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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exhaust from chimney of electricity generator are analyzed based on CFD when

Waveguide-Below-Cutoff (WBC) array is installed in order to achieve the certain level of

electromagnetic pulse (EMP) shielding. The main purpose is prediction of average and maximum

velocity of exhaust. The results reveal that: 1) When the specification of waveguide is given as 80-

diameter, 400-length, and the gap of 20 mm, the shielding effectiveness (SE) is 140dB. The average

and maximum velocity of exhaust in the chimney with WBC Array can be represented as exponential

functions. 2) As the number of WBC increases, the velocity in the chimney dwindles. 3) Under the

situation that WBC with 80 mm diameter is located at intervals of 20 mm, the average velocity can

be approximated by 25.5344 × e(−0.0098 × NWBC) with input velocity of 15 m/s. In addition, the determination

coefficient is 0.915, which is sufficiently high. 

Key words: EMP(전자기파), CFD(전산유체역학), Waveguide, WBC Array(도파관 배열), Shi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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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SE : 차폐효과 (Shielding Effectiveness)

l : 도파관의 길이

a : 도파관 (WBC) 관경 (mm)

f : 주파수 (MHz)

N : 도파관 개수

k : 파수 (wave number)

1. 서 론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EMP를 차폐하기 위해서는

EMP 방호시설, 보호시설 전체를 철판 등의 차폐판

으로 둘러싸서 EMP 차폐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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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차폐판을 관통해서 EMP 차폐성능을 저하시키

는 것은 외부와 연결된 각종 전선, 안테나선, 보일러

연도, 비상발전기 연도, 급배수관, 유류관 및 환기와

장비운전을 위한 급기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비상

발전기의 연도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비상시

에만 사용하는 것이지만 비상발전기의 운전을 위해

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설비이다[1].

차폐판을 관통하는 연도는 EMP 차폐를 위해서

Waveguide-Below-Cutoff Array (WBC Array, 도파관

배열)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연도의 유효단면적이 줄어들게 된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상발전기 연도에 설치한

도파관 배열에서의 배기가스 유동 특성을 CFD를

사용해서 파악한다. 이를 이용해서 도파관 배열에서

의 배기가스 유속의 평균 및 최대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EMP 차폐성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EMP 차폐성능

외부로부터의 EMP 유입에 대비한 차폐 설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내

방호성능 기준은 미국 국방 기준으로 MIL-STD-

188-125-1의 차폐성능 기준 값을 참고한다[2]. 이때,

차폐성능이란 입사되는 전자기파에 비해 투과되는

전자기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가 된다. 차폐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차폐효과(Shield-

ing Effectiveness, SE)가 사용되며, 주파수에 따라서

차폐성능 기준 값이 달라진다. 주파수 f에 따라서,

10 kHz~10 MHz 대역에서 20logf−60dB 이상, 10

MHz ~1 GHz 대역에서 80dB 이상의 차폐효과를 요

구 한다. 

도파관의 형태는 사각형, 원형 및 육각형 등이 있

으며, 설계된 형태에 따라서 차폐효과 방정식의 값

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원형 도파관 배열

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차폐효과 방정식을 가진다

[3].

 (1)

이때, 도파관의 배열 개수 N이 증가하게 되면 차

폐효과 방정식의 마지막 항이 N에 따른 영향을 받

지 않게 된다. 이를 원형 무한 도파관 배열이라고 부

르며, 이 경우의 차폐효과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

현된다[5].

 (2)

식 (2) 차폐효과 방정식을 확인하면, 원형 도파관

의 관경 a가 증가할수록 차폐효과는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원형도파관의 전체 길이 l이 증가하게 되면

차폐효과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에 도파관 배열에 따른 차폐성능을 나타내

었다.

3. 유동 특성 시뮬레이션

3.1 모델링 및 해석조건

도파관 배열의 형상 최적화를 위해 상용프로그램

인 Star-CCM+ 10.04.009를 이용하여 배기가스 유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Fig. 2는 비상발전기의 기본연도와 도파관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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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ielding Effectiveness of WBC Array. Fig. 2. Geometrical conditions of WBC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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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차폐판 외부로 연장된 연도를 나타낸 것으로 형

태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발전기로부터 배

기되는 부분인 Main 연도(I), Main 연도와 결합되는

접속부(II), EMP 차폐를 위한 도파관 배열이 설치되

는 부위(III) 및 외부로 배출되는 차폐판 외부 연장

연도(IV)로 나누어 형태를 구분하였다. Fig. 3은 도

파관 배열을 구성하는 외부관경에 따른 도파관의

배치형태의 예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1에는 시뮬레

이션에 사용한 도파관 배열의 외부관경에 따른 도

파관의 개수와 접속부 길이(II)를 나타내었다.

