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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간
연구책임자

강 영 흥

계획 대 진도
가 월별 추진내용
세부내용

계획
연구자

주요시설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
강영흥
용 검증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정기범
검증
주요시설 적용 시나리오 마련
임영철
주요시설 대상 선정 및 적용 검증

유건석

주요시설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금홍식
가이드라인 개발
보편적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시험 평가
방법 보완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국가
표준 안 마련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양성
강영흥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교육계획 수립

김남

교육대상 과목 선정 및 교육계획 마련

후세인
아네스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양성 교육

박형진

교육 강사 풀 구축

이진규

과목별 교재 제작

최도민

전문기술자 양성 교육
전자파 기준 개발을 위한 관계부처 산학연 협 금홍식
업 체계 구축 운영
기준전문위원회 운영
박세호
전자파 인체보호 위원회 운영

유건석

연구보고서 작성
사업 관리

박지연

착수보고서

강영흥

중간보고서

박형진

최종결과물 작성 보고

이진규

분기별 수행진도

진도
월별 추진계획

비고

나 세부 과제별 추진사항
주요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검증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 적용 검증
년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실증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선정
대상시설에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나리오 초안 작성
주요 복합시설로서 실제 구축 중인

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선정하여 전자파 안전관리 실증
주요시설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검증 결과를 기본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보편적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시험 평가방법을 수정 보완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평가방법의 표준화 및 보완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화 및 해당 실무반 활동에 적극 참여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국가표준 안 개발 완료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인력양성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을 위한 대상 선정
총

계획 수립하여

명의 수강생 모집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방송통신분야 년 이상 종사자 학사
학위 취득 후 정보통신 전기 전자 전파 감리분야

년 이상

종사자 전문학사 취득 후 정보통신 전기 전자 전파 감리분야
년 이상 종사자 중

개 이상의 자격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인력양성 관련 개의 교육 과목 모두 이수
하는 구성 방안 및 계획 수료 조건 및 일정 수립
전자파환경공학

감리제도 전자파시스템엔지니어링안전관리

전자파위험요소관리 전자파안전관리대책기술 전자파안전관리측정
등

개 과목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교육계획 안 을 계약 후

개월 이내에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 완료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양성 교육 실시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계획에 의해 기술자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섭외 완료
년도 구축된 강사 인력 풀을 적극 활용하였음
기 개발된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 과목 개 별 교재를 제작
하여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교육일수

한 과목당 최소

명 교육 완료

일 이상 총

시간 교육 완료

전자파 기준 발을 위한 관계부처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운영 연구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발을 위하여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하는

기준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기준전문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 특별연구반

회 개최

전자파 인체보고 관련 제도 정책 및 연구 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소비자 및 산학연관 전문가로 전자파 인체보호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전자파 인체보호위원회 및 산하 상설 특별 소위원회

회 개최

연구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전자파 안전관리 시나리오 초안 작성 및 대상시설
선정 전자파 안전관리 실증 완료
전자파 안전관리 절차 가이드라인 표준 안 수정 보완하여

표준

제정
전자파 안전관리 절차 평가방법 표준 안

수정 보완하여

표준

제정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 대상자로

명 수강생 모집 기 개발된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 과목별 교재를 사용하여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교육 실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강의 계획 및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
일정 안 수립하여

개 교과목 총

전자파 안전관리 강사로서

시간 교육 실시

년도 구축된 강사 풀 적극 활용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 제⦁개정을 위한

기준전문위원회

회 개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측정방법 제⦁개정을 위한 전자파 인체보호
위원회

회 개최

기자재 사용 내역
시설 장비명

규

격

수량

용도

보유현황 확보방안 비 고

최종보고서 초록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합설비 전자파 안전관리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보편

적인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주요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자파 안전관리
제도 확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 기술자 인력양성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전자파 기준을 적기에 마련을 위해 전자파
기준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 운영을 수행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검증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전자파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실제 구축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실증을 완료하였다 복합설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으로 제정
하였다 또한 전자파 안전관리 실시 복합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으로
제정하였다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자파
환경공학 등

개 교과목 총

안전관리 기술자

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자파

명을 양성하였다

기준전문위원회 및 산하 소위

원회 특별연구반 운영과 전자파 인체보호위원회 및 산하 상설 특별 소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 보급하여 지능화
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전을 보장하고 전자파 안전관리 산업 활성화에 기
여할 뿐만 아니라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육성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및 전자파 기준을 적기에 개발 보급하여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을 보
호하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글
색인어
영문

복합설비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시험평
가 전자파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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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캐슬 태양광 발전설비 위치

그림

스윗캐슬 태양광 발전설비 전면도

그림

수행조직도

그림

태양광발전시설 전체 설비 구성도

그림

와

시스템간의 커플링

그림

단상 레이아웃

그림

상 레이아웃

그림

시스템의

측에서의 간섭

그림

임피던스 및 안테나 계수 측정용 테스트 셋업

그림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결 그리드 간 커플링 경로

그림

모드

시스템 안테나 방법

그림

모드

시스템 안테나 방법

그림

셀의 등가 회로

그림
그림

주파수 범위에서의
스위칭 디바이스

그림

셋업 장치

그림

셋업에서 전도성

노이즈

그림

셋업에서 복사성

노이즈

그림

셋업 장치

그림

배터리에서 전도성

그림

배터리 전원 공급

그림

부하 전원 공급

그림
그림
그림

등가 회로

노이즈
발전기에서 전도성
발전기에서 전도성

장치 및 배터리에서의 전도성
셋업에서 복사성
전자파 안전관리 계획표

노이즈

노이즈
노이즈

노이즈

그림

케이블 차폐 및 인버터 필터

그림

적합성 확보 순서도

그림

현장조사 측정 위치

그림

현장조사 사진

그림

주변 전자파 측정환경

그림

설치 전 후 측정데이터 인버터 앞

그림

케이블 차폐 및 접지 시공 전 후 측정 결과

그림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 구성도

그림

시스템 엔지니어의 행위

그림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림

다이어그램 예

모델 예시

그림

전자파 안전관리 기본 프로세스

그림

전체적인 전자파 안전관리 제어 계획

그림

사전 전자파 환경조사 예

그림

사전위험분석 업무 프로세스

그림

하부시스템 주요장비 리스트

그림

전기철도 시스템 사전위험분석 일부

그림

타 철도시설의 위험도 평가 예시

그림

수강생 모집 요강

그림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시간표

그림

강의사이트 메인화면

그림

강의자료 학습 시작 및 진행률

그림

강의자료 시청

그림

퀴즈 제출 및 확인

그림

전자파 환경공학 강의자료 시청 영상

그림
그림

케이블

감리제도 강의자료 시청 영상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강의자료 시청 영상

그림

전자파 위험요소 관리 강의자료 시청 영상

그림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기술 강의자료 시청 영상

그림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강의 자료 시청 영상

그림

최종 평가 진행 화면

그림

강의 주제 구성 적절성 결과

그림

강의 내용 체계성 및 충실도 결과

그림

온라인 학습 시스템 이용 만족도 결과

그림

기준전문위원회 구성도

그림

시험 사진

그림

전자파 인체보호위원회 구성도

제
제

장 서

론

절 연구의 목표

가 지능화 설비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기반조성
새로운 전자파 안전관리 산업 육성 추진
주요시설별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검증과 기
개발된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보완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인력양성 추진
나 새로운 전자파 기술기준을 적기에 마련

보급

전자파 기준 개발을 위한 산 학 연 관 협업체계 구축

제

운영 지원

절 연구의 필요성

가 주요시설별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술자 양성 필요
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지능화 설비 에 대한 안전한
전자파 환경 기반조성 및 대책 마련 필요
스마트 팜 공장 시티 교통관제시설 및 자율주행차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여러 가지 기기가 다중 통신 방식으로 연결되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정설비
이를 위해

년도에는 복합설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단계별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 양성 완료
보편적인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요시설별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 검증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인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보완 필요

복합설비의 전자파 안전관리는 전문기술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므로 체계적인 전문 인력양성 필요
전자파 위험요소관리

감리 및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

관리 등 전자파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필요
나 관계부처 및 산 학 연 관의 협력을 통해 전자파 기준 개발과 규제개선
추진 필요
전자파 적합성 기준은 관계부처 산 학 연 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준전문위원회를 통해 개발하고 있어 운영 지원 필요
전자파 인체보호 분야는 산 학 연 관이 참여하는 전자파 인체보호
위원회를 통해 개발하고 있어 운영 지원 필요

제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주요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검증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 적용 검증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태양광 발전 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시나리오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태양광발전시설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전자파 안전관리 계획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태양광발전시설 설계도 등을 참조
하여 전자파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전자파 환경 요구사항

시설주변 사전 전자파 환경 측정 현장조사

시스템 사전 위험 분석 절차

시스템 관련 전자파 영향 분석

위험분석

시스템 전자파적합성 도표 작성 및 관리

통합

환경시험 검증계획 수립

설치후 전자파적합성 평가 계획 수립

최종 환경평가 요구사항

최종 환경평가 및 검증

적합성 유지보수 계획

적합성 유지보수 계획 수립

계획된 전자파 안전관리 활동

향후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활동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대상 장소 세부시설 등 을 선정
하고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주요시설에 적용 검증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선택
다수의 인버터 스트링 인버터 사용 태양광 발전을 구성하는 시설
이상의 태양광 발전을 구성하여 고압 송전

을

위한 고압 송전반이 설치된 발전시설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곳
가능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의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어 비교 가능한 시설
주요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의 규모 등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국립
전파연구원과 협의하여 검증을 수행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검증 결과를 정리하여
검증 결과서를 제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시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전자파
안전관리를 실시한 복합설비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
주요시설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검증 결과를 기본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편적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시험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제출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시 중요 단계별로 국립
전파연구원과 협의하여 개발 보완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평가방법의 표준화 및 보완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화 및 해당 실무반 활동에 적극
참여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가표준 안 을 마련

나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인력양성 추진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을 위한 대상 선정 계획 수립
대상 전기

전자 전파 및 전자파 정보통신 등 본 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자 종사자 또는 대학원생 등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인력양성 관련 개의 교육 과목 모두 이수
하는 구성 방안 및 계획 수료 조건 및 일정 수립
전자파 환경공학 전자파 위험요소관리

감리제도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기술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교육계획 안 을 계약 후

개월 이내에 국립

전파연구원에 제출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양성 교육 실시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계획에 의해 기술자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섭외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교육 강사섭외 선정 대상 안 예시
번호

강의 명

강사명

전자파 환경공학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기술

직위

소속

전기 전자 전파 및 전자파
정보통신 등 본 사업의 목적에

감리제도
전자파 위험요소관리

맞는 학 연 산으로 구성된 전문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강사 섭외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기개발된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 과목 개 별 교재를 제작
하여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교육일수 한 과목당 최소

일 이상

명 이상 교육을 실시
시간 으로 함

계획된 일정이 불가피하게 변동되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
하에 일정 조정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 종료 후 수강자 수료 관련 처리

교육 후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한 수료증 발급 전자파
학회장

및 인력풀 구축

화 을 위한 수료증 사본 등 교육생

자료를 제출
기술자 교육에 참여하는 자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을 제공
교육을 담당할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
다 전자파 기준 개발을 위한 관계부처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운영
전자파 적합성 기술기준 개발을 위하여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준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지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구성한

