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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Bytheprogressofelectronicsandradiocommunicationtechnology,
humans enjoy greater freedom in communicating. However,
EM(electromagnetic)waveenvironmentshavebecomecomplicatedand
moredifficulttocontrol.Accordingly,internationalorganizationssuch
astheANSI(AmericanNationalStandardInstitution),FCC (Federal
CommunicationsCommission),and CISPR (theComiteInternationale
SpecialdesPerturbationsRadioelectrique),etcprovidedstandardfor
theEM waveenvironmentsandforthecountermeasureoftheEM
compatibility(EMC).
EM waveabsorbersareused forcountermeasureagainstEMC

from electronic protect electronic devices, such as personal
communications and wireless LAN systems from unwanted EM
wave radiations.When we considerthe problem ofthe natural
environmentand resources,itis a good way to use recycled
magnet.In addition to develope a more advanced EM wave
absorbers,itisimportanttodevelopnew materials,whilesoftand
hard magnetic materials,such as Mn-Zn,Ni-Zn,Ba,and Sr
ferritesarewell-knownones.
In thisthesis,theEM waveabsorption with Alnicomagnets,
and compared EM wave absorption properties were compared
between cast Alnico magnets, which have different magnetic
properties.Alnico magnethas magnetic properties ofBr=0.65 T,
Hc=45 kA/m,and (BH)max=11 kJ/m3,and Alnico magnet has
magneticpropertiesofBr=0.87T,Hc=125kA/m,and(BH)max=45
kJ/m3.Furthermore,thecoatingeffectswereinvestigatedAlO for
MnZnferrite,Baferrite,Srferrite,andAlnicomag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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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라 부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기

가 출현하였으며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오늘날 인류는 더욱 편리한 생활을 영유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날로 증가 하고 있다.또한 사회 구
조가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서 전파의 이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필
수적으로 수반되는 전자파사용의 폭주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공해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예를 들어 TV의 고스트 (Ghost)문제에 의한 수신 장해,전자렌지가 방사하는 인체
에 유해한 전자파 문제,그리고 최첨단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장해로 인한
기기 상호간의 오동작 문제 등을 들 수 있다[1].또한 이러한 전자기기의 발달은 전
자파 노출에 의한 인체에의 유해 여부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특히 의도적 전자기장
복사를 이용하는 무선통신 및 방송 시스템 즉 방송국 송신소,이동전화 기지국 및 이
동전화 등에 대한 전자파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또한 일
부에서는 고압선,레이더,이동전화 및 그 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노
출이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고,결과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전력선과 이동전화 망의 구축이 상당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전자파에 대한 인체에의 유해성 문제는 유･무해와 관련된 논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전자파의 활용 없이 문명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우리는 전자파를
우리의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IT산업
전반이 전자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유
무해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2].
이에 따라서 전자파장해(EMI)및 전자파환경양립성 (EMC)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그 심각성이 부각되어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 (CISPR)Pub.22에서는 30
MHz~1,000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전자기로부터의 누설 전자파를 규제하였
고,그 후 1998년 11월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CISPR 11에서는 1GHz~18
GHz까지 추가 확장하는 규제안을 채택하였다.



한편,EMS(전자파내성)에 대한 규격도 차츰 엄격해져 가고 있으며,우리나라에
서도 2000년부터 EMS 규제를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이와 같은
국제적 규제는 단순히 자국내의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적으로는 무역장벽으
로 이용되어,이에 대한 대책기술 없이는 전자․제어․통신기기의 수출이 불가능
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전자파장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불요전자파의 방사를 억제하기 위한 EMI(ElectromagneticInterference)제어
및 EMI측정이 필수적이며 EMC (ElectromagneticCompatibility)분야에서는
전자파환경의 정량화,전자계분포의 측정 및 저자펄스의 측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사파의 측정은 무한히 넓은 자유공간에서 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
실적으로 외부전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며 옥외
측정시 주변건물,지면 및 기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전파흡수체를 이용하
여 전파적으로 자유공간과 등가인 전파무향실을 구성하여 측정을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파무향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성이 우수한 전파흡수체가 필요하
며 현재 자성체 재료 및 카본함유 등을 조합한 다양한 전파흡수체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전파흡수체는 오옴손실재료,유전손실재료,자기손실재료 등을 이용하여 입사한
전자파를 흡수해서 열로 변환하여 반사파가 생기지 않게 하는 특수재료이다.전
파 흡수체의 역사로 볼 때 1960년대에 개발되어 전파암실(전파무향실)이나 안테
나의 지향성 개선 등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전파흡수체는 전자파 사용초기부터 무반사 종단기 등에 이용되었으며,그 후 공
간을 전파하는 전자파를 흡수 또는 차폐하는 전파흡수체가 개발되어 전파무향실
이나 안테나 지향성 개선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이후 마이크로파 중계에 의
한 다중통신기술의 개발,항공기 및 미사일 등과 같은 이동물체의 전파유도기술
의 개발 등과 함께 안테나,전파전달의 조사․연구를 위한 측정평가용 전파무향
실의 구성,TV나 레이더 허상방지용 등 전파흡수체의 주된 용도 중 하나인 전파
무향실의 주파수 대역은 고주파 이용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커버할 수 있는 대
역폭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제규격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키
기 위해 보다 얇은 두께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광대역화 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자성재료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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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파 장해 대책을 위한 전파흡수체는 TV고스트 방지용 전파흡수체,레이
더 전파의 흡수를 위한 RAM 및 각종 전자기기로부터의 전파누설 방지용 등으로 널
리 사용된다.하지만 주원료로 이용되는 ferrite외의 자성재료를 이용한 전파흡수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특히 단층의 sheet형 전파흡수체의 전파흡수능 향상과
광대역화를 위한 연구가 조성변화에 따른 흡수특성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성을 갖는 시편일지라도 제작과정에 따라 물리적,전자기적 특성이 크
게 변할 수 있으므로 제작과정에 따른 특성 변화도 함께 연구되지 않으면 안 될 중요
한 연구 분야인 전파 흡수체는 주파수 의존 특성이 매우 커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
수대역에서 자기적,전기적,유전손실이 큰 재료를 이용하거나 이들을 혼합하여 최대
의 손실특성을 나타내는 재료를 만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전기적 손실이나 유전적 손실에 비해 자성손실이 크기 때문에 페라
이트(ferrite)같은 주로 자성재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일반적으로는 산화물
자성재료인 페라이트가 사용되어지고 있다.softferrites인 Mn-Znferrites와 Ni-Zn
ferrites는 전파흡수체의 전파흡수능에 영향을 주는 자기적 손실이 높기 때문에 전파
흡수체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이다.그러나 이러한 softferrites는 GHz대역에서 자
기손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GHz대역의 주파수에서 좋은 전파 흡수체로서
의 기능을 나타내지 못한다.그러나 Srferrites와 Brferrites같은 Hardferrites는
GHz대역의 주파수에서 자기적 손실이 증가되므로 GHz대역용 전파흡수체로서 매우
유용한 재료라 할 수 있다.재생 Mn-Znferrites와 Srferrites및 Baferrites를 이용한
전파흡수체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재생 magnets가 전파흡수체에 유용한 재료임을
보고한바있다.더구나 전자기기의 급격한 고주파화 추세를 감안하면 GHz대역용 전파
흡수체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아직까지는 Baferrites나 Sr
ferrites같은 한정된 재료만을 이용하고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전파흡수체에 대표적인 재료로 사용되어 오던 GHz대
역용 Srferrites와 Baferrites를 대신하여 AlnicoMagnets와 carbonsiliconerubber를
혼합한 전파흡수체를 제작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단층의 sheet형 전파흡수체의
전파흡수능 향상과 광대역화를 위하여 첨가재인 AlO의 함유량에 따라 MnZn
ferrite,Srferrite,Baferrite및 CastAlnicomagnet전파흡수체의 전파흡수능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전파흡수능 향상과 광대역 가능성을 입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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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 서서서 론론론

전파흡수체는 음에 대한 흡음재,빛에 대한 흑체에 상당하는 것으로,도래
한 전파를 흡수해서 열로 변환해 반사파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이러한 전파
흡수체의 용도는 전자파장해 문제의 심화와 함께 더욱 다양해져서 특징 주파수
대 및 광대역 주파수대에서 그 성능이 우수한 전파흡수체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
불요전파를 억제하는 일이 현재 심각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으며,이러한
EMC/EMI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접지,차폐,흡수의 세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 중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Absorbing을 이용한 전
파흡수체이다.
전파흡수체의 역사는 길어서,전파가 사용되게 된 당시부터 무반사종단기 등에

사용되었으며,그 후 공간을 전파(塼播 )하는 전파(電坡)를 흡수하는 전파흡수체
가 1960년대에 개발되어 전파암실(전파무향실)이나 안테나의 지향성 개선 등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제 1세대의 특징은,현재에도 TV 전파의 불요반사파 흡수로서 계속되고 있다.

