무관하며,금속과 공기의 경계면에서는 주
파수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Fig.5 Multiplexshielding



- 25 -

또한 다중 차폐의 차폐효과는 차폐판들의 임피던스와 두께를 조절하여 크
게 할 수 있다.
다중 차폐에서 연속적인 내부 반사에 기인하는 보정항들은 식 (16)과 같다.

   
 

  ⋯ 
 

    
  ⋯    

 [dB] (16)

여기서

 
    
    

     

이며,은 각 판에서 우측으로 보는 임피던스이다.

3.분리형 이중차폐

매우 큰 차폐 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 6와 같이 마른 베니어판으로 분
리된 전도성 도체판을 이용하여 매우 효과적인 차폐를 할 수 있다.베니어판
은 어떠한 수분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영의 전도도를 갖는 저
손실 유전체로 볼 수 있다.베니어판에 가해지는 입력 주파수가 합판 매질을
이루는 분자들의 공진 주파수와 매우 가까울 때,습기에 의해서 전기장 때문
에 분자들이 분극화가 늦어진다.그러나 마른 합판에서의 흡수손실은 매우
작다고 가정할 수 있다.간단히 이중 차폐속인 베니어판이 유전율 와 투자

율 (자유공간에서의 값)을 갖는 등방성 균일 매질이라고 가정하면 반사손

실,흡수손실,내부반사손실은 식 (17)～식 (1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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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17)

           [dB],→ (18)

  
  

  


[dB] (19)

위의 수식들은 각 영역의 한 경계면에 존재하는 소산장이 이웃하는 경계면
의 소산장과 상호 작용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두 도체판이 같은 매질이고
두께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 합판에 의한 감쇠를 무시할 수 있다면 흡
수와 반사손실은 모두 단일 차폐의 경우에 비해 두 배이며,차폐 공간에서
공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중 차폐의 차폐효과는 전체 도체 두께가 같은 서
로 분리된 단일 차폐의 합보다 6[dB]이상 클 수 있다.

Fig.6 Separationduplicationshi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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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전기적으로 두꺼운 매질의 경우

이중 차폐에서 도체 두께가 클 때 도체 내부에서의 매우 높은 감쇠손실 때
문에 내부 반사손실은 무시할 수 있다.이중 차폐 사이에 공기층이 있을 경
우 차폐 성분들은 식 (20)과 같이 쓸 수 있다.

 ≈  │


│ [dB] (20)

≈ ×  [dB]

 ≈ │  


  [dB]

≈  


  [dB]

여기서 은 ≪ 인 주파수에서 음수이며,이 때 이중 차폐는 두
개의 단일 차폐의 합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b.이중 차폐와 단일 차폐의 비교

두 개의 차폐판 사이에 공기 매질을 갖는 이중 차폐의 차폐효과와 전체 도
체 두계가 같은 단일 차폐의 차폐효과는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
항 들의 차로서 비교 할 수 있다.

△  이중  단일  

 









△  이중  단일  

양질의 도체일 경우, ≪  이고  ≪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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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며,차폐판으로 두꺼운 구리를 사용하고 주파수 영역이 

≫│



 일

때 흡수손실이 매우 클 경우(≥  [dB])내부 반사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전체 차폐효과의 차이는 식 (21)와 같다.

△  








[dB] (21)

식  



≫  과  



≪  의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파동 임피던스 ,와 함께 식   


   의 도체의 고유

임피던스 을 사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반사손실을 식 (22)과 같이 표

현 할 수 있다.

   



 , 

≫  일 경우 (22)

    


 


 [dB]

     



 [dB], 

≪  일 경우

여기서 은 공기에 대한 상대 투자율,은 구리에 대한 상대 도전율,

은 간섭원으로부터 차폐벽까지의 거리이다.평면파에 대한 반사손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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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dB]으로부터 식 (23)와 같이

얻을 수 있다.

     


 [dB] (23)

위의 세 가지 전자파에 대한 흡수손실은 식    [dB]으로부터

식 (24)와 같다.

