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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TI NEWS

지난 9월 29일(수)~30일(목),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시 동구)에서 ‘의료
기기 EMC 설계와 대책기술’을 주제로 4차 EMC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이 개최되었
습니다.
교육내용

강사명

※U
 nderstanding EMI/EMC
•전기자기파의 이해
•EMI/EMC의 주파수 개념 이해
•EMC 3요소의 이해와 EMI 접근방법
※U
 nderstanding Intra-system EMC
•EMC 필요성
•Intra-system EMC 접근 방법 및 절차
•EMC 고려요소 및 대책 프로세서

이동균 대표
(테미스알앤디)

※E
 MI Troubleshooting Techniques
• EMI 억제 기술의 종류 및 방법(PCB, GROUNDING & BONDING,
WIRING & CABLING, SHIELDING, FILTERING)
※전
 자파 대책 디버깅 원리와 실무
•전자파 발생 원리(전자파, 전류, 전압)
•전자파 대책원리(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대책 회로 구성 예(DC/DC Converter, Flyback Converter)
※의
 료기기 EMC 설계대책 A to Z
•EMC 대책사례
•PCB설계 가이드

이달우 박사
(휴윈)

정상욱 책임
(전자파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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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MC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 개최

EMTI NEWS

지난 10월 13일(수)~14일(목), 한국광기술원(광주시 북구)에서 ‘EMC를 고려한 PCB
설계기술’을 주제로 5차 EMC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교육내용

강사명

※E
 MC Principles
•Time and Frequency domain analysis
•EMI Measurement & Standard
•Radiation Mode Analysis

김종훈 대표
(이엠씨닥터스)

※E
 MI RE 저감 설계 기술
•Driving(Output Driver on Chip)
•Grounding(Current Return Path)
•Power/Ground Decoupling
•Electromagnetic Shielding
※전
 자파 발생원인과 대책
•아날로그회로에서의 발생과 대책
•디지털회로에서의 발생과 대책
※시
 스템에서의 전자파 대책(발생과 전파)
•아날로그와 디지털 혼재회로에서의 대책 및 사례
•시스템 및 PCB에서의 전자파 예측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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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대표
(코리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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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MC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 개최

3
EMTI NEWS

지난 10월 21일(목)~22일(금), 한국전파진흥협회(서울시 서초구)에서 ‘EMI 필터 제작과
CM/DM 노이즈 제거’를 주제로 3차 전자파 종합기술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교육내용

강사명

※ EMI Filter 설계(이론)
•노이즈 대책 부품의 특성과 설계방법
•필터의 설계개념과 소스 임피던스 구하기
•기본필터와 다단필터의 설계

김철수 대표,
최상필 책임
(이엠시스)

※ EMI Filter 설계(실습)
•노이즈 성분 분석과 부품특성
•CM, DM 모드별 소스 임피던스 분석
•CM, DM 모드별 노이즈 필터 설계
※ Basic 필터설계 실습
•CM, DM 모드별 소스 임피던스 분석
•Basic 필터용 코일의 설계 및 제작
•Basic 필터 제작 및 결과 확인

최상필 책임
(이엠시스)
정상욱 책임
(전자파기술원)

※ 2단 필터설계
•2단 필터용 코일의 설계 및 제작
•2단 필터 제작 및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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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자파 종합기술교육 개최

EMTI NEWS

지난 11월 3일(수)~4일(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대구시 달성군)에서 ‘EMC를
고려한 최적 전원회로 설계’를 주제로 6차 EMC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이 개최되었
습니다.
교육내용

강사명

※ EMC 기초(1)
•맥스웰 방적식의 이해
•파동의 이해와 응용

성승호 선임
(LG전자)

※ EMC 기초(2)
•주파수 이해와 응용
•안테나의 원리와 응용
※ 전원회로의 EMC
•EMI/EMC와 전원의 개요
•EMI 전달경로 및 메커니즘 이해
•EMC 고려요소 및 대책 절차
※ 전원회로의 EMI 대책
•EMI Reduction 기술의 종류 및 방법
(회로와 구성품, PCB, BONDING & GROUNDING, WIRING &
CABLING, SHIELDING)
•EMI FILTER Design(L, C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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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균 대표
(테미스알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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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EMC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 개최

EMTI NEWS

지난 11월 10일(수)~11일(목), 경남테크노파크(창원시 의창구)에서 ‘EMC 설계 기초 및
실무 대책’을 주제로 7차 EMC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교육내용

강사명

※ RLC 고주파모델
•C 고주파모델, ESR/ESL/SRF
•L 고주파모델, R 고주파모델
※ LC 공진
•LC 공진 원리 및 대책
•댐핑저항의 활용기법
•매칭저항 및 EMI 발생 원리

정환목 교수
(동국대학교)

※ EMI 억제 기법
•Bypass/Decoupling 커패시터 활용
•커패시터 종류별 특성
•Beads의 이해 및 활용
※ 노이즈원 분석 및 사례별 대책방법
•노이즈원 분석
•사례별 대책방법

엄호경 대리
(전자파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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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EMC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 개최

EMTI NEWS

지난 11월 30일(화), 드래곤시티(서울시 용산구)에서 EMC FEST 2021 세미나가 개최
되었습니다.
시간

주제

발표자

10:00~10:30(30)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한 EM-X 연구

최형도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30~11:00(30)

EMC 표준화 동향

박병권 교수
(대림대학교)

11:00~11:30(30)

국내 EMC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이일용 연구사
(국립전파연구원)

11:30~12:00(30)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고시 현황 및 주요 개정 내용

최동근 연구사
(국립전파연구원)

12:00~12:30(30)

항공기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방법(SAE ARP 5583A)

이건원 선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식

12:30~13:30(60)
13:30~14:00(30)

Design Tip of EMI/EMC for 5G·4Th Industrial

이동균 대표
(테미스알앤디)

14:00~14:30(30)

Shielded Cables Modeling and
Transfer Impedance Validation using Triaxial Setup

정성일 박사
(휴윈)

14:30~15:00(30)

Common Mode Choke가 CAN 통신에 미치는 영향

이성훈 주임
(아이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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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FEST 2021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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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FEST 2021 개최

주제

발표자

Break Time

15:00~15:10(10)
15:10~15:40(30)

인공지능(ML)을 활용한 가상 디지털 트윈 기반
해석 자동화

김창균 박사
(모아소프트)

15:40~16:10(30)

2D Materials for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구종민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10~16:40(30)

ICT 메가트랜드와 미래 전파기술

이문규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16:40~17:10(30)

미래 자동차의 전자파 차폐 기술 전망

박현호 교수
(수원대학교)

폐회

17:10~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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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목), 드래곤시티(서울시 용산구)에서 전자파 소재부품 세미나가 개최
되었습니다.
시간

13:00~13:40(40)

주제

발표자

EMC 대책부품 시장 및 기술동향  

김철수 대표이사
(이엠시스)

13:40~14:20(40)

EMC 차폐기술동향

박현호 교수
(수원대학교)

14:20~15:00(40)

커넥터/케이블 EMC 설계

김지성 교수
(수원과학대학교)

Break Time

15:00~15:20(20)
15:20~16:00(40)

전자파 노이즈 측정기술

송익환 교수
(광운대학교)

16:00~16:40(40)

2D Materials for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구종민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정리

16:40~17:00(20)

11

EMTI News

7

2021년 전자파 소재부품
세미나 개최

Planning
Serialization
항공기와 고강도 전자기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이건원 선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이건원 선임연구원

Ⅰ. 서 론

1. 배경
운 송 수단 중 가 장 빠르 고 편리한 항 공기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었다. 과거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주로 비행을 위하여 기계적인 시스템들을 사용하였다. 이후
반도체가 출현하면서 많은 기계적인 장치들이 전자화 되었다. 전자식 회로는 신뢰도
증가, 복 잡한 기능의 정확한 제어를 가 능하게 해주었고 점차적으 로 항 공기에
사 용하 는 시스템들의 대부 분 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자식 회로는 작은 전류의
흐름으로 동작이 가능하여 전자기적 현상들에 대하여 그 감응성이 민감하다.
이는 소위 전자파장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라고 일컫는 고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매우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더욱더 외부 전자기 환경에서의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표 1] 전자파에 의한 기기의 오작동 사고(ex. 미사일 오발사, 비행기 추락 등)
Forrestal 항공모함(1967)

HMS Sheffield 구축함(1982)

-항공모함에 탑재된 레이더 신호에 의해 전투기
유도탄 발사회로의 오동작
-134명 사망, 항공모함과 항공기 반파 항공기
   케이블의 차폐처리 불량

-최신의 유도탄 근접 방호체계 구축
유도탄 근접 방호체계와 RF 통신장비간 EMI
문제가 발생
-Harrier 이/착륙시 근접방호체계 사용중지
-Exocet 유도탄에 의해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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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와 고강도 전자기장

Planning Serialization

항공기와 고강도 전자기장

No.