제 2세대의 특징은 주파수가 마이크로파대에 있지만,제 3세대의 현재는 하한 주
파수가 30MHz~1000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전자기기의 누설 전파 제어가
정해지고 있고,이것을 측정하는 전파암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이 주파수 범위
에 있어서 충분한 반사감쇠량을 가지는 흡수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금후 30MHz이상의 전주파수를 커버하는 두께가 얇은 흡수체의 개

발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이 제 4세대라고 불릴 수 있다.
전파의 흡수란 전파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반사파가 생기지 않게 하는 특수재료가 전파흡수체이다.
이상적인 전파흡수체는 입사해온 전파에너지를 모두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



이다.[2]
이러한 전파흡수체의 원리는 검은 천으로 주위가 가리워진 곳에서 실행되는

광학 실험은 그 특성을 조사할 때 외부의 빛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가시광선에 대해서 검은 천을 사용하는 것은 빛을 반사하지 않고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광학실험을 행하기 위한 암실과 마찬가지로 전파에 대해서
도 어떤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전파실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면서도 갖추
기가 어려운 것이 전자파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전자파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전파암실이라 하고,이곳에서 광학실험실의 검
은색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전파흡수체이다.
만약에 전기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전지에 전구를 연결 하면 전구는 빛을 방

사하는 동안 뜨거워진다.이것은 전기에너지가 변화하여 빛과 열에너지로 변화하
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물
체를 저항체라고 하는데 전구의 경우는 텅스텐을 저항체로 사용한다.전파흡수체
도 저항체 성질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알맞게 혼합하여 흡수체 내부
의 임피던스를 공간의 임피던스와 정합 되도록 설계하면 공간의 전파에너지가
흡수되어 열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결과적으로 전파흡수체는 도달하는 전
파에너지를 전부 또는 어느 특정한 값 이하로 반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입사되는 전파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화 시켜야만 한다.불필요한 전파를 내지 않거나 또는 반사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재료로는 주로 양도체의 금속 또는 저저항체,손실재료 등이 있다.손실재료
의 분포정수회로(전송선로)의 기본식과 평면파의 미분방정식을 비교해보면 저항
과 컨덕턴스는 각각 복소투자율의 허수항과 복소유전율의 허수항에 대치되며 도
전율은 복소유전율의 허수항에 추가된다.결국 도전 손실재 σ,자성손실재 μ'',

유전손실재 ε''중의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전파흡수체가 형성된다.이들의

사용방법은 아래 3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1)전파가 몇 번이고 손실재에 부딪혀 그때마다 전파에 손실을 부여하는 경우:



그 대표적인 예가 전자레인지이며 안에 넣은 식품이 손실재가 된다.
2)전파가 1회 밖에 손실재료에 부딪히지 않는 경우 :그 대표적인 예는 TV신호
의 반사방지에 사용되는 손실재이다.

3)어떤 정해진 통로(전송로)를 통과하는 전자파에 손실을 부여하는 경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동축케이블 주위에 붙인 손실재나 전자레인지용 누설방지
손실재가 있다.
이와 같이 전파 흡수체는 단일재료 또는 여러 가지 재료의 조합으로,필요한

용도에 따라 제작된다.전파흡수체 제작에 기본이 되는 사항은 주파수,재료정수,
두께 등을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임피던스에 맞게 설계하여 정합을 시키는 것
이다.

222...222 전전전파파파흡흡흡수수수체체체의의의 분분분류류류

111)))층층층수수수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분분분류류류
전파흡수체를 구성하는 경우 sheet상 또는 판상을 한층 또는 다층으로 중첩시

키므로,전파흡수체를 층수에 의해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가가)))단단단층층층형형형 전전전파파파흡흡흡수수수체체체
전파흡수재료가 한 장의 층으로 되어 있고,보통 이면에는 알루미늄이나 철판

등의 금속이 붙어 있다.저항피막에 의한 형 전파흡수체나,유전성 전파흡수
재료에 의한 단층형 전파흡수체는 일반적으로 주파수 대역폭이 좁은 협대역형
전파흡수특성을 나타낸다.단 자성전파흡수체인 페라이트 타일은 비교적 넓은 주
파수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나나나)))222층층층형형형 전전전파파파흡흡흡수수수체체체
단층형 전파흡수체를 광대역화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층수가 두 장인 것이

다.사용주파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이면에 금속을 붙인 층에서 전파를 흡수하고
전면의 층에서 공기의 전파특성 임피던스로 정합되도록 설계한다.



다다다)))다다다층층층형형형 전전전파파파흡흡흡수수수체체체
전파흡수체를 구성하는데 층의 수가 많은 것은 다층형 전파흡수체라 한다.

단,층의 수를 그대로 불러서 3층형 전파흡수체,4층형 전파흡수체라 부르는 경
우가 있다.일반적으로 전파흡수체는 다층형으로 구성함으로써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진다.따라서 광대역 특성이 요구되는 전파무향실용으로 다층형 전파흡수체
를 이용한다.

333)))외외외관관관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분분분류류류

전파흡수체를 외관에 의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가가)))평평평판판판형형형 전전전파파파흡흡흡수수수체체체
전파가 입사하는 면이 평면인 것이 평판형 전파흡수체이다.보통 단층형 전

파흡수체는 평판형이고,또 다층형 전파흡수체도 설계를 고려할 때는 평판형을
기본으로 한다.

나나나)))산산산형형형 전전전파파파흡흡흡수수수체체체
흡수체의 형상에 있어 최전면이 전파흡수재료에 의한 산형의 삼각형을 한

형상을 갖는 전파흡수체를 산형 전파흡수체라 한다.이것은 최전면을 산형으로
함에 따라서 그 부분의 전파 감쇄정수가 전파 진행 방행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서서히 크게 되므로 고아대역 특성이 얻어지는 특징이 있다.

다다다)))피피피라라라밋밋밋형형형 전전전파파파흡흡흡수수수체체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전파흡수체의 형상은 거의 피라밋형이다.이러한 피

라밋 형상을 갖는 전파흡수체는 입사한 전파를 여러 방향으로 산란시키기 때문
에 반사전파가 어느 방향으로 반사되는가를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444)))주주주파파파수수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분분분류류류

전파흡수능은 허용 반사계수가 미리 설정된 값인 S이하로 측정되는 특성을
갖는 것을 말하므로,그 허용치 이하로 되는 주파수 비대역폭 △로부터 협대
역형,광대역형,초광대역형으로 분류된다.



가가가)))협협협대대대역역역형형형 전전전파파파흡흡흡수수수체체체
주파수 비대역폭 △가 약 10%정도 이하,또는 경우에 따라서 20%이하의

전파흡수를 협대역형 전파흡수체라 한다.레이다 주파수용 등 사용주파수 대역폭
이 좁은 경우에 이용된다.이 협대역형 전파흡수체의 주파수 특성은 단봉특성을
나타내고,주로 단층형 전파흡수체로 충분하다.

나나나)))광광광대대대역역역형형형 전전전파파파흡흡흡수수수체체체
사용주파수가 넓은 전파흡수체를 광대역형 전파흡수체라 한다.협대역형과

구별은 명확하지 않으나 비대역폭(△)이 20%이상 또는 30%이상의 것이다.
이 광대역형 전파흡수체를 얻기 위해 2층형 구조로 하기도 한다.또 소결페라이
트 타일 등의 단층형 전파흡수체도 이 광대역형이다.

다다다)))초초초광광광대대대역역역형형형 전전전파파파흡흡흡수수수체체체
어느 하한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 전역에서 허용 반사계수 이하가 되는 특

성을 갖는 전파흡수체를 초광대역형 전파흡수체라 부른다.따라서 주파수비대역
폭은 무한대가 되어 정의할 수 없다.층의 수가 적은 전파흡수체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얻어지지 않고,보통 다층형 전파흡수체에 의해서 실현된다.

222...333 전전전파파파흡흡흡수수수체체체의의의 재재재료료료
전파흡수 재료에는 여러 종류의 것이 있지만,크게 다음의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① 도전성 전파흡수재료
② 유전성 전파흡수재료
③ 자성 전파흡수재료

우선,도전성 전파 흡수재료란 저항체나 저항선,저항피막으로,이것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전파를 흡수한다.이 경우 적절한 저항치의 것을 생산할 필요가 있
지만,도전성 섬유에 의해 뛰어난 전파흡수체가 얻어지고 있다.
유전성 손실재료에는,카본고무,카본을 포함하고 있는 발포우레탄,카본을 포

함하고 있는 발포폴리스치롤 등이 있다.이런 종류의 흡수체를 이용해 광대역 특



성을 얻고자 할 대는 다층 구조로 해서 표면 가까이의 감쇠를 작게 하고,내부에
들어옴에 따라 감쇠를 크게 한다.이 경우 각 층의 감쇠분포를 어떻게 주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자성 손실재료의 대표적인 것은 페라이트다.금속판으로 뒤를 붙인 페라이트

판은 비교적 넓은 주파수에 걸쳐 좋은 흡수특성을 나타낸다.정합하는 주파수는
재질에 의해 결정되고,대강 0.3-1.5GHz의 범위에 있다.흡수체의 두께는 얇
고,대부분의 것은 주파수에 관계없이 5-8mm이고,기존의 것중 제일 얇은 것
은 700MHz용 전파흡수체로서 그 두께는 0.8mm이다.또,페라이트 분말을 고
무에 섞어 혼합한 고무페라이트는 유연성을 가지며,고무에 대한 페라이트 혼합
비에 의해 정합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
여기서,위에서 3가지로 분류한 전파흡수재료의 차이를 전기적 재료정수의 관

점에서 서술해보자.
우선,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파손실을 갖는(전파흡수를 일으킴)재료의

유전율과 투자율은 복소수로 표시되고,그 복소비유전율 ,복소비투자율 은
각각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2-1)

  
  

  (2-2)
여기서,허수부는 전파 손실 항을 나타내고,다음과 같이 그 양자가 모두 0이

면,무손실 재료이다.


   

    (2-3)

따라서 
 와 

 중에 적어도 한편이 0이 아닌 것이 전파흡수를 일으키는 것이

된다.
자성 전파 흡수 재료란 가해진 자계에 의해 전파흡수가 일어나는 것이다.따라

서 복소투자율의 허수부 ″이 0이 아닌 것이 자성 전파 흡수 재료이다.



이때,복소비유전율의 허수부 ″은 0이어도 0이 아니어도 상관없다.즉,자성

손실과 함께 도전손실 혹은 유전손실을 갖는 재료도 있다.또 복소수 비유전율의
실수부가 

  ≠ 1인 것은 자성체라 부르고 있고,그중에서 ″ =0되면 무손실
자성체이다.

