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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미스알앤디 이동균 대표

EMI FILTER 설계 및 제작실습에 관한 소고

●

주식회사 KBW 고진하 이사

체외진단기(IVD) 전자파적합 시험 동향

●

케어테크

의료용 재활운동기기 EMI 대책 후기

EMTI News
1 3차 EMC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 개최
2 2021 교육일정

EMTI NEWS

지난 7월 14일(수)~15일(목),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청주시 흥덕구)에서 ‘의료
기기 EMC 설계대책’을 주제로 3차 EMC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교육내용

강사명

※E
 MC 기초(1)
•맥스웰 방적식의 이해
•파동의 이해와 응용

성승호 선임
(LG전자)

※E
 MC 기초(2)
•주파수 이해와 응용
•안테나의 원리와 응용
※D
 igital & Analog noise 발생
•Motor, Relay, Transformer, Switch, Switching
•IC, Switching Rising/falling speed
※의
 료기기의 강화된 시험규격
※시
 스템에서의 전자파 예측설계(Boa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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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대표
(코리아컨설팅)

EMTI News

1

3차 EMC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 개최

EMTI News

2

2021 교육일정

EMTI NEWS

구분 

종합기술교육

9월

10월

• 기간 : 10.21~22
• 장소 : 서울
• 주제 : EMI 필터 제작과 CM/
DM 노이즈 제거(실습)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

온라인 교육

기타

• 기간 : 1.19~12.19
• 기간 : 9.29~30
•주
 제:
• 장소 : 대구
• 주제 : 의료기기 EMC 설계와 -(1차) EMC 개론
대책기술
-(2차) EMC를 고려한
PCB 설계기술
-(3차) EMC 이론 및
• 기간 : 10.13~14
   실험실습
• 장소 : 광주
• 주제 : EMC를 고려한 PCB
  설계기술
• 기간 : 11.3~4
• 장소 : 대구
• 주제 : EMC를 고려한 최적
전원회로 설계

11월
• 기간 : 11.17~18
• 장소 : 창원
• 주제 : EMC 설계 기초 및
  실무대책

<EMC FEST 2021>
• 기간 : 11. 30
• 장소 : 서울

※ 교육비
•종
 합기술교육 : 10만 원 (단, 중소기업 또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회원사 50% 할인)
• 광역단체 특화기술교육, 온라인 교육 : 무료
• EMC FEST : 홈페이지 공지
※ 국내 코로나19 사정에 따라 교육은 일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www.emti.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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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교수