사고내용

발생원인

1

F-16 전투기 폭탄
비정상 투하

미국 조지아주 고출력 송신장치에 의한
폭탄 개방회로 작동

2

리비아 공습 시
F-111 전투기 추락

전자전(EW) 장비에 의한
비행조종장치 오동작

3

UH-60 Black Hawk
헬리콥터 추락

고출력 전자파에 의한 비행조종장치 오동작
(시험비행 중 레이더 근처 통과시 추락함)

4

패트리어트 유도탄 오발사

외부 전자파신호가 유도탄 지상레이더를
간섭하여 유도탄 자동 발사

5

AH-64 아파치 헬리콥터 Hellfire 유도탄 오발사

고강도 전자기장(HIRF) 신호에 의한 전자파 간섭
(전자 속도 제어기 주위 차폐 불량)

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요인들로 인하여 전기전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가.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 전자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 증가
나. 복합 소재가 제공하는 전자기파(EM: Electromagnetic) 차폐가 감소될 가능성
다. 운전 속도와 밀도 증가로 인하여 통합 회로에서 민감도의 증가 가능성
라. RF 이미터의 전력과 숫자의 증가로 인해 외부 RF 환경이 점차적으로 심각해 질
것이라는 예상
항공기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의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항공기가 겪을 수
있는 전자파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전자파 환경은 결국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매우 강한 전자파 환경일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고강도 전자기장(High Intensity Radiated Field)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환경에
대해 분석과 시험이 필요할 것이다.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외부
전자기 간섭에 대한 민간 항공전자기기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최초로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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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미연방항공국(FAA) 기술센터는 민간 항공을 위한 전자기 환경을 정의하기
위하여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기술기준 개발을 계획하여 1988년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ing) 단체에 의뢰하여 항공기 엔진 및 전자부품을 위한
지침인 SAE ARP 5583A 기술기준을 개발하고 배포하여 항공기에 장착되는 모든
전기전자 시스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Ⅱ. 본 론

2. 외부 고강도 전자기 환경
항공기 시스템은 시스템 작동 성능이 만족하도록 외부 전자기환경에서의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외부 전자기환경 중 항공기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의 항로를 고려한 여러 전자파 발생장치(ex.레이더,
원거리 통신장치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전자기 환경>

<항공기 전자기 환경>
[그림 1] 전자기 환경 비교

항공기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에 대한 기술기준인 SAE ARP5583A 규격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자파 환경을 분석하여 항공기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성을 정의하게 되었다. SAE 분과위원회는 전자기 환경 정의를 위하여 10 kHz
∼ 40 GHz 주파수로 한정하였고, 항공기의 이동경로를 고려한 범주에서 고강도
전자기장의 환경을 [그림 2]과 같이 정의하고 [그림 2]에서 사용되는 환경에서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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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발생장치들을 [그림 3]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A. 고정익 심각도(HIRF 규정에는 미사용)

B. 인증(HIRF 환경Ⅰ)

Ⅰ. 공항
Ⅱ. 비-공항 지상
Ⅲ. 갑판
Ⅳ. 공대공

Ⅰ. 공항환경
Ⅱ. 비-공항 지상 환경
Ⅲ. 갑판 환경
Ⅳ. 연안 플랫폼 환경
Ⅴ. 공대공 환경

C. 일반(HIRF 환경Ⅱ)

B. 인증(HIRF 환경Ⅰ)

Ⅰ. 공항환경
Ⅱ. 비-공항 지상 환경
Ⅲ. 갑판 환경
Ⅳ. 연안 플랫폼 환경
Ⅴ. 공대공 환경

Ⅰ. 공항/헬기장
Ⅱ. 비-공항/비 헬기장 지상
Ⅲ. 갑판
Ⅳ. 연안 플랫폼
Ⅴ. 공대공

[그림 2] 고강도 전자기장 규정에 사용하기 위한 4가지 전자기 환경

[그림 3] SAE 분과위원회의 고강도 전자기장 규정에 사용하기 위한 이미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그림 2]에서 정의한 환경에서 운영된다. 실제
항공기가 운영 될 때의 경로상 [그림 3]과 같은 전자파 발생장치들과 조우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전자파 발생장치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에
활용하여야 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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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을 위해 도출되는 전자파 레벨들은 전자파 발생장치들의
특성 정보인 사용 주파수, 안테나 이득, 송신출력, 변조특성, 전자파 경로 손실,
항공기와의 직거리 등과 같은 정보를 통하여 정확하게 계산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그림 4]는 미국에서 실제로 고강도 전자기장 환경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이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외부 고강도
전자기장 환경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림 4] 고강도 전자기장 환경 분석 프로세스

사전 정의된 전자기 환경 속에서 사 용되는 전자파 발생장치들의 특 성 정보에
기반하여 외부 전자기 환경은 각 전자파 발생장치들의 전력레벨, 변조, 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이득(방사패턴) 등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전자기
환경레벨을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하며 여러 전자파 발생장치들에 대해 다음의 수식을
사용하여 전계강도(E)값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A : 지면반사 상수(지면 반사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0)

P : 안테나 공급 전력(시스템 손실 포함) [W]
G : 안테나 이득 [d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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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안테나 중심으로부터 측정지점까지의 거리 [m]
: 자유공간 파동 임피던스(377 Ω)
이렇게 계산된 전계강도 값은 항공기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을 위한 대표적인 내성
시험레벨로 산출될 것이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파 발생장치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항공기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방법의 내성 시험레벨을 보완
하여야 할 것이다.
3. 항공기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방법(SAE ARP 5583A)
항공기는 수명을 다하는 동안 수많은 전자기 환경에 노출된다. 모든 전자기 환경을
모의하여 시험할 수는 없으므로 제한된 수의 전자기 위협 중 대표적인 전자기
환경에 노출시켜 영향성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전자파 환경에서의
시스템 능력을 검증하려면 전용시험과 분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외부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은 시험 대상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환경이 제어되는 실험실 조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원하지 않는 시스템 응답 때문에 시험실에서 관찰된 민감도가
시스템 성능에 끼치는 영향을 결정하려면 부가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실제 외부 고강도 전자기장 환경에서의 작동 시험에 의해 시스템
검증을 수행하거나 시스템 민감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AE ARP 5583A 규격에서
제시하는 항공기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한다. SAE ARP
5583A 규격에서는 고강도전자기장 환경을 총 3가지로 분류하고 인가 전계 레벨은
[표 2]와 같다.
가. HIRF Environment I(인증) : 항공기가 운행 중에 겪게 되는 전자기장 범위
나. HIRF Environment II(일반) : 항공기가 공항이나 헬리포트 위에서 겪게 되는
전자기장
다. HIRF Environment III(극한의 회전익 항공기) : 회전익 항공기가 겪게 되는
전자기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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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 항공기의 경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낮은 비행을 하고, 그 결과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더욱 강한전자기 환경을 겪게 됨. 따라서 가장 혹독한 HIRF 환경으로 구성)
[표 2] SAE ARP 5583A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 레벨
HIRF Environment Ⅰ

HIRF Environment Ⅱ

필드 강도(V/m)

주파수

Peak

평균

HIRF Environment Ⅲ

필드 강도(V/m)