기준전문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

특별연구반 등에 대한 운영을 지원
국립전파연구원의

년

기준전문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준전문위원회 및 소

위원회 특별연구반을 구성 운영
각 위원회 및 연구반에 전자파 적합성 전문가

인 이상을 배치하고

회의 장소 선정 회의 소집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 개최 회의록 등
자료 정리 및 배포 전자파 적합성 측정 분석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한 기술기준안 및 표준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지원
산업체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실효적 기술기준
제 개정 안 마련 지원
국제 표준화 문서 검토 의견서 개발 및 국내 대응 방안 지원
신규 기준 도입에 대한 국외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체의 의견 수렴
지원
각 회의 및 전자파 측정 참석 수당 회의장 임대료 다과 회의에
따른 식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처리
용역 수행하면서 필요시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검증
및 기술자 교육 양성에 필요한 연구반 회의 및 측정 운영을 지원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연구반 운영 상황 각종 회의 및
측정결과
연구원에 제출

기술 동향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 형태로 국립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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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자파적합성 안전관리 대상 시설

절 복합설비의 정의

복합설비란 하나 이상의 장비 혹은 시스템이 여러 개 존재하여 관리상
운영상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성요소로 하는 대상 시스템이며 다수의 구성
시스템들이 서로 연계 통합 운영되는 설비로 정의한다

그림

에 복합

설비의 구성 예를 보인다

그림

복합설비 구성 예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복합시설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 많은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복합시설에
대한 다양한 기능 구현과 성능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시스템
첨단 기술들이 결합 되어 더욱 새롭고 개선된 복합시설이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복합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장비 혹은 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림

과

같이 내부 기기 및 시스템 간 또는 외부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의 연결
구조로 시스템화 되어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자파 결합과 간섭을 통하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품 레벨 이상의

전자파 적합성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단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이 매우 어려우므로 시설 설계 단계 혹은 요구사항 정의단계
에서 전자파 적합성을 고려한 설치 기법과 전자파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기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전자파를 안전
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이 국내 외에서 연구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년

부터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고정설비에 대해서는 전자파 엔지니어링을 실시
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복합설비의 전자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검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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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복합시설로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선정
개 요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실증을 위하여 금년도에 신설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사하고 안전관리 대상에 부합한 시설을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검토사항

실증 대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 인버터 발전용량

를 사용한 시설

스트링형 인버터 방식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일정
설치 위치 도심 부도심 교외 에 대한 환경조건
가이드라인 적용 전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시설

대상시설 후보지 비교
검토 항목에 대한 태양광 발전 후보시설 비교 결과를
표
항목

표

에 나타낸다

대상시설 후보지 비교

①

②

③

④

⑤

스윗에너지

○

○

○

○

○

현대솔라에너지

○

○

○

△

△

유지에스

△

○

○

△

○

탑솔라

○

○

×

△

△

솔라플레이

○

×

×

△

△

후보지

후보지 선정 검토
대상시설

표

에 따라 주요 항목을 고려한 결과

개 사이트 스윗

에너지 현대솔라에너지 유지에스 를 후보지로 검토하였다
후보지 선정 제안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표

와 같이 설계부터 시운전

까지 가이드라인 적용 검증 가능 현재 설계 단계

다수의 인버터 적용

발전용량 주변 전파환경 비교 가능 시설 유 무 등을 고려하였다
표

로부터 스윗에너지 스윗캐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우선 가이드

라인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및 그림

태양광 발전설비 위치와 전면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에 스윗캐슬

표

후보지별 세부 내역 비교

발전용량

인버터방식

시공 시기

주변환경

위치

스윗에너지*

2.2 MW

스트링형

7월 예정

군부대**, 민가 등

강원도 철원군

현대솔라에너지

1.5 MW

스트링형

7월, 8월 예정

민가, 논밭 등

전북 임실군

유지에스*

0.4 MW

스트링형

7월초 예정

농가, 논밭 등

경북 안동시

탑솔라

1 MW

스트링형

6월 초시공

민가, 논밭 등

전북 익산시

솔라플레이

1 MW

센트럴형

9월 예정

민가, 논밭 등

경기 연천군

탑선

-

-

계획 없음

-

-

파루

-

-

계획 없음

-

-

스윗에너지 유지에스는 유사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어 가이드라인 적용
유 무 비교 가능
스윗에너지는

반경 내에 군부대 및 생활 주파수 등 전파 이용

철원군 무선국수
월

개 이 많은 곳임

월 시공 및 완료 시설의 경우 본 과제 일정에 적합하지 않음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대용량 설비는 도심과 부도심보다는 교외에
많이 설치함

그림

스윗캐슬 태양광 발전설비 위치

그림

제

스윗캐슬 태양광 발전설비 전면도

절 태양광 발전설비 구성 및 현황

태양광 발전설비는 그림

와 같이 설계 감리 구조물공사 및 전기공사의

개 분야로 구분되어 구성되며 이장에서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범위와 이들의 주요 시스템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술
하였다

그림

수행조직도

그림

는 전자파 안전관리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체 설비

구성도이다 태양광 모듈 패널 을 시작으로 인버터로 전력변환 후 최종적으로
한전의

로 계통 연결된다

그림

태양광발전시설 전체 설비 구성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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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태양광 시스템

절 전자기 환경

전자기 환경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즉 전자기 환경은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 현상의 총합
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고려하는 위치에서 간섭원과 수량을 나열하고 특성화
설비의 특성을 나열하고 특성화
가능하고 실현될 수 있는

측정 문서

관련 비전도 환경조건 예

습도 마찰 전기 의 목록 및 특성

이 환경에서의 전자 장치는 어떤 측정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정된 대로 작동해야 한다
전자기 간섭

소스는 여러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스 자연 또는 인공

광대역 또는 협대역 소스 코히어런트

인코히어런트
있다

이러한 분류는
또는

소스 또는 여러 다른 카테고리에 따라 수행될 수

는 특히 모든 태양광 시설

분석해야 한다

그림

은 그리드

사이의 잠재적 커플링

시스템에 대해
연결

시스템과 전자기 환경

경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환경으로

부터의 전자기 간섭은 여러 경로에서

시스템에 결합 될 수 있다

시스템의

인공 및 자연 소스에 의해 발생된 전도성 저주파 및 고주파 교란
은 공공 및 주전원

의

케이블을 통해

시스템에 결합된다
시스템의
높은 전류로 인해 번개

는

모듈 내부

케이블 유도 결합 의 루프를 통해 인버터의

스트링 및 어레이

측에 과전압이 발생하여

과도 교란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 직접 스트로크

는

발전기 및

인버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위치에 따라 다르다
방사 결합
유도성 커플링과 달리 전자기 방사에 의한

시스템의 손상은 거의 없다

다른 방법으로 즉 통신 전자 장치에서 인버터에서 발생된 방사성 교란
신호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

그림
발전기

케이블

와
인버터

분배보드 및 미터기

시스템간의 커플링
케이블
서비스 박스

부하회로
주전원

서브회로

태양광 시스템의 전자기 호환성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분석의 개별 단계를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불행히도 일반적으로
태양광 시스템의

는 유럽

표준에는 시스템

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군 시스템용

를

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군

시스템에 보장하기 위해 군 표준

에 설명된 절차를

적용했다
송수신기 없는 일반 상용 프로젝트 및 시스템의 경우
단순화 할 수 있다

의 절차를

시스템에서는 주파수 및 레벨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규정과 품질 보증이 매우 중요한 군 프로젝트에는 서로 다른 단계와
계획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연구 프로젝트
에서는 너무 많은 규정이 과학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의 공식 절차를 모든 세부 사항에서 따를 필요는 없다
분석은 영향 매트릭스

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과 환경의 모든 구성요소는 잠재적인 간섭원과 싱크

로

나뉘며 그다음 영향을 받는 매트릭스로 배열되며 호환되는 장치와 호환되지
않는 장치 조합이 각각 선과 열의 교차점에 표시된다
매트릭스를 설정할 때 활성 장치

시스템에 영향

인버터 및 배터리 충전 레귤레이터

만이 잠재적인 간섭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번개로 인한 과도 장애
신호는

케이블 및

발전기에서 유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치는

가상 간섭 원으로 표시될 수 있다 영향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모든 간섭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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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시스템 구성도
그림

및 그림
과

상

에 태양광 시스템의 두 가지 주요 구성도 단상
레이아웃

을 보인다

그림

단상 레이아웃

그림

상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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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시스템 인증 및 승인

개요
주요 목표는

측면에서

완전한 검증 및 개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시스템의 전자기 호환성은

시스템 근처에서 다른 전자 장비의 방해 없는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
측의 경우

라인의

방해 전류가 전자기장을 생성하기 때문에 복사

방해를 통한 간섭이 가장 중요하다 긴

케이블 복사로 인해

미만의 주파수 범위에서도 발생한다 이것은 복사 전자기장의 한계가
사이의 주파수 범위에서 보증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특성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연결된 컴포넌트
것이다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

발전기의

라인에

를 위한 테스트 적용 개발의 기초를 형성하는

라인의 전압 측정 테스트 절차는 기존 표준에서 처리되는

라인 방법과 동일하다
그림

는

인버터에서

측에서의 간섭 전파 즉 스위칭 동작 및 클럭 신호로 인해
교란이 발생하는 물리적 프로세스를 보여주며

따라 각각 전압과 전류로 전파하게 된다
있으므로 인덕턴스로 작용한다

라인을

라인은 수십 미터 이상일 수

발전기는 모듈의 넓은 면적으로 인한

커패시터로 작용한다 둘 다 모두 여러 주파수에 대한 공진 회로를 구성하게
된다

라인이 길고

케이블 생성기

발전기가 클수록 공진 주파수는 낮아지게 되어
구성은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어 전자기장이

생성되어 원래의 선로 유도 교란은 방사 교란으로 변환 된다

그림

시스템의

측에서의 간섭

가 측정 및 시뮬레이션
그림

는 임피던스 및 안테나 계수

셋업

을 보여준다 전류 프로브는 트래킹

생성된

신호를

측정을 위한 테스트
발생기와 증폭기로

발전기에 주입하는 데 사용된다 주입된 전류의 진폭은

복사 자기장과 함께 두 번째 프로브로 측정되며

발전기 앞의 메쉬

는 기준 접지 역할을 한다

그림

임피던스 및 안테나 계수 측정용 테스트 셋업

발전기의 수치 시뮬레이션에는
한데

소프트웨어를 사용 가능

는 전도성 및 유전체 구조에서 전자기장 계산을 위한 수치

시뮬레이션 패키지이다

발전기의 대부분의

특성은 간단한 와이어

모델로 잘 설명할 수 있다
안테나 계수
안테나 계수

는 복사 자기장

및 공급 전압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안테나 계수가 높을수록 특정 공급 전압으로 발생된 필드가 더 높아진다
안테나 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공통 모드 또는 차동 모드 교란 신호가 각각
발전기의

라인에 주입된다 그 후 안테나 계수는

거리에서 측정된

전압 및 자기장 강도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임피던스
발전기의 임피던스는 발전기의 표준화된 대체 장비가 실험실 측정을
위해 설계될 때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 대체 장비는

의 라인 임피던스

안정화 네트워크

이다

가능하면 이 실험실 대체 장비에서 발전기의 실제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의 임피던스는 항상 실제 발생기 임피던스와 기술적인 측정 사

이의 절충안이라 할 수 있으며
는

셀

모듈 및 여러

발전기에서 임피던스 측정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왔다
나 결과
시스템의
젝트