가 을의 햇살은 야물딱지게 여물어가고 있다. 9월도 중 순에 접어들면서 하 늘은
여실히 가 을의 밑그림을 황 금색으 로 그리고 있다. 하 늘에는 새털구 름 사이로
비행기가 햇살을 가르며 이따금 반사하는 하얀 빛을 반사하며 날아간다. 아직은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어서인지 외국으로의 여행이 그전 같지는 않다고는 하는데도,
비행기들은 여전히 목적지를 향하여 가을 하늘을 날아 다닌다. 물체가 시각적으로
보이면서 이동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 현시대에는 비행이다. 그런 소식을 전하는
방법으로서 비행기 보다 더 빠른 것이 있다고 한다. 컴퓨터가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에는 인터넷이 전령사로 대세라 한다. 바로 전자파를 이용한 정보를 보내고 받는
무선통신 시스템이다. 하늘의 비행기가 물체를 실어 나르듯 빛의 속도로 전자파는
누군가가 애타게 기다리는 정보를 실어 나른다.
2021년 9월 10일 현재 벽에 걸려 있는 달력의 숫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알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문자이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자동화가 시작되었던 시대를
지나 현재 인류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라 한다. 시대란 그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표현한다. 시대적 특성이야 분류하는
사람들에 관점에 따라 명명되어지지만, 현대사회의 변화는 어느 시절보다도 빠르다.
이러한 급격 변화는 모든 것을 빠르게 바꾸어가며 현재를 과거로부터 분리해간다.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조차 없게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 되어 버렸다. 일부의 사람들은 인류가
이미 인터넷의 시대를 뛰어넘어 인공지능의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한다. 산업
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능력과 권력의
상징이 되어 버린 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리라.
정보사회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성과 통제권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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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연결되던 시절이다. 지금은 접근 가능한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창출
하고 또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응답을 도출하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전자파를 이용한 정보의 송수신도 빠르게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미 정보의 전달 방법에 대하여 기대치가 높아져 버린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를 전자파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살짝 엉뚱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필요는 존재를 창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세대에 나타날 전자파를 뛰어 넘는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인류가 객체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인류는 동물의 에너지를 빌리기도 하고,
가스나 기름 석탄 등의 형태로 된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스나 기름 석탄 등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고전적인 에너지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물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나이는 무려
약 138억년이라고 한다. 그렇게 오래(?)된 우주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통 물질이 4.8%, 암흑물질(Black Material)이 26.8%, 그리고 암흑 에너지(Black
Energy) 68.3%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여기서 일컫는 암흑물질이란 중력의
작용 을 하면서 빛을 내지 않으며 질량 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 한다. 또한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의된 설정 요소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이름 그대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이들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 체계를 벗어나는
확장된 물리 체계로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 특히 암흑
에너지는 우 주 공간에 균일하게 존재하며 우 주의 팽창에 따라 비중이 커져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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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 팽창의 속성을 갖는다고 한다. 이는 우주 공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부피에
관계없이 일정한 에너지 밀도를 갖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본질은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암흑 에너지라 하는 것이리라.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의 공간에 있어서 분명히 인류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인류는 현대과학의 발달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으로 감지되지 않았던 존재도 다양한 센서를 통하여 나노를 넘는 미시의
세계까지도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렇게 일상적으 로 주변에 존재하 는 물질은
생물학적인 감각기관 이외에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또는 다양 한 현대과학이
접목된 장치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인지하는 것들도 전체 존재하는 것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지 않는 암흑물질의 경우에도 일부분만이 관측되었다고는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인류에게 밝혀진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최소한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에너지의 존재는 많은 우주의 비밀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이론을 부정하는 과학자들도
있다고 하지만,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데이터로 드러나는 정보는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렇듯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암흑의
존재이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신비로운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져
인류의 미래에 있어 많은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현재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역동적인 시대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인공지능으로 기반으로 사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 우주의 장대한 시간의 축에 놓고 보면 그저 하나의 아주 짧은 기간에 벌어지는
작은 변화일 뿐일 것이다. 이 변화의 저변에는 정보통신에 관련된 이론과 기술들이
있다. 시대의 변화는 이러한 기반 기술에 필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우주의 역사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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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컫기 전에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통신의 역사는 아주 최근에 이루어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사건(?) 그 자체이니 말이다.
요즈음 인류가 사용하는 정보전달 방식을 이루는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기반기술은 유무선 통신기술이다. 2000년도 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2000년 즈음의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 환경이 사회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현재는
사람의 인구보다 핸드폰의 숫자가 더 크게 되는 상황까지 왔지만 말이다. 2021년
현재는 아직도 무선기술이 유무선 통신기술에서 그 핵심을 이루고 있고, 전파를
매개로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신한다는 사실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은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1800년대 되어서야 발견되고
개발 되어진 전자장의 원천 기술 및 응용기술이 갑자기(?) 세상의 메시아로 등장한
것이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파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 당시는 요술 마술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전자파가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에서 음성과
영상을 듣고 또 보고 하면서 전파의 존재를 실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유무선을 통한
인터넷으로 자료를 송수신하고 해석하거나 가공한다. 이제는 이러한 과정이 작은
통신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술에 대하여 당연시 하고 있다. 눈에는 그 존재가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전자장이 존재하는 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당연시 한다.
잠시 지나 간 과거로의 흥미로운 시간여행을 하여 보자.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대략
200년 정도만 뒤로 돌아가자. 그러면 1821년 9월이 된다. 이 시절에는 전파의 존재란
확인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 당시의 어느 누구도 인류가 작은 기기로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 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화상과 음성을 사용하여 대화한다고 하면 정신
이상자나 몽상가로 치부했을 것이다. 범위를 조금 좁혀서 음성으로 달에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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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우주 여행자와 대화 한다고 하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을까? 1800년대
초반에는 그 누구에게도 전화의 존재는 상상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화상통화라니, 그것은 상상의 세계나 만화에도 등장하는 시절이 아니었다. 그 후
세계 1, 2차 전쟁의 현황에서도 전황의 소식은 물리적인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되던
시절이었다. 즉 말을 타고 달리거나 멀리서 바라다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서 봉화를
올리거나 했을 것이다. 그래도 서양은 좀 더 빠르게 기술을 확보해 나갔던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자파와 관련된 전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기는 수많은 추측과
가설을 동반하고 발견되고 개발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인간이 우 주 공간으 로
진출하는 역사를 창조한 것은 전기와 전파의 기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발전된
시점과 동반하고 있다. 인류와 관련된 전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시 빠지지 않고
일컬어지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주장이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 시절에 이미
전기를 사용하여 불을 밝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찌 되었든 전해오는
전기의 역사를 보면 BC600년 경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밀레스키가 호박이라는
보석으로 마찰전기실험을 한 것을 전기의 기원으로 하고 있다. 혹자는 고대 파르티아
무덤에서 약 2천 년 전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바그다드 전기를 발굴하였다고 한다.
바그다드 전기의 내부는 구리 시트에 실린더, 부식된 철봉 및 암갈색 천연아스팔트로
압연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에도 그 존재는 실험적으로 재현 가 능하다고 하니,
사실은 사실인가보다. 어찌되었든 학자 들 간의 설왕설래하는 이러한 신비스런
역사의 유물을 그저 전해오는 전설이라고 보면, 인류에 역사에서 전기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서기 1800년경에야 알레산드로 볼타에 의한 최초의 화학전기배터리인 볼타전지가
발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821년에 최초의 전기모터가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하여
발명되었다. 전기를 일컬으면서 토머스 에디슨을 열외로 할 수는 없다. 그는 1879년
토머스 에디슨에 의하여 최초의 실용 조명 전구가 발명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발견과
발명을 하였다. 이러한 전기발전의 역사에서 주요한 것들을 서너개 더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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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다. 1886년에는 최초의 실용적인 교류 시스템이
윌리엄 스탠리에 의하여 연구되어 제공되었고, 1893년에 웨스팅 하우스에 의하여
전력공급을 위한 범용 전기 시스템이 개발 되었다. 이 후에 인류는 1900년대 초
가스터빈을 개발 하였으며, 1929년 최초의 양수 발전소가 미국 동 부 후사토닉
강에 설치하였다. 1936년 후버 댐이 설치되고, 1957년에는 최초의 원자력발전기가
미국의 버지니아 포트 벨보어에 시설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1968년 최의
집광형 태양열 발전소가 건설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이 연구되고 확산 되었다. 이러한 전자파에 관련된 전기의 역사가 200년
남짓하다!
전기의 역사 가운데 전자파에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특성 있는 변천
과정을 겪어 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기가 1800년대와 190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거치는 근 200년 동안 인류에 기적적인 에너지 혁명을 가져 왔다.
이러한 찬 란한 전기의 역사 에 비하 여 전파의 역사 가 운데 전자파의 역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Faraday, Faraday’ s law of
electromagnetic induction)이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
발견하였다. 이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기전력을 발생시킨다는 법칙이다. Faraday는
자석 주위의 코일을 회전시켜 전자기 유도를 통하여 안정된 전류를 만들어내는
실험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은 자기장과 전기 회로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전압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이는 전파공학의 핵심인
맥스웰 방정식 네 개 중 하나이다.
연구자 들에 의하여 1832년에는 자석에서 유도된 전기와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전기와 정전기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때가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조선시대이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에 휩싸이기 시작하 는 그 시기에
서양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패러데이와 맥스웰을 거치면서 전자기학의 기초가 되는 맥스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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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이 1865년에 발표되었다. 1865년 맥스웰 자신에 의해 발표된 맥스웰 방정식의
원래 형태는 여러 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비하여 오늘날에는 1884년
올리버 헤비사이드가 연구한 4개의 방정식으로 정리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어찌 되었든 맥스웰 방정식으 로 널리 사 용되고 이 맥스웰 방정식을 바탕으 로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이 유도되었다.
이어서 1888년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 츠는 전자기파 를 발생시키고 안테나 를
이용하여 수신하는 실험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덕분에 눈부신 전파 관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류는 전파의 세상에 살게 되었다. 빛의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전자기파의 존 재 를 통 하 여 1971년 빛의 파 동 이 전자파 라 는 것이 연구되어
발표되었고, 이렇게 하인리히 헤르츠에 의하여 전자기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류의 일상생활은 전파의
영향을 받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전기와 전자파의 발전사를 통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파의 발견은 전기의 역사와 그 맥락을 거의 같이 한다. 현생인류 는 약
1만년의 그 긴 시간 중에 약 20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인류가 누리고 있는 전기와
전자 그리고 전파의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되어 온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꼭꼭
숨겨두었다가 어느 한 순간에 풀어 제친 보물 보따리의 출현이었다. 마치 이미
누군가가 이미 기존에 누리고 있던 비밀스런 기술을 그대로 흡수한 것처럼 긴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혁신적으로 도입된 형태이다.
앞에서 간략하게 전자파의 주요 발견들을 살펴보았다. 현 시대에 있어서 모든 정보가
전자파라는 매체를 통하여 전달된다. 그런데 도대체 전자파가 무엇인가? 그 원리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생 원리를 살펴보자. 전기회로에서 교류 전원에
전선을 연결하면 전원 가해진 전기적인 에너지는 전도전류로 전선을 따라 흐르게
된다. 물리적인 현상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도선 주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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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와 자계가 생성되게 된다. 전원에서는 항상 전기적인 힘이 전압의 형태로
가해지며 그 에너지가 전선을 따라가며 전류로 흐르게 된다. 이것을 전도전류라
한다. 전도전류 주위에는 전계와 자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전계와 자계는 서로
직각을 이룬다. 이러한 회로에서 전선의 불연속점에서 즉 전선이 끊어지는 부분에서
전계와 자계는 에너지가 변위전류라는 형태로 공간상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공간상으로 퍼지는 존재가 전자파이다. 즉 이렇게 무선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자파이다.
이렇게 전파 에 대한 연구도 활 발 해져서 결국 에 는 전파가 빛이라 는 사 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또한 빛이 파동만이 아니라 입자라는 사실을
근거로 전자파에 관련된 과학의 발달은 시시각각으로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왔다. 전자장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중력장에 의한 물리적 현상의 해석에
의존하다가 전자장의 발견으로 자연과학과 공학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에 원폭과
같은 충격으로 그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물리에서 일컫는 장(field)의 이론의 관점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에너지로 전장과 자 장 이 새로운 장으 로 근 래에 등 장 하였다. 현대 물 리에서
장이론이 전개되면서, 중력장, 전장, 자장, 약장, 강장 등의 여러 장이 연구되고 도입
되었다. 이러한 장이론으로 많이 궁금했거나 복잡했던 현상들이 조금 더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장이론에 힘입으며 현대과학은 발전하였다. 물론 이러한 발전은
물리학자들에 의하여 이론이 예측되거나 유추되고 또한 증명되고 수정도 되는
부단한 노력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이론적인 부분은
일반인에게는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기에 논리적인 해석보다는 경험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는 설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찌되었든, 현재 우리 인류의 기술은 중력, 전자력, 역력, 강력의 4개의 장에 관련된
힘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힘을 이용한 기술 들의 응 용 을 삶에 적용하고 있다.
14