다음에,도전성 전파흡수재료와 유전성 전파흡수재료는 모두 
 =0,″ =0

이다.여기서,이 2개의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우선,전기적 재료정수에는 직류회로를 취급할 때 잘 사용되는 저항율 가 있

다.이 저항율 는 도전전류 흐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정수로,직류회로에 있어
서 옴 법칙의 정수이다.그러나 높은 주파수에 있어서도 도전전류만 흐르는 것으
로 가정하면,복소비유전율의 허수부  

 은 저항율  혹은 도전율 을 이용해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2-4)

여기서, 는 진공의 유전율로    × 
 [F/m], 는 각주파수

(  )이다.그래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에 있어서도 이 식을 만족하는 재
료,혹은 근사적으로 이 식에 가까운 재료를 도전성 전파흡수 재료라 말한다.

이것에 대해,유전체에 손실분말 등을 혼합한 재료는 식(2-4)을 만족하지 않는
다.그 이유는,혼합매체에서는 저항체가 유전체 중에 분산된 형으로 되기 때문
에 그 등가회로는 복잡하게 된다고 예상된다.따라서,직류에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율 는 매우 크지만 높은 주파수로 되면 정전용량에 전
류가 흐르기 때문에 저항에도 전류가 흘러 전파손실이 크게 나타난다.그 때문에
직류의 저항율을 사용해 구한 식(2-4)에 나타난 관계는 이와 같은 매질에서는 만
족하지 않는다.이와 같이 식(2-4)를 만족시키지 않는 재료를 유전성 전파흡수
재료라 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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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흡수체는 그 반사계수를 작게하는 것이 절대조건이지만 투과량도 적
게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 때문에,만약 전파흡수체 표면에 다른 반사물체가 있
다면,그것에서 반사파가 다시 전파흡수체를 역방향으로 투과해 앞면으로 되돌아
온다.이러한 현상은 전파흡수체에 의해 반사파를 없앤 것이 아니고 전파흡수체
에서 전파가 되돌아 온 것과 같다.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파흡수체의 표면에 얇은
금속판을 접착해 투과파를 없애고 있으며,그 값의 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란
이 없다.
이와 같이,전파흡수체에서는 반사계수와 투과량 양측을 작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입사한 전파에너지 전부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파흡수
체의 두께는 두껍게 된다.특히 넓은 주파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파장
의 10분의 1오더(order)이하의 두께가 된다.

전파흡수체에 요구되는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특히 반사계수의 크기,
입사전파의 방향이나 편파특성,주파수특성,두께 등이 중요하다.이들은 사용목
적에 따라 다르지만 단층구조에서는 충분한 특성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보다
나은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 다층구조로 하는 것이 많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전파흡수체에 요구되는 특성을 간단히 설명한 것이다.

(1)사용주파수가 높을 것
모든 주파수에 대해 허용반사계수 이하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필연적

으로 사용주파수가 한정된다.그래서 가능한 한 사용주파수가 넓은 것이 좋다.
단,주파수에 따라서 대역폭이 다르므로 주파수의 관점에서 본 전파흡수체의 모
양은 사용주파수폭 △을 중심주파수로 로 나눈 주파수 비대역폭 △으로
나타낸다.



(2)전파흡수체의 두께가 얇을 것
전파흡수체의 두께가 얇은 것이 좋다.현재 가장 얇은 것으로 협대역형으로

0.64mm로 약 10GHz에 대해서 반사계수 -20dB인 것으로 실리콘 내에 자성체
를 혼입한 flexible한 sheet이다.

(3)편파특성이 뛰어날 것
전파흡수체에 전파가 사입사하는 경우는 TE파와 TM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TV전파의 경우와 같이 편파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편파에 대한 전파
흡수체를 만들면 되나 전파무향실의 경우와 같이 모든 방향으로부터 임의의 편
파인 전파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각 편파에 대해서 사입사특성도 양호한 전파흡
수체를 만들어야 한다.

(4)가벼울 것
전파흡수체는 전파무향실의 벽이나 천정에 사용하거나 고층건물의 벽면이

나 대형교량의 금속부재에 붙이므로 가능한 한 가벼운 것이 좋다.하지만 박형화
된 sheet형 전파흡수체의 경우는 이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듯하다.

(5)강도가 있을 것
전파흡수체 표면에는 어떤 물체가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표면강도가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안 된다.

(6)내후성(耐侯性)이 뛰어날 것
전파흡수체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외에 실외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내환경특성이 뛰어난 전파흡수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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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흡수현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계(E )및 자계
(H)가 평면파의 형태로 Z방향으로 공간을 전달(Propagation)하는 경우,공간에
서의 기준좌표를 그림 2.1과 같이 취했다.

xxxx̂̂̂̂

yyyŷ̂̂̂

zzzẑ̂̂̂

EEEE
1111

EEEE
2222

HHHH
1111

HHHH
2222

PPPP

그림 2.1평면파에서 E, H 및 P벡터
Fig.2.1 E, H and P VectorsinaPlaneWave.

그림 2.1과 같이 전파는 Z 방향으로 진행하는 평면파라고 가정하면, E와
H 는 XY 면상에서 일정한 값을 취하게 되므로 Maxwell방정식은 식 (2.1)식
번화가 앞과 연결되지 않음과 같다.

∇×E= - ∂B
∂t (2.1)

∇×H= J+ ∂D
∂t



여기서 J = σE 이며,σ = 0으로 놓으면

{ dE y
dz = jwμH x

dH x
dz = jwεE y

(2.2)

{ dE x
dz = -jwμH y

dH y
dz = -jwεE x

(2.3)

과 같이 2개의 미분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여기서 w 는 각주파수 (2πf)
[rad/sec]이며,μ는 투자율 [H/m]그리고 ε 은 유전율 [F/m]이다.
식 (2.2),식 (2.3)으로부터 식 (2.4)를 구할 수 있다.

{ d2E x
dz2 + w 2ε μE x= 0

d2H y
dz2 + w 2ε μH y= 0

(2.4)

식 (2.4)의 해를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E x= E +e - γz+ E -eγz

H y= 1
Zc
(E +e - γz-E -e γz)

(2.5)

가 된다.이렇게 구하여진 식 (2.5)를 활용하여 전파흡수현상을 해석할 수 있지
만,본 연구실에서 발표된 보다 취급하기 간편하고 특히 실험을 하기 편리한 분
포정수선로 개념으로 전파흡수현상을 해석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포정수선로의 기본형태는 그림 2.2와 같다.



전자파 파동개념의 전계 E와 자계 H에 대응하는 전압파 V와 전류파 I가 시
간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Z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하면,페이저(Phaser)형태로
표현하여 공간의 함수만으로 V와 I를 나타내면

{ d2V
dz2 = ZsY pV

d2I
dz2 = ZsY pI

(2.6)

과 같이 구하여 진다.

그림 2.2일반인 분포정수선로
Fig.2.2GeneralForm ofDistributerLine.

식 (2.6)의 해를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V(z)= A 1e - γz+ A 2e γz

I(z) = 1
Z0
(A 1e - γz- A 2e γz)

(2.7)

로 구하여진다.여기서 A 1과 A 2는 경계조건으로부터 결정되는 상수이며,Z0



는 분포정수선로의 특성임피던스로서

Z0=
Zs
Y p

= (R + jwL)
(G + jwC) (2.8)

단, Zs= R+ jwL

Y p= G+ jwC

이다.또한 γ 는 전파정수로써

γ = α+ jβ = ZsY p (2.9)

이다.여기서 R [Ω/m]:분포직렬 저항,L [H/m]:분포직렬 인덕턴스,

G [Ω/m] : 분포병렬 컨덕턴스, C [F/m] : 분포병렬 커패시턴스,

Zs [Ω/m] : 분포직렬 임피던스, Y p [Ω/m] : 분포병렬 어드미턴스,

α [dB/m]:감쇠정수이고 β [rad/m]:위상정수이다.
Maxwell의 방정식으로부터 구한 식 (2.5)와 분포정수선로 개념으로 구한 식

(2.7)을 비교해 보면,해의 형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이로부터 분포정수 선로
법으로 전파흡수특성을 해석하여도 무관함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분포정수 선로법으로 전파흡수현상을 해석한다.

분포정수선로 상에 부하 ZR을 그림 2.3과 같이 설치한 경우 선로상의 Z위

치에서의 전압파,전류파를 표현하면 식 (2.10)과 같이 표현된다.

V = V +e - γz+ V -e γz

I(d) = 1
Z0
[V + e - γz+ V -e γz]

(2.10)



식 (2.10)에서 V +는 Z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므로 송신단에서 수신단 쪽으

로 진행하는 성분임을 알 수 있으며,V -는 수신단에서 송신단 쪽으로 진행하

는 반사파 성분임을 알 수 있다.식 (2.10)로부터 분포정수 선로 상에는 전원 측

으로부터 부하 측으로 진행하는 진행파성분과 부하단에서 임피던스가 정합되지

않아 전원측으로 반사되는 반사파 성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다.이

로부터 부하를 반사파 방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파가 진행하는 매질의

임피던스와 전파흡수체의 임피던스를 정합시켜서 수신단에서 송신단측으로 향하

는 반사파 성분을 줄여야 함을 알 수 있다.식 (2.10)을 쌍곡선 함수로 표현하여

분포정수선로상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임피던스를 부하 임피던스 ZR과 부하로

부터의 거리 d의 함수로 구하여 보면

Z(d)= V(d)
I(d)=Z0

ZRcoshγd+ Z0sinhγd
Z0coshγd+ ZRsinhγd (2.11)

로 되며,식 (2.11)를 분포정수선로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특성임피던스라고 한다.