주파수

Peak

평균

주파수

필드 강도(V/m)
Peak

평균

10 kHz - 2 MHz

50

50

10 kHz - 500 kHz

20

20

10 kHz - 100 kHz

150

150

2 MHz - 30 MHz

100

100

500 kHz - 2 MHz

30

30

100 kHz - 400 MHz

200

200

30 MHz - 100 MHz

50

50

2 MHz - 30 MHz

100

100

400 MHz - 700 MHz

730

200

100 MHz - 400 MHz

100

100

30 MHz - 100 MHz

10

10

700 MHz - 1 GHz

1,400

240

400 MHz - 700 MHz

700

50

100 MHz - 200 MHz

30

10

1 GHz - 2 GHz

5,000

250

700 MHz - 1 GHz

700

100

200 MHz - 400 MHz

10

10

2 GHz - 4 GHz

6,000

490

1 GHz - 2 GHz

2,000

200

400 MHz - 1 GHz

700

40

4 GHz - 6 GHz

7,200

400

2 GHz - 6 GHz

3,000

200

1 GHz - 2 GHz

1,300

160

6 GHz - 8 GHz

1,100

170

6 GHz - 8 GHz

1,000

200

2 GHz - 4 GHz

3,000

120

8 GHz - 12 GHz

5,000

330

8 GHz - 12 GHz

3,000

300

4 GHz - 6 GHz

3,000

160

12 GHz - 18 GHz

2,000

330

12 GHz - 18 GHz

2,000

200

6 GHz - 8 GHz

400

170

18 GHz - 40 GHz

1,000

420

18 GHz - 40 GHz

600

200

8 GHz - 12 GHz

1,230

230

12 GHz - 18 GHz

730

190

18 GHz - 40 GHz

600

150

항공기는 [표 3]의 중요도에 따라 Level A 시스템과 Level B, C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표 3] 항공기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규정
Function

Criticality

Test Requirements

Catastrophic

Level A control

Aircraft Test
(individual/Transfer Function)

Catastrophic

Level A display

Aircraft/System Test
(Generic Transfer Functions)

Harzardous

Level B

System/Equipment Test

Major

Level C

Equipment Test

여기서 Level A 시스템은 안전한 비행과 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행에 직접적인
시스템으로 조종사와 승객의 생명에 최우선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이다.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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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C 시스템은 Level A와 다르게 항공기 상태 등과 같은 부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Level A 시스템은 외부 고강도 전자기 환경과 동일한 RF 인가레벨을
항공기 외부에 인가하는 High Level 시험방법과 항공기 외피에서의 감쇠로 인한
전달 함 수 를 측 정하 여 적용하 는 Low Level 시험방법으 로 나뉘고 Level B, C
시스템의 경우 RTCA DO-160G 규격으로 수행하는 일반적인 부품 및 장비단위의
시험으로 검증을 실시한다. 따라서 항공기 고강도 시험방법은 Level A 시스템을 주로
다루므로 Level A 시스템 시험방법을 설명한다.
[표 4] 항공기 Level A 시스템 2가지 시험방법의 장·단점

Low Level 시험 장점

• 적은비용으로 시험이 가능(장비비용, 인건비)
• 시험 기기 장비 및 설치의 가용성과 호환성이 좋음
• 유사 구조의 모델, 크기 및 시스템 설치 기술간에 결과 추론 가능
•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실험실 시험만 요구됨

Low Level 시험 단점

• 시험기간이 오래 걸리며, 데이터 감축이 많음

High Level 시험 장점

• 모든 시스템을 한 번의 시험에 수행(시간절감)
• 데이터 감축이 적음(합격/불합격 시험이기 때문)

High Level 시험 단점

• 항공기의 전달함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시험이 필요
•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피크 필드레벨 형성 어려움
• 많은 비용이 소요(장비비용, 인건비)

가. High Level Direct Drive(HLDD)
1) 전자기 내성 시험주파수는 10 kHz 부터 항공기 공진주파수까지 시험
2) 시험은 케이지 복귀 전선 네트워크를 사용
3) 시험으로 발생되는 항공기 표피 전류를 측정하고, 컴퓨터 분석 모델의 예상
값과 비교
4) 컴퓨터 분석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표피 전류 측정 위치를 선택
5) 전류프로브를 시험품 케이블 주변에 배치하여 변조신호 인가 시 민감도 평가
6) 구조는 항공기 간접낙뢰 영향 시험에 정의된 지침(ARP5416)과 동일한 지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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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류 복귀 케이지는 각 개별 항공기에 맞춤형으로 제작
8) 타이어와 지면을 서로 격리시켜, 기체의 전류를 제어

[그림 5] HLDD 시험 셋업

나. High Level Radiated Test(HLRT)
1) 항공기 공진주파수에서 40 GHz 까지 안테나를 이용하여 시험
2) Level A 시스템 시험은 최대 커플링을 생성하는 곳에 안테나 위치 선택
3) 항공기 없이 고수준 시험 환경을 교정
4) 시험하는 Level A 시스템 근처에 필드 센서 배치
5) 변조를 적용한 신호레벨 인가 시 민감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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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드 보정(Field calibration) : 항공기 없이 진행
7) 항공기에 방사(방사 전에 모든 시스템을 동작시켜 일반적인 환경을 지정)
8) HIRF 환경에 민감한 반응이 발생하는 Threshold 측정

[그림 6] HLRT 안테나 위치

다. Low Level Direct Drive
1) 10 kHz ∼ 400 MHz 까지 저레벨 직접인가 시험
2) 저레벨 직접인가 시험은 케이지 복귀 전선 네트워크를 이용
3) NWA(Network Analyzer)에서 전류를 인가하고, 자기장 커플링으로 항공기
외부표면에서 내부 전선으로 유도
4) 측 정 영역은 총 4가지로 항 공기 머리에서 꼬리, 머리에서 수평꼬리날개,
머리에서 수직 꼬리날개, 날개 끝에서 끝
5) 차폐로 인해 낮은 주파수에서 시험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
6) 항공기 스킨(표면)에 직접 인가한 전류에 의해 항공기 내부 번들에 커플링 되는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
7) 매우 낮은 주파수의 경우 안테나의 크기가 엄청 커지므로 제작이 어렵기에
진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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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LDD 시험 셋업

라. Low Level Sweep Current
1) 500 kHz ∼ 400 MHz 까지 저레벨 스윕전류 시험
2) 외부 필드와 항공기, 장비전선 번들 간 전달함수 측정을 위함
3) 일반항공기(코, 꼬리, 각 날개 끝), 헬기(코, 꼬리, 각 사이드) 적용
4) 저레벨 외부 HIRF 방사필드로 항공기에 수직/수평 편파 각각 방사하면서
항공기 전선 번들에 유도되는 전류 측정
5) 측 정된 전류와 방사안테나 전계 강도의 비율 계산 후 1 V/m 정규화 외부
전계강도 당 유도전류에 따른 전달함수
6) HIRF환경의 유도전류 = 외부 전계강도 × 전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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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든 측정에 따른 HIRF 전류값 중 각 전선번들에 가장 높은 유도전류를 추출
하여 통합시스템 시험적용 전류와 비교하여 분석
8) 송신안테나의 거리는 기체의 1.5배 거리로 이격

[그림 8] LLSC 시험 셋업

마. Low Level Sweep Field(LLSF)
1) 100 MHz ∼ 18 GHz 까지 저레벨 스윕필드 시험
2) 항공기에 신호를 방사하고 항공기 내에 생성되는 전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
3) 복사에너지로 장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감쇠 함수를 추출
4) 저레벨 스윕전류 시험과 비슷(프로브 → 수신안테나)
5) 전선번들 유도전류 대신 장비근처 내부 RF 필드 측정하여 최대값 산출
6) 항공기 크기, 객실 크기, 비행갑판, 장비 격실을 고려해 복수포인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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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정 안테나 위치는 HLDD 측정위치와 동일
8) 내부의 HIRF 전기장은 외부 HIRF 환경의 약 1/10배로 감소시켜 적용
9) 고주파수 대역은 항공기 전체를 덮는 방사 빔폭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격실
마다의 누출 지점에는 모두 방사