Planning Serialization

비욘드 전자파(Beyond Electromagnetic Wave)

중력은 1687년 아이작뉴턴에 의하여 만유인력이란 것으로 처음 소개되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자력, 약력 그리고 강력은 최근 200년 안에 연구 발견 되어진 물리적인
개념들이다. 최근에 연구된 이러한 이론들 덕분에 현대의 사회는 인류가 겪어 온
어떤 변화보다도 더 빠르고 획기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로 볼
때, 향후에 인류에게 다가 올 변화는 어떤 새로운 발견들에 의하여 전개될 것인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게 되었다. 감히 예측한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 온 어떤
변화보다도 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어쩌면 당연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력과 약력 그리고 강력이 발견된 것처럼, 새로운 물리적인 힘이나
장이 발견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인류가 확보하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나 기술의 발견되고 개발되는 패턴에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역설적으로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새로운 장이나 힘의 존재 및 그 발견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장들 중에서 인류에게 오래 동안 관심이 있어 온 장
이론 중에서 전자장과 중력장의 관계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 공간 내에 중력장과 전자장이 같이 존재한다. 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중력장과 전자기장의 관계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고 이렇다 할 이론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쉽게 그 해결이 얻어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만약에 전자장과 중력과의 관계가 밝혀지면,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장으로
중력장을 극복하는 방법보다 더 향상된 인류가 원하는 만큼 전자장으로 중력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종종 보듯이 전기력을 이용한 기기가 중력장이
적용되는 공간 안에서 중력장에 대항하여 물건을 움직이는 작업을 한다. 하지만,
전자장으로 중력장을 변화시키는 제어는 하지 못한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전자장과 중력장의 관계가 좀 더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는 아주 새로운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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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어 모든 희망 사항들을 한 번에 채워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전자파의
등장이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듯이, 기존의 과학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
맑은 날 밤 하늘을 쳐다본다. 수없이 많은 별빛들이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지구촌
으로 막 내려앉고 있다. 하늘에 펼쳐진 우주의 천라만상은 인류가 인지하고 있는
장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이미 우리가 인지하는 것들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듯이 아마도 다른 장들이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은하계는 우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전자파가 발견되기
전 까지는 먼 거리에서의 정보전달은 원시적인 방법이 적용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또
다른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전자장이 발견되기 이전의
환경에서는 전자장과 관련된 상상의 이야기는 정신병자의 우물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전자장의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중력장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현상 들 을 많은 학자 들 이 경험하지 않 았을까? 그래서 그들 은
해석되지 않는 현상들을 해석하기 위한 그 당시에는 증명되지 않은 존재를 인지하지
않았을까? 이미 존재하 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류 는 살아오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인지한 것일까? 어찌 되었든 과학의 역사는 신비롭다.
공간의 중력장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전파는 빛이어서 입자이며 파동이라
한다. 현대과학은 빛은 파동과 입자로서 완벽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 빛만이
우주를 제일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존재일까? 빛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존재는
없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지조차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아직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장이나 존재들이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에서 발견되고 그
발견된 존재가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장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면
아마도 인류는 우주 공간을 향하여 무한의 질주를 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우주
공간에 관한 인류의 이해가 깊어질 때, 인류는 현재의 우주 공간에서 한계적인 삶을
탈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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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류는 왜 그렇게 우주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일까? 인류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이해하려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 그 자체의
일부분인 우리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아닐까?
일반적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미지의 존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인지
되어있지 않다는 상황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지도 다른 장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보통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가운데
존재한다고 본다. 어쩌면 과거와 미래도 현재라는 존재를 기반으로 한 해석적 존재일
수도 있다.
현재의 통신기술은 인류의 수학과의 전쟁에서의 작은 승리라 볼 수 있다. 저 광활한
우주처럼 인간의 인지에서 본다면 무한한 존재는 인류의 관심사를 자신으로 이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비밀은 인류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밀이 존재하듯 우리 인류가 아직 누리지
못한 기술과 행복은 그 만큼 더 밝혀질 희망으로 남아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간만의 독특한 언어와 논리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아직 인류는 인류가 갖고 있는 언어체계와 수식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표현하거나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확장된 우주의 언어와
그 우주적 존재 방식을 이해한다면 지금 인류가 열광하고 있는 통신기술은 원시적
골동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수 많은 별들이 우 주 공간 에서 존재하며 그들만의 언어로 하 는 말들의 대화
방법을 어쩌면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그래야 조금은 더 존재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을까? 인류는 겨우 200년전부터 보이지 않는 전파를 이용하여 대화 를 할 줄
아는 존재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라면 분명 인류 는 또 다른 인류가 현재는
인지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래의 인류는 분명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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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으로 송수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에 크게 무리일까?
지금 인류가 누리는 전자장의 혜택이나 우주에 대한 이해가 전자장이 발견되기
전과 달라졌다. 인류가 그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탐사선을 광활한 우주로 띄워
보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와 우주의 구성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인간의 수명이 100년 정도라 보면, 뭐 그리 우주까지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각자 개인의 삶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수 억 년을 이러한 한계성을
갖고 살아 온 인류라는 생명체가 우주까지 이해하려고 든다는 것은 오만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주에서 아주 작은 생명의 씨앗에서
진화해온 인간이다. 분명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인간의 사고와
물리적 존재가 진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닐까?
지구 는 중력장과 전자장 약장 강장으 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빛만이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일까? 빛보다 빠른 것은 없는 것일까?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생각한 것은 상대성이론의 근간이 된다고 한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별과 우주를 구성하는 존재들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의 인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빛이 빛의 속도 로 우 주 를 여행하여 온다는 것은
빛으로 측정되는 정보만 측정된다. 그렇다면 우주는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한다고
해도 너무나 방대한 크기이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존재가 있다면,
저 광활한 우주의 존재는 인류에게 허용될 수 있는 존재이지 않을까? 분명 인류가
전자파를 발견하였듯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에서 빛보다 빠르게 우주를
여행하는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인류의 희망을 기대해 본다. 2021년 9월
우주의 한 모퉁이에서 인류는 가을 태양 빛을 바라다 보고 있다.