특성은 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의 프레임 워크

레이션을 통한 시스템별 조사는

에서 연구되었다

프로

시스템의 수치 시뮬

의 학위논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의 작업은 각 컴포넌트 및 시스템에서의 측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 측정을
통해 대부분
있었다

그룹이 수행한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평가
가 개요
최근 몇 년 동안 태양 에너지가 점점 더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및

직류 라인의 전자기 장애와 관련된

교류

시스템 컴포넌트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테스트 셋업 및 적용 가능한 제한과 관련하여 많은 새로운
개선

및

제안이
및

이루어졌다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여러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현재 시판되는

프로그램은
발전 시스템에서 개발

시스템 컴포넌트의 상당 부분이

가정용 장치의 한계를 초과하는 무선주파수

에서 신호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섭원은

인버터의

라인에 있는 무선주파수 신호이며 이는 상당한

복사 전자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배출 주전원

에서 복사 및 전도 방해 에 관한 조사와
위해

및

및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인버터에서 수행되는 테스트를 소개한다

나

및
는 모든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에 대해 특히 분석되어야 한다

그림

시스템과 연결된 그리드 사이의 잠재적인 커플링 경로를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및

의 두 가지 운영 모드에

대해 전도 및 복사 방해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결 그리드 간 커플링 경로

다 기본 안테나 이론
안테나는 유도파와 자유 공간파 사이에서 또는 그 반대로 전이 장치 또는
변환기이다 즉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전류 또는 역으로 변환한다 안테나는
라디오의 필수 부분으로 라디오 주파수에서 전자기파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
되어 라디오 및

방송 라디오 통신 휴대폰 레이더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안테나가 항상 의도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전기 시스템이 의도하지
않은 안테나 필드를 만들게 된다
의도된 안테나는 정의된 전자파를 송신 수신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인
응용 분야로서 무선 안테나 마이크로웨이브 응용 산업 의료 과학 및 전자기
센서 프로브 등이다 의도하지 않은 안테나에는 능동 및 수동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전자기파가 방출되면 의도하지
않은 능동 안테나가 나타날 수 있으며 다음 예와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교류 전류로 설치된 모든 케이블
장치의 화면 전도성

에 노출된 모든 슬롯

의도하지 않은 수동 안테나는 다음 예와 같이 전자기파의 전송 매체에서
발생하는 간섭이다
예

마스트 안테나 또는 케이블 전송 라인
예
예

일반적으로

풍차 또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항공기 미사일

발전 시스템은 서로 다른 토폴로지로 연결된 많은

패널을 나타내며

패널을 인버터와 연결하는 케이블의 길이는 수십

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전류 전달 도체는 무선주파수 범위에서 의도하지
않은 능동 안테나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의 경우 단순 가정이
가능하다 이 가정은 인버터를

패널에 연결하는 도체가

안테나

라고 가정한다
전형적인

발전 시스템에서

패널과 인버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의

길이는 수백 미터이므로 가장 큰 간섭은

의

주파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주파수와 주요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표

에 나와 있다

표

주파수 범위에 따른 응용

이 간단한 접근 방식은
케이션이

방송 단파 방송

비콘과 같은 애플리

발전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교란에 의해 간섭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단파 방송 및 비콘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은 상선 및 항공기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므로 특히 위험하다 물론

시스템이 농촌 지역에 있는

경우 이러한 장애물은 위험하지 않지만 종종 공항과 가까워지거나 건물
지붕에 놓여 위험할 수 있다
라

시스템 컴포넌트 해석
시스템에는 여러 서브 시스템 컴포넌트 및 기타 보조 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점에서

시스템의 주요 장치는

컨트롤러 및 케이블이다
그룹화된다

셀은

발전 시스템의

셀 인버터 배터리

패널에서 합성되고

패널은 어레이로

측은 여러 개의 스트링으로 구성되는데

스트링은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패널이라 할 수 있다 어레이는

발전 시스템 측에 있으며 장치 출력은 인버터와 연결되어 있다 인버터는
병렬로 연결되며 이 구조는

측 배전반에 연결되어 있다

측의 스위치

보드 출력은 라인 주파수 변환기에 연결된다
발전 시스템의
모두를 가지면서

평가는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서 먼저
발전 시스템의 엘리먼트

분석되는데 이 회로는
관점에서

및

측

가 있는 등가 회로로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시스템의

측

동작은 주로

발전기 시스템

커패시턴스와

라인 인덕턴스의 두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스위칭 동작 및 클럭 신호로 인해 인버터에서 전자기 장애가 발생하여
선을 따라 전압과 전류로 각각 전파된다
수 있으므로 인덕턴스를 가지게 되지만

라인은 수 미터 길어질

발전기 시스템은

패널의 넓은

면적으로 인해 정전 용량을 나타내어 둘 다 여러 주파수에 대한 공진 회로를
생성하게 된다

라인이 길고

발전기 시스템이 클수록 공진 주파수는

낮아져 케이블 제너레이터 구성은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어 전자기장은
에서 발생하게 된다 즉 원래의 선로의 유도 교란은 복사 교란으로 변환
된다
발전기 시스템은

패널로 덮인 넓은 영역이므로 이것은 지상을 향한

커패시턴스 또는 접지 커패시턴스 를 나타낸다 이 정전 용량은 일반적으로
패널 크기 지면 위의 높이 및 상대 습도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커패시턴스의 전형적인 값이
표

표

에 나타나 있다
시스템의 접지 커패시턴스

     or    

발전 시스템의 크기는 일부 거주지 또는 헥타르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선의 길이는 최대
트랜버셜

프레임 접지는

까지 길어질 수 있으며 긴 선은 분포
커패시턴스 효과를 증가시킨다

패널의

측면뿐 만 아니라 개인 보호 및 재산 보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관심사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관심사는
라인의 차폐이다

선의 차폐는 전자기장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차폐가

관점에서 접지와 매우 잘 연결되어 양쪽에 접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양쪽에 접지된 차폐

라인이 최적의 낙뢰 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이다
라인의 관점에서 케이블 길이는 분포 트랜버셜 커패시턴스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로 케이블 연결은 종 방향 인덕턴스로 분포된다 이
인덕턴스는 공진 회로의 일부라 할 수 있는데

발전기 시스템은 의도하지

않은 능동 안테나와 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해에는 두 가지 유형
공통 모드

방해와 차동 모드

방해가 있다
유발하고

장애는 반 평행

방식으로 무선주파수 전류를

장애는 무선주파수를 병렬 형태로 발생시킨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에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의도하지 않은 능동

안테나가

제시되어 있다
안테나 공통 모드 장애
루프 안테나 차동 모드 장애
그림

과 그림

인버터 사이에서

은 안테나 다이어그램과 어떻게

발전기 시스템과

측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모드

시스템 안테나 방법

그림

모드

시스템 안테나 방법

발전기 시스템의

전압에 의해 발생된 전자기장을 결정하려면 태양

전지의 등가 회로가 필요하며

셀에 대한 등가 회로는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셀의 등가 회로

등가 회로의 저항과 커패시터의 값은 셀의 파라미터에 따라 다르다 인덕
턴스   는 주로 셀 연결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엘리먼트 ∥ 의 임피
던스는 여러 요소
다르다

즉 셀의 전압 태양 복사 온도 및 주파수 등에 따라
셀의 경우 직렬 저항은 일정하며 일반적으로 약

이다

사이의 셀 전압
주파수 약

표

및

오옴

사이의 조사
사이의 온도에서 ∥  는

에 나와 있다
표

비접지 시스템의 커패시턴스



∥ 



엘리먼트의 임피던스는 주파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므로
의 주파수 범위에서는 직렬 저항과 인덕턴스만 고려할 수 있다

이 주파수 범위에 대한 태양 전지의 등가 회로는 그림

그림

주파수 범위에서의

에 나타내었다

등가 회로

교란의 경우 루프는 기생 접지 커패시턴스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러한
커패시턴스는 케이블에서 접지로

패널에서 접지로부터 나타난다

루프는 태양전지의 직렬 저항에 의해 형성되지만

및

교란 모두

인버터의 스위칭 동작 및 클록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
스위칭 디바이스
재생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

에서 전력 시스템의 실시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기 호환성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이는 모든 전자
장치 및 주요 전자 부품에 전도 및 방사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자기
적합성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오프 상태

출력 커패시턴스 스위치

켜고 끄기 다이오드 리버스 리커버리

등의 현상으로 간주

되고 있다
스위칭 장치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처리 회로에서 절연 또는 유틸리티
구성에 사용되는 에 의해 발생된 전자기 간섭

은 전자 장비의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는 빠른 스위칭으로 인해 전도
와

복사

로 분류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컨버터는 일반적으로 전자 스위치로 역병렬
를 사용한다

그림

다이오드가 있는

에는 모든 용량성 및 유도성 커플링을 통합

할 수 있는 일반화 된 모델을 얻기 위해 다른 연구에서 설명된 모든 커패
시턴스의 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는 트라이 레벨

토폴

로지로 구동되는 경우에는 장착 다이오드와 그 기생 엘리먼트를 포함시키기
위한 회로이다

그림

스위칭 디바이스

역방향 다이오드

레벨 토폴로지

초고속

인버터 출력 전압 위상 폭 변조

에 의해 생성된 변형은

범주의 여러 문제 원인으로 작용한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인버터에
의해 생성된 공통 모드 전압은 시스템 장치의 모든 커패시턴스를 접지로
자극하여 다른 경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고주파 전류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전류는 다른 문제 중에서도 전자기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류를 갖는 루프를 통해 다음 장치들간에 용량성 결합을 포함하게 된다
태양 셀과 해당 모듈 프레임
튜브 및 해당 모듈 프레임

케이블 위상 전도체와 트레이 또는 금속
변압기의 내부 부품과 필터 및 프레임

내부 인버터 장치와 접지 방열판
발생의 많은 원인으로
인쇄 회로 기판

전략 기생 엘리먼트 시스템의 커플링

등이다 운영 원리에 따라

가지 범주의

인버터가

있다
인버터
배터리에 저장된

전원을

전원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응용 분야에서는 배터리의 충전 전원공급을 제어하기 위해 채택
배터리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전달되는

출력

파형에

따라

인버터는 구형파 수정된 구형파 및 사인파의 세 가지 등급에 속한다
인버터
발전기의

전원 출력을 가정용

전원으로 변환하거나 유틸리티

그리드에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때 그리드와 같은 위상에 순수한 사인파를
전달해야 한다 이 유형의 인버터가 있는 전원 시스템은 그리드를 축전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인버터
두 기능

인버터와

인버터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유틸리티에 초과 전력을 판매 할 수 있으며 계통 정전시 배터리 전원을 대기
전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전형적인 구성으로 하이브리드 인버터는 배터리
뱅크

유틸리티 전력선 대기 발전기 및 주택 로드

센터에 연결된다

마

측정 셋업

브라질에서는

및 하이브리드 응용을 고려하여 여러

생성 시스템에서

종합 테스트가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전자기

장애 범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사 장애
복사 장애 평가와 관련하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간섭 수준은 케이블 장비 및
크게 변한다

또는 근처에 다른 장비의 다른 배열에 의해

일반적인 규칙 계산 시뮬레이션 은 권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사 장애를 평가하는 유일한 수단은 측정을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전도 장애
주전원을 통한 인버터의

커플링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필터를 사용하여 전도 장애를 줄이고 동일한

주전원으로 구동되는

다른 장비를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다 필터를 인버터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
하고 고품질 접지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브라질의 방사 한계에 대한 복사
및 전도 장애에 의해 발생된
및