[그림 9] LLSF 시험 셋업

Ⅲ. 결 론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강도 전자기장에 대하여 배경과 시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고강도 전자기장 환경에서의 항공기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은
항공산업이 발전할수록 더욱 증대 될 것이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더 높은
주파수를 활용하고 고출력 송신장치와 고이득의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면서 안전성
검증을 위한 내성 시험레벨 역시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개발될 항공기들은 과거의
항공기 형태가 아닌 새로운 디자인과 크기로 제작되고 있다. 한 예로 차세대 항공
이동교통 수단인 UAM(Urban Air Mobility)과 같은 미래형 항공기들의 출현으로
항공기가 겪게 될 전자기 환경은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이런 다양한 전자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항공기가 겪게 될 전자기 환경에 대해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여 항공기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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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었지만, 기술이 공유되고 여러 나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매우
많은 국가들이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항공기들의 출현으로 항공기에
대한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의 수요는 매우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항공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유·무인기 및 UAM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들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도 항공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강도 전자기장 시험시설이 진주에 구축되어 있어 개발 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0] 국내 고강도전자기장 시험시설(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공전자기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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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스알앤디

이동균 대표

Ⅰ. 서 론

본 소고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EMC의 접근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노이즈 방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EMI FILTER의 구성요소인 코일과 커패시터의 특성인
임피던스, 감쇠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SMPS의 전원회로의 입력단에 필터 회로에 따른
감쇠특성과 노이즈 변화를 살펴보고 적정 노이즈 필터의 구성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Ⅱ. 본 론

EMC는 전기, 전자 장치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내부 또는 다른 전기, 전자
장치 및 인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과 이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하나의 경험적 학문으로 전 세계의 석학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다. 이 경험적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자기학,
회로이론 및 RF 기본이론을 숙지하여야 하며 디지털 회로, 아날로그 회로와 더불어
부품 및 소재의 특성 및 기구학적 요소를 알아야만 접근이 용이하다. 4차산업과
5G시대에 직면한 엔지니어가 전기전자 지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RF 지식의 이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시간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분석적인 접근을 위해 엔지니어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장비가 LISN(Line Impedance Stabilization Network, 전원선 임피던스
안정화 회로망)과 EMI Receiver 또는 스펙트럼분석기와 같은 측정 장비가 있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대책 전/후 경험이 많은 전문가 또는 전자파 기술원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해주는 기관과 상의하여 예상 또는 발생된 문제를 같이 의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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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소자 특성
필터를 조립 하기 전에 먼저 제작한 코일 및 커패시터 특성 확인
1) Common mode coil 특성
- 임피던스, 인덕턴스 값, 감쇠특성 확인
2) Differential mode(Normal mode) coil 특성
- 임피던스, 인덕턴스 값, 감쇠특성 확인
3)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특성

1) Common mode coil 특성
- 임피던스, 인덕턴스 값, 감쇠특성 확인
(1) 2 mH coil

[그림 1] 2 mH coil의 임피던스 및 인덕턴스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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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 mH coil의 삽입손실(감쇠량) 데이터

(2) 5 mH coil

[그림 3] 5 mH coil의 임피던스, 인덕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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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mH coil의 삽입손실(감쇠량) 데이터

(3) 9 mH coil

[그림 5] 9 mH coil의 임피던스 및 인덕턴스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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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9 mH coil의 삽입손실(감쇠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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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fferential mode(Normal mode) coil 특성
- 임피던스, 인덕턴스 값, 감쇠특성 확인
(1) 50 uH coil

[그림 7] 50 uH coil의 임피던스 및 인덕턴스 값

[그림 8] 50 uH coil의 삽입손실(감쇠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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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 uH coil

[그림 9] 100 uH coil의 임피던스 및 인덕턴스 값

[그림 10] 100 uH coil의 삽입손실(감쇠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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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0 uH coil

[그림 11] 150 uH coil의 임피던스 및 인덕턴스 값

[그림 12] 150 uH coil의 삽입손실(감쇠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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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특성

[그림 13] 1 uF(105), 0.47 uF(474), 0.22 uF(224)의 임피던스 특성

[그림 14] 4700 pF(472), 2200 pF(222)의 임피던스 특성

36

SPECIAL REPORT

EMI FILTER 설계 및 제작실습에 관한 소고(2)

2. 필터 조립 및 디버깅
- Power Supply에 대한 전도성 노이즈 대책 및 필터회로를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한 소자로 구성하여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15] 필터 조합 회로

상기 필터회로에서 소자의 값을 변경하면서 Power supply에 대한 EMI 디버깅을
하면서 최적의 대책 회로를 구성한다. 아래는 실습시 적용한 필터의 구성회로를
보여준다.

[그림 15-1] 실습 필터 조합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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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터의 특성 확인
Power Supply에 대한 EMI 디버깅이 완료되어 필터를 제작한 후 필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검증은 제작한 필터의 감쇠 특성을 측정한다.
1) 필터 회로#1

[그림 16] 필터회로_1

(1) Common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17] 필터회로_1에 대한 Common mode 감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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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fferential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18] 필터회로_1에 대한 Differential mode 감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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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터 회로#2

[그림 19] 필터회로_2

(1) Common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20] 필터회로_2에 대한 Common mode 감쇠특성

(2) Differential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21] 필터회로_2에 대한 Differential mode 감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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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터 회로 #3

[그림 22] 필터회로_3

(1) Common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23] 필터회로_3에 대한 Common mode 감쇠특성

(2) Differential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24] 필터회로_3에 대한 Differential mode 감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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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터 회로 #4

[그림 25] 필터회로_4

(1) Common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26] 필터회로_4에 대한 Common mode 감쇠특성

(2) Differential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27] 필터회로_4에 대한 Differential mode 감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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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터 회로 #5

[그림 28] 필터회로_5

(1) Common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29] 필터회로_5에 대한 Common mode 감쇠특성

(2) Differential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30] 필터회로_5에 대한 Differential mode 감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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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터 회로 #6

[그림 31] 필터회로_6

(1) Common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32] 필터회로_6에 대한 Common mode 감쇠특성

(2) Differential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33] 필터회로_6에 대한 Differential mode 감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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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터 회로 #7

[그림 34] 필터회로_7

(1) Common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35] 필터회로_7에 대한 Common mode 감쇠특성

(2) Differential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36] 필터회로_7에 대한 Differential mode 감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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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터 회로 #8

[그림 37] 필터회로_8

(1) Common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38] 필터회로_8에 대한 Common mode 감쇠특성

(2) Differential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39] 필터회로_8에 대한 Differential mode 감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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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터 회로 #9

[그림 40] 필터회로_9

(1) Common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41] 필터회로_9에 대한 Common mode 감쇠특성

(2) Differential mode에 대한 감쇠특성

[그림 42] 필터회로_9에 대한 Differential mode 감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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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터별 노이즈 스펙트럼
필터에 적용된 코일과 커패시터의 주파수 특성을 이해하면 노이즈의 감쇠특성을 알
수 있다.
[그림 43]의 소자별 주파수별 삽입손실 특성을 보면 코일 및 커패시터의 용량이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값이 커지며, 감쇠특성도 커진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코일
및 커패시터의 용량이 작아지며, 감쇠특성도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소자를 적용할 때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소자를 선정해야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주파에 코일 및 커패시터를 적용할 시에는 값이 작은 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저주파일 경우는 반대가 될 것이다.