I

V Z V Z

Z d
ℓℓℓℓ

ssss

ssss RRRR RRRROOOO

ŷ̂̂̂
ẑ̂̂̂

X̂̂̂̂

그림 2.3부하 ZR이 설치된 무한장 분포정수선로
Fig.2.3Infinitedistributedlinewithaload 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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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정수선로상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전압파 V와 전류파 I로 부터 특성임

피던스 Z(d)는 흡수체의 표면에서의 입력임피던스로 유도될 수 있으며,Z(d)를

흡수체 표면에서의 입력임피던스 Zin으로 볼 경우 무반사 흡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I V
ZOOOO

d

ZCCCC

도체판도체판도체판도체판

그림 2.4전파흡수체가 설치된 무한장 분포정수선로
Fig.2.4InfinitedistributedlinewithaEM waveabsorber.

그림 2.4와 같이 분포정수선로상의 한끝에 흡수체를 설치한 경우,흡수체 표
면에서 흡수체 측의 입력 임피던스 Zin은 식 (2.11)로 부터

Zin= Zctanhγd (2.12)

로 되며,여기서 Zc는 흡수체 내부의 특성 임피던스이다.
식 (2.12)를 Z0와의 비율로 계산하여 Zin을 규격화시키면

Zin=
μ γ

ε γ
tanh(j2π

λ
ε γμ γd) (2.13)

을 구할 수 있으며,Zin과 반수계수 Γ 사이에는



Γ = Zin- 1
Zin+ 1

(2.14)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식 (2.13)과 식(2.14)로 부터 반사파 방지용 흡수벽의 조건은

1= μ γ

ε γ
tanh(j2π

λ
ε γμ γd) (2.15)

와 같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식 (2.15)을 만족하도록 흡수벽을 구성하면 된다.
그림 2.4에서 부하단을 개방시킨 경우의 규격화 입력임피던스를 Zs라 하고,

부하단을 단락시킨 경우의 규격화 입력임피던스를 Z0라고 하면 식(2.11)로부터

{Zs= Zctanhγd

Z0= Zccothγd
(2.16)

로 되며,식 (2.16)으로부터 Zc는

Zc= ZsZ0 (2.17)

로 되며,이로부터 ε γ와 μ γ을 유도하면

{ ε γ = - j λ γ

2πZc

μ γ = -jλ γ

2π

(2.18)

와 같이 된다.여기서 전파정수 γ 는

γ = 1
d tanh - 1 Zs

Z0
(2.19)

와 같이 된다.



식 (2.18)에서 실수부는 ε γ'와 μ γ'이며 허수부는 μ γ''와 ε γ''이다.그
리고 주파수에 따른 ε γ', ε γ'', μ γ',μ γ''의 변화는 식 (2.18)로 부터 구할 수
있다.
만약 ||w||<1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tanh ||w||≒w로 둘 수 있으므로,Ferrite를
흡수벽으로 구성하는 경우 식 (2.19)의 근사해로 μ γ'≒0가 될 때

d= λ

2πμ'' (2.20)

의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흡수벽을 Ferrite-Rubber컴포지트로 구성하는 경우의 식 (2.15)의 완전해는

1= μ γ'- jμ γ''
ε γ'- jε γ'' tanh[j

2π
λ (ε γ'- jε γ'')(μ γ'- jμ γ'')d]

로 되며[4],여기서

1= μ γ'- jμ γ''
ε γ'- j(ε γ'''+ σ

w)
(2.21)

∙ tanh[j2π

c (ε γ'- j(ε γ'''+ σ

w))(μ γ'- jμ γ'')df]

ε γ'= ε γ'''+ δ

w

을 구할 수 있다.식 (2.21)은 범함수로서 완전해는 대단히 난해하다.그러므로
흡수벽의 두께 d와 매질정수와의 관계는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우므로 정합
두께 dm을 실험적으로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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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2.7.1 2.7.1 2.7.1 전파흡수체의 전파흡수체의 전파흡수체의 전파흡수체의 반사계수 반사계수 반사계수 반사계수 측정측정측정측정

본 논문에서 제작된 sheet형 전파흡수체 반사계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다.그림 2.7은 반사계수 측정법에 사용되는 장비이고 그림 2.8
의 NetworkAnalyzer와 그림 2.9의 SampleHolder가 사용된다.

NETWORKNETWORKNETWORKNETWORK

ANALYZERANALYZERANALYZERANALYZER

SAMPLESAMPLESAMPLESAMPLE
HOLDERHOLDERHOLDERHOLDER

SAMPLESAMPLESAMPLESAMPLE

그림 2.5반사계수 측정법
Fig.2.5Flashholderwithsamplelength2ℓ

그림 2.6Model360B네트워크 어날라이져
Fig.2.6Model360BNetwork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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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은 One-PortMethodℓ-2ℓ법을 사용하여 흡수체의 전파흡수능과
재료정수를 측정할 시료의 5mm,10mm sample도면이다.그림 2.8는 시료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sampleholder의 단면(a)과 위에서 본 평면(b)의 그
림이다.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sample이 삽입되는 곳이며,이 holder는
NetworkAnalyzer(HP:8753D)와의 연결 시 틈이 없는 FlashHolder이다.

SampleSampleSampleSample

< < < < 단  면 단  면 단  면 단  면 >>>> < 평  면 >

그림 2.7샘플홀더의 단면․평면도
Fig.2.7Crosssectionofasampleholder.

6.95 mm

3.05 mm

5 mm

6.95 mm

3.05 mm

10 mm

(a)5mm Sample (b)10mm Sample
그림 2.8제작된 Sample도면 (a)5mm,(b)10mm
Fig.2.8ManufacturedSample(a)5mm,(b)10mm.



(a)SampleHolder의 단면 (b)SampleHolder의 평면
그림 2.9SampleHolder단면도와 평면도
Fig.2.9SampleHolder(a)Section,(b)Plane.

그림 2.10Wiltron사의 SampleHolder
Fig.2.10SampleholderofWil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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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의 전파흡수체 시편의 재료정수는 반사손실을 HP(Hewlett

Packard)8753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측정된 반사손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우선,FlashHolder를 SampleHolder로 사용하고 그림 2.7에서 보는 것과 같이

Network Analyzer의 Port와 Sample Holder 사이에 틈이 없이 밀착시키면,

ReferencePlane에서의 반사계수 S11(ℓ)은 전체의 반사계수 S11'(ℓ)과 같게 된다.

그러므로 ShortSample의 측정치로 전체 반사계수를 측정할 필요 없이

Sample길이가 ℓ일 때와 2ℓ일 때의 임피던스만 계산하면 된다.

우선 그림 2.5와 같이 Sample길이가 ℓ일 때의 임피던스는

Z(ℓ) = 1+ S11(ℓ)
1- S11(ℓ)

(2.22)

와 같이 구해진다.

그림 2.6과 같이 Sample길이가 2ℓ일 때의 반사계수 S11(2ℓ)은 전체의 반사

계수 S11(ℓ)과 같게 된다.그러므로 2ℓ일 때의 임피던스는 식 (2.23)과 같다.

Z(2ℓ) = 1+ S11(2ℓ)
1- S11(2ℓ)

(2.23)



NETWORK

ANALYZER

SAMPLE
HOLDER

Reference
Plane

ℓℓℓℓ

ZCCCC

S  (    )ℓℓℓℓ11

γγγγ

그림 2.5샘플의 길이가 ℓ인 FlashHolder
Fig.2.11Flashholderwithsamplelengthℓ.

NETWORK

ANALYZER

SAMPLE
HOLDER

Reference
Plane

ZCCCC

S  (     )11

γγγγ

ℓℓℓℓ2222

ℓℓℓℓ2222

그림 2.6샘플의 길이가 2ℓ인 FlashHolder
Fig.2.1Flashholderwithsamplelength2ℓ.

한편 NetworkAnalyzer의 Port와 SampleHolder는 틈이 없이 밀착되므로,
식 (2.22)과 식 (2.23)은

Z(ℓ) = Zctanh(γℓ) (2.24)
Z(2ℓ) = Zctanh(γ2ℓ) (2.25)



와 같이 쓸 수 있다.식 (2.24)와 식 (2.25)에 하이퍼블릭 탄젠트 공식을 적용하면,

tanh(γ2ℓ) = 2tanh(γℓ)
1+ tanh2(γℓ) (2.26)

이 되고,식 (2.26)을 변형하면

Z(2ℓ) = 2tanh(γℓ)
1+ tanh2(γℓ) (2.27)

tanh(rℓ) = 2Zℓ-Z(2ℓ)
Z'(2ℓ) . (2.28)

이 된다.식 (2.28)로 부터 γ, Zc을 도출하면,

r = 1
ℓ tanh-1 2Z(ℓ)-Z(2ℓ)

Z'(2ℓ) (2.29)

Zc = Z'(ℓ) Z'(2ℓ)
2Z'(ℓ)- Z'(2ℓ) (2.30)

이 된다.식(2.29)과 식 (2.30)을 식 (2.1)에 대입해서 풀면

ε γ = -jC2πf․
1
l tanh

-1 2Z(ℓ)-Z(2ℓ)
Z(2ℓ)

Z(ℓ) 2Z(ℓ)
2Z(ℓ)- Z(2ℓ)

(2.31)

μ γ = -j C2πf․
1
l tanh

-1 2Z(ℓ)-Z(2ℓ)
Z(2ℓ)

․ 1
l tanh

-1 2Z(ℓ)-Z(2ℓ)
Z(2ℓ)

(2.32)

이 구하여진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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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폐 처리된  잔류자속 밀도 (Br)가 0.65 T,  보자력 (Hc) 이 45 

kA/m 이며 최대 에너지적 [(BH)max] 이 11 kJ/m3 의 자기적 특성을 가지는 Cast 

Alnico magnet (A)와   잔류자속 밀도 (Br) 가 0.87 T,  보자력 (Hc) 이 125 kA/m,  최대
에너지적 [(BH)max] 이 45 kJ/m3 ] 의 자기적 특성을 지닌 Cast Alnico magnet (B)를 사
용하였다 .

그림 3.1CastAlnicomagnetssheet형 전파흡수체의 제작공정
Fig.3.1Preparationofsheet-typeCastAlnicomagnetsabsorber.