및

노이즈를 더 조사하기 위해

표준에 따라
에서

측정을 수행했다

의 반무향실
표준

는 데이터

처리 장비 사무기기 전자 비즈니스 및 통신장비 등에서 무선 간섭을 피하기
위해 무선 교란 방사 및 측정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행된 측정은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

를 고려한 것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고정된 사용 장소가 없는 장비

휴대용 및 통신 단말장치 및 개인용

컴퓨터
라디오 및

수신기 사용이 전자기 장애 발생 장치에서

거리에

있는 가정환경
무선주파수 방사 측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검출기에는 피크 준피크
및 평균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피크 검출기는 신호의 피크

값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방전된다 수신기가 단일 주파수에 상주하는
경우 피크 검출기의 출력은 신호 포락선 연속 피크 값으로 형성된 겉보기
윤곽 신호 을 따르며 피크 검출기는 매우 빠른 응답을 가지므로 진단 및
신속한 테스트에 적합하다 그 값은 다음 그림에서 전도성 노이즈 테스트 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준피크 검출기는 적당한 충전 및 방전 시간을 갖는
피크 검출기이며 다음과 같은 일반 용도로 설계 및 권장된다
검출기 시간 상수의 가중치를 가짐으로써

은 피크

수신기의 판독 값과 사람의

귀가 듣는 전송 장애 사이에 더 나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 값은
다음 그림에서 전도성 노이즈 테스트 는 녹색으로 표시된다
표준

은 필수 인증 대상 장비에 적용되는 전자기 간섭 방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선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 전자파 간섭
복사성 방출에 대한 기준이 이 표준에 설명되어 있으며 특정 기준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자기 간섭 기준에 대한 내성은 통신 제품으로 분류된
장비에 적용된다
측정은 카테고리
범주

및 카테고리

를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일반 대중이 공동 관심 통신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

하는 장비 및 터미널
범주

범주

정의에 포함되지 않지만 안테나 및 무선 장비를 포함한

무선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장비
전도성

노이즈의 측정은

및

표준에 따라

다음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전류원 및

전압원

하드웨어 설치
측정 유형

라인

제한 라인

주전원 전압

클래스

제한 라인

전원

클래스

의 전압

주파수 범위
그래픽 레벨 범위
복사성

노이즈 측정은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및

표준에 따라 다음

전류원 및

전압원

하드웨어 셋업

복사

복사

안테나 및 안테나 타워

안테나 타워

안테나 타워
주파수 범위
그래픽 레벨 범위
바 분석 및 평가
및

운영조건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셋업은 하나의 인버터와 하나의 스트링 박스
되었으며

표

와 그림
표

로 수행

은 각각 규격 및 측정 장치를 보여준다
컴포넌트 규격

그림

전도성

노이즈의 측정 결과가 그림

그림

그림

셋업 장치

의 그래프는

에 나타내었다

셋업에서 전도성

입력

노이즈

출력 조건에 대한 전도성

노이즈를 나타내며 많은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에서 표준이 허용하는
제한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의 주파수 대역

에서 일부 피크가 있어 표준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이 셋업 장치에서의
측정은

입력

출력 및

입력

출력의

조건에서도 수행되었으며 유사한 형태의

그림

셋업에서 복사성

테스트의 두 번째는 복사성
결과가 그림
그림

노이즈 측정결과를 보인다

노이즈

노이즈 측정이 수행되었으며 해당

에 나타내었다

의 그래프는 복사된

노이즈를

입력

출력

조건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노이즈는 많은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에서 표준이
허용하는 제한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의 주파수

대역에서 일부 피크가 있으며 이는 표준의 제한 규정을 초과하고 있다 이
셋업 장비에서의 측정은

입력

출력 및

출력의 조건에서도 수행되었으며 복사성

입력

노이즈에 대해서도

유사한 프로파일이 관찰되었다 특히 이 경우 전자기 장애 펄스는 약
의 주파수 대역에서 테스트 장소 주변의 안테나 장치에 의해 포착되었
으며 이는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셋업은 하나의 인버터 하나의 스트링 박스 하나의 배터리 컨트롤러
두 개의 배터리 및 하나의 가열 부하 로 수행되었으며
에 각각 규격과 셋업 장치를 나타낸다

표

및 그림

표

컴포넌트 규격

셋업의 첫 번째 운영 모드는 부하에 대한 배터리 전원공급 장치
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그림

의

그래프는

배터리

에 나타내었다
전원공급

출력 조건으로 부하에 전도된
음은 대부분
정 제한을 초과하고 있다

장치에서

입력

노이즈 측정 결과를 보이며 잡

의 많은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에서 표준 규
및

의 주

파수 대역에서는 잡음이 표준 규정 제한 미만으로 유지된 피크도 있다

그림

셋업 장치

셋업의 두 번째 운영 모드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전원을 공급
하는

발전기

소스 보조 에서 측정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배터리에서 전도성

노이즈

그림

그림

배터리 전원 공급

발전기에서 전도성

의 그래프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발전기

입력

노이즈

출력 상태로 재

소스 보조 공급 전원에서 수행된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잡음은 대부분

노이즈

의 많은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에서 표준 규정 제한을 초과하고 있으며

대역

에서는 잡음이 약간의 피크가 있지만 표준 규정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셋업의 세 번째 운영 모드는

발전기

소스 보조 에서 부

하로 공급되는 전원공급 장치에서 측정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에 나타내었다

그림

부하 전원 공급

발전기에서 전도성

노이즈

그림

그림

의 그래프는

발전기

소스 보조 가

출력의 조건으로 부하로 전도되는

입력

잡음 측정 결과를 보인다

잡음은 스펙트럼의 낮은 주파수 대역 주로

에서

까지만

표준의 규정 제한을 초과하지만 나머지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의 경우 노이즈가
표준 규정 제한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셋업의 네 번째 운영 모드는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스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에서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의 그래프는 배터리에 대한

소스 공급 전원 및 배터리가

생성 시스템 조건
전원 공급하는 배터리에서 수행된
대부분

입력

출력에서 로드에

노이즈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잡음은

의 많은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에서 표준 규정

제한을 초과하지만

및

의 주파수

대역에서 잡음이 표준 규정 제한 미만으로 유지된 피크가 있다 이 셋업의
측정은

생성 시스템 조건

수행되었으며 유사한 측정결과의

입력
노이즈를 보인다

테스트의 두 번째 측정은 복사성
그림

출력에서도

노이즈 측정으로서 그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그림

장치 및 배터리에서의 전도성

노이즈

그림

그림

셋업에서 복사성

의 그래프는

소스가 배터리에 전원을 공급하고 배터리가

생성 시스템 조건

입력

전원을 공급하는 운영 모드에 대한 복사성
잡음은 주로

노이즈

출력에서 로드에
노이즈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및

의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에서 표준에서 허용하는 제한을 초과하였지만
및

의 주파수 대역에서의 잡음은 표준 규정 제한

미만으로 유지된 피크를 보인다 이 셋업의 측정은
조건

입력

생성 시스템

출력에서도 수행되었으며 복사성

노이즈

측정 결과는 유사한 프로파일이 관찰되었다 특히 이 경우 전자기 장애 펄스는
그림

에서 관측된 결과와 동일하게 약

의 주파수 대역에서

테스트 장소 주변의 안테나 장치에 의해 포착되었으며 이는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사 결론
본 측정에서는

생성 시스템 컴포넌트 주로

인버터 에 대한

의

특정 표준 및 필수 인증 제안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셋업 측정 결과 전도성

노이즈가 있는 환경의 경우

의 주파수 스펙트럼 대역과 복사성
에서는

노이즈가 있는 환경

의 주파수 스펙트럼 대역이 더 영향을 받는다 특히
셋업 측정 결과는

크게 증가할 때

인버터가 스위칭을 동작으로 노이즈의 주파수가

노이즈의 강도가 운영 모드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업 측정 결과는 전도성
복사성

노이즈의 경우

노이즈의 경우

의 주파수 대역에서 일부

피크에서만 더 나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지만 표준의 규정 제한을 초과하고
있다
이 측정결과를 통해

발전 시스템에 대한 인증 및

테스트를 위한

필수기준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며 대중화 및 결과적인 구현은 종종
소규모 주거용 설치자를 위한 통합 키트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종
근처에서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다 기준에는

발전 시스템에서

인증 및 표준화뿐만 아니라 라디오

의
및 다른

기기와 같은 다른 서비스에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발전 전력의 크기가 훨씬 더 크고 위험 없이 동일한 작업에
대한 전체 단지의

시스템과 통합되기 때문에

작업 수행을 통해

발전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이전 분석을 고려할 때

규정에 따라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설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간섭을 받기 쉬운 장비는

인버터에서 가능한 멀리 설치

인버터의

측에 장애 억제를 위한 올바른

가능한 한 필터를

인버터에 가깝게 배치

인버터와 필터 사이 및
케이블은

인버터와

필터를 설치하고
발전기 시스템 사이의

주전원 케이블과 필터 입력 사이에 잘 분리되어 있어야 함

필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줄이려면

인버터에서 필터를 최대한

가깝게 장착해야 함 이 케이블은 안테나 역할을 하여 장애를 복사하므로
전기 차폐 금속 배선 캐비닛에

인버터와 필터를 모두 설치

구성의 균형을 맞추고 복사를 줄이려면 꼬인 차폐 쌍을 사용하여
인버터를

패널에 연결 실드

를 접지에 연결 쌍의 하나의

도체가 반환에 사용되므로 실드 자체는 넷

전류를 전달하지 않으며

오염을 피할 수 있음
감전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안전접지 보호 접지 와는
별개의 낮은 임피던스 신호 접지

접지라고도 함 제공

제
제

장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검증

절 전자파 안전관리 주요 성과물
전자파 안전관리 계획서

전자파 안전관리의 목표는 전자파로 인한 태양광 발전설비 고장장해 최소화
불요 전자파 환경에서도 의도된 기능 수행 전자파 외부 방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파 관리계획서에는 그림
과 같이 발전 시스템이 설계 단계에서 부터 운용상태 및 운영조건의 범위
전반에 걸쳐 전체 발전 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제공한다

그림

전자파 안전관리 계획표

전자파 관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정의되어 있다
·

시스템

요구 조건 정의

·

전자파 환경

·

프로젝트를 위한

·

설계에 적용되는 주요

의 정의
용어의 정의 및 방사 내성 레벨의 정의
법규 및 규격

·

관리 업무의 일정 및 구성

·

관리 조직

·

산출물 정의

접지 및 케이블 가이드
기본적인

케이블

설치

규격인

의 지침을 기본으로 준용하여 적용한다
본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용된 대표적인 전자파 저감 기법은 그림
같이 노이즈 발생원인 인버터 단품상에서의
필터

입력 전원 및

출력 전원

출력 전원 케이블의 차폐 및 접지 금속 트레이 접지 및

차폐가 적용되었다

그림

케이블 차폐 및 인버터 필터

와

주파수 관리계획
시스템 및 주변의 의도적 통신 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시스템을 구성
하는 각 장비의 내성 기준을 판단하고 주변의 통신 환경에 대한 기초 조사를
사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력 제어 및 신호 기능의 오작동 무선
기기 및 기타 음성통신에 대한 간섭 등이 있다
주파수 관리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시스템 부근의 의도적인 전자기 발생원의 목록
시스템이 포함하고 있는 의도적 전자파 발생 목록
시스템 주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비의도적인 전자파 발생 목록
의도적 전자파 발생원