[그림 43] 필터 소자의 주파수별 삽입손실

[그림 44]의 기본적인 EMI FILTER의 주파수 범위에 따른 개략적 작용 범위를
나타내었으니 설계 시 참고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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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ap

Coil
Y-Cap

Input

X-cap CM coil DM coil Y-Cap

Output

Freq

[그림 44] 기본적인 EMI 필터

가. EUT 초기(필터 미장착)
CM+DM

CM

DM

CM

DM

나. X-CAP(DM(LOW Freq.) 억제 역할)
그림 15-1의 1번 회로

CM+DM

0.22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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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의 1번 회로

CM+DM

CM

DM

CM

DM

CM

DM

CM

DM

1.0 ㎌

다. Y-CAP(CM(High Freq.) 억제 역할)
그림 15-1의 2번 회로

CM+DM

2200 pF

라. X-CAP+Y-CAP(CM, DM 부분 억제 역할)
그림 15-1의 3번 회로

CM+DM

2200 pF

마. DM COIL(DM(High Freq.) 억제 역할)
그림 15-1의 4번 회로

CM+DM

50 μH

100 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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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CM COIL(CM 부분 억제 역할)
그림 15-1의 5번 회로

CM+DM

CM

DM

2 mH

5 mH

9 mH

사. X-CAP+CM COIL+Y-CAP(CM, DM 억제 역할)
그림 15-1의 6번 회로

CM+DM

CM

DM

X-CAP : 0.47 ㎌
CM COIL : 9 mH
Y-CAP : 2200 pF

아. X-CAP+DM/CM COIL+Y-CAP(CM, DM 억제 역할)
그림 15-1의 7번 회로

CM+DM

CM

X-CAP : 0.47 ㎌
DM COIL : 100 μH
CM COIL : 5 mH
Y-CAP : 2200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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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X-CAP+CM/CM COIL+Y-CAP(CM 억제 효과 증가)
그림 15-1의 8번 회로

CM+DM

CM

DM

X-CAP : 0.47 ㎌
CM COIL : 5 mH
CM COIL : 5 mH
Y-CAP : 2200 pF

차. X-CAP+Y-CAP+CM COIL X 2(다단 과도필터시 소자간 공진에 의해 CM 필터
효과 감소)
그림 15-1의 9번 회로

CM+DM

CM

DM

X-CAP : 0.47 ㎌
CM COIL : 9 mH
Y-CAP : 2200 pF

Ⅲ. 결 론

전원회로의 입력단에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노이즈 필터의 각 소자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 실제 SMPS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과도한 필터의 적용보다 적정
필터를 적용하고 회로에서 스너버 또는 적정 R,L,C를 적용하여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회로 설계자는 소자의 주파수 특성과 작용범위를
이해하고 적용하여야만 노이즈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EMC HANDBOOK Vol.1
· 트로이덜 코어 활용백과 이근철,최호열 공저 기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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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신시장이 창출
되어 전기에너지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전기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발전하여 장거리 송배전 네트워크를 통해 공장 등의 대규모 수용가와
일반 수용가에 공급되고 있다. 중대형 발전소 발전 및 배전시스템은 장거리 송전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고 다량의 탄소 배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심해지고 있어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분산발전
시스템(DG: Dispersed Generation)과 에너지저장장치 ESS와 같은 시스템을 기존
전력계통(Grid)과 연계하여 많이 운 용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그리드
연결은 기존의 전력망에 전력품질 저하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IEC TC77 기술위원회 SC77A 소위원회 WG1 작업반에서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에너지공급기기(ESE: electrical Energy-Supplying Equipment)로
정의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인버터형 전력변환 장치에 대한 고조파 전류를 제한하는
국제표준 IEC 61000-3-16을 새롭게 제정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CD문서가 발행되어 신규로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인 고조파
전류를 제한하는 IEC 61000-3-16 국제표준 동향 소개 및 우리나라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과도한 고조파로 인한 배전 네트워크의 영향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버터 운전으로 인하여 공칭 주파수의 40차까지 고조파로 정의되는 고조파 전류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저전압 공공 배전망(Grid)에 유입되게 되고 그리드에 연결된
다른 기기들은 이 고조파 전류로 인하여 변압기 과열 소손 및 무효전력 증가 등으로
손실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IEC 61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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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작업은 NP문서(77A/1061/NP, 2010.11.8.)가 발생되었고, 첫 번째 CD문서
(77A/1086/CD, 2019.11.8.)가 발행되어 각국의 검토를 끝냈다. 현재는 두 번째 CD문서
(77A/1108/CD, 2021.7.9.)가 발행되어 이 CD문서를 중심으로 표준화 동향을 소개
하고자 한다. 본 국제표준화 동향 소개에서 에너지공급기기(electrical EnergySupplying Equipment)는 “ESE”로 표시한다.

Ⅱ. 전기에너지 공급 기기(ESE)의 고조파전류 제한 배경
전력변환(DC/AC)을 위한 인버터는 IGBT와 같은 전력용 반도체를 사용한다. 이러한
스위칭 소자는 스위칭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수의 방해 전자파는 물론 전원 주파수의
채배 주파수의 고조파 등 저주파 방해가 발생하여 연결된 공공 저전압 배전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고조파에 의한 무부하 손실이 증가하여 전기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으며 케이블 과열, 변압기 과열 소손, 변압기 및 발전기 출력저하, ELB 및
MCCB 오동작, 유도장해, 유도선 대지전위 상승 등의 심각한 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이런 고조파 발생원으로부터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1. 고조파로 인한 변압기 출력저하, 변압기ㆍ케이블 과열 및 소손 등 전력 계통 영향 대응
변압기에 제3고조파가 과도하게 흐르면 첨두 파형으로 변하여 변압기 출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또한 고조파에 의하여 변압기ㆍ케이블이 과열되며 이로 인한 수명 단축
및 소손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고조파 전류의 영향은 변압기나 대규모 배전선로에
유도성이 되며 부하가 용량성이 되는 경우 공진 조건이 성립되어 이 고조파 전류는
더욱 증 폭되어 각종 계전기의 오동작, 정밀 전자기기의 동작불량, 기기손 상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전기설비는 고조파 전류, 전압 맥동, 전기장, 자기장 등의
전자기 현상에 의한 교란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양질의 전원, 즉 전원 주파수 및 파형, 전압 등이 안정되어야 한다.
배전계통에서 다수의 고조파 전류원이 접속된 경우 고조파 전류의 위상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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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전력변환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위상은 변환기의 위상 제어각에 의해 결정되므로 부하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즉,
전원의 최대값과 상호 중첩되는 경우 고조파 성분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기기에서
발생되는 고조파 전류는 내부 임피던스에 따라 달라지며 이 고조파 전류는 또
다른 부하 계통에 영향을 준다. 3상 시스템의 경우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영상전류(Zero-sequence current)가 발생하게 되고 영상 고조파 전류로 인하여
중성선에 큰 전류가 흐르면 중성선과 대지 간 전위가 상승되며 또한 중성선 전류로
인한 유도에 의하여 관련된 제어가 오동작 되거나 Noise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ELB 오동작, MCCB Trip 등의 원인이 되므로 계통 보호를 위해서 고조파 전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본파의 합은 0.
3상 고조파 전류는 동위상.

중성선에 기본파는 없으나
각상의 300%에 달하는 3차
영상고조파는 존재한다.

각상에 고조파 전류를 제한하여
영상고조파 전류를 저감하여 케이블 과열방지
[그림 1] 3상 배전시스템의 중성선 영상 전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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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률저하 및 전력 손실 발생 대응
역률은 전압 및 전류의 위상차로 인하여도 발생하지만 비선형 부하에서 고조파
성분의 왜곡전력으로도 역률 저하가 발생하여 무효분 전력으로 작용된다. 리액턴스
성분에 의한 무효분이 작더라도 전압 및 전류 왜곡 에 의한 왜곡전력이 크면
변위전류에 의한 무효분이 크게 되고 역률이 저하되어 전력 손실이 상승하여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하측에 전달되는 피상전류 kVA는 항상 사용되는
전력 즉 유효전력 kW보다 크다. 여기서 전기기기의 용량은 kVA로 정격이 선언되고
이 전류는 부하에서 선언된 정격전류 보다 높게 되어 케이블이나 계통 보호 장치
및 변압기를 더 큰 사양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통에서 고조파 전류를
제한하여 역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역률이 저하되는 만큼 공급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되므로 고조파 전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림 2] 부하 리액턴스에 의한 역률과 고조파에 의한 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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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EC 61000-3-16 국제표준 개발 동향
1. IEC 61000-3-16 표준의 목적 및 적용범위
IEC 61000-3-16 국제표준의 적용 대상 기기는 전력망(Grid)에 연결되고 피측정
기기의 상당 정격전류가 75 A 이하의 에너지공급기기(ESE: electrical EnergySupplying Equipment)에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가. IEC 61000-3-16 표준의 목적
IEC 61000-3-16 표준의 목적은 태양광 발전 등 분산발전과 같은 에너지공급기기
(ESE)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전단계에서 공칭 주파수의 40차 주파수까지로 정의
되는 고조파 전류가 과도하게 저전압 공공 배전망(Grid)에 유입되게 되면 배전망에
연결된 다른 기기들은 이 고조파 전류로 인하여 과열 소손 및 무효전력 증가로 인한
전력손실 증가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고조파 전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공급기기의 고조파 전류를 그리드의
단락비에 따라 각 차수별 고조파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IEC TC 77의
SC 77A 소위원회 WG1 작업반에서는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ESE는 공공 저전압 공급 시스템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 기기
또는 시스템으로 정의 한다.
나. IEC 61000-3-16 표준의 적용범위
전기 에너지원에서 DC 공급을 받지만 에너지저장장치(예: 배터리)는 사 용하지
않는 인버터를 포함하는 에너지공급기기(ESE)에 있어 인버터형 전기에너지공급
기기(ESE)의 인버터에서 생성되는 고조파 전류(그룹화 된 상호 고조파 포함)에 대한
시험방법과 허용기준을 다루고 있다.
이 표준의 허용기준은 기기 사양에 명시된 RMS 출력 전류로 정의된 기준전류(