Main 연도의 관경(I)은 700 mm, 외부 연장연도의

관경(IV)과 도파관 배열(III)의 외부관경은 800, 850,

900, 1,050 mm 및 1,250 mm의 5종류로 하고 접속

부 길이(II)는 150, 300 mm와 450 mm의 3가지로 하

여 45 case에 대해서 배기특성을 검토하였다. 

도파관의 관경은 80 mm, 도파관과 도파관사이의

간격은 20 mm로 하였으며 도파관 배열의 외부관경

의 크기에 따라 도파관 배열의 숫자는 43, 55, 61, 85

및 125개로 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은 각 케이스의

조합에 따라 3가지 접속부위의 길이 150, 300 mm

및 450 mm인 경우를 대상으로 배기가스의 유속을

15, 20 m/s 및 25 m/s로 하여 배기가스의 유동을 검

토하였다.

3.2 해석 결과

3.2.1 도파관 길이와 EMP 차폐

차폐효과 방정식에서 도파관의 관경이 정해질 경

우, 도파관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차폐효과는 향

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원형 무한 도파관

배열 차폐효과 방정식을 통하여 관경이 정해져 있

으면, 임의의 차폐성능 기준 값에 따라서 도파관의

최소 길이를 얻어 낼 수 있다. 다음 식 (3)은 도파관

최소 길이를 얻어 낼 수 있는 방정식이다.

 (3)

식 (3)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된 도파관의

관경과 임의의 차폐성능 기준 값을 대입하여 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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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hape of WBC Array.

Table 1. External diameter, number, and connection length

with WBC Array

Connection 

diameter

[mm] 

WBC Array
Connection length to the 

main line [mm]

800 80Ø, 43ea

150

300

450

850 80Ø, 55ea

150

300

450

900 80Ø, 61ea 

150

300

450

1,050 80Ø, 85ea

150

300

450

1,250 80Ø, 125ea

150

300

450

Table 2. EMP shielding effectiveness with the change of

the WBC Array length

SE

[dB]

Minimum length with 

WBC Array [mm]
Note

60 170.3

Criteria on 

diameter

80mm

70 198.4

80 226.5

90 254.7

100 282.8

110 310.9

120 339.0

130 367.1

140 395.2

150 423.4

160 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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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최소 길이를 다음 Table 2와 같다. 사용한 도파

관의 관경은 80 mm이며, 차폐성능은 60dB에서

160dB까지로 10dB 간격으로 설정 하였다.

3.2.2 접속부 길이와 도파관 내의 배기속도

1) 접속부 길이 150 mm 

Table 3은 도파관 배열에 설치된 도파관의 개수와

도파관내에서의 배기가스 유속과의 상관관계를 나

타낸 것이다. 도파관내의 배기가스 유속은 CFD를

이용하여 접속부 길이, 도파관 배열이 설치된 확장

연도와 비상발전기의 기본연도에서의 배기가스

유속을 해석한 결과[1]와 추가 해석 결과를 이용하

였다.

 도파관 배열에 설치된 지름 80mm의 도파관의 개

수가 늘어날수록 도파관내에서의 배기가스 유속은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을 지수함수를 사

용하여 표현할 수 있었다. 최대유속의 경우 결정계

수는 0.71~0.73의 값을 보였으며 평균유속의 경우는

0.77~0.83의 결정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전기의 배기가스의 유속이 25 m/s인 경우

도파관 배열에서의 배기속도의 평균 유속은 51.2452

× e(−0.0101 × 도파관 개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결정

계수는 0.83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Fig. 4는 Table 3의 도파관의 관경 80 mm, 각 도

파관의 거리를 20 mm, 도파관의 길이 400 mm 및

접속부의 길이를 150 mm로 한 경우, 도파관의 개수

에 따른 도파관 배열 내에서의 배기가스 유속의 평

균과 최대값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x축은

도파관 배열에 설치한 도파관의 개수를 나타낸 것

이며 y축은 도파관 배열 내에서의 최고 속도를 계산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비상발전기에

서의 배기가스 속도 15 m/s, 도파관 배열에 설치하

는 도파관을 120개로 하면 배열 내에서의 배기가스

최대 유속은 20 m/s가 되며, 발전기의 배기가스 속

도가 25 m/s이면 배열 내에서의 배기가스의 최대유

속은 35 m/s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유속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파

관이 100개가 배열로 설치된 경우 비상발전기에서

의 배기속도가 15 m/s이면 도파관내에서의 배기가

스의 평균유속은 9 m/s가 되며 발전기의 배기가스

가 25 m/s인 경우에는 도파관에서의 평균 배기유속

은 18 m/s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접속부 길이 300 mm

Table 4는 도파관 배열에 설치된 80 mm 관경의

도파관의 개수와 도파관을 통과하는 배기가스의 최

대 유속과의 상관관계를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나타

낸 결과이다. 최대유속을 나타내는 회귀식의 결정계

Table 3. Exhaust velocity with the change of the number

of WBC (connection length 150 mm)

Initial 

condition

[m/s]

Prediction equation R2

15
Max y = 42.3923 × e(−0.0064 × x) 0.71

Mean y = 39.6666 × e(−0.0134 × x) 0.77

20
Max y = 54.2922 × e(−0.0060 × x) 0.73

Mean y = 40.9629 × e(−0.0101 × x) 0.83

25
Max y = 67.4192 × e(−0.0059 × x) 0.73

Mean y = 51.2452 × e(−0.0101 × x) 0.83

Fig. 4. Exhaust velocity with the change of the number

of WBC.