주변 환경 공공

및 관공서 사용 무선통신

시스템
비의도적 전자파 발생원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변전설비 인근

공장시설 등
표

인버터 노이즈 주파수

위험요소 분석 사전위험분석 위험로그
위험요소 분석은 스윗캐슬 태양광발전설비의 잠재적 위험원을 식별
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설비가 다른 설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설비
들이 해당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을 파악하고
경감대책을 수립하여 위험도 등급을 안전등급인

또는

로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계 단계부터 사전위험분석을 통하여

개의 위험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위험요소는 각각 스코어링 절차를 거쳐 위험로그에 기록 관리하였으며
모든 위험요소는 위험도 평가 매트리스 표 표
후 종료되었다 하지만

참조 를 통해 평가된

는 장비의 노후화 무선설비 사용 증가 등 여러

상황 변동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신규 및 교제 장비에 대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확보

주변 환경의 신규 시스템 구축 등
표
시스템 구분
위험요소

식별된 위험원
개수
20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
초기 위험도
수준별 개수

잔존 위험도
수준별 개수

R4

R3

R2

R1

R4

R3

R2

R1

-

11

3

6

-

-

12

8

시스템
그림

적합성 도표
과 같이 시스템

적합성 문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납품되는

모든 전기 전자 장비들을 분류하고 전자파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적용 규격을 지정하며 시스템

요구사항에서는 각 전기 전자

장비들이 수행하여야 할 시험 규격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각 장비들이
올바른 절차에 의해 시험되었는지 확인한다
시험할 장비의 설명 및 시험 규격의 목록화
시험한 제품의 시험성적서

그림

적합성 확보 순서도

스윗캐슬 태양광 주요 설비들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기록하였다

표

의

적합성 도표에

표

제

절

적합성 도표

현장조사 결과

태양광 발전설비는 설치 전 설치 후 차폐 및 접지 시공 후로 단계에 걸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측정환경 및 포인트는 그림

그림

현장조사 측정 위치

와 같다

설치 전 전자파 측정

태양광 설치 이전 상태

설치 후 전자파 측정

태양광 설치 완료 후 태양광 정상 발전 상태

차폐 및 접지 후 전자파 측정

차폐 및 접지 시공 후 태양광 정상 발전

상태
설치 전을 제외한 설치 후 차폐 및 접지 후 측정에서는 태양광이 정상적
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태양의 일조량으로
인해 시간마다 발전량이 달라 해당 측정 포인트에 대한 해당 발전량을 측정
기록 일지에 나타내었다 또한 측정 장비 측정 방법 측정 규격 측정기록
일지 등 상세 내용은
있다

그림

는

전자파 적합성 현장조사 보고서 차
현장조사 사진을 나타낸다

그림

그림

차 에 기록되어

현장조사 사진

은 측정 그래프는 태양광 발전설비 예정지의 설치 전에 측정된

주변의 전파환경이다

와

에서 주변의 환경

노이즈가 확인되지만 측정된 레벨은 높지 않은 상태이다 그 외에
단파방송

이동통신 등 다양한

그림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 전자파 측정환경

그림

그림

설치 전 후 측정데이터 인버터 앞

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 설치 후 데이터 중

인버터 앞 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번 포인트

대역 하모닉 노이즈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인버터 스위칭 주파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역에서 광대역 노이즈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인버터에서 발생한
노이즈가 케이블 방사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인버터 출력단에서 나오는

대한 케이블 차폐 및 접지 시공 전 후 결과를 나타내었다

케이블에
케이블 차폐

및 접지 시공 후 인버터 스위칭 노이즈가 미약하게 감소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파수

그림

측정데이터

케이블 차폐 및 접지 시공 전 후 측정 결과

케이블

표

에 설치 전 후 차폐 후 측정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설치 전 후 차폐 후 측정결과 요약표

15.99

설치전
(dBuA/m)
2.18

설치후
(dBuA/m)
38.83

차폐후
(dBuA/m)
41.68

차폐 전/후 노이즈
변화량 (dB)
2.84

31.99

-3.72

24.91

23.65

-1.26

47.64

-8.49

14.23

17.33

3.09

63.99

-7.77

18.58

11.09

-7.48

79.99

-10.76

14.33

10.09

-4.25

95.98

-10.19

9.17

7.88

-1.30

111.98

-12.04

-1.07

4.34

5.41

127.98

-14.00

7.61

5.89

-1.72

143.97

-14.03

-3.76

0.53

4.29

주파수(kHz)

전자파 안전관리 대상인 스윗캐슬 태양광 발전설비에 설치되는 인버터는
전자파 안전관리자의 요구사항대로 내부 필터 케이블 배선 처리 등
대책이 잘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외부로 방출되는 노이즈는 매우 낮았다
추가로 진행된

케이블 구간 약

를 알루미늄 재질의 차폐 자켓

으로 처리하였으며 전자파 방출은 일부 주파수에서 저감 효과를 보았다
라인의

케이블 차폐 및 접지를 고려했다면 더욱 향상된 저감 효과

를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제

절 시사점
년 연구 결과물인
년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을 검증하고
작성을 위하여

실제 구축 예정인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적용
진행하였다 안전관리 수행은

년

월부터

월까지 약

검증을

개월 동안 스윗

캐슬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전자파 안전관리를 수행하였으며 수행결과에
대한 총

개의 성과물을 얻게 되었다

태양광 발전설비 전자파 안전관리는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 중 태양광 발전설비에 필수적인 부분을 적용하였다 이는 안전관리

대상인 태양광 발전설비가 구성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스윗캐슬 태양광 발전설비에 맞게 최적화를 하였다 그러나 본
전자파 안전관리 실증 대상인 스윗캐슬 태양광 발전 설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의 시스템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 안전관리 적용은 국내 최초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를 수행한 것으로 추후 태양광 발전 및 유사
분야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제
제

장 태양광 발전시설 가이드라인

절 적용 범위

이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은 전자파 안전관리를 위해 준수
해야 하는 절차와 요구 조건을 기술한다 본 절차는 안전한 시스템을 인도
하기 위하여 대상 시스템

및 복합시스템

의 설계 및 전체 단계 동안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 전체 측면을
관리하는 데 그 범위가 있다 이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은 전자파 관리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전자파 안전관리 책임자
에게 기본 원칙을 제공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개요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전기로 전환하는 반도체 소자로 구성된 태양광 패널
에서 직류 전기를 생산하여 수용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류로 변환
인버터 하고 가정집에 공급하거나 전력망에 그리드에 전달하는 시스템
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기본 구성은 그림

그림

과 같다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 구성도

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

으로

기본 구성된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구성하는 많은 전기 전자 시스템이 설치
되고 전기 전자 장비 혹은 시스템들은 의도적으로 무선통신 주파수를 사용
하는 시스템과 비의도적으로 전자파가 발생하는 장비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자파는 주변 혹은 시스템들 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결합되어 장비 혹은
시스템에 기능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중대한 위협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과 장비들은 외부로 방사
하는 전자파를 억제하여 국내 법규상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지침에 사용되는 장비는

시리즈 규격을 적용한다 향후 관련

고시나 규격이 제정된다면 그에 따르도록 한다
목적
이 지침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기능적 안전을 위해 전자파 성능 확보를
위하여 불요 전자파 및 잡음으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작단계부터 요구사항 설계 시운전 기간 동안 전자파 적합성을
관리하여 운영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간섭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 및 기계

시스템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담당자와 각

하위시스템 담당자들이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이 전자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 수준의 기본 원칙을 제공하며 전자파 적합성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 안전관리 절차 요구 조건은 다음 사항을 포함
한다
전자파 적합성 관리 조직의 서술
하위시스템 범위까지 코디네이션

관리

요구 조건 정의 및 설계 통합을 위한 주요 시행 규정
관리 절차 수행할 업무의 일정 및 구성
시스템 적격성에 대한 검증 및 확인 필요에 따라 검사도 실행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대상 시스템 및 복합시스템 구축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사용에 대한 책임
이 가이드라인은 대상 시스템 및 복합시스템 구축의 전자파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적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파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 조건 시험 방법 및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파 에너지를 허용범위 내에서 방출하고 전자파 장해에 민감한 장비들이
내성을 갖도록 한다
피해 장치는 모든 전자 장치이며 대부분의 전기적 잡음 발생원은 의도하지
않은 안테나 방사와 전기 전력장치이다 비의도적 방출원이 되는 주요 장치
로는 전력장치 통신장비 및 기타 시스템 등이 있으며 이 기기들의 방출
스펙트럼은 적정 수준 이내로 고려되어야 한다 민감한 저전압 개인 통신기기
및 항공 주파수 대역 또한 피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복합설비 전자파는 전자기 환경조건을 반영한 규정에 의해 복합설비 모든
구성요소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및 검증 또는 수치 해석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전자파 통합에 대한 접근 방식은 복합설비 각 시스템이 전자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관리를 근거로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잠재적 위험
구역 파악 설계 규정 및 통합절차 호환성 있는 기기 캐비닛 차량 역사 등
시스템 수준을 만드는 기술 수립에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복합설비 서브
시스템 공급자는 잠재적 위험구역 평가에 필요한 핵심 전자파 장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복합설비 전체 시스템 계약자는 과도한 자체 발생 전도 및 방사
방출을 통한 장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전자기 환경

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복합설비 전체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간섭

영향을 받는

통신 시설 조사 시 해당 시설로부터 합리적인 거리를 고려하여 전자파
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 적합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케이블 차폐 및 접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지침을 만들고 그에 따라 설치 및 시공을 해야 한다
복합설비 전체 시스템 계약자는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개선된 대책
방법을 논의하여 회의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인용 표준
시리즈 및 향후 개정되는 관련 고시와 규격에 따른다
용어 정의
전자파 적합성
장비 및 전원 공급원은 기기 혹은 장비 시설

전원공급원

기계 및 모든 전기부속장치건물
통신시스템
보수설비

그리고

유지
신호

로 분류된다

전자파 방출 수준이 다른 장비에 영구적 손상 또는 성능 손실을 야기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지된다면 기기 및 전원 공급원은 전자기적으로 적합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비가 전자파 민감도에 대한 내성이 충분히 높아서 영구적
피해나 성능 손실 없이 규정된 방출 수준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경우
장비는 전자기적으로 적합하다
시스템 내부 전자파 적합성
서브시스템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적 발생원에 의해

감지할 만한 성능 저하 없이 서브시스템 내부의 다양한 부분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는

시스템 내부의 전자파 적합성 분석

문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복합설비 시스템 내부 분석에는 전체 서브시스템 및 다음의 항목이 포함
된다

대전
대전
신호
통신
접지 및 케이블 차폐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장비 혹은 시스템
각종 무선 서비스 및 보호 서비스 대역
시스템 간 전자파 적합성
복합설비 타 서브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적 발생원에 의해 감지
할 만한 성능 저하 없이 서브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는 시스템 간 전자파 적합성 분석 문서로 제공되어야
하며 문서는 전체 시스템 계약자 범위에 포함된 장비 및 발생원 간의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 간 분석을 기술한다 부가적으로 이 문서는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필요시 특수
요구 조건 및 수정대책이 명시되어야 한다
통신 및 케이블
케이블 차폐
완전한 신호
통신
기기들의 적합성
접지 및 본딩
전력공급 적합성
기타
외부시스템에 의한 전자파 적합성
외부환경에서의 전자기적 발생원에 의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복합
설비 시스템이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는
외부시스템과의 전자파 적합성 분석 문서로 제공되어야 하며 문서는 복합
설비 전체 시스템 계약자 범위에 포함된 장비 및 장해 발생원과 타 계약자