그림 3.1은 전파흡수체의 제작공정을 나타낸 것으로 최초 벌크상태의 원료를
1차로 해머를 이용하여 4시간 정도 분쇄 후 입자크기 1～2mm로 일정하게 하여
이를 millingmachine에서 입자크기를 1～5㎛ 정도로 제어하기 위해 분쇄기에서
64시간 2차 분쇄하였다.이렇게 분쇄되어 입자크기가 1～5 ㎛ 정도인 Cast
Alnico magnets (A),(B)를 본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한 Roller를 이용하여
Carbon및 Siliconerubber와 혼합하여 Sheet형의 전파흡수체를 제작하였다.

333...111...222전전전파파파흡흡흡수수수체체체 제제제조조조 조조조건건건

CastAlnicomagnets함유량은 표 3.1과 같이 carbon을 8.8wt% 로
고정 시킨 후 지지재인 siliconerubber에 최대 혼입 가능한 63.6wt% 범위내에
서 변화시켰다.그리고 carbon의 함유량은 CastAlnicomagnets를 50wt% 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최대 12wt% 범위 내에서 시편을 제작하였다.

표 3.1sheet형 전파흡수체 제조조건
Table3.1Manufacturingconditionofsheet-typeEM waveabsorbers

Alnicomagnets(A),(B)
함량 (wt%)

carbon
함량 (wt%)

siliconerubber
함량 (wt%)

시편두께
(mm)

50

8.8

41.2

1,
2,
3

56.9 34.3
58.33 32.8
60 31.2
63.6 27.6

50

0 50
4 46
8 42
12 38
1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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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Alnicomagnet(a),(b)를 분쇄한 후 7200배 로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CastAlnicomagnets(A)SEM

Fig3.2SEM ofCastAlnicomagnets(A)

그림 3.3CastAlnicomagnets(B)SEM

Fig3.3 SEM ofCastAlnicomagnet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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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Alnico magnet(A)와 Alnicomagnet(B)를 지지재인
silicone rubber와 50 wt% :50 wt%로 혼입하여 시편의 두께가 1
mm ～ 3mm 가 되도록 제작하여 그 반사계수를 NetworkAnalyz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분쇄 전 자기적 특성이 각기 다름에도 불
구하고 전파흡수특성은 1mm 와 2mm의 시편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다.단,3mm의 시편에서는 시편(A)가 시편 (B)에 비하여 중심주파수
가 아래쪽으로 이동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자기적 특성을 지닌 Alnico magnets 에 대하여는 추후 계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a) Alnico: Silicone rubber = 50: 50 wt%



(b)  Alnico: Silicone rubber = 50: 50 wt%

               

(c)  Alnico: Silicone rubber = 50: 50 wt%

그림 3.4Alnicomagnets(A),(B)시편두께 변화에 따른 반사계수
Fig.3.4ThereflectioncoefficientofAlnicomagnetabsorber(A)and
Alnicomagnetsabsorber(B)forsamplethicknessof1,2,and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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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Alnicomagnets(A),(B)를 각각 중량비 50 wt%, 56.9 wt%, 58.33 wt%, 60 

wt%, 63.6 wt% 가 되도록 8.8 wt%의 carbon이 혼합된 silicon rubber에 분산 시켜 

시편두께가 1 mm, 2 mm, 3 mm 가 되도록 제작하여 그 반사계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3.5,3.6그리고 3.7은 Cast Alnico magnets (A)의 중량비 변화에 따른 반사계

수를 나타낸다.   그림 3.5로부터 그림 3.7까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작된 전파흡수체

의 시편 두께가 3 mm 이며 혼합된 Alnico의 중량비가 56.9 wt% 일때 최대 흡수능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4.5 GHz에서 약 26 dB의 우수한 반사계수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5.1,3.6.1그리고 3.7.1은 Cast Alnico magnets (B)의 중량비 변화에 따른 반

사계수를 나타낸다.  Cast Alnico magnets(B)는 제작된 전파흡수체의 시편 두께와 

첨가된 Cast Alnico magnets(B)의 중량비에 따른 특징적인 전파흡수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시편의 두께에 상관없이 최대흡수능을 나타내는 주파수

가 4~6 GHz 주파수 대역에서 7 dB 정도의 반사계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Cast Alnico magnets (A) 중량비에 따라 제작된 시편의 두께에 따른 반사계수

를 그림 3.10에 나타내었으며 Cast Alnico magnets (B) 중량비에 따라 제작된 시편

의  두께에 따른 반사계수를 그림 3.10.1에 나타내었다.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중심 주파수가 저주파대로 이동하며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인 

전파흡수특성과 일치하며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인 전파흡수특성과 일치하였으며 이

는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형적인 전파흡수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합주파수는
저주파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3.2.2)



그림 3.5Alnicomagnets(A)의 첨가량에 따른 반사계수 (시편두께 1mm)
Fig.3.5 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absorber(A)withvarious

Alnicocontents(samplethickness=1mm)

그림 3.5.1Alnicomagnets(B)의 첨가량에 따른 반사계수 (시편두께 1mm)
Fig.3.5.1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absorber(B)withvarious

Alnicocontents(samplethickness=1mm)



그림 3.6Alnicomagnets(A)의 첨가량에 따른 반사계수 (시편두께 2mm)
Fig.3.6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absorber(A)withvarious

Alnicocontents(samplethickness=2mm)

그림 3.6.1Alnicomagnets(B)의 첨가량에 따른 반사계수 (시편두께 2mm)
Fig.3.6.1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absorber(B)withvarious

Alnicocontents(samplethickness=2mm)



그림 3.7Alnicomagnets(A)의 첨가량에 따른 반사계수 (시편두께 3mm)
Fig.3.7 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absorber(A)withvarious

Alnicocontents(samplethickness=3mm)

그림 3.7.1Alnicomagnets(B)의 첨가량에 따른 반사계수 (시편두께 3mm)
Fig.3.7.1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absorber(B)withvarious

Alnicocontents(samplethickness=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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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그림 3.9와 그림 3.8.1~그림 3.9.1 은 Cast Alnico magnets(A), 

(B) 함유량에 따라 제작된 전파흡수체의 재료정수 ‘, “, ’,” 측정값을 나타내었

다.

  유전적 성질을 나타내는 ‘은 각각의 조성에서 주파수의 변화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

를 보이며, 주파수에 대하여 약간의 감쇠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Cast 

Alnico magnets(A), (B)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비교적 낮은 대역에서 바운딩을 보이

고 있으며 이 바운딩의 정확한 원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전손실을 나타내는 “은 주파수의 변화에 대하여 Alnico magnets(A), (B)의 함

유량이 많을수록 약간의 변화를 보이며 약간의 지수적 감쇠특성을 보이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은 Cast Alnico magnets(A), (B)의 함유량이 늘어남에 

따라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자기적 손실을 나타내는 ”은 Alnico magnets(A), (B)의 함유량이 늘어남에 따라 

손실 지점이 저주파로 이동함 하였으며 Alnico magnets(A), (B)의 첨가가 손실에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a)



(b)

(c)



(d)

(e)
그림 3.8CastAlnicomagnets(A)의 첨가량에 따른 복소 투자율

Fig.3.8 ComplexpermeabilityofAlnicomagnetabsorbers(A)withdifferent
Alnicocontents



(a)

(b)



(c)

(d)



(e)
그림 3.8.1CastAlnicomagnets(B)의 첨가량에 따른 복소 투자율

Fig.3.8.1 ComplexpermeabilityofAlnicomagnetabsorbers(B)withdifferent
Alnicocontents

그림 3.9CastAlnicomagnets(A)의 첨가량에 따른 복소 유전율 실수부
Fig.3.9 RealpermittivityofAlnicomagnetabsorbers(A)withdifferentAlnico

contents



그림 3.9.1CastAlnicomagnets(A)의 첨가량에 따른 복소 유전율 허수부
Fig.3.9.1 ImaginarypermittivityofAlnicomagnetabsorbers(A)withdifferent

Alnicocontents



333...222...555CCCaaassstttAAAlllnnniiicccooommmaaagggnnneeetttsss(((AAA))),,,(((BBB)))함함함유유유량량량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시시시편편편 두두두께께께별별별 반반반사사사계계계수수수

(a)50wt%

    

(b)56.9 wt%



(c) 58.33 wt%

(d) 60 wt%



(e)63.6wt%
그림 3.10CastAlnicomagnets(A)의 첨가량에 따른 두께별 반사계수
Fig3.10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absorbers(A)with

differentAlnicocontentforthe thicknessof1,2,and3mm.