)가

상(Phase)당 75 A이고 다음의 공공 저전압 AC 배전 시스템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인버터에 적용하고 여기서 AC 배전 시스템은 공칭전압 240 V까지의 단상 2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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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3선식과 690 V까지의 3상 3선식 또는 4선식 계통으로 50 Hz 또는 60 Hz
시스템에 적용된다. 그러나 에너지를 주로 흡수하지만 2차 기능으로 공공 전력망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기는 범위에서 제외 된다. 즉 제동 중 에너지를 반환하는
엘리베이터 모터 드라이브 회생 제동 발전 등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IEC 61000-3-16 표준은 기기에 대한 요구 사항 및 허용기준 규정과 형식시험(type
test) 및 시뮬레이션 방법을 특정하고 이 표준에 대한 적합성은 검증된 시뮬레이션
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40차(

)까지 범위에서 ESE의 고조파 전류 허용기준

및 시험절차 를 제공한다. 그리고 40차 이상 고조파인 주파수 범위 2 kHz에서
9 kHz까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은 차기 개정판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새롭게 정의된 용어 정의
기존에 발행되어 운용중인 고조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국제표준인 IEC 61000-32에서 Class A, B 그리고 D는 각 고조파의 전류값으로 규정하고 Class C는 기본파
전류 대비 각 고조파 전류비로 규제하고 있다. IEC 61000-3-12에서는 기준전류(

)

대비 각 차수의 고조파 전류비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고조파 관련 용어 정의는 IEC 61000-3-12에서 정의한 바와 같으나 3중
고조파(triplen harmonic current) 및 영상 고조파 등은 다음과 같이 새롭게 용어
정의가 되고 있다.
가. 기존 IEC 61000-3-2 및 IEC 61000-3-12 표준의 용어 정의 채용
2차~40차 까지의 총 고조파 전류(Total harmonic current) THC, 14차~40차
까지의 부 분 고 조파 전류(Partial harmonic current) PHC, 단 락전력(Shortcircuit power)

, 단 락비(Short-circuit ratio)

전력(Rated apparent power)

, ESE 인버터의 정격피상

등의 용어 정의는 기존 IEC 61000-3-2(정격

16A 이하 기기)와 IEC 61000-3-12(정격 75 A 이하 기기)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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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EC 61000-3-16에서 새롭게 정의된 용어정의
IEC 61000-3-16에서 고조파 허용기준은 기준전류(

) 대비 각 고조파 차수의

평활된 고 조파 그룹의 전류 성분 비로 규제하고 또 기준 전류(

) 대비 부 분

3중 고 조파 전류(PHCtriplen) 및 부 분 영상 고 조파 전류(PHCzero)의 비로 규제
한다. 따라서 기준전류(

), 부분 고조파 전류(PHCtriplen) 및 부분 영상 고조파

전류(PHCzero)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1) 기준전류(Reference current, (

))

기기 사 양 에 명시된 RMS 출 력 전 류 를 의미하고 이 기 준 전 류 는 표 준
측정방법인 IEC 61000-4-7에서 정의한 것처럼 각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 time window에서 시정수 1.5s 평활 RMS전류로 측정한다.
2) 부분 3중 고조파 전류(Partial triplen harmonic current, PHCtriplen)
다음 식(1)과 같이 15차, 18차, 21차, 24차, 27차, 30차, 33차, 36차 및 39차
고조파의 고조파 전류 성분의 총 RMS 값으로 기본파의 3배수 고조파 전류를
말하고 허용기준에서는 기준전류 대비 15차 이상에서 기본파 3배수 고조파
RMS 값의 비로 규정하고 있다.

………………………… 식(1)

3) 부분 영상 고조파 전류(Partial zero-sequence harmonic current, PHCzero)
다음 식(2)와 같이 14차에서 40차까지의 영상 전류 구성 요소 계수의 총 RMS
값으로서 허용기준에서는 기준전류 대비 부분 영상 고조파 전류 값의 비로
규정하고 있다.

PHCzero는 3상기기에만 적용 되고 Ih,L1, Ih,L2 와 Ih,L3는 일반적으로 중성선의
고조파 전류와 동일하다. 중성선에 연결되지 않은 장비의 경우 PHCzero는
일반적으로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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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2)

여기서, Ih,L1, Ih,L2 와 Ih,L3는 고조파 전류 위상의 복소수 벡터이다.
3. 저전압 공공전력망에서 고조파 전류 유입 제한의 일반적인 배경
저전압 전력계통(Grid)에는 계통의 전류용량에 맞게 수많은 부하들이 연결되고
부하간의 상호 작용 및 고조파 전류의 위상 등으로 인하여 그리드 측에서는 고조파
전류의 상호 상쇄 또는 상호 합이 발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SE의 고조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가. 그리드 측에서 고조파 전류를 제거 할 수 없는 ESE에 대한 고조파 방출
ESE의 성능은 설계 및 구성(필터 유형, 펄스 폭 변조 기술, 제어 알고리즘 및 스위칭
주파수)에 따라 다르므로 1 % 이상의 고조파를 생성할 수 없는 ESE는 네트워크의
전력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기초로 ESE 인버터의 고조파
방출에 대한 세 가지 허용기준이 정하여 졌고 허용 된 PHC는 계통의 단 락비

Rsce 값에 따라 다르다.
나. 그리드 측에서 고조파 전류를 제거 할 수 있는 ESE에 대한 고조파 방출
일부 ESE가 계통 측의 고조파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 ESE 인버터의 품질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품 시험과 함께 시스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시스템 시험은 향후
버전에서 다 룰 예정이다. 왜곡된 네트워크 전압 조건에서 고조파 제거 및 ESE
성능을 모두 검증하기 위해 고조파 전류 방출에 대한 적절한 허용기준을 정의하려면
추가 분석 및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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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E 고조파 측정 및 시뮬레이션 조건
ESE의 고조파 측정 및 시뮬레이션의 일반적인 조건을 보면 IEC 61000-3-16 표준의
적합성은 직접 측정 방법과 검증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에 의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직접 측정 또는 시뮬레이션은 정상 작동 조건에서 최대 총
고조파 전류(THC)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드로 설정된 사용자의 제어 또는
자동 프로그램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고조파 방출 시험 중 기기 동작 설정을
정의하며 최악의 방출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아니다. ESE
인버터는 제조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제시한 대로 시험해야 한다.
가. 측정 요구사항
1) ESE 인버터 전원공급
ESE의 인버터는 ESE가 제시하는 모든 부하 조건에 대해 고조파 전류 방출에
기여하지 않는 전원으로부터 DC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인버터는 태양광 발전
어레이와 같은 전류 소스 또는 전압 소스의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설계할 수 있다.
2) ESE 인버터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
측정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로 제조자는 제품 설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ESE 인버터가 관련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 값