공기업 공항 철도공사 한전 등 및 사기업 방송국 통신사 등 의 범위에
포함된 장비 및 장해 발생원 사이의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
간의 분석을 기술한다

잡음원 및

위험요소는 복합설비 전체

시스템 계약자에 의해서 분석되고 수행될 전자파 안전관리 계획의 일반적인
규정 및

기준과 비교되어야 한다 필요시 특수 요구 조건 및 수정

대책이 명시되어야 한다
의도적 방출
의도적 방출은 무선 레이더 및 시스템과 같은 장비 운영의 일환으로서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것을 말한다
비의도적 방출
비의도적 방출은 기기 신호 장비 전력공급 장치와 같은 장비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원치 않는 방출이다
전기 시스템
환경에서의 전자기 에너지의 흐름 및 저장을 관리하는 완전한 전기 네트
워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통신 및 신호 시스템과 모든 관련 케이블이 포함
된다
전자파 장해
전자파 장해는 장비 기기 또는 시스템의 교란 및 원치 않는 반응을 생성
하는 전기적 잡음을 의미한다
방출
장비 기기 또는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치 않는 신호를
의미한다

내성
기능의 손실 없이 의도된 전자기 환경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장비나
시스템의 능력을 의미한다
전자기 현상 원리
전도 저주파 현상
전도 저주파 현상은 주로 교류 네트워크 내에 발생하는 직류 성분과 저주파
전압을 유발하는 전력 주파수 변화 즉 전력공급에 의한 고조파 차 고조파
및 기타 와 관련이 있다
방사 저주파 현상
전기장 및 자기장을 안정된 상태 및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전원주파수
전류

의 흐름이다
전도 고주파 현상

스위칭 현상에 의하여 단일 이벤트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단일 방향성의
과도 전류로서 이러한 스위칭 현상으로 인하여 금속 제품 및 케이블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방사 고주파 현상
전기 시스템 내에 발생하는 전자기장을 말하며 구조물을 통하여 방출된다
고전위 아크용 잡음 방사 전자기장을 유발한다
결합 경로
정전기 결합
충전된 본체가 피해기로 방전된다
전기장 결합
한 회로에서 전압의 변화는 상호 캐패시턴스 용량 에 의하여 피해 회로의
전압 변화를 발생시킨다

자기장 결합
한 회로에서 전류에 의하여 변화되는 자기장은 상호유도

로

피해 회로와 결합하여 전압을 발생한다
전도성
원천 회로 및 피해 회로가 공통 전도 경로를 공유한다 즉 접지 루프
방사
방사 전기장 및 자기장 속에서 회로 구조물은 에너지를 송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과정의 집합체이다 또
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총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요소와 하부시스템을 배열
하고 기능을 할당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그림

는 전자파 안전관리

제도하에 시스템 엔지니어가 해야 할 일련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림

시스템 엔지니어의 행위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할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정의하여야 한다
문제 정의 및 요구사항
위험 제거를 위한 프로세스
각종 관리계획 수립
해결 방안 정의 솔루션을 제공해야 함
위에 열거한 일련의 역할에 대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는 책임의 의무를
가진다 비용 일정 성능 및 위험요소를 균형 있게 하는 종합 시스템 해결책을
개발하고 수명주기를 통해 경제적

생산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기준 및 형상 통제의 설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술정보 개발 및 추적
기술적 해결책이 고객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검증 개방형 시스템
접근법을 사용하여 시스템 및 하부시스템의 내

외부 인터페이스 호환성

개발 및 감시를 담당할 책임이 있다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검증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분석 보고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지원 및
프로세스의 품질을 실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성능
향상을 위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유형 정의를 지원
하도록 한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검증의 주목표는 프로젝트와 조직의 필요에
따라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작업 산출물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 대상의 필요사항은 적시성 성능 요구사항 및 품질 속성 충족 즉 기능
안전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시스템의 표준 준수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비용
절감과 수명주기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에 목적이 있다 구체
적인 검증 지표는 정보에 대한 필요성 의사결정 조치 시행에 대한 정보의
쓰임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공적인 측정을 위해 의사 결정자 간 유의미한
정보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증은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프로젝트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조기에
식별 및 시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하여 절충을 통한 의사
결정을 도와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젝트 목표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
결정 사항을 방어 및 정당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검증 프로세스는
그림

그림
화는

은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이어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과

의 창작물임

다이어그램 예

의 원본 삽

모든 전자파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는 검증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그림

그림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모델 예시

전자파 안전관리 기본 프로세스

검증은 이해관계자와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충족 전략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검증은 일종의 피드백 제어 시스템이 된다

전자파 안전관리 절차
그림

와 같은 기본 프로세스는 수명주기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시스템

엔지니어는 각 단계별 요구사항과 체계 그리고 연계성을 고려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제

절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절차

본 절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에 적용되는 시스템 수준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작업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평가를 위해 사용될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의 결과물은 본
문서에서 최종보고서까지의 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기록한 일련의
문서가 된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체 전자파 안전관리 계획
전자파 적합성의 입증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어진 전자기 환경 내에서
전자기적 성능 저하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는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따름으로써 이루어지며 적합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전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 보고서를
제작함으로써 입증된다
평가 절차는 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시험단계와 나란히 이행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절차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본 시스템에서 전자파
적합성 관리 절차는 그림

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의 절차는 제출문서

요구사항에 따라 수립된 전체적인 전자파 적합성 관리계획으로 시작된다
이로부터 시스템 내부 상호 간 및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에서의 전기 및 기계
장비에 대한 간섭 요건의 분명한 정의에 기초한 전자파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적 전략을 수립한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는 세 가지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
된다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의 관련 국내 및 국외 규격 준수 확인
전자파에 취약한 장비의 전자파 내성 기준을 파악하고 설치되는 전
자기 환경 수준과 내성 기준을 비교
시스템의 설치 전 전자기 환경과 설치 후 전자기 환경의 비교

그림

전체적인 전자파 안전관리 제어 계획

전자파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기를 식별할 때에는 시스템 부문의 인터
페이스인 시스템 내부
간

와 개별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인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부문과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제 의 외부시스템

과의 인터페이스인 시스템 외부

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기기의 정상 및 이상 작동 상태에서의 평가는 각각 구분하여 진행한다
정상 작동 상태의 경우 정상상태 조건과 과도상태 조건에서 관련된 규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부적합 시에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대책 반영을 통해 해당 문제점을 해소한다 오동작
상태의 경우 시스템 안전성 관리자의 주관 하에 수행된다 시스템엔지니어링의
안전성 관리자는 전자파 측면에서 이상 작동 상태의 경우가 안전성 관련
시스템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식별한다 식별된 부적합성

사항은 이를 제거 또는 저감하거나 발생빈도를 최소화하는 일련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전자파 적합성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에서 기술적 전략은 각 하위시스템 및 장치와 장비간의 상호

전자파 영향성의 측정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안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분석 내용이며 이와 병행하여 승인절차는 각 장비 및 장치들의
시험 인증서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전관리 계획
가장 먼저 제공되는 관리계획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작동 환경 범위 내의
운영상태에서 전자파 적합성이 확보되는 기초가 된다 시스템이 설계 단계
에서부터 운용상태 및 운영조건의 범위 전반에 걸쳐 전체 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이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제공한다
전자파 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정의되어 있다
⚫ 시스템

요구 조건 정의

⚫ 전자파 환경
⚫ 프로젝트를 위한
⚫ 설계에 적용되는 주요

의 정의
용어의 정의 및 방사 내성 레벨의 정의
법규 및 규격

⚫

관리 업무의 일정 및 구성

⚫

관리 조직

⚫

산출물 정의

주파수 관리계획
시스템 및 주변의 의도적 통신 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시스템을 구성
하는 각 장비의 내성 기준을 판단하고 주변의 통신 환경에 대한 기초 조사를
수행
주파수 관리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시스템 부근의 의도적인 전자기 발생원의 목록
⚫ 시스템 시스템이 포함하고 있는 의도적 전자파 발생 목록

⚫ 시스템 주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비의도적인 전자파 발생 목록
인체 노출 해석
인체 노출 해석은 전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이런 평가의 판단 기준은 일반인의 인체에 무해한 임계치를 기술한
관련 기준에 근거한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정상 비정상 운영상태의 관련
임계치를 측정함으로써 증명된다
태양광 시설의 공급업체는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기 전자 장비에 대한
전자기 적합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이 요구된다
⚫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

이러한 한계치는 노출된 사람의 몸과 두부 노출량에 관한 것이다 신체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상의 한계치보다 더 크다
사전 전자파 환경 분석
초기

현장조사는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의 특징을 파악

하고 벤치마크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될 장소에서 사전에 전자기 환경조사를
수행한다

그림

은 사전 전자파 환경조사의 예를 보인다

그림

사전 전자파 환경조사 예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의 케이블 및 접지 설치 가이드
모든 하위시스템이 전자기 적합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설치 방법에 따라 전자기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므로 잡음이 심한 장비와
잡음에 민감한 장비를 구분하고 외부에 대한 전자기적인 간섭 우려가 높은
장비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리 체계가 요구된다
기본적인 케이블 설치 규격인
의
지침을 기본 적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설계 및 사업 간 동안 사용되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 케이블 시스템 격리 및 통합

본 항목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등급을 잡음의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이격거리
권고안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 케이블 경로 및 누화

규칙

케이블의 경로는 전자파 노이즈가

전달되는 주요 경로로서 케이블의 덕트 및 케이블 트레이에 케이블이
설치되는 방법을 기술한다
⚫ 케이블 등급별 최소 이격거리를 기술한다
⚫ 커넥터 및 케이블 차폐 요구 조건

통신 신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차폐 케이블의 설치조건을 기술한다 차폐 케이블의 연결 방법 및 신호
케이블의 귀환 경로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한다

⚫ 특정 구역에 대한 접지와 본딩

콘크리트 구조물 및 금속 구조물

파이프 렉 및 기계 장비들 및 변전소의 접지와 본딩 세부 지침을 포함
한다
시스템 내부 시스템간 외부 시스템 분석
시스템 분석 방법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시스템들은 시스템 내부 시스템 간
외부시스템 사이의 전기 및 기계 장비의 전자기적 장해로 인한 장비의
오작동이나 기능적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시스템들은 전자파
적합성을 인증해야 하는 기기들은 기기들이 포함된 분야뿐만 아니라 타 하위
시스템과 외부의 간섭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표

은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배열을 나타낸다
표

전자파적합성 평가 시스템 내부 상호간 외부 시스템 배열표
태양광시설

태양광 시설에 대한 설비의 범위
인버터
인버터
태양전지
모듈
통신 및
신호
수배전

내부

태양전

통신및

지모듈

신호

상호간

상호간

내부

외부
제3자 (군부대

일반

구조/

전기

건설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외부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외부

내부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외부

내부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외부

내부

상호간

상호간

외부

내부

상호간

외부

내부

외부

수배전

일반전기
구조/건설
검수

검수

및 의도 전파)