18

Planning Serialization

비욘드 전자파(Beyond Electromagnetic Wave)

참조

1.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란 무엇인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
eNo=28693595&vType=VERTICAL
2.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https://horizon.kias.re.kr/7795/
3. https://ko.wikipedia.org/wiki/전자기파
4. https://ko.wikipedia.org/wiki/전기

19

SPECIAL
REPORT
EMI FILTER 설계 및 제작실습에 관한 소고
테미스알앤디 이동균 대표

SPECIAL REPORT

EMI FILTER 설계 및
제작실습에 관한 소고

테미스알앤디

이동균 대표

Ⅰ. 서 론

EMC HANDBOOK 시리즈의 저자 중 Donald R.J. White박사가 그의 저서 중에 두
장비가 연결되어 있고, 두 장비 간에 표시창, 스위치, 표시등, 통풍구 등 29개의 틈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의 변수는 229, 즉 5억 가지 이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실제 제품에서 고려해야 할 EMI/EMC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많은 석학들이 연구하여 EMC를 고려할 때 필요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많은 엔지니어들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소고에서는 EMC의 접근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노이즈 방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EMI FILTER의 구성요소인 코일과 커패시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SMPS 전원회로의 입력단에 적정 회로를 구성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Ⅱ. 본 론

EMC는 전기, 전자 장치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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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을 숙지하여야 하며 디지털 회로, 아날로그 회로와 더불어 부품
및 소재의 특성 및 기구학적 요소를 알아야만 접근이 용이하다. 그리고 시간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분석적인 접근을 위해 엔지니어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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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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와 상의하여 예상 또는 발생된 문제를 같이
의논하여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 전자기파의 개념
개념을 알기 위해 우선 [그림 1]의 전자기파의 글자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영남대 김기채 교수님의 강의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조금 보완한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1] 전자기파의 의미

여기서 중요한 것은 EMC를 이해하려면 주파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임피던스의 이해가 필요하다. 수학적 수식에 의한 임피던스의 이해는 실제 현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회로가 동작하고 있을 때 특정 지점에서의 임피던스
측정이 가능한지인데, 문제는 동작 중일 때의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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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의 V=IZ의 공식에서 임피던스 Z를 모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V와 I를 조정해서 임피던스 Z를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 EMI 대책을
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저항 R이 임피던스 Z가 되는 과정에 개입되는 게 주파수
이다.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설계할 때 시간영역 측정 장비인 오실로스코프 없이는
성능 확인 및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RF 관점에서 주파수 문제를 알기
위해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해서 회로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는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기 관점에서 간단히 예를 들면 T=1/f 에서 스펙트럼
분석기가 없다고 가정하면 f=0이 되어 1/0, 불능이다. 간단한 공식에서 의미하듯
EMC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스펙트럼 분석기는 준비하라고 권하고 싶다.
최근 스펙트럼 분석기의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 해당 제품에서 사용할 주파수
영역까지만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고가의 스펙트럼 분석기를 권하지는 않는다.
2. 설계 및 제작실습 목적
일반적으로 제품에서 Noise 방지 대책으로 EMI 필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Noise 억제 능력이 확실하고 원하는 종류의 Noise를 선택적으로 억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에 비해 비용 부담이 작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널리 쓰이고 있는 EMI 필터도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만족할
만한 효과 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비용만 상승시키게 되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
실습을 통해 전원회로의 노이즈 방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EMI FILTER의
구성요소인 코일과 커패시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EMI 필터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SMPS 전원회로의
입력단에 효과적인 필터회로를 구성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숙지하고자 한다.
3. 준비물
가. 측정장비
1) 스펙트럼 분석기 (TRACKING GENERATOR 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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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SN (Line Impedance Stabilization Network, 전원 안정화 회로망)
3) 전원 노이즈 분석기 (EMI ANALYZER)
4) LCR METER 또는 임피던스 분석기
5) 멀티 메타
나. EUT(Equipment Under Test, 시험 대상 장비)
1) SMPS (상용 220 VAC)
다. 소요 자재
1) 만능 기판
2) 코어 (NORMAL용 및 COMMON용)
3) 커패시터 (NORMAL용 및 COMMON용)
4) 에나멜선 및 전선
라. 기본 공구
1) 니퍼, 롱노우즈, 인두기, 납
4. 실습 절차 및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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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습 절차 및 SET-UP