    
 [dB] (24)

다음 그림 7과 8은 두개의 서로 다른 매질 구리와 철에 대해서 주파수에
따른 반사손실과 흡수손실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전기장과 평면파의 경우
구리와 철에 대한 반사손실은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반면에 자기장
에 대해서는 주파수에 따라 반사손실이 증가한다.또한 그림 9와 10은 구리
와 철에 대한 전체 차폐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낮은 주파수에서 구리의 전체
차폐효과는 철보다 우수하다.그러나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 평면파가 되는
높은 주파수에서는 철의 차폐 효과가 우수하다.이는 철에 대한 흡수손실이
높은 주파수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수손실은 전자파의 주파수,차폐벽의 두께,차폐벽의 투자율과 도

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일반적으로 10kHz이상에서 반사손실은 도전
율이 증가함에 따라,투자율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한다.
또한 전기장의 반사손실은 주파수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며 간섭원과 차폐

벽간의 거리가 감소 할수록 증가하고 자기장의 반사손실은 주파수가 증가 할
수록 증가하며 간섭원과 차폐벽간의 거리가 증가 할수록 증가한다.그리고
평면파의 반사손실은 주파수가 증가 할수록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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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Reflectionlossofcoppershield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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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field,t=2mm b.H-field,t=2mm c.E-field,t=0.2mm d.H-field,t=0.2mm
e.E-field,t=0.02mm f.Plane-wave,t=0.02mm g.H-field,t=0.02mm

Fig.9 Thewholeeffectofcoppershielding(  ,  )

a.E-field,t=2mm b.H-field,t=2mm c.E-field,t=0.2mm d.H-field,t=0.2mm
e.E-field,t=0.02mm f.Plane-wave,t=0.02mm g.H-field,t=0.02mm

Fig.10 Thewholeeffectofironshielding(  ,  )



- 32 -

B.전자파 차폐시스템 구조

전계와 자계의 합성파로 이루어져 있는 전자파의 전기장은 접지된 도체를
가까이 하면 도체를 통해 대부분 땅으로 흘러 사라진다.또한 전기장은 전기
장안에 있는 사람 몸의 표면을 통해 땅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고압송전선
전기장의 경우는 주변 물체에 흡수되어 그 세기가 감소되기도 한다.따라서
컴퓨터 모니터,텔레비전,전자레인지 등의 가전기기도 철판이나 철선,구리망
등을 이용하여 지면으로 접지시킴으로서 전기장 성분을 어느 정도 차폐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파의 또 다른 성분인 자기장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자기장은 전기

장과 달리 차폐가 잘 되지 않고 물질을 잘 통과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다행
히 자기장은 거리에 따라 그 세기가 급격히 약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일
정 거리 이상에서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양으로 줄어들게 된다.예를 들면
고압선로 주변에서 50～60m 정도만 떨어져도 2mG이하의 세기로 줄어들고
가정용 전자제품도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경우 자기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된다.그 외에도 자기장을 차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뮤메탈과 같은 특
수합금으로 밀폐시키는 방법과 반대되는 극성을 이용한 상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어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날 가전기기는 소형화,경량화,최첨단기능화,미려한 디자인 등의 다

양한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외장 케이스가 제작
되고 있는데 이러한 플라스틱 케이스는 불요전자파를 거의 차단하지 못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전성 재료의 금속 충진제를 혼합하여 성형하
거나 플라스틱 표면에 도전성 재료를 피복하는 방법들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외관의 미려도,부식성,무게 등과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전자파 차폐 관련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독자적인 전자파 차폐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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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에 적용하여 불요전자파의 차폐정도를 실측하여 그 성능을 비교 분
석 하고자 한다.
금속케이스를 사용하였을 때와 같은 차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림 11과

같은 구조로 차폐시스템을 제작하여 그림 12,13의 모형과 같이 가전기기 케
이스 내부에 적용시켰다.차폐시스템 구조는 무손실 유전체 양쪽에 얇은 동
판을 5mm 넓이의 띠로 만들어 부착한 후 5mm 간격을 두고 그물모양으로
제작하였으며 겹치는 부분은 모두 전기적으로 연결되게 한 뒤 콘센트의 접지
부에 연결시켰을 때 전자파가 지면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였다.

Fig.11 Structureofshieldingsystem

특히 이 차폐시스템의 동판이 부착된 띠의 넓이나 사이간격은 격자 전체 면
저항 Rs=aRsof[Ω]식에 준하여 인체 및 기기에 미칠 수 있는 전자파 주
파수 대를 감안하여 최적의 흡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다.
(Rso:차폐시스템의 면저항 [Ω/m],a:차폐시스템 띠의 폭,f:전자파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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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Televisionshieldingsystem

Fig.13 Microwaveovenshielding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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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실험 및 결과분석

A.전자파 측정 시스템

그림 14는 가전기기 불요전자파 측정 시스템에 대한 blockdiagram 이다.