시스템 내부 전자파 간섭분석
시스템 내부 전자파 간섭 분석 목적은 시스템 내의 모든 장비들이 전자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기능적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있으며 다음과 같다 각 하위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들간의 전자파 간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시스템 내부의 장비가 발생하는 전자파의 방출 혹은 전도의 강도는
시스템 내부 인접 장비의 내성 허용기준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스템 내부의 장비가 전자파 간섭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통하여 전자파 위험을 제거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시스템 상호간 전자파 간섭분석
시스템 상호간 전자파 간섭분석 목적은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의 상호간에
전자파 간섭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인한 전자파
간섭에 대한 분석을 한다
각각의 시스템들은 인접한 시스템 장비에 중대한 전자기적 교란 또는
전류를 유도하지 않도록 설계 검증 되어야 한다
시스템 장비는 주변의 타 시스템들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파 또는 전류의
허용한계 규격 내에서도 적절히 동작할 수 있도록 전자파 방출과 전자파
내성 사이의 안전 여유도

를 두어야 한다

외부시스템 전자파 간섭분석
외부시스템 전자파 간섭분석 목적은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의 외부에 있는
타 장비와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이 전자파 간섭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있으며 다음과 같다
⚫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 장비는 시스템 외부의 인접 장비에 중대한
전자기적 교란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 장비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 외부의 장비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파 또는 전류에도 성능 저하나 기능적 오류를 발생
하지 않음을 본 문서를 통하여 입증한다

위험요소 분석
안전관리 대상 시설의 전자파 관련 위험요소를 사전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 도출하고 도출 위험요소 각각에 대하여 위험도와 원인분석 및 대책
방안 제시 그리고 대책 적용 후의 재평가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허용 가능 수준으로 위험도를 경감시키는 등의 과정으로 위험분석 활동이
수행된다 이 문서에는 다음의 각 항목들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사전 위험분석 요소 정의
사전 위험분석 로그 도표 작성
위험 로그 관리
위험도 평가방법
저감 방안 및 관리 방법
각 시스템별 위험원 분석은 실시설계 보고서를 통한 위험원의 상세 분석 후
향후 발행될

시스템

분석

보고서를 통하여 제출된다 각 위험원들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험이 저감되도록 시스템 엔지니어링 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표

에 시스템 내부 위험원 분석의

예를 보인다
표
위험
참고
번호

위험
설명

IAHA
-RS
1

인버터의
전자파파
간섭으로
기능적
저하를
발생함

시스템 내부 위험원 분석 예시

관련 서브
시스템
소스
원

피해
기기

인버
터

태양
광
발전
설비
내의
장비

위험
위치

태양
광
발전
설비
내부

요인

초기
위험
평가
F
S
위험
등급

저감 대책

관련
부서

현재
위험
평가
F
S
위험
등급

태양광 시설의
시스템

시험 요구사항

적합성 문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납품되는 모든 전기 전자

장비들을 분류하고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격을 지정하며 시스템
요구사항에서는 각 전기 전자 장비들의 수행 하여야 할 시험 규격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본 문서에는 각 장비들이 올바른 절차에 의해 시험
되었는지 확인한다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은 납품되는 장비의

관련 다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의 명칭 설치 위치 용도
⚫ 시험 규격의 목록
⚫ 전자파 인증서 및 방사 내성 시험 보고서 사본
⚫ 기타 전자파 관련 기술문서
수전 전 후 및 시운전
시스템 시운전 최종

환경 시험 보고서
시험은 시스템의 건설이 완료되고 모든 장치

및 장비가 수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수행한다
운전 투입 전과 운전 투입 후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며 사전

환경

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 시스템이 건설되기 이전 사전

환경조사

⚫ 시스템이 동작되지 않은 상태 수전 이후
⚫ 시스템이 동작중인 상태 운전 투입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성 최종보고서

프로젝트의 완료 시점에 시스템의 전체

적합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된다
전자파 적합성 최종보고서의 주목적은 다음과 같다
⚫

와 관련된 태양광 시설의 장비 적합성을 증명

⚫ 단품의 인증서 제품의 설치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

사항을 확인
⚫

시험 보고서를 최종 확인

⚫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운영상 제약 조건 확인 및 유지관리 제안

제

절 전자파 관련 규정

복합설비 시스템 계약자와 시설자는 전체 시스템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국내 전자파 관련 규정
전파법 동법 시행령
전자파적합성 기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전자파인체보호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무선설비 규칙 및 관련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KN 16-1

전자파장해시험을 위한 측정기기 장해방지 시험방법

KN 16-2

전자파장해에 대한 일반적인 장해방지 시험방법

KN 11

산업, 과학, 의료용(ISM) 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

KN 14-1
KN 14-2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 시험방법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내성 시험방법

KN 15

조명 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

KN 20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 내성 시험방법

KN 41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32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

KN 35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내성 시험방법

KN 50

전기철도 장해방지 시험방법

KN 51

전기철도 기기류 내성 시험방법

KN 60
KN 100

전력선통신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
계량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101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160

항공기 탑재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61000-2-2
KN 61000-2-4

공공 저압 배전망에서의 저주파 내성 시험방법
산업용 배전망에서의 저주파 내성 시험방법

KN 61000-3

공공 저압 배전망에서의 장해방지 시험방법

KN 61000-4-2

정전기방전 내성 시험방법

KN 61000-4-3

방사성 무선주파수 전자기장 내성 시험방법

KN 61000-4-4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 시험방법

KN 61000-4-5

서지 내성 시험방법

KN 61000-4-6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방법

KN 61000-4-8

전원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방법

KN 61000-4-9

펄스자기장 내성 시험방법

KN 61000-4-11

전압 강하 및 순간 정전 내성 시험방법

KN 61000-6-3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장해방지 시험방법

KN 61000-6-1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일반 내성 시험방법

KN 61000-6-4

산업 환경에서의 장해방지 시험방법

KN 61000-6-2

산업 환경에서의 일반 내성 시험방법

KN 60601-1-2

의료용 전기기기류 내성 시험방법

KN 60974-10

아크용접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62920

태양광발전시스템용 전력변환기에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61131-2

산업용 프로그램제어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60255-26

보호계전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62040-2

무정전전원장치(UPS)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60947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61800-3

가변속전력구동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항해기기 및 선박용 전기전자기기

KN 60945_60533
KN 12015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KN 12016

승강기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제

절 문서 활동 및 결과물 정의

전자파 안전관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책임자는 절의 부속서

의 결과물을

정의하고 산출물을 시설 책임자 혹은 계약자 사용자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산출물 작성 시 필요에 따라 시스템 및 장비의 등급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절의

부속서

에 따라 진행하고 필요시 인터페이스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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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전자파 안전 환경 요구사항
전자파 환경 영향 평가 목적

전자파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은 잠재적 전자파 간섭원을 파악
하고 이들이 감응기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전자파 적합성 안전
관리 계획에 따르면 모든 장비의 전자파 적합성 증명은 장비 시험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계산 서브시스템 관련 준수 시험 그리고 전자파 환경 반영 기준
준수 여부는 복합설비 전체 시스템 환경 영향 평가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전자파 적합성 시험은 크게

단계에 걸쳐 이루어

지며 공장 단계 시험을 시작으로 최종 단계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환경시험이
있다 각 단계별 전자파 적합성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전자파 적합성 안전
관리 계획에 제시되어야 하며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된 업무는
시험단계

단계 부하 없는 상태

일반적인 경우

시험은 크게

단계 공장

단계 부하 있는 상태에서 시험한다 단
단계로 구성이 되며 다음과 같다

전자파 환경 영향평가 사전 환경시험 실시설계 전
공장시험단계

공장 시험단계 설계 단계

전원공급 전 복합설비 전자파 환경 영향평가 건물 시설 완공단계
전원공급 후 복합설비 전자파 환경 영향평가

상태

부하 동작 후 복합설비 전자파 환경 영향평가 부하 조건별 시험

본 지침 내의 분석 사항은 사전 위험분석과 시스템의 설계 위험 검토 회의
그리고 유사한 프로젝트의 전문지식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각각의 위험요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터페이스에 할당되어 전자파 적합성 인터페이스 표에
반영하고 본 문서에서는 시스템 내부 간 위험요소를 다룬다 각각의 인터
페이스에서 전자파 발생원 전자파 장해 피해 기기 그리고 결합 방법이 명기
된다 이것은 위험 빈도수와 심각도를 다루는 시스템의 안전 계획에서 제정된
기준에 따라 위험요소 평가점수가 계산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요소 평가점수
방식은

절의 부속서

에 따른다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주변 환경 정의
외부환경에서의 전자파 간섭에 의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간섭에 의해 외부시스템이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 영향
평가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전자파 환경평가 절차
전자파 환경평가를 위하여 모든 책임자과 설계자들은 인터페이스 회의를
거쳐 평가를 위한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인체 노출 기준
전자파 인체 노출에 대한 연구는 전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
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인의 인체에 무해한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임계치가 정상 동작 조건 미비 정상 동작 조건하에서 어느 정도 레벨
인지를 측정에 의해 증명하는 것이다 오동작이 나타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임계치를 오동작 상태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측정 시 인체가 장비 주변에 접근할 경우 장비 주변 안전거리가 충분한지와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인체 노출량 허용기준은

절의 부속서

의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하지만 일반인 혹은 작업인의 정의는 필요시 인터페이스 회의를 거쳐 정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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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기능 안전 설비 및 설계 고려사항

전자파 간섭에 취약한 장비 및 시스템들을 가려내어 필요한 경우 위험요소
감소 대책을 제안하고 간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식별
하여 전자파 방사 유형 및 방사 수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되어야 한다
사전위험 분석 회의는 일반적인 서브시스템간

문제들에 주목하기

위해 사전 설계 정보를 비롯해 요약 설계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사전위험분석 회의를 통해

표준에 의한 각

시스템 장비들의 전자파 적합성 준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를 각 설계
엔지니어들과

관리자는 검토를 진행하고

위험 로그에 기록하여

추적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사전위험 분석 절차는

절의 부속서

의 방법을 따른다 이러한

기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설비 및 설계 고려사항 정의
전자파 안전구역 설정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 사양 정의 및 분석
관련 법 및 단체표준 정의 및 추가 지침서 작성
설계 제작을 위한 지침서
인터페이스 관리 항목 정의
전자파 안전관리의 중요한 목적은 기능 안전에 있으며 위
정의하고 분석하여 위험 로그 문서에 작성해야 한다

가지 항목을

제

절 평가 및 검증 계획
요구사항에 관한 평가방법 수립

물리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산업 장비 또는 시스템에 대한

시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 현장 시험은
그리고 의도적 무선기기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평가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및 기타 특성 예
수 있는 모든

현상 및 주파수

환경에 해당한다

환경

현상과 최악의 주파수 범위 진폭

변조 주파수 다중 간섭원 등 을 고려해야 한다 발생할
현상에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시험표준은 큰 용량의 문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일반적인

표준

로

제한한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자파 내성 시험을 현장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성능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지만 대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많은 다른 동작 모드와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주요 기능

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시험품이 위험해지는 경우
주요 기능이 중지되는 경우 예 제철소의 경우 철의 생산이 중단될 때
시스템의 중단

되는 경우

표시되는 제어 데이터가 변동

되는 경우

시험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 기기는 설치조건에 맞게 설치되고 운영 메뉴얼에
따라 동작해야 하며 정상 동작 범위는 제조자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되어야
한다
안전관리 단계별 검증
시험품이 설치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모든 시험을 적용하는 것이 비현실적
이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회의를 거쳐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공장시험

에 필요한 사항

가이드로 사용되는 관련 표준은

및

이다 현장

시험이 적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표준에 명시된 시험방법 및 한계값이 그대로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
통합
절의