(a)50wt%



(b)56.9 wt%

(c) 58.33 wt%



(d) 60 wt%

(e) 63.6 wt%

그림 3.10.1CastAlnicomagnets(B)의 첨가량에 따른 두께별 반사계수
Fig3.10.1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absorbers(B)with

differentAlnicocontentforthe thicknessof1,2,and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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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을 각각 중량비 0 wt%, 4 wt%, 8 wt%, 12 wt%, 16 wt% 가 되도록50

wt%의 CastAlnicomagnets(A),(B)이 혼합된 silicon rubber에 분산 시켜 시편두께

가 1 mm, 2 mm, 3 mm 가 되도록 제작하여 그 반사계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3.11,3.12그리고 3.13은 Carbon함유량 변화에 따른 Cast Alnico magnets (A)

전파흡수체의  반사계수를 나타낸다.   그림 3.11로부터 그림 3.13까지에서 알 수 있

듯이  제작된 전파흡수체의 시편 두께가 3 mm 이며 혼합된 Carbon의 중량비가 4 

wt% 일때 최대 흡수능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7 GHz에서 약14 dB이며 5 dB이상의 흡

수능을 나타내는 대역폭이 약 2 GHz 정도의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1.1로부터 그림 3.13.1은 Cast Alnico magnets (B)의 중량비 변화에 따른 

반사계수를 나타낸다.  Cast Alnico magnets(B)는 그림 3.11.1로부터 그림 3.13.1까

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작된 전파흡수체의 시편 두께가 1 mm 이며 혼합된 Carbon의 

중량비가 4 wt% 일때 최대 흡수능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13.5 GHz에서 약 24 dB의 

반사계수를 보이며 5 dB이상의 흡수능을 나타내는 대역폭도 약 3.5 GHz 정도의 우

수한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ast Alnico magnets (A) 전파흡수체의 시편에 대한 두께에 따른 반사계수를 

그림 3.16에 나타내었으며 Cast Alnico magnets (B) 전파흡수체의 시편에 대해 두

께에 따른 반사계수를 그림 3.16.1에 나타내었다.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중심 주파수가 저주파대로 이동하며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인 

전파흡수특성과 일치하였으며 이는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형적인 전파흡수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합주파수는 저주파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1carbon첨가량에 따른 CastAlnicomagnets(A)전파흡수체의
반사계수 (시편두께 1mm)

Fig3.11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sabsorbers(A)with
differentcarboncontents(samplethickness=1mm)

그림 3.11.1carbon첨가량에 따른 CastAlnicomagnets(B)전파흡수체의
반사계수 (시편두께 1mm)

Fig3.11.1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sabsorbers(B)with
differentcarboncontents(samplethickness=1mm)



그림 3.12carbon첨가량에 따른 CastAlnicomagnets(A)전파흡수체의
반사계수 (시편두께 2mm)

Fig3.12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sabsorbers(A)with
differentcarboncontents(samplethickness=2mm)

그림 3.12.1carbon첨가량에 따른 CastAlnicomagnets(B)전파흡수체의
반사계수 (시편두께 2mm)

Fig3.12.1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sabsorbers(B)with
differentcarboncontents(samplethickness=2mm)



 그림 3.13carbon첨가량에 따른 CastAlnicomagnets(A)전파흡수체의
반사계수 (시편두께 3mm)

Fig3.13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sabsorbers(A)with
differentcarboncontents(samplethickness=3mm)

그림 3.13.1carbon첨가량에 따른 CastAlnicomagnets(B)전파흡수체의
반사계수 (시편두께 3mm)

Fig3.13.1Thereflectioncoefficientof Alnicomagnetsabsorbers(B)with
differentcarboncontents(samplethickness=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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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 그림 3.15와 그림 3.14.1~ 그림 3.15.1 은 Carbon 함유량에 따라 

제작된 Cast Alnico magnets(A), (B)  전파흡수체의 재료정수 ‘, “, ’,”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유전적 성질을 나타내는 ‘과 유전손실을 나타내는 “은 각각의 조성에서 주파수의 

변화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주파수에 대하여 지수적 감쇠특성을 보인다. 

   

그림 3.14Carbon의 첨가량에 따른 복소 유전율 실수부
Fig.3.14RealPermittivityofAlnicomagnetabsorbers(A)withdifferentcarboncontents



그림 3.14.1Carbon의 첨가량에 따른 castAlnicomagnets(A)전파흡수체의
복소 유전율 허수부

Fig.3.14.1 ImaginaryPermittivityofAlnicomagnetabsorbers(A)withdifferentcarbon
contents

그림 3.15 Carbon의 첨가량에 따른 castAlnicomagnets(B)전파흡수체의
복소 유전율 실수부

Fig.3.15RealPermittivityofAlnicomagnetabsorbers(B)withdifferentcarboncontents



그림 3.15.1Carbon의 첨가량에 따른 castAlnicomagnets(B)전파흡수체의
복소 유전율 허수부

Fig.3.15.1 ImaginaryPermittivityofAlnicomagnetabsorbers(B)withdifferentcarbo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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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wt%

(b)4 wt%



(c) 8 wt%

(d) 12  wt%



(e) 16 wt%

그림 3.16carbon의 첨가량에 따른 두께별 반사계수
Fig3.16The reflection coefficient of Alnico magnet absorbers(A) with different  carbon 

contents for the thickness of 1, 2, and 3 mm.

(a)0wt%



(b)4wt%

(c) 8 wt%



(d) 12 wt%

(e) 16 wt%

그림 3.16.1carbon의 첨가량에 따른 두께별 반사계수
Fig3.16.1The reflection coefficient of Alnico magnet absorbers(B) with different  carbon 

contents for the thickness of 1, 2, and 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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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CastAlnicomagnetssheet형 전파흡수체의 제작공정
Fig.4.1Preparationofsheet-typeCastAlnicomagnetsabsorber.



그림 4. 2 열처리공정
Fig 4. 2 Heat-treatment process.

MnZn,Sr,Baferrite및 Alnicomagnets(A)와 AlO의 합성은 그림 4.1의 공
정에 준하여 합성하였다.입자 크기가 1～5㎛ 인 MnZn,Sr,Baferrite및
Alnicomagnet각 시료의 조성비에 따라 시료를 전자저울에서 청량,혼합한 후
1시간 동안 BallMill하였다.
물과 인산이 100wt% :6wt% 혼합된 인산 수용액과 혼합하여 전기로에서

섭씨 1150 C를 이용하였다.

그림 4.2의 열처리 공정에 준하여 최초 40분간 800 C까지 소결온도를 증
가시킨 후 그 온도를 1시간 동안 유지시키고 다시 20분간 1000 C까지 온도를
증가시켜서 30분간 같은 온도를 유지시킨다. 또한 이를 20분간 1150 C까지
재차소결 온도를 증가시켜 30분간 유지 시킨 후 24시간동안 공기 중에서 충분
히 자연 냉각시켰다.

냉각된 혼합상 MnZn,Sr,Baferrite및 Alnicomagnet분말들은 응집된
덩어리로써 유발에서 강하게 분쇄한 후본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한 Roller를
이용하여 Carbon및 Siliconerubber와 혼합하여 각각의 Sheet형 전파흡수
체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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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과 같이 MnZn,Sr,Baferrite및 Alnicomagnets(A)와 AlO을 합성

하여 그림 4.2의 열처리 공정을 거쳐 coating된 자성재료와 carbon이 함유된
siliconerubber를 이용하여 각 자성재료별 sheet형 전파흡수체의 시편을 제작하
였다.

표 4.1sheet형 전파흡수체 제조조건
Table4.1Manufacturingconditionofsheet-typeEM waveabsorber

자성재료별
함량 (wt%) carbonsilicone

rubber
함량 (wt%)
(carbon32
wt% 함량)

시편두께
(mm)

자성재료와 AlO의 coating
함량 조건

AlO와
coating된
자성재료
함량 (wt%)

자성재료별
함량 (wt%)

AlO
함량 (wt%)

MnZn
ferrite

70 30

87 13

1,
2,
3

60 40
50 50
40 60

Sr
ferrite

70 30

80 20
60 40
50 50
40 60

Ba
ferrite

70 30

70 30
60 40
50 50
40 60

CastAlnico
magnets
(A)

70 30

56.9 43.1
60 40
50 5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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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ccc))) (((ddd)))
그림 4.3 AlO가 coating되지 않은 MnZn(a),Sr(b),Baferrite(C)

및 CastAlnicomagnets(A)(d)SEM

Fig4.3SEMofMnZn(a),Sr(b),Baferrite(c),andAlnicomagnets(A)(d)withoutAlO



(((aaa))) (((bbb)))

(((ccc))) (((ddd)))
그림 4.4 AlO가 coating된 MnZn(a),Sr(b),Baferrite(C)

및 CastAlnicomagnets(A)(d)SEM
Fig4.4SEM ofMnZn(a),Sr(b),Baferrite(c),andAlnicomagnets(A)(d)coated

with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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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Soft페라이트 전파흡수체에 AlO를 coating하면 전파흡수능이 넓
게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단층형(Single-layertype)에서 전파흡수능
이 협대역인 것을 보완하는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이다.협대역의 특성을 보완하
기 위해서 다층형(Multi-layertype)로 하는 기술도 있지만 실용측면에서 두께를
고려하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전파흡수체의 경우 자성재료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softferrite인 Mn-Zn페라

이트와 Ni-Zn페라이트가 MHz대역을 커버하는 주요 자성손실재로 연구의 대
상이 되어 왔으나 GHz대역에서 softferrite는 자기적 손실의 급격한 감소로 인
해 우수한 전파흡수체로서의 기능을 나타내지 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AlO
coating양이 40wt%와 두께 1mm 상태에서 32dB의 흡수능을 보이고 있으며
최대흡수능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10GHz로 X-band를 커버가 가능함을 알수 있
었다..
Srferrite전파흡수체의 경우 X-band와 Ku-band을 커버하는 전파흡수체를 만

들 수 있었다.실용적인 측면에 두께가 3mm이하 이어야 하고 흡수능이 20dB
이상인 것을 고려하게 된다.먼저 X-band용으로 두께 1mm 상태에서AlO
coating양이 40wt%와 두께 2mm 상태에서 50wt% 일 때 각각 44dB,28dB
의 흡수능을 보이고 있다.Ku-band용으로 두께 1mm 상태에서 Alumina양이 50
wt% 일 때 24dB의 흡수능을 보이고 있다.AlO coating양을 적절하게 하면
전파흡수능과 대역폭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그리고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정합주파수는 저주파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aferrite전파흡수체의 경우 X-band와 C-band을 커버하는 전파흡수체를 만

들 수 있었다.실용적인 측면에 두께가 3mm이하 이어야 하고 흡수능이 20dB
이상인 것을 고려하게 된다.먼저 X-band용으로 두께 1mm 상태에서 AlO
coating양이 30wt%,60wt% 일 때 각각 46dB,27dB의 흡수능을 보이고 있
다.C-band용으로 두께 3mm 상태에서 Alumina양이 50wt% 일 때 27dB의
흡수능을 보이고 있다.AlO coating양을 적절하게 하면 전파흡수능과 대역폭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그리고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정합주파수는 저주파 쪽
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CastAlnicomagnets전파흡수체의
경우 AlO coating양에 따른 전파흡수능 향상 변화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aaa)))