Fig.14 Blockdiagram ofmeasuringsystem

이 측정 시스템에서는 쌍 원추형의 바구니와 같은 안테나 소자를 가진 다
이폴 안테나로서 주파수 25～200MHz범위의 전자파 신호를 수신하여 전자
파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그림 15와 같은 Rodhe& Schwarz사의 HK116바
이코니컬 안테나와 주파수 200MHz～1.3GHz범위의 전자파 신호를 수신하
여 전자파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그림 16과 같은 Rodhe& Schwarz사의
HL223로그 주기 안테나를 사용하였다.
또한 EMI시험 수신기는 주파수 범위가 20Hz～26.5GHz이고 분해능 대역

폭이 200Hz,9kHz,120kHztoCISPR 16-1|10Hzto1MHz,in
decadicsteps(6dB bandwidths,receiverandanalyzermode)|1Hz
to10MHz,adjustableinstepsof1/2/3/5(3dB bandwidths,analyzer
mode)인 그림 17과 같은 Rodhe& Schwarz사의 ESIB26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아울러 Rodhe& Schwarz사의 EMC32-E+측정 소프트웨어를 활
용하여 측정 장비를 제어하고 데이터 값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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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Bioconicalantenna(Rodhe& Schwarz-HK116)

Fig.16 Log-periodicantenna(Rodhe& Schwarz-HL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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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 EMItestreceiver(Rodhe& Schwarz-ESIB26)

측정 장소는 측정 결과 값에 대한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 외부기기로 인
한 전자파 간섭 및 장해를 받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 후 그림 18과 같이 전자
파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하였다.
전자파 측정 시스템과 측정 대상기기와의 거리는 1M로 하였으며 측정 대

상기기로는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텔레비전,
전자레인지,진공청소기,헤어드라이어를 선택하였다.
측정 방법은 크게 차폐시스템을 적용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아울러 측정 대상기기의 부위별 전자파 측정값이 다름을 감안하여 기기별로
지정된 특정부위를 측정하여 차폐시스템의 성능 및 효율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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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8 Measuringsystem configuration

Fig.19 ELFM-Field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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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전기기 불요전자파 측정

1.컴퓨터 모니터 측정

컴퓨터 모니터는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되어져 있는 17인치 CRT 모니터를
측정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부기기로부터 전자파 간섭 및 장해를 받지 않는 장
소에서 그림 18과 같은 형태의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1024×768해상도 상태에서 차폐시스템 적용 전과 그림 12,

13과 같은 형태의 차폐시스템 적용한 후로 나누어 각각 그림 20의 측정 위
치별로 측정하였다.

측정위치 1 측정위치 2

측정위치 3 측정위치 4

Fig.20 Computermonitormeasurement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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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 Measurementresultsofcomputermonitor

해상도

주파수
측정위치

1024×768

감소효과 [%]30[kHz]

적용 전 적용 후

1 37 29 22

2 26 8 69

3 32 12 63

4 22 19 14

평균 감소효과 [%] 42

측정 결과 값은 표 7과 같으며 단위는 []이다.모니터에서 집중적
으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의 주파수 대역은 30[kHz]부근이며 표 7을 통해
서 알 수 있듯이 차폐시스템의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평균 42[%]
의 불요전자파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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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텔레비전 측정

텔레비전은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되어져 있는 20인치 크기를 측정 대상으
로 하였으며 외부기기로부터 전자파 간섭 및 장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그
림 18과 같은 형태의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차폐시스템 적용 전과 그림 12와 같은 형태의 차폐시스템 적

용한 후로 나누어 각각 그림 21의 측정 위치별로 측정하였다.

측정위치 1 측정위치 2

측정위치 3 측정위치 4

Fig.21 Televisionmeasurement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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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 Measurementresultsoftelevision

주파수 대역

측정위치

121[MHz] 121[MHz]
감소효과 [%]

적용 전 적용 후

1 30 25 17

2 29 20 31

3 27 22 19

4 31 21 32

평균 감소효과 [%] 25

측정 결과 값은 표 8과 같으며 단위는 []이다.텔레비전 브라운관
의 음극선관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의 주파수 대역은 121
[MHz]부근이며 표 8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차폐시스템의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평균 25[%]의 불요전자파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43 -

3.전자레인지 측정

전자레인지 또한 외부기기로부터 전자파 간섭 및 장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
서 그림 18과 같은 형태의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차폐시스템 적용 전과 그림 13과 같은 형태의 차폐시스템 적

용한 후로 나누어 각각 그림 22의 측정 위치별로 측정하였다.