Rsce(기호 Rsce,min)를 선택해야 하고 전압 및 전류 공급원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나. 공급 전압 U는 ESE 인버터의 정격 출력 전압과 같아야 한다. 전압 범위의 경우
출력 전압은 IEC 60038에 따른 공칭 시스템 전압이어야 한다(예: 단상 220 V
또는 삼상 380 V line-line)
다. 측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출력 전압은 ±2.0 %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주파수는
공칭값의 ±0.5%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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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EC 61000-2-2의 4.6절에서 주어진 호환성 수준이 2 % 임을 고려하여 3상  
전원의 경우 전압 불평형은 2 % 미만이어야 한다.
마. 공급 전압 U의 고조파 비율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5차 고조파에 대해 1.5 %
- 3차 ~ 7차 고조파에 대해 1.2 5%
- 11차 고조파에 대해 0.7 %
- 9차 ~ 13차 고조파에 대해 0.6 %
- 2차 ~ 10차 고조파에 대해 0.4 %
- 12차 및 14 ~ 40차 고조파에 대해 0.3 %
바. 전원의 임피던스는 IEC TR 60725에 주어진 기준 임피던스보다 낮아야 한다.
또한, [표 1]의 허용기준 적용을 위해 전원의 임피던스는 단락비 Rsce가 33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허용기준 표 2의 적용을 위해 Rsce는 ESE 인버터의 적합성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인 최소 단락비 Rsce,min이상이어야 한다.
사. 전류 감지 부분과 배선의 임피던스는 전원의 임피던스에 포함된다.
5. 기준전류(Iref)의 결정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기준전류(Iref )는 고조파 전류에 대해 다음에 명시된 평균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고 측정은 위에 명시된 ESE 고조파 측정 및 시뮬
레이션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 고조파 전류 직접 측정 방법
ESE 인버터 출력은 전원(AC)에 연결되어야 하고 인버터 DC 입력 전류 또는 전압은
최소 10초의 대기 시간 후에 기준전류(Iref )가 공급원으로 흐르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1분의 관찰 기간 동안 다음 절차에 따라 전류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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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소스와 ESE 인버터 사이의 연결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상 전원에 연결된
ESE의 경우 선전류 대신 중성선의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측정기기에 대한
요구 사항은 IEC 61000-4-7에 나와 있고 이 표준에 지정된 ESE 인버터의 전류
허용기준은 각 선전류에 적용된다.
가. 측정절차
고조파 전류 측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고 허용기준 [표 1] 또는
[표 2]의 적용에 대한 시험 값 Rsce,min 으로 적합성이 달성되지 않으면 Rsce,min값이
적합성을 달성할 때까지 더 높은 Rsce,min값을 선택하고 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이
최종 값은 시험성적서 등 문서화의 Rsce의 최소값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각 고 조파 차 수에 대해 고 조파 및 상호 고 조파 측정 표준 IEC 61000-47(고조파 측정기의 OUT 2b)에 정의된 대로 각 DFT(이산 푸리에 변환) Time
window에서 시정수 1.5s 평활 RMS 전류를 측정한다. ESE를 시험할 목적으로
IEC 61000-4-7에 설명된 그룹화는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2) 부 분 고조파 전류 PHC 계산을 위해 그룹화되지 않은 고조파 전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그룹화되지 않은 값이 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허용기준에 대한
비교가 부적합이다. 그룹화된 값이나 그룹화되지 않은 값이 기준치 이하 이면
허용기준 비교가 적합한 것으로 된다. 선택한 계산은 시험 성적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각 고조파 차수에 대해 전체 관찰 기간 동안 DFT Time window에서 측정된
값의 산술 평균을 계산한다.
7. 고조파 전류 시뮬레이션 방법 요구사항
고조파 전류 방출의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Rsce의 최소값은 피측정 기기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시뮬레이션 절차는 전원 공급원에 관해
직접측정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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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조파 전류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 단계
1) 고조파 레벨이 IEC 61000-2-4의 Class 3에 주어진 적합성 레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 더 높은 전압 왜곡과 함께 고조파 직접측정 방법에 설명된
대로 정상적인 실험실 조건에서 형식 측정으로(Type test) 기기가 관련 허용
기준을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
2) 시험 중 전압 스펙트럼과 공급 임피던스(전류 감지 부품 및 배선의 임피던스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단락 전력 항목에서 기본 주파수 값)를
기록해야 한다.
3) 제조자의 소프트웨어 및 시험 절차를 사용한 장비 기기의 시뮬레이션
전압 스펙트럼 및 공급 임피던스의 측정된 값은 시뮬레이션의 입력 매개변수로
사용된다. 이 시뮬레이션에 의해 계산된 고조파 전류는 항목 1)의 측정 결과와
비교한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측정 결과와 다음값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시뮬레이션이 검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각 고조파 전류(h≤13)에 대하여 다음
값 중 더 큰 값과 비교한다.
- 최대 출력 전류 또는 허용기준 전류 표 1 또는 표 2의 기준 전류(Iref ) ±2 %
- 또는 측정 결과의 ±10 %
고차 고조파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은 약간의 변동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고조파 차수 h14 이상은 측정결과와 비교되지 않는다.
최대 출력 전류의 1 % 미만으로 측정된 고조파 또는 허용기준 [표 1] 또는
[표 2]의 기준 전류(Iref )는 검증의 일부로 비교되지 않는다. 동일한 기술 및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상당 기준 전류가 75 A 이하인 범위의 각 제품에
대해 시뮬레이션 검증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시뮬레이션은 제품 범위의 각
끝(0 A ~75 A 범위 내)에서 또는 근처에서 하나의 제품에 대해 검증된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시뮬레이션은 순수 사인파, 평형 공급 전압 및 낮은 출력 임피던스로 반복한다.
허용기준 [표 1]의 적용을 위해 전원의 임피던스는 IEC 60725에 주어진 기준
임피던스보다 낮아야 하고 Rsce =33보다 크거나 같은 단락비 Rsce 값에 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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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허용기준 표 2의 적용을 위해 전원의 임피던스는 IEC 60725에 주어진
기준 임피던스보다 낮아야 하고 기기의 적합성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
값 최소 단락비 Rsce,min 보다 높거나 같은 Rsce 값에 해당한다.
이 두 번째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이 표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고 조 파 전 류로 간 주 된다. 그러나 허 용기 준 [표 2]를 적 용 할 때 시험값

Rsce,min 으로 적합성이 달성되지 않으면 Rsce,min값이 적합성을 달성할 때까지 더
높은 Rsce,min값을 선택하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야 한다. 이 최종 값은 고조파
전류 허용기준 적용에서 ‘Rsce의 최소값’으로 사용된다.
8. ESE의 고조파 전류 방출 허용기준
전체 시험 기간(최소 10초 지난 후 기준전류(Iref )를 전원공급 소스에 흐르게 한
후 1분 동안 측정)에 걸쳐 취한 각 개별 고조파 전류의 평균값은 다음 표 1의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부분 고조파 전류 PHC 및 부분 3중 고조파 전류 PHCtriplen(단상 인버터의 경우)
또는 부분 영상 고조파 전류 PHCzero(3상 인버터의 경우)는 표 2의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각 고조파 차수에 대해 IEC 61000-4-7에 정의된
측정 절차에 따라 모든 시정수 1.5s 평활 RMS 고조파 전류 값은 해당 허용기준의
150 %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표 1]은 2차 ~ 13차의 고조파 차수에 대한 개별
허용기준을 정의한다. 이 표는 상당 최대 75 A의 기준 전류가 있는 단상 또는 3상
ESE에 적용된다. [표 2]는 단상 및 3상 구성과 0 A ~ 16 A 및 16 A ~ 75 A의 기준
전류를 사용하는 ESE에 대한 부분 고조파 전류(PHC ) 허용기준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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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75 A 이하의 모든 ESE 인버터에 대한 개별 전류 고조파 허용기준
각 고조파 전류 Iog,h/Irefa%

각 고조파 차수

I2
I3
I4
I5
I6
I7
I8
I9
I10
I11
I12
I13

Rsce = 250

Rsce = 33

1

1

4

3

1

1

4

3

2

2

4

3

2

2

1.5

1

1

1

2

1.5

1

1

2

1.5

a

Iref = 기준 전류
Iog,h = 고조파 차수 h의 평활 고조파 그룹의 전류 성분
Rsce = 33과 250의 값 사이는 선형 보간법으로 산출이 허용됨