(((bbb)))



(((ccc)))

(((ddd)))
그림 4.5 AlO coating함유량에 따른 MnZn(a),Sr(b),Baferrite(C)
및 CastAlnicomagnets(A)(d)1mm 두께 전파흡수체의 반사계수

Fig4.5ReflectioncoefficientofMnZn(a),Sr(b),Baferrite(c),andAlnico
magnets(A)(d)EM waveabsorberscoatedwithAlO(samplethickness1mm)



(((aaa)))

(((bbb)))



(((ccc)))

(((ddd)))
그림 4.6 AlO coating함유량에 따른 MnZn(a),Sr(b),Baferrite(C)
및 CastAlnicomagnets(A)(d)2mm 두께 전파흡수체의 반사계수

Fig4.6ReflectioncoefficientofMnZn(a),Sr(b),Baferrite(c),andAlnico
magnets(A)(d)EM waveabsorberscoatedwithAlO(samplethickness2mm)



(((aaa)))

(((bbb)))



(((ccc)))

(((ddd)))
그림 4.7 AlO coating함유량에 따른 MnZn(a),Sr(b),Baferrite(C)
및 CastAlnicomagnets(A)(d)3mm 두께 전파흡수체의 반사계수

Fig4.7ReflectioncoefficientofMnZn(a),Sr(b),Baferrite(c),andAlnico
magnets(A)(d)EM waveabsorberscoatedwithAlO(samplethickness3mm)



444...222...333각각각 자자자성성성재재재료료료와와와 AAAlllOOO 코코코팅팅팅 함함함유유유랑랑랑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재재재료료료정정정수수수

그림 4.6은 AlO coating되지 않은 MnZn페라이트 전파흡수체의 복
소투자율을 나타낸 그림이다.측정 주파수 대역은 50MHz-20GHz까지이다.
페라이트를 자성손실재로 한 전파흡수체의 흡수능은 자기손실 tanδ=(μ''/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tanδ 〉1일 때 우수한 흡수능을 나타낸다[20].흡수
가 시작되는 영역이 1.8GHz부근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MnZn페라이
트 전파흡수체를 이용할 경우 낮은 주파수에서 자기적인 손실을 기대 할 수 있
다.

Ba및 Srferrite경우 페라이트를 자성손실재로 한 전파흡수체의 흡수능은 자기손
실 tanδ=(μ''/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tanδ 〉1일 때 우수한 흡수능을
나타낸다[20].기존의 전파흡수체보다 AlO coating한 것이 tanδ 〉1이 시작되는
영역이 더 고주파 영역에서 손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71〜4.8.1은 AlO coating양에 따른 주파수 변화에 따라 유전율의 실

수부와 허수부가 변화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6Alumina가 코팅되지 않은 MnZn페라이트 전파흡수체의 복소투자율
Fig4.6ComplexpermeabilityoftheMnZnferriteabsorberdoesnotcoated

withAlumina..



(a)

(b)



(c)

(d)
그림 4.6.1AlO coating함유량에 따른 MnZnferrite전파흡수체의 복소 투자율
Fig.4.6.1 ComplexpermeabilityoftheMnZnferritecoatedwithAlO.



(a)Realpartofthepermittivity

(b)Imaginarypartofthepermittivity
그림 4.6.2AlO coating함유량에 따른 MnZnferrite전파흡수체의 복소 유전율
Fig.4.6.2 ComplexpermittivityoftheMnZnferritecoatedwithAlO.



(a)Srferritecoatedwith   60wt%

(b)Srferritecoatedwith   50wt%



(c)Srferritecoatedwith   40wt%

(d)Srferritecoatedwith   30wt%
그림 4.7AlO coating함유량에 따른 Srferrite전파흡수체의 복소 투자율
Fig.4.7 ComplexPermeability oftheSrferritecoatedwithAlO.



(a)Realpartofthepermittivity

(b)Imaginarypartofthepermittivity
그림 4.7.1AlO coating함유량에 따른Srferrite전파흡수체의 복소 유전율
Fig.4.7.1 ComplexpermittivityoftheSrferritecoatedwithAlO.



(a)Baferritecoatedwith   60wt%

(b)Baferritecoatedwith   50wt%



(c)Baferritecoatedwith   40wt%

(d)Baferritecoatedwith   30wt%

그림 4.8AlO coating함유량에 따른 Baferrite전파흡수체의 복소 투자율
Fig.4.8 ComplexPermeability oftheBaferritecoatedwithAlO.



(a)Realpartofthepermittivity

(a)Imaginarypartofthepermittivity

그림 4.8.1AlO coating함유량에 따른Baferrite전파흡수체의 복소 유전율
Fig.4.8.1 ComplexpermittivityoftheBaferritecoatedwith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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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의 급격한 고주파화 추세를 감안하면 GHz대역용 전파흡수체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나 아직까지는 Baferrites나 Srferrites같은 한정된 재료만
을 이용하고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전파흡수체에 대표적인 재료로 사용되어 오던 NiZn
ferrite,MnZnferrite,Srferrites와 Baferrites대신에 CastAlnicomagnets가 전
파흡수체의 새로운 자성 재료로서의 사용 가능성과 단층형(Single-layertype)에
서의 전파흡수능 향상과 협대역인 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AlO를 MnZn,

Sr,Baferrite및 CastAlnicomagnets와 열처리 하여 단층의 sheet형 전파흡수
체의 대역폭과 전파흡수능 향상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파흡수체의 새로운 자성 재료개발을 위해 폐 처리되어 재생된

Cast Alnico magnets에 잔류자속 밀도 (Br), 보자력 (Hc), 최대 에너지적
[(BH)max] 등의 자기적 특성 , Carbon 함유량,CastAlnicomagnets함유량,제
작된 시편의 두께 등을 제어하며 시편의 전파흡수능,복소투자율,복소 유전율,
SEM,등을 분석하였으며 단층형(Single-layertype)에서 전파흡수능 향상과 협대
역인 것을 보완하는 공정으로 AlO coating에 관한 연구를 위해 softferrite인

MnZnferrite,Hardferrite인 Sr,Baferrite,그리고 CastAlnicomagnets등에
AlO coating함유량,제작된 시편의 두께에 따라 전파흡수능,복소 투자율 및

유전율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잔류자속 밀도 (Br)가 ,  보자력 (Hc),  최대 에너지적 [(BH)max]의 자기적 특
성 차이를 가지는 Cast Alnico magnet (A,) (B) 전파흡수체의 흡수능을 조사하
였다.

      각각의 조성에서 주파수의 변화에 대하여 일부 반사계수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 주파수에 대하여 최대 10 dB까지 감쇠를 보이나 자기적 특성 차이
에 따른 전파 흡수능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2) CastAlnicomagnets함유량이 전파 흡수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astAlnicomagnets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른 전파 흡수능이 일정하지는 않
았으나 복소 투자율에서 손실 지점은 낮은 주파수로 이동하게 됨을 알게 되
었고 제작된 전파흡수체의 시편 두께가 3 mm 이며 혼합된 CastAlnico
magnets(A)의 중량비가 56.9wt% 일때 최대 흡수능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4.5GHz에서 약 26dB의 우수한 반사계수 특성을 나타냄을 알게 되었다.따
라서 CastAlnicomagnets가 우수한 전파 흡수능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자
성재료가 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형적인 전파흡수
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합주파수는 저주파 쪽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3) Carbon함유량이 전파흡수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제작된 전파
흡수체의 시편 두께가 1mm 이며 혼합된 Carbon의 중량비가 4wt% 일때
최대 흡수능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13.5GHz에서 약 24dB의 반사계수를 보
이며 5dB이상의 흡수능을 나타내는 대역폭도 약 3.5GHz정도의 우수한 특
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 단층형(Single-layertype)에서 전파흡수능 향상과 협대역인 것을 보완하는
공정으로 AlO coating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AlO coating공정을 통해

전파흡수능과 대역폭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그러나 Cast
Alnicomagnets전파흡수체의 경우 AlO coating양에 따른 전파흡수능 향상

변화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참참참 고고고 문문문 헌헌헌

[1]김동일,전상엽,“EMI/EMC대책용 광대역화 전파흡수체의 개발에 관한 연
구”,한국항해학회지 제15권 제4호,pp.13-35,1991.12.

[2]김동일,안영섭,정세모,“레이다용 광대역 형 고성능 전파흡수체의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항해학회지,제15권 제1호,pp.11-9,1991.3

[3]변순천,변태영,고경현,홍국선,“Mn-Zn페라이트 다결정의 첨가물에 따른
초 투자율의 변화 기구“,한국재료학회지,Vol7,No.9,1997

[4]정갑교,최숭철,“고투자율 Mn-Zn페라이트의 첨가물 효과에 따른 자기적
특성 연구”,한국재료학회지,Vol3,No.3,1993

[1]김동일,전상엽,“EMI/EMC대책용 광대역화 전파흡수체의 개발에 관한 연
구”,한국항해학회지 제15권 제4호,pp.13-35,1991.12.