Table 4. Velocity of exhaust depending on the number of

WBC (connection length 300 mm)

Initial 

condition

[m/s]

Prediction equation R2

15
Max y = 45.4329 × e(−0.0086 × x) 0.78

Mean y = 25.5344 × e(−0.0098 × x) 0.92

20
Max y = 61.3674 × e(−0.0088 × x) 0.79

Mean y = 39.1523 × e(−0.0097 × x) 0.91

25
Max y = 76.4441 × e(−0.0087 × x) 0.79

Mean y = 48.8262 × e(−0.0097 × x)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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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0.756~0.7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유

속의 경우를 나타내는 예측식의 경우에는 0.899~

0.9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Table 4의 예측

식을 이용해서 도파관 내에서의 최대유속과 평균유

속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5는 이 결과를 이용하여 도파관의 개수에 따라

도파관내의 최대유속과 평균유속을 구하는 것을 나

타낸 것이다. x축은 도파관의 숫자, y축은 도파관내

에서의 유속을 나타낸 것이다. 

3) 접속부 길이 450 mm

Table 5는 비상발전기의 연도와 도파관 배열과의

접속부 길이가 450 mm인 경우 도파관 배열내의 관

경 80 mm, 도파관이 20 mm의 간격으로 설치된 경

우, 도파관의 개수에 따른 도파관을 통과하는 배기

가스의 유속을 예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예측식의 형태는 지수함수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결정계수는 0.77~0.795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나 도파관의 개수에 따라 배기속도를 예측하는 것

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상발전기의 배기속도가 15 m/s이고 도파관의

배열에 사용된 도파관의 관경 80 mm, 각 도파관의

거리 20 mm, 도파관의 길이가 400 mm인 경우 도파

관에서의 최대유속은 지수함수를 사용하여 48.2145

× e(−0.0096 × 도파관 개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결정계

수는 0.7948로 상당히 높은 값으로 나타나 이를 사

용하여 도파관에서의 유속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도파관내에서의 평균유속과 최대유속을

나타낸 것으로 도파관의 개수가 증가하면 도파관내

에서의 배기가스의 유속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x, y축은 각각 도파관의 개수, 도파관내에서의

배기가스의 유속을 나타낸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파관 배열이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도의 배기가스 배출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도파관에서의 배기가스의 평균 및 최대유속을 예측

할 수 있는 방안과 EMP 차폐성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도파관 배열 효과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입사

되었을 경우, 연도의 차폐효과가 1 GHz 미만에서

140dB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자기파가 거의 투과되지 않으므로, 국내

EMP 차폐성능 기준을 만족시키며, 연도 설계 시 도

파관 배열을 추가하는 설계의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Fig. 5. Exhaust velocity in waveguide with the change of

the number of WBC.

Table 5. Exhaust velocity with the change of the number

of WBC (connection length 450 mm)

Initial 

condition 

[m/s]

Prediction equation R2

15
Max y = 48.2145 × e(−0.0096 × x) 0.80

Mean y = 31.0190 × e(−0.0102 × x) 0.80

20
Max y = 63.9189 × e(−0.0095 × x) 0.79

Mean y = 41.2801 × e(−0.0102 × x) 0.78

25
Max y = 79.8434 × e(−0.0094 × x) 0.79

Mean y = 51.3031 × e(−0.0101 × x) 0.77

Fig. 6. Exhaust velocity in waveguide with the change of

the number of W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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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P 차폐를 위한 도파관 배열을 연도에 설치

하는 경우 도파관 개수에 따라서 도파관 배열 내에

서 배기가스의 평균, 최대 유속은 지수함수를 사용

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경 80 mm의 도파관이 20 mm로 설치된 도

파관 배열에서 비상발전기와 도파관 배열의 접속부

길이가 300 mm이고 비상발전기에서의 배기속도가

15 m/s이면 도파관내에서의 배기가스의 평균유속은

25.5344 × e(−0.0096 × 도파관 개수)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결정계수는 0.9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추후 도파관 배열이 설치된 다양한 관경의 비상발

전기 배기연도를 대상으로 도파관에서의 배기가스

흐름을 일반화 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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