5. 필터 구성 요소
가. 개요

<EMI FILTER BASIC MODEL>

EMI 필터는 코어에 에나멜 권선을 한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Common Mode noise를 감쇄시키는 인덕터와
Differential Mode (Normal Mode)를 감쇄시키는 인덕터로 구분되며 Common
Mode 인덕터와 Differential Mode 인덕터의 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 Common mode coil

[그림 4] Differential mode coi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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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패시터는 Differential Mode noise를 감쇄시키기 위해 Line과 Line 사이에
사 용되는 커패시터를 Across the line capacitor라 하며 흔히 X-Capacitor라
하고 Common Mode noise를 감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커패시터를 Line bypass capacitor 라 하며, 흔히 Y-Capacitor이라 한다.
이 X-Capacitor와 Y-Capacitor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X-Capacitor

[그림 6] Y-Capacitor

나. 소자의 선정
1) 인덕터 (코일)
가) Core의 재질
인덕터란 Core재(자성체)에 전선을 감은 것으로써 Core의 재질에 따라 성능 및
특성이 결정된다. 여기서 Common mode에 사용하는 코어 재질과 Differential
mode로 사용되는 코어 재질에 따른 초기 투자율 및 적용 주파수 범위를 아래
[표 1]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1] Core 재질별 주파수 특성
MODE

DM용

재료명

초기투자율

적용주파수

Iron Power

65~75

~ 100MHz

Sendust

26~200

~ 10MHz

KOOL Mμ

60~125

~ 1MHz

High Flux

26~200

~ 1MHz

MPP

26~200

~ 1MHz

Amorphous (iron-base)

5,000~10,000

~ 0.5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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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CM용

재료명

초기투자율

적용주파수

COST

Ferrite (Mn-Zn)

800~15,000

~ 2MHz

저가

Ferrite (Ni-Zn)

70~2,000

~ 100MHz

Amorphous (cobalt-base)

60,000~100,000

~ 0.5MHz

Nano Cristal

30,000~50,000

~ 0.5MHz

고가

▣ 투자율↑, 인덕턴스↑, DC-BIAS↓: COMMON용 적용
▣ 초기 투자율↑: 고주파, 초기 투자율↑:저주파
▣ 자성재료의 임피던스에 따라 코일의 주파수 결정(각 업체의 CATALOG 참조)

나) 업체 카탈로그 보는 법
코어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는 업체마다 특징이 있지만 한 업체의
카탈로 그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다 음 은 업체에서 제공하 는 카탈로 그 중
일부이다. 이 카탈로그의 표에서 보면 각 재질별 투자율이 나오고 카탈로그의
그림에서 주파수에 대한 투자 율 그래프를 보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각
재질에 대한 주파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를 참고로 하여 적절한 주파수
대역의 재질을 선정하면 된다.
인덕터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서 중요한 것이 투자율과, 최대자속밀도와
AL값이다. 먼저 투자율이란 어떤 자속(flux)를 통과 시키는 능력을 의미하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1)
위의 카 탈로 그에서 의미하 는 투 자 율 은 초 기 투 자 율 을 의미하며 이것은
원점에서의 초기 자화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며 식은 다음과 같다.
(2)
또한 최대 자 속밀도(Bm)은 전류가 증가하면 자 속도 증가하지만 자 속밀도
이상으로는 증가 할 수가 없다. 이 상태를 자기 포화라 한다. 자기 포화가 되면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코일은 단순한 전선이 되어 버린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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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화곡선

인덕터를 제작할 때 결정짓는 중요한 파라메타가 AL값이다. 이 AL 값은 투자율과
코어재로 정한 상수의 곱으로 나타내며 식 (3)과 같이 표현되고 인덕터의 값은 식
(4)와 같다.
(3)
(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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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ore 업체 카탈로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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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덕터 설계 예
(1) Common mode coil 설계 예
예제 1) 아래와 같이 주어진 코어 특성표를 참고하여 1 mH가 되려면 몇 번 감아야 하는가?
[표 2] Common mode용 코어 특성표
초기투자율

외경(mm)

  내경(mm)

  높이(mm)

  AL값(nH/N2)

  Le(mm)

  Ae(mm2)

7000

19

13

11

5850

50.42

33.55

※ 1. Le : 자로 길이, Ae: 코어의 단면적
2. AL값은 코어에 1 Turn 했을 때의 인덕턴스 값이다.
3. 상기 표는 업체 카탈로그 내용을 발췌 정리한 자료 임

① AL값을 이용하는 방법 (주로 적용하는 공식으로 단위에 중점 확인)

② 투자율을 이용하는 방법
(2) 커패시터
커패시터에 대한 주파수 범위는 [그림 9]와 같다.
EMI FILTER용으로 X-CAP은 필름, Y-CAP은 세라믹을 주로 사용한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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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커패시터별 주파수 특성

다. 소자의 구현
1) 인덕터 (코일)
(가) Wire 길이 선정
① 전류 용량에 따른 와이어 선정
와이어 굵기(선경)
예제 2)  전류 용량이 3A라면 선경은?

선경
따라서
② Wire 길이 산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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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 예제 1을 참고로 하여 1mH에 대한 와이어 길이는 얼마인가?