[2]최형도,채종석,김덕원,한용석,이원재 “전자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환경
분석 및 대국민 홍보 방안”,제6회 전자기장의 생체 영향에 관한 워크숍.pp.
55,2002.10

[3]DavidM.Pozar,MicrowaveEngineering,Addison-Wesley,1990
[4]Y.Naito.電坡吸收体,오옴社,1987
[5]김동일,안영섭,정세모,“전파흡수체의 전파흡수특성 측정기법에 관한 연

구”,한국항해학회지,제16권 제4호 pp.25-34,1992.12.
[6]변순천,변태영,고경현,홍국선,“Mn-Zn페라이트 다결정의 첨가물에 따른

초 투자율의 변화 기구“,한국재료학회지,Vol7,No.9,1997
[7]정갑교,최숭철,“고투자율 Mn-Zn페라이트의 첨가물 효과에 따른 자기적

특성 연구”,한국재료학회지,Vol3,No.3,1993
[8]김호철,이병택,정연춘,엄진섭 “MnZn계 페라이트-고무 복합체의 마이크로

파 대역에서의 전기적 특성 및 전자파 흡수 특성”,전자파학회논문지,제4권
2호,pp.41-47,1993.6

[9]김동일,“NaturalCeramics재료의 전자파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
교 전파통신연구소.2000.12

[10]정태우,이완재,‘Cu-Ni-Zn페라이트의 미세조직과 전자파 흡수 특성“,한국
재료학회지,Vol5,No.5,1995



[11] S.Ruan,B.Xu,H.Suo,F.Wu,S.Xiang,andM.Zhau"Microwaveabs-
orptive behaviorofZnCo-substituted W-type Ba hexaferrite nanocr-
ystallinecompositematerial",J.ofMMM,212,pp.175-177,2000

[12]橋本修,“電波吸收体入門”,森北出版社,p.13,1997
[13]A.Goldman,"Modernferritetechnology",VanNostrandReinhold,p.75,1990
[14]Y.Hashimoto,“Theapplicationofferriteasanabsorber”,Jap.J.Appl.Phys.,

Vol.6,No.3,pp.175-17,1983
[15]김동일,전상엽,“EMI/EMC대책용 광대역화 전파흡수체의 개발에 관한 연

구”,한국항해학회지 제15권 제4호,pp.13-35,1991.12.
[16]최형도,채종석,김덕원,한용석,이원재 “전자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환경

분석 및 대국민 홍보 방안”,제6회 전자기장의 생체 영향에 관한 워크숍.pp.
55,2002.10

[17]S.Ruan,B.Xu,H.Suo,F.Wu,S.Xiang,andM.Zhau"Microwaveabs-
orptive behaviorofZnCo-substituted W-type Ba hexaferrite nanocr-
ystallinecompositematerial",J.ofMMM,212,pp.175-177,2000

[18]Y.Naito,ElectromagneticWaveAbsorbers,Tokyo:New Ohm,19876.
[19]A.Goldman,"Modernferritetechnology",VanNostrandReinhold,p.75,1990
[20]Y.Hashimoto,“Theapplicationofferriteasanabsorber”,Jap.J.Appl.Phys.,

Vol.6,No.3,pp.175-17,1983



발발발 표표표 논논논 문문문

국국국내내내학학학술술술지지지게게게제제제

[1]문상현,신승재,송재만,김동일,김기만,“GHz대역용 복합형 Ba페라이트
전파흡수체의 개발”,한국전자파학회지,Vol.14,No.12,pp.1329-1334,
2003.12

[2]김동일,문상현,신승재,송재만,“휴대전화기의 불요전자파 억제용 전파흡수
의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연구논문집,Vol.21,
pp.99-105,2004.01

[3]김동일,신승재,문상현,송재만,“휴대전화기용 전파흡수체에 있어 페라이트
입자크기와 투자율,시편제작온도에 따른 전파흡수특성”,한국전자파학회지,
Vol.15,No.4,pp.406-413,2004.04

[4]김동일,문상현,신승재,송재만,김기만,“GHz대역용 복합형 Sr페라이트 전
파흡수체의 개발”,한국항해항만학회지,Vol.28,No.6,pp.503-507,2004.08

[5]JaeManSong,DongIlKim,SeungJaeShin,SangHyunMoonandKi
Man Kim,Keel Soo Rhyu,“Development of Electromagnetic Wave
AbsorberswithAlnicoMagnets," 한국해양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연구
논문집,Vol.22,제1호,pp.134-137,2004.06

국국국제제제학학학술술술지지지게게게제제제

[7]JaeManSong,DongIlKim,SeungJaeShin,SangHyunMoonandKi
Man Kim,Keel Soo Rhyu,“Development of Electromagnetic Wave
AbsorberswithAlnicoMagnets,"JournaloftheKoreanPhysicalSociety,
Vol.44,No.6,pp.1495-1498,June2004.(((SSSCCCIII)))



국국국제제제학학학술술술대대대회회회발발발표표표

[8]JaeManSong,SeungJaeShin,SangHyunMoon,YoungYunandDong
IlKim,“DevelopmentofcompositeSrferriteEM waveabsorbersfor
GHz frequency," 2004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04Sendai, SendaiInternationalCenter,Japan,Vol.
01,pp.313-316,June1-4,2004

[9]JaeManSong,DongIlKim,SeungJaeShin,SangHyunMoonandKi
ManKim,“DevelopmentofEM waveabsorberswithAlnicoMagnets,"
5TH Asia-PacificEngineering Research Forum on Microwavesand
ElectromagneticTheory,KyushuUniversity,Fukuoka,Japan,pp.41-45,
July29-30,2004

국국국내내내 학학학술술술대대대회회회 발발발표표표

[10]김동일,옥승민,김수정,문상현,신승재,송재만,“휴대전화용 전파흡수체에
있어 시편제작 온도에 따른 전파흡수 특성”,2003년제1회 산업기술연구소
학술강연회 논문집,pp.107-111,2003.4.24

[11]송재만,김동일,김수정,옥승민,문상현,신승재,“복합형 전파흡수체에 있어
시편제작 온도에 따른 전파흡수 특성”,한국항해항만학회 2003년 춘계공동
학술대회 논문집,pp.97-101,2003.5.3

[12]김동일,옥승민,문상현,신승재,송재만,“X-Band용 전파흡수체의 개발”,
2003년도 대한전자공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제26권 제1호,
pp.306-309,2003.7.

[13]문상현,신승재,송재만,김동일,윤영,김기만,“DevelopmentofComposite
SrFerriteEM WaveAbsorbersForGHzFrequency",2003년도 제 2회 산업
기술연구소 학술강연회 논문집,pp.57-62,2003.12.4

[14]문상현,신승재,김동일,송재만,최정현,김기만,"GHz대역용 전파흡수체의
개발“, 2004년도 한국항해항만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Vol.28No.1,
pp.17-22,2004.4.

[15]신승재,문상현,김동일,송재만,김기만,최동한,“Alnicomagnets를 이용한 전
파흡수체의 개발”,2004년도 한국항해항만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8No.1,pp.23-27,2004.4.
[16]JaeManSong,DongIlKim,SeungJaeShin,SangHyunMoonandKi

Man Kim,"Development of Electromagnetic Wave Absorbers with
AlnicoMagnets",ITRCForum 2004,IT신성장동력산업 견인을 위한 대학
IT연구센터 핵심 기술 발표회 논문집,pp.364-368,2004.6.15

[17]김동일,문상현,신승재,송재만,김기만,“Ba페라이트와 Sr페라이트 전파
흡수체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2004년도 제1회 산업기술연구소 학술강연
회 논문집,pp.19-28,2004.8.3

[18]송재만,김동일,신승재,문상현,정재현,김기만,“알니코를 이용한 전파흡수
체의 개발에 관한 연구”,2004년도 제 1회 산업기술연구소 학술강연회 논문
집,pp.29-35,2004.8.3

[19]DongIlKim,RuiLi,SeungJaeShin,SangHyunMoon,“Modified3dB
BranchLineCouplerforHarmonicWaveSuppression,"2004년도 추계
마이크로파 및 전파학술대회 논문집,pp.315-318,2004.9.18

[20]SeungJaeShin,SangHyunMoon,DongIlKim,JaeManSong,LiRui,
“DevelopmentofElectromagneticWaveAbsorbers,"2004년도 추계 마이
크로파 및 전파학술대회 논문집,pp.496-499,2004.9.18

[21]문상현,신승재,김동일,송재만,“Al2O3가 sheet형 Sr및 BaFerrite전파흡
수체의 전파흡수능에 미치는 영향”,2004년도 한국전자파학회 영남지부 총
회 및 학술발표 논문집,Vol.1,No.1,pp.496-499,2004.10.23



요요요 약약약

전자기기의 급격한 고주파화 추세를 감안하면 GHz대역용 전파흡수체의 개
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아직까지는 Baferrites나 Srferrites
같은 한정된 재료만을 이용하고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연구개발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전파흡수체에 대표적인 재료로 사용되어 오던
NiZnferrite,MnZnferrite,Srferrites와 Baferrites대신에 CastAlnico
magnets가 전파흡수체의 새로운 자성 재료로서의 사용 가능성과 단층형
(Single-layertype)에서의 전파흡수능 향상과 협대역인 것을 보완하는 방
법으로서 AlO를 MnZn,Sr,Baferrite및 CastAlnicomagnets와 열처리
하여 단층의 sheet형 전파흡수체의 대역폭과 전파흡수능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Cast Alnico magnets(A), (B)는 잔류자속 밀도 (Br)가 0.65 T,  

보자력 (Hc) 이 45 kA/m 이며 최대 에너지적 [(BH)max] 이 11 kJ/m3 의 자기
적 특성을 가지는 Cast Alnico magnet (A)와   잔류자속밀도 (Br) 가 0.87 T,  보
자력 (Hc) 이 125 kA/m,  최대 에너지적 [(BH)max] 이 45 kJ/m3 ] 의자기적특성
을가진다 . 

   본실험에서 Alnicomagnets의 Br,Hc,(BH)max차이에 따른 전파흡수능,
Alnicomagnets함유량과 Carbon함유량 등에 따른 시편 두께별 전파흡수
능,및 재료정수 등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GHz용 전파흡수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 재생 AlnicoMagnets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AlO를 MnZn,Sr,Baferrite및 CastAlnicomagnets와 열처리
공정을 통해 합성함으로써 단층의 sheet형 전파흡수체의 대역폭과 전파
흡수능 향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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