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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Hz 이상에서의 산업용 커넥터 EM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M Characteristic Analysis in Industrial Connector above 1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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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t-up of Radiated Susceptibility(RS) test 

(a) (b)

Fig. 1 (a) Three-dimensional modeling of Ⅰ-Short 
connector, (b) Three-dimensional modeling of 
Ⅱ-Long connector

Fig. 2 Attenuation effect according to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1. 서론 

전자통신의 발달로 Intelligent system을 접목시

킨 첨단 전장품들이 개발 판매됨에 따라 전기적인 

성질의 부품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전원 및 신호를 

전달하는 커넥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

만 커넥터의 Housing은 복사된 Noise나 무선주파수

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해 항상 노출 

되어 있어 전자기환경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이는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 전자기 

감응성) 와 관련 있다. 전자기환경 속에서 타 시스

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내성(I㎜
unity)을 향상시켜 감응성을 저하시키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 ㎓ 이상에서 구조형상이 다른 

두 가지의 커넥터의 EM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차
폐율을 알기 위해 복사내성(RS)시험을 수행하고, 
FEM(Finite Element Method : 유한요소법)을 이용

해 커넥터의 구조해석의 비교 실험을 통해 최적화

된 커넥터설계를 최종목표로 한다. 

2. 산업용 커넥터의 형상

본 연구에 사용된 커넥터 구조물의 전체 크기는 

(a)가 93.25 ㎜ × 50.4 ㎜ × 37.8 ㎜ (가로 × 세로 

× 폭)이고, (b)는 93.5 ㎜ × 56.6 ㎜ × 37.8 ㎜이다. 
Fig. 1은 구조형상이 다른 커넥터의 3차원 모델링이

다. 

3. 실험 및  결과

3.1 전자파 차폐 해석 

3.1.1 전자파 차폐효과

전자파 차폐는 차폐내부에 흐르는 전류를 유기

시키고 이 순환전류를 통해 형성된 또 다른 Field는 

전자기파계에 반대로 작용하여 상쇄를 일으킴으

로써 전자기파를 감소시킨다. 또한 차폐자체에서 

Fig. 2의 반사와 흡수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전자기

파를 감소시킨다.[1]

3.1.2 시험 방법

3 m 전자파 반무향실에서 Near-Field Ranges 안
테나 측정법으로 1 ~ 3 ㎓ 주파수 대역, 100 ㎒ 

스텝으로 측정하였다. 광대역 혼안테나의 복사패

턴의 3 ㏈ 빔폭 안에 들도록 케이블 길이는 30 
㎝로 적용하였고 커넥터는 암수 측간의 체결상태

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파가 송신 안테나를 

통해 발사될 때 1 m 거리에서 커넥터 전파의 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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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a) Finite element of Ⅰ-Short connector, (b) 
Finite element of Ⅱ-Long connector

Model Displacement Von-Mises Stress

Ⅰ-Short 
connector

Ⅱ-Long
 connector

Fig. 6 Displacement and Von-Mises Stress

(a) (b)

Fig. 4 (a) Result of  shielding level about Ⅰ-short and
Ⅱ-Long connector in vertical, (b) Result of 
shielding level about Ⅰ-short and Ⅱ-Long 
connector in horizontal

수신하고 커넥터 반대쪽은 50 Ω Termination 시켜

준다. 

3.1.3 차폐 해석 및 결과 분석

Fig. 4 는 주파수에 따라 안테나 이득이나 반사계

수 등의 영향으로 인가레벨에 따른 출력 전계강도 

값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Forward 값 43  
dBm(약 10 ~ 15 V/m) 일 때, 수직과 수평에서 Ⅰ

-short와 Ⅱ-Long 커넥터의 차폐레벨을 측정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1.5 ㎓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대역에서 커넥터의 구조형상이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수직편파에서 최대 20 dB 낮음을 확인하였다. 
즉,  커넥터 내부의 Shield 길이가 짧은 Ⅰ-short 
커넥터의 차폐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2] 

3.2 유한요소 구조 해석

3.2.1 유한요소 생성 및 물성치

두 가지 형태의 커넥터에 대한 설계 타당성 검토

를 위해 Fig. 5와 같이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작동 

시 발생하는 최대하중을 하중조건으로 부여하였

으며, 선형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해석 수행을 

위해 Tara4 요소를 이용하여 한변의 길이를 1.5 
㎜가 기본이 되도록 설정하여 유한요소를 생성하

였다. 또한 경계조건은 커넥터 윗부분을 3자유도 

구속하였고, 자중에 의한 변형은 고려하지 않았다. 
하중조건은 98 N(10 ㎏f)의 하중으로 커넥터를 아

래로 당기는 힘이 가해질 때,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유한요소 해석위한 커넥터  재료별 물성

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 Properties of material

Material
Young's 
modulus

(㎬)
Poisson's

 ratio
Density 
(g/㎤)

Yield 
strength

(㎫)
Aluminium 70 0.33 2.75 185

3.2.2 구조해석 결과

Fig. 6을 보면 Ⅰ-Short 커넥터의 최대 변형량은 

0.0206 ㎜, 이때 발생된 Von-Mises Stress는 6.71 
㎫  Ⅱ-Long 커넥터의 최대 변형량은 0.0238 
㎜, 이때 발생된 Von-Mises Stress는 8.47 ㎫로 커넥

터 중앙 연결부에 발생하였다. 해석결과Ⅰ-Short 
커넥터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모델로 판단된다.

3. 결론

커넥터 내부에 전계를 감쇄시키기 위해 Shielded 
braid로 차폐되어 있고, 차폐효과 결과를 통해 1 
㎓ 이상 주파수 대역에서 Ⅰ-Short가 Ⅱ-Long보다 

수직편파에서 최대 20 dB, 수평편파에서 최대 11 
dB 차폐효과가 우수함을 보였다. 또한 구조해석을 

통해Ⅰ-Short 커넥터의 설계가 최적화된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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