          먼저 둘레 길이를 구하면

   

(나) 감는 방법

       

[그림 10] 감는 방법 (1)

[그림 11] 감는 방법 (2)

[그림 12] 감을 때 주의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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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필터 조립 및 디버깅
필터를 조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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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필터 조립 및 디버깅
- Power Supply에 대한 전도성 노이즈 대책 및 필터회로 구성

[그림 13] 필터 조합 회로

상기 필터회로에서 소자의 값을 변경하면서 Power supply에 대한 EMI 디버깅을
하면서 최적의 대책회로를 구성한다.
마. 필터의 특성 확인
Power supply에 대한 EMI 디버깅이 완료되어 필터를 제작한 후 그림 13의 필터
조합회로에 대한 특성검증이 반드시 필요함.
검증은 제작한 필터의 감쇠 특성을 측정한다.
각 코일 및 커패시터에 대한 임피던스 특성 및 [그림 13]의 EMI FILTER에 대한
SMPS의 노이즈가 어떻게 소자별로 노이즈가 변하는지는 다음 호에 연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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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체외진단기(IVD) 전자파적합 시험 동향
주식회사 KBW

고진하 이사

주식회사 KBW

고진하 이사

Ⅰ. 서 론
의료기기는 초음파진단기, CT, X-ray, MRI와 같은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체내진단과 혈액, 대소변, 침 등과 같은 인체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갖고 인체 외부에서
진단하는 체외진단으로 구분되는데, 의료기기(Medical electrical equipment)의
경우 유럽연합(EU) 및 미국의 FDA는 2014년에 발행된 EN/IEC 60601-1-2 Ed.4를
수차례의 연기/유예기간 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의료기기에 관한 전자파적합
시험요구조건 Ed.4의 강제적용 시점을 확정 하였습니다.
의료기기 규격의 경우, 새로 개정된 사용환경에 따른 시험레벨의 차이 및 전자파내성
시험의 성능평가 기준을 ISO 14971 의료기기 위험분석 및 저감에 따라 핵심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량적/수치적 평가 방법의 규격화 등 제조자 및 시험/
인증분야에서의 사정에 따라 연기 및 유예기간을 주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체외진단기(IVD, In Vitro Diagnostics Device)는 전자파적합 요구사항
IEC 61326-1:2012 & IEC 61326-2-6:2012 요구조건을 유지하다 2021년 상반기에
강제적용시점 연기나 유예기한을 주지 않고 2012 버전의 withdrawn을 통해 새로운
전자파적합 시험 요구조건 IEC 61326-1:2020 & IEC 61326-2-6:2020을 강제적용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강제적용에 따른 체외진단기 제조자뿐만 아니라 규격인증/시험 업무를
진행하 는 분야에서 확인해야 하 는 기존 2012년 버전과 개정된 2020년 버전의
차이(특히나 내성요구사항에 관한 레벨 상승 및 성능평가 사항)를 개략적으 로
정리하고 구버전과 신버전에서 바라보는 체외진단기에 관한 시각 차이 및 IEC 61326
시리즈와 IEC 60601-1-2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개정 되었는지 등을
개략적으로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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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EC 61326-1 일반요구사항과 IEC 61326-2-6 개별요구사항의 이해
[표 1] 일반요구사항과 개별요구사항의 차이
항목

제목

범위

IEC 61326-1:202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EMC 요구사항Part 1: 일반 요구사항

교류 1000 V 또는 직류 1500 V 미만의 전원 및
배터리에서 전원을 받는 전문적인, 산업공정,
산업제조 및 교육용 전기기기의 전자기적합성에
관한 장해 및 내성 요구사항을 지정함. 여기는
다음의 장비 및 컴퓨팅 장치가 포함된다.
산업현장과 산업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용이
의도된 측정과 시험, 제어, 실험실용 그리고
이것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주변장비

내성요구
사항 및
사용환경
구분

간략하게 다음 세 가지 형태의 전자기 환경
에서 예상되는 내성시험 레벨이 고려됨
- 기본적인 전자기 환경
- 산업의 전자기 환경
- 제어되는 전자기 환경

IEC 61326-2-6:2020

주석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EMC 요구사항Part 2-6: 개별 요구사항-체외진단의료기기

1

일반요구사 항 에 추 가 하 여 이 개별규 격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전자기 환경특성과
특수한 측면을 고려하여 전자기적합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장해 및 내성에 관한 요구사항을
지정함

2

제조자는 위험에 관련하여 위험평가 지침서 ISO
14971에 따라 위험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두
가지 형태의 전자기 환경에서 예상되는 내성시험
레벨이 고려됨
-전문의료 시설 환경
-가정의료 환경

3

성능평가 A, B, C로 구분은 동일하나 그 성능저
하에 따른 잘못된 측정에 야기되고 잘못된 처방
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성능을 유지해야 함

-

가정의료환경 ＞ 전문의료시설 환경

-

성능평가 A, B, C 로 구분

내성시험
평가기준

내성레벨
엄격성

1) 성능평가 A: 전자파에 노출 시에도 정상동작
2) 성능평가 B: 전자파 노출 시 오동작, 전자파가
제거되면 스스로 즉시 수행하던 정상동작
상태로 복구
3) 성능평가 C: 전자파 노출 시와 제거 후에도
스스로 복구가 불가하여 조작자의 개입에
의해 정상동작으로 복구
산업환경 ＞ 기본환경 ＞ 제어되는 환경

CISPR 11의 Class A, B를 적용
장해(EMI)
한계치

CISPR 11의 Class A, B를 적용

산업환경: Class A(Group 1 or 2)
기본환경 & 제어되는 환경: Class B
(Group 1 or 2)

전문의료환경: Class A (Group 1 or 2)
가정의료 환경: Class B(Group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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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일반요구사항에서 기술된 모든 것이 근간이지만, 체외진단기 개별요구사항이 우선하므로
개별요구사항에서 요구되는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구성, 내성평가 레벨, 평가기준 모두
체외진단기 개별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주석 2) 일반 요구사항이 정해놓은 범위(Scope)의 기기는 ITE와 매우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a) 전기적 측정과 시험기기
         b) 전기적 제어기기
         c) 체외진단기를 포함한 전기적 실험실용 기기
         d) 무선통신과 같은 무선기능이 있는 구성품이 장착된 상기 a), b), c) 기기
Note) 무 선통신 기능 역시 ETSI EN 301 489 series에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Product family/Particular standard에 의해 검증 되어야 합니다.