[표 2] 75A 이하 단상 및 삼상 ESE 인버터에 대한 PHC 허용기준
구분

PHC / Iref
PHCtriplen / Iref
PHCzero / Iref

단상
0 A ~ 16 A

단상
16 A 이상 ~ 75 A 이하

3상
0 A ~ 16 A

3상
16 A 이상 ~ 75 A 이하

1.30%

1.30%

1.30%

1.90%

0.70%

0.90%

n.a

n.a

n.a

n.a

0.30%

0.60%

기준 전류의 1% 미만인 개별 고조파 전류는 PHC 허용기준 및 측정된 PHC 계산에 고려

Iref = 기준전류

9. ESE의 고조파 전류 방출 측정 혹은 시뮬레이션 결과 기록 시험성적서 및 사용
설명서 표시
위에서 설명한 고조파 전류 직접 측정 방법 및 시뮬레이션에 의한 고조파 전류
산출값의 결과는 시험 성적서에 명시해야 하고 특정 요구 최소 단락비 Rsce,min에
대한 정보와 ESE의 계통 연계 정보를 사용자 혹은 설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67

저전압배전 시스템에 연결된 75 A 이하 인버터형 전기에너지공급기기(ESE)의
고조파 전류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국제표준화 동향

Regulation trend

가. 시험 성적서
시험 성적서는 제조자가 시험 시설에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거나 제조자 자체
시험의 세부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서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EUT가 이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여주는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 성적서에는 시험조건, 관찰 시간, 기준전류 Iref 값, 시험 적용한 단락비 Rsce 값,
요구 되는 최소 단락비 Rsce,min 값 그리고 PHC 계산에 그룹화 된 값이 사용되었는지
그룹화 되지 않은 값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추가 되어야 한다.
나. 사용 설명서
이 국제표준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ESE 인버터의 경우 제조자는 기기와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에 “IEC 61000-3-16에 적합한 기기”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위 허용기준 [표 1]에 부적합 한 ESE의 경우 제조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허용기준 [표 1]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Rsce의 최소값을 결정하고
- 사용 설명서에서 Rsce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단락 전력 Ssc의 값을 선언하고
- 그리고 필요한 경우 배전 시스템 운영자와 협의하여 ESE가 해당 단락전력 Ssc 값
이상의 공급망에만 연결되어 있는지 결정하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 설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이 기기는 단락 전력 Ssc가 사용자 전원과 공공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 지점에서 xx 이상인 경우 IEC 61000-3-16을 만족한다.
필요한 경우 배전 시스템 운영자와 상의하여
기기가 xx 이상의 단락 전력 Ssc가 있는 전원에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기기 설치자 또는 사용자의 책임이다.”
여기서 xx는 관련 허용기준 [표 1]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단락비

Rsce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단락 전력 Ssc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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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산발전으로 전력계통(그리드)에 연결이 될 때 전력 품질에
대한 제한을 규제하지 않으면 분산전원이 확대되면 될수록 전체 배전 계통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DC-AC 인버터를 사용하여 전력 변환을 해야 하는데
이 인버터는 IGBT와 같은 전력용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고 스위칭 소자의 사용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 방해 전자파는 물론 저주파 방해파가 발생하여 연결된 공공
저전압 배전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9 kHz이하의 저주파 전자기 현상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IEC TC77A의 SC77A 소위원회에서는 ESE의
과도한 고조파 전류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75 A 이하 ESE의 인버터에 대해 IEC
61000-3-16 고조파 전류를 규정하는 표준을 개발 중에 있고 현재 시점으로 2번째
CD문서가 발행 되었고 각 국가 위원회에서 현재 자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한 설계 및 제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과 표준 적용 개발이
가능하도록 EMC 표준 전문가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조파에 의한 부하손실 및 무부하 손실이 증가하여 전기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
되며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전력변환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위상은 변환기의 위상각에 의해 결정되므로 부하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상호
중첩되는 경우 고조파 성분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 기기에서 발생되는 고조파 전류는
내부 임피던스에 따라 달라지며 이 고조파 전류는 또 다른 부하계통에 영향을 주고
고조파로 인하여 역률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통의 전력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계통에서 고조파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체에 국제표준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유하여 인버터 필터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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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고조파 전류 저감 장치는 L과 C의 조합 기술로서
저감 장치 원가를 감안하여 L과 C를 3차 고조파와 5차 고조파 전류를 중점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L과 C의 조합으로 특정차수에 대해 높은
임피던스를 만들어 차단하는 수동필터 설계 기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나 제조자는
원가 상 승 이 부담 이 된다. 따 라서 IEC 61000-3-16 국제표준화 동향 에 대해
전력변환 장치 생산 기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전파하여 선제적 대응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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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 개요
저희 아이클루바이오는 국내 유일의 SPR(Surface Plasmon Resonance) 측정기기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소형 SPR 측정장치(iMstart-Mini), SPR 센서칩,
실험 시약, 소모품을 생산하여 고객님들께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 연구 플랫폼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SPR 기기(iMstart-Mini)는 다양한 생체 분자(단백질, 항원항체, 핵산, 세포, 나노입자)의 상호 작 용 을 정밀 분 석하 여 affinity, kinetics,
concentration, specificity, competitive binding에 대한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iMstart-Mini는 신약개발, 스크리닝, QC 및 프로세스 최적화의
솔루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Ⅱ. 제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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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PR-mini는 작고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분자간 결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두
분자간의 결합 유무부터 평형 상수(KD), 속도 상수(ka, kd), 농도 분석까지 다재
다능한 분석장치입니다.
icluebio는 연구자, 제품 개발자, 의료현장 등에서 구현하고 싶은 다양한 활용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SPR 센서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가능하면 작아야 하고, 다른 시스템들과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간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iMSPR-mini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mini는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오픈 플랫폼입니다. 당신의 모바일 PC에 단지 USB로 연결하면
추가적인 전원공 급 없이 바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mini를 이용하면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현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Ⅲ. 기술 지원
본 제품의 경우 전자파적합인증 진행 중 복사성 방출(EMI-RE) 항목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전자파가 방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파기술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전자파 측정의 경우 인증기관을 통해 유료로 진행해야 하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디버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자체적으로 측정을 진행하여도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 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자파기술원을 찾을 수 있었고, 이곳에서 전자파 측정과 EMC 기술지원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상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어 예약 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자파기술원에 방문하여 챔버에서 전자파 측정을 통해 현재 개발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었고, 근거리장 프로브를 이용하여 제품 PCB와
케이블 구간을 측정하여 어느 IC칩이 노이즈 원인이고, 어떤 경로로 방사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디버깅을 진행하면서 제품 디버깅에 대한 기본 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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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설명을 듣고, 추후 제품 개발을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설계 대책 노하우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자파기술원에서 디버깅한 내용을 토대로 제품을 수정 한 후 EMI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자파적합인증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 후기를 통해 인증 과정에서의 EMC 디버깅 기술지원에 도움을 준 전자파기술원
연구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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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전자파기술원(EMTI)에서는,
전자파 기술지원, 전문기술교육, 정책 및 표준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자파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산업체의 전자파 규제 대응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지원

전문기술교육 운영

방송통신·전기전자 기기·무선기기·대형복합시설 등의 EMC 대책기술 지원, SAR 측정 지원,
안테나 성능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리미터파 대역 5G 안테나 3차원 빔 측정 시스템 및
설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EMC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MC 기술 지원(무상지원)
· EMC 설계·대책기술 및 측정 지원
·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 지원
▶ 안테나 측정 지원(유상지원)
· 자체 보유 측정 설비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대형, 휴대폰, 밀리미터파, 수동소자상호변조왜곡
(PIMD) 안테나 측정 지원
▶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 비용 지원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 비용 지원
▶ 전자파 기준 대응 저감 기술보급(무상지원)

▶ 전자파 종합기술교육
▶ EMC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
▶ EMC 온라인 스터디그룹

전자파 측정
및 기술컨설팅

전자파 정보 제공
및 협의회 운영

정책 지원
및 표준기술 개발

전기철도, 항공, 조선, 자동차 등의 산업체
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자파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정책, 표준 및 기술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 종사자 간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관련 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기술 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자파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시험 및 인증제도, 법제 연구 등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 Webzine 발간 및 기술정보 제공
▶ EMC FEST 개최
▶ EMC 소재부품전문협의회 운영

▶ 전자파적합성 및 전자파인체보호 기술기준
개발

▶ 전자파 안전관리 EMC 컨설팅
▶ 전자파 강도 측정/분석
▶ 전파 환경 측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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