측정위치 1 측정위치 2

측정위치 3 측정위치 4

Fig.22 Microwaveovenmeasurement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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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 Measurementresultsofmicrowaveoven

주파수 대역

측정위치

55[MHz] 55[MHz]
감소효과 [%]

적용 전 적용 후

1 47 35 26

2 45 33 27

3 42 31 26

4 39 30 23

평균 감소효과 [%] 26

측정 결과 값은 표 9와 같으며 단위는 []이다.전자레인지로부터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의 주파수 대역은 55[MHz]부근 이며 표 9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차폐시스템의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평균 26[%]의
불요전자파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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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공청소기 측정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정용 진공청소기를 선별하여 외부기기로
부터 전자파 간섭 및 장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그림 18과 같은 형태의 측
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차폐시스템 적용 전과 그림 12,13과 같은 형태의 차폐시스템

적용한 후로 나누어 각각 그림 23의 측정 위치별로 측정하였다.

측정위치 1 측정위치 2

측정위치 3 측정위치 3

Fig.23 Vacuum cleanermeasurement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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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0 Measurementresultsofvacuum cleaner

주파수 대역

측정위치

5.9[MHz] 5.9[MHz]
감소효과 [%]

적용 전 적용 후

1 23 13 43

2 25 15 40

3 18 13 28

4 20 11 45

평균 감소효과 [%] 39

측정 결과 값은 표 10과 같으며 단위는 []이다.진공청소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의 주파수 대역은 5.9[MHz]이며 표 10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차폐시스템의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평균 39
[%]의 불요전자파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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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헤어드라이어 측정

외부기기로부터 전자파 간섭 및 장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그림 18과 같
은 형태의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차폐시스템 적용 전과 그림 12,13과 같은 형태의 차폐시스템

적용한 후로 나누어 각각 그림 24의 측정 위치별로 측정하였다.

측정위치 1 측정위치 2

Fig.24 Hairdryermeasurementpart

Table.11 Measurementresultsofhairdryer

주파수 대역

측정위치

233[MHz] 233[MHz]
감소효과 [%]

적용 전 적용 후

1 53 47 11

2 55 45 18

평균 감소효과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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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값은 표 11과 같으며 단위는 []이다.헤어드라이어에
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의 주파수 대역 233[MHz]이며 표 1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차폐시스템의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평균 15
[%]의 불요전자파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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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오늘날 반도체를 비롯한 디지털 관련 기술들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수많
은 디지털 기기들이 보급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제 4의 환경오
염이라고 불리는 불요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요전자파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가전기기의 불요전자파 측정은 물론 차폐이론을 기초로 제작된 차폐시스템 적
용을 통해 차폐효과 실측 및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측정을 위해 외부기기로부터 전자파 간섭 및 장해를 받지 않는 장소를 선정
한 후 전자파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
는 기기들을 선별하여 차폐시스템을 적용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컴퓨터 모니터,텔레비전,전자레인지,진공청소

기,헤어드라이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의 주파수 대역은 각
각 30[kHz],121[MHz],55[MHz],5.9[MHz],233[MHz]부근이었으
며 차폐시스템 적용을 통해 평균 42[%],25[%],26[%],39[%],15[%]
의 불요전자파 감소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함께 전자파에 대한 인식 또한 많

이 바뀌고 있다.플라스틱 케이스 등과 같이 불요전자파를 차폐하지 못하거
나 효율이 떨어지는 케이스를 보완하여 불요전자파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
는 다양한 차폐관련 대책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오늘날의 가전기기는 공장 출하 시 EMI시험과정을 거쳐 그 안전성이 입

증되었을 때 판매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체 및 기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기에서 발생되는 불요전자파에 장시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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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출 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명의 이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반면

이러한 기기들의 확산으로 전자파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아직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이 불요전자파의 유해성을 밝
혀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
들이 마련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전자파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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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 가전기기의 전자파 차폐시스템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Shielding System 

         of Electromagnetic Waves for Electronic Equipme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
의 복제,기억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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