주석 3) 내성 요구사항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a) 사용되는 환경에 따른 내성 요구사항이 각각 다른 시험레벨로 적용되는 사항  
내성 요구사항이 환경에 따라 구별되는 형태는 일반의료기기 규정인 IEC 60601-1-2보다
IEC 61326-1 규정이 먼저 확립한 개념입니다. IEC 60601-1-2는 2014년 Edition 4.0에
와서야 의도한 사용 환경이 고려된 서로 다른 내성 요구조건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로 정리 드립니다.
[표 2] 의료기기 규격 버전 간 내성 요구조건 차이
의료기기 버전

IEC 60601-1-2:2007
3rd edition

IEC 60601-1-2:2014
4th edition

내성 요구조건

생명 유지장치
비생명 유지장치

전문의료시설 환경
가정의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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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
 반 요구사항 IEC 61326-1의 6.2절 내성 요구사항은 개별요구사항 IEC 61326-26:2020의 6.2절로 교체되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2 EMC 내성 요구사항의 고려사항과 위험평가
강한 전자파 방출원은 주변 의료기기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음. 의료기기의 유형에 따라 오동작의
위험수준이 다르나 IVD 기기는 환자의 생명유지 또는 소생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하지 않음. 그러나 IVD의 오동작은 잘못된 판독을 야기하며 이것은 잘못된 치료 결정으로 이어짐.
일부 분석물과 상황에서 잘못된 결과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음. 대형 IVD 기기의 경우 외부의
전자기방해는 조작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의도하지 않은 기계적 움직임과 같은 오동작을 야기함.
제조자는 직접적 위해에 관한 위험성 평가 지침 ISO 14971에 따라 위험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전문 의료시설 환경에서 사용이 의도된 기기는 [표 3] Table 101의 내성시험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파 환경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기반 하여 [표 4] Table 102와 [표 5] Table 103의 내성시험 요구사항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 체외진단기와 의료기기의 사용이 의도되는 환경의 구분

Note) 의료기기가 전문 의료종사자에 의해 운용되고 전자파에 노출이 제한될 수 있는
환경(병원, 대형클리닉 등) 뿐만 아니라, 의도된 사용 환경에 제한이 없으며 외부의
전자파에 노출이 제한되지 않는 야외,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려면 더
엄격한 내성기준레벨을 만족해야 함은 물론이고 위험관리 또한 사용이 의도된
환경의 조건에 따라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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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체 외진단기 개별요구사항 IEC 61326-2-6:2020에서 요구하는 의도된
환경에 따른 내성시험 레벨
[표 3] Table 101-전문의료 시설환경에서 사용이 의도된 기기의 내성 요구사항

Note) 전문의료 시설환경에서 사용되는 IVD에 관한 내성 요구사항은 ITE 장비와 유사
단자

현상

시험레벨

성능평가기준

정전기

± 4 kV 접촉방전
± 2, 4, 8 kV 기중방전

B

방사내성

3 V/m (80 MHz to 6 GHz)

A

전원주파수 자계내성

3 A/m (50 Hz, 60 Hz)

A

Burst

± 1 kV (5 kHz or 100 kHz)

B

Surge

± 0.5 kV (선 간)
± 1 kV (선/접지 간)

B

전도내성

3 V (150 kHz to 80 MHz)

A

0% (0.5 주기 동안)
0% (1 주기 동안)

B
B

70% (25 주기: 50 Hz 전원주파수
      30 주기: 60 Hz 전원주파수)

C

순시정전

0% (250 주기: 50 Hz 전원주파수
      300 주기: 60 Hz 전원주파수)

C

Burst

± 1 kV (5 kHz or 100 kHz)

B

Surge

± 0.5 kV (선 간)
± 1 kV (선/접지 간)

B

3 V (150 kHz to 80 MHz)

A

± 1 kV (5 kHz or 100 kHz)

B

± 0.5 kV (선 간)
± 1 kV (선/접지 간)

B

3 V (150 kHz to 80 MHz)

A

± 1 kV (5 kHz or 100 kHz)

B

± 0.5 kV (선 간)
± 1 kV (선/접지 간)

B

3 V (150 kHz to 80 MHz)

A

외함

교류전원
(보호접지
포함)

전압강하

a,b

직류전원
(보호접지
포함)

b

신호/제어선
(기능성
접지포함)

b

신호/제어선
(주전원공급장치에
직접 연결되는 것)

전도내성
Burst a
Surge c
전도내성 a
Burst a
Surge c
전도내성 a

a)  3 m 이상인 선의 경우에만 해당
b) 과도 과전압(안정적으로 접지된, 용량성 필터링된 직류 2차측 회로)에 속하지 않는 2차측 회로(주전원 공급장치에서 절연된)에
있는 60 V 이하의 저전압 직류공급기에 연결이 의도된 직류전원단자는 I/O 신호, 제어 단자로 간주된다.
c)  긴 길이의 선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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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Table 102-가정의료 환경에서 사용이 의도된 기기의 내성 요구사항

Note) 가 정의료 시설환경에서 사용되는 IVD에 관한 내성 요구사항은 IEC 60601-1-2
Ed.4의 의료기기에 관한 내성 요구사항과 동일
단자

현상

시험레벨

성능평가기준

정전기

± 6 kV 접촉방전
± 2, 4, 8 kV 기중방전

B

정전기

± 8 kV 접촉방전
± 15 kV 기중방전

C

방사내성

10 V/m (80 MHz to 1 GHz)
3 V/m (1 to 6 GHz)

A

전원주파수 자계내성

30 A/m (50 Hz, 60 Hz)

A

0% (0.5 주기 동안)
0% (1 주기 동안)

B
B

70% (25 주기: 50 Hz 전원주파수
      30 주기: 60 Hz 전원주파수)

C

순시정전

0% (250 주기: 50 Hz 전원주파수
      300 주기: 60 Hz 전원주파수)

C

Burst

± 2 kV (5 kHz or 100 kHz)

B

Surge c

± 0.5 kV, ± 1 kV (선 간)
± 0.5 kV, ± 1 kV, ± 2 kV (선/접지 간)

B

외함

전압강하

교류전원
(보호접지
포함)

3 V (150 kHz to 80 MHz)

직류전원/
a,b
신호/제어
(보호접지
포함)

전도내성

6 V, 150 kHz부터 80 MHz 주파수 범위의
ISM 대역과 아마추어 라디오 대역 d
80% AM at 1 kHz  

Burst

± 2 kV (5 kHz or 100 kHz)

B

± 0.5 kV, ± 1 kV (선 간)
± 0.5 kV, ± 1 kV, ± 2 kV (선/접지 간)

B

Surge

c

A

3 V (150 kHz to 80 MHz)
전도내성

6 V, 150 kHz부터 80 MHz 주파수 범위의
ISM 대역과 아마추어 라디오 대역 c
80% AM at 1 kHz

A

a)  3 m 이상인 선의 경우에만 해당
b) 직류 분배 네트워트에 연결되지 않고 기기/시스템 간의 연결은 신호/제어단자로 취급한다.(USB 충전과 통신이 결합된 형태)
USB 연결을 전원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직류 전원단자에 해당한다.
c)  긴 길이의 선의 경우에만 해당
d) - ISM(산업, 과학, 의학) 대역: 0.15-80 MHz, 6.765-6.795 MHz, 13.553-13.567MHz, 26.957-27.283 MHz, 40.66-40.70
MHz.
   - 아마추어 무선 대역: 0.15-80 MHz, 1.8-2.0 MHz, 3.5-4.0 MHz, 5.3-5.4 MHz, 7-7.3 MHz, 10.1-10.15 MHz, 14-14.2
MHz, 18.07-18.17 MHz, 21.0-21.4 MHz, 24.89-24.99 MHz, 28.0-29.7 MHz, 50.0-54.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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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Table 103-가정의료 환경에서 사용이 의도된 기기의 내성 요구사항

Note) [표 4] Table 102에 추가하 여 아래의 방사내성 시험은 IEC 60601-1-2 Ed.4
의료기기 내성요구사항과 동일. 이 시험은 ITU에서 규정된 무선신호의 세기와
사용대역 그리고 변조방식을 모의하여 IVD 기기에 가하는 내성시험으로, IVD
기기 주변에서 동작하는 무선기기의 신호 세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핵심성능을
만족하는지 검증
단자

외함

현상

시험레벨

성능평가기준

방사내성

9 V/m (710, 745, 780 MHz)
28 V/m (1720, 1845, 1970 MHz)
28 V/m (2450 MHz)
9 V/m (5240, 5500, 5785 MHz)

B

217 Hz pulse 변조. 캐리어신호는 50%
duty cycle의 구형파

외함

방사내성

외함

방사내성

27 V/m (385 MHz)
28 V/m (810, 870, 930 MHz)
18 Hz pulse 변조. 캐리어신호는 50% duty
cycle의 구형파
28 V/m (1720, 1845, 1970 MHz)
FM a ± 5 kHz 편차, 1 kHz sine

B

B

a) FM 변조의 대체로 18 Hz의 50% 펄스변조가 사용될 수 있다.

간략하게 체외진단기(IVD) 개별요구사항 규격인 IEC 61326-2-6을 정리 드린 것과
같이, 의료기기가 아닌 ITE와 유사한 내성시험 요구사항 및 성능평가 기준을 요구
받던 체외진단기(IVD) 의료기기는 IEC 61326-2-6:2012 버전부터 성능평가 기준
확립에 관해 의료기기 수준의 상향 조정 및 위험관리 절차에 따른 품질관리를 요구
받았고, IEC ６1326-2-6：2020년 개정부터는 내성시험 요구사항의 시험레벨과
시험항목의 추가 및 의도된 사용 환경에 따른 위험관리 절차 수립을 통해 적어도
전자파적합성의 관점에서는 완전하게 일반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의료기기와 동등한 적용이 아닌 이유는 LVD (Low Voltage Directive)
일반규격은 IEC 61010을 적용하기에 Safety/Health 분야에서 완전한 의료기기
수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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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체외진단기 인증 방향은 살펴보신 것과 같이 의료기기 제품 규격과 서로
보완을 주고받으며 발전한 것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보조규격이면서 전자파적합
시험 방법 및 한계치를 정의한 IEC 60601-1-2의 개정사항들이 결국 체외진단기에
관한 시험방법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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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재활운동기기
EMI 대책 후기
케어테크

Ⅰ. 회사 개요
케어테크는 2001년 국내최초 KNEE CPM을 개발, 제조한 구 성원으 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케어테크는 오랜기간 CPM의 특징, 시장 현황, 고객 요구 사항과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어테크의 제품은 병원 및 가정에서 더 나은 재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케어테크 제품은 단순한 외형과 기능이지만 강한 내구성과 주요 성능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려 고객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CPM 재활 분야에서 최고 브랜드인 케어테크는 2009년 설립이래 KNEE
CPM을 국내외에 제조/판매해왔으며 현재 전국 병원과 렌탈 사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고객분께 신뢰성과 안심할 수 있는 사후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Ⅱ. 제품 개요
당사의 어깨 관절용 재활기기는 기존 기기와 달리 작고, 가볍지만 재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고 안정적인 내구성을 갖춘 제품으로 소규모 병원 및 의료
렌탈 사업에 용의합니다. 대칭 형태 팔 거치대로 운동 팔 위치에 따른 기구 조작이
불필요하고, 수동식 높이 조절을 탑재하고 있지만 가스 스프링을 내장하고 있어
안전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체 중량 12kg으로 별도 운반 장비 없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간단한 설정으로 재활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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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 지원

본 제품의 경우 전자파적합 인증 진행 과정에서 복사성 방출(EMI-RE) 시험에서
다량의 전자파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파기술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자파 분석이 어렵고 측정이 가능한 챔버 자체도 부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일정에 챔버에서 전자파 측정에 어려움이 있고, 측정을 진행하여도 전자파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버깅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 애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파 측정과 디버깅이 가능한 업체를
찾는 중 전자파기술원을 찾을 수 있었고,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EMC기술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기술지원을 신청하고 전자파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전자파기술원을 방문하여 문제가 되었던 복사성 방출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원 자체의 챔버를 이용하여 전자파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하였고, 연구원들과 같이
전자파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방사하는지 원인 및 경로 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PCB 및 하드웨어에서 원인이 될 만한 부분을 바로 디버깅 작업을 수행하면서 전자파
측정 비교분석을 반복하며 디버깅을 진행하여 문제가 되었던 전자파를 감소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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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디버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EMC 디버깅에 대한 기본 이론, 측정 분석
시 장비 활용방법, 필터설계, 접지 및 케이블 차폐 등 원인분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들으며 디버깅을 진행하여 본 제품 인증 완료 후 차기 제품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전자파 대책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과 함께 디버깅을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제품을 수정하여 복사성 방출
노이즈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해당 인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
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어려운 전자파 대책기술을 전자파기술원
EMC애로기술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EMC 설계 이론 및 대책기술에 대한 지식도
얻어, 추후 다른 제품을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후기를 통해
디버깅에 도움을 준 전자파기술원 연구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47

www.emti.or.kr

RAPA EM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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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