환경시험 검증 계획 및 요구사항
항과

절의

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통합

환경시험은 사전

환경시험 그리고 부하가 없을 경우와 부하가 동작할 경우의 환경시험 방법을
계획하고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시험 계획을 작성하여 그 결과에 대한 종합
적인 판단과 검증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 평가 및 검증 제약사항
인터페이스 회의를 거쳐 평가 및 검증 제약사항을 정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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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시스템 통합 검증 및 최종 평가
통합 검증 절차

물리적 제한 크기 전력 서비스 요구사항 등 으로 인해 시험표준에 명시된
시험 장소에서 피시험 기기를 시험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대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표준 시험 환경에서 피시험 기기를 시험하는 것이다
최종 설치 위치에서 장비를 시험할 경우

표준을 적용하여 장비의 방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 제품은 해체되어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기 전에 제조 현장에서 설계 제조 조립 및 시운전된다 실제로 계약
및 법적 이유로 장비에 필요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자는 선적 전에
장비의

방출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절은 비이상적인 장소에서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장비를 시험하는 것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험 로그 분석 보고서를 통하여 최종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적합성 유지보수 계획
전자파 안전관리의 수행에 있어서 최종 단계에는 적합성의 유지보수 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 수명주기 동안의 복합설비 모든 시스템 및 장비가 초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공하고 그에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하도록 한다 이 문서는 발주처 혹은
시스템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명 만료 특성 유지방안
모든 시스템 내부의 장치 및 설비들에 대한 수명주기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수명주기가 만료된 설비들에 대한 교체방안과 기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관리자의 승인하에 문서로 남겨야 하고

성능도 함께 유지 될 수 있

도록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절 부속서
부속서
표

전자파 안전관리 산출물
은 전자파 안전관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책임자가 작성하고 시설

책임자 혹은 계약자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결과물 목록을 나타낸다
표
No.

전자파 안전관리 산출물
Title

1

전자파 안전관리 계획

2

시스템간 EMC 분석

3

주파수 관리계획

4

케이블 및 접지 설치 지침

5

인체노출 분석

6

대상 시스템 설치 전후 전자파 환경조사 분석 보고서

7

현장 제약사항 및 관련 대응 조치에 대한 보고서

Reference No.

8.1

최종 EMC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설치후-전원 미인가 상태)

8.2

최종 EMC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설치후-전원 인가 상태)

8.3

최종 EMC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모든 부하 정상 동작상태)

9

전체 대상 시스템에 관한 EMC 최종 분석 보고서

10

제 3 자 시스템에 관한 영향성 분석

11

EMI/EMC 사전 위험 분석 보고서

12

EMI/EMC 위험 로그 분석 보고서

부속서

시스템 및 장비의 등급

다음은 전자파 안전관리를 적용하는 시스템 및 장비의 등급을 나타낸다
등급
전자파 참고 기준은 시스템의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장비의 대부분은 이
규정을 만족해야만 한다
등급
다른 장비들은 산업 현장에서만 사용되고

규정 또는

동등의 규정 예를 들어 방화시스템 환기 을 준수해야 한다
등급
기성 장비 및 사전 설계된 부품이 시설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 장비의 일부는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

규정 혹은 동등의 규정 예를 들어

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장비가 위치한 환경을
분석해야만 하며 필요한 경우 내성을 개선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급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설계된 장비의 경우 이를 준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장비들은 실제 운행에서 전자파 적합성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시운전 환경 내에서 문제없이 운영된다는 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비에 대한
표

가지 주요 등급이
장비 등급과 등급별

표

와 같이 있다
관련 규정

장비 등급

EMC 환경

EMC 관련 규정(국내)

0
1

대형 고정시설
주거, 상업 및 경공업

없음
KN 61000-6-1 및 KN 61000-6-3

2

산업

KN 61000-6-2 및 KN 61000-6-4

3

대형 고정시설

KN 11

의도적 전자기파를 영구적으로 방사하는 장치인 라디오 장비 및 시스템
과 단거리 장비
시리즈

기준과 시험방법

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들은
부속서

들은 무선기기

방출 한계치를 준수해야 한다

사전위험 분석 절차

다음은 기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위험 분석 절차를 나타낸다
범위
사전위험 분석 회의에서는 복합설비 전체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기 전자
통신 등 서브시스템과 개별 장비 및 전체 시스템을 다루어야 한다
사전위험 분석에 대한 접근
하부시스템의 장비 납품 업체는 전자파 적합성을 확보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전위험 분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브시스템
설명서와 기술 사양서의 내용을 기초로 요약 설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보고서에는 각 서브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부시스템의 장비 목록이 나와
있어야 한다 사전위험 분석 회의에서는 이들 장비 목록들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강 내용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설계 단계에서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사전위험 분석회의는 각 서브시스템별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회의 시 위험
요소 목록을 기록하고 서브시스템 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쳐 향후 발견되는

위험요소나 검토 의견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위험
분석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하부시스템의 위험원에 대한 장비 목록과 함께
회의 시 다루어졌던 검토 의견이 기록되어야 한다 사전위험 분석회의 시
발견된 개별 위험요소는 시스템 안전 계획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론에 따라
평가되는

인터페이스 보고서에 그대로 기입되어야 한다

사전 위험원 분석
사전 위험원 분석을 통해서 위험원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위험도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활동을 위해 예비 위험원 분석을 먼저 수행
하여야 한다
전체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각종
자료와 전문지식 경험을 토대로 예측하여 위험원을 도출하여야 한다
도출된 위험원의 발생빈도 심각도를 평가하여 초기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식별된 위험원들은 위험도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대책 방안 검토 및 제안 활동을 하여야 한다
대책 방안이 적용되었음을 가정하고 잔존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도
수준이 일정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하여
위험도 수준을 허용범위까지 저감시킬 수 있는 활동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위험도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경우는 전자파 간섭 영향에
대한 내용을 복합설비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그림

사전위험분석 업무 프로세스

사전 위험요소 도출
자료 수집
전체 시스템에 대한 장비명 장비 종류 장비 사양 등을 각각 조사한다
해당 시스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사례를 조사한다

그림

하부시스템 주요장비 리스트

사전위험 요소 도출
수집한 자료와 경험 노하우 등을 통해 해당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내부 장비 외부 환경요인 등 전체 시스템의 전자파 방출 장비
취약 장비 결합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전자파 장해 문제 발생 시 우려
되는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그림

전기철도 시스템 사전위험분석 일부

표

타 사업 전기철도 시스템 사전위험분석 일부
위험요소
카테고리
(A~D)

서브
시스템

장비 및 전자파 영향성

신호

- 인증 받지 않은 신호 장비
에서 불요 전자파가 발생
할 수 있음
- 일부 장비가 EMC 시험을
거치지 않음

C

2

신호

- 신호 장비 전자파에 의해
ATP 오작동이 발생
- 차량의 급정차나 충돌 등
이 발생할 수 있음

B

3

신호

- 각종 신호선이 고압선과
함께 있을 경우 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음

B

번호

1

검토 의견/ 해당 조치
- 시스템에 포함되는 장비들은 EMC 시험
및 인증을 받아야 함
- EMC 인증에 필요한 장비들의 시험 성적
서를 제공하도록 함
- 신호실 내부에 대한 EMC 측정 및 평가
가 진행될 것임
- 신호장비에 대한 EMC 인증 여부 및
EMC 시험 결과를 확인할 것임
- 수전 전, 시운전 단계에서 EMI 측정이 진행
됨
- ATP가 오동작이 유발되어도 시스템적으
로 열차 방호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신호선과 고압선간 규정거리 이상을 이격
시켜 커플링 영향을 억제함
- EMC 케이블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
여 설치함
- 국내 규정상 전차선(DC750 V)과 약전케
이블의 최소 이격거리는 30 cm로, 현
재 설계상 신호선과 전차선간 가장 근접
개소의 이격거리는 89 cm로 기준을 만
족함

사전위험 분석 회의 개최
장비 중에서

에 영향이 있는 위험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석 인원은 각 하부시스템별 전기 신호 통신 등 설계자 및 관련 전문가가
그 중

전문가는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명 이상 참석을 하여야 한다 회의내용에서는 하부
문제를 검토하고 도출하여야 하며 발생 빈도

및 심각도에 의한 초기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위험도 평가
사안의 중요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초기
위험도는 아무런 경감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험도로 경감대책을
제외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잔존 위험도는 저감 대책이 반영되었다는
가정하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잔존 위험도 등급이

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감대책이 필요하다 위험도 평가 기준은 위험원의 발생 빈도
발생 시 사고의 심각도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철도용 전기설비의 신뢰성

가용성

유지 보수성 안전성

관련 시방서 및 설명서
그림

은 위험도 예시이며 등급별로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타 철도시설의 위험도 평가 예시

위험 로그 관리
사전위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위험원과 경감대책을 각 하부시스템에 전달
하여 설계 및 제작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계별
를 실시하여 도출된 위험원에 대한 경감대책이 각 하부시스템에
설계 및 제작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도출된 해당 위험원의 모든 경감대책이 적용되어 위험도가 목표 수준으로
낮아지면 위험 로그 관리를 종료한다 만일 적용이 불가능한 경감대책의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저감 방안 검토
전문가 및 각 시스템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저감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시

케이블과 관계된 위험원의 경우는 광케이블 사용 여부 차폐 케이블

사용 여부 케이블 종류별 이격 거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시

복사성 방출 노이즈에 대한 위험원의 경우는 전기철도표준 규격

시험 및 인증 여부 확인 차폐 등 복사성 방출 대책이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시

전도성 방출 노이즈에 대한 위험원의 경우는 전기철도표준 규격

시험 및 인증 여부 확인 필터 설치 등 전도성 방출 대책이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개요 목적 적용 범위 주요장비 평가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초기 잔존 위험도 검토 의견 저감 방안을 포함한
위험원 전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전위험 분석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리스트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제

장 안전관리 기술자 인력양성

목적
최근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전자 기기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설치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복합설비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며 전자파 영향이 안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
으므로 복합설비의 전자파 안전관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복합설비의 전자파 안전관리는 전문기술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므로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기술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및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여 전자파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자파 안전관리 분야의 활성화 전문화 및 인식제고를 기대하고자 한다
교과 개요
표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번호

강의 명

1

전자파 환경공학





안테나 기본 개념 및 전파
EMI/EMC 안테나
안테나 측정 및 응용

EMC 감리제도






법령에서의 감리 제도
정보통신 감리제도 현황 및 전망
감리 실무
전자파 안전관리 감리 도입






전자파 시스템엔지니어링 개념 및 정의
전자파 안전제도 개요 및 시스템엔지니어링(SE)
전자파 시스템엔지니어링을 위한 EMC 엔지니어의 역할
안전제도의 의미와 개념







전자파 관리 개요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
사전위험 및 고장영향 분석
위험로그(Hazard log) 관리
위험로그 저감활동 및 결과확인







노이즈 대책 기본 및 응용 부품
전원회로의 EMC 대책
차폐, 접지 및 본딩, 케이블링 개요
PCB, 시스템에서의 EMI 대책
EMC 대책 사례







전자파 노이즈 발생원 분석
전자파 안전관리 요구조건
시설 설치 전, 후 전자파 측정 방안
전자파 안전관리 EMI 측정 방법
전자파 안전관리 EMS 측정 방법

2

3

4

5

6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전자파 위험요소관리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기술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강의 주요내용

전자파 환경공학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차 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전자파에 의한 자동차 급발진
휴대전화 사용자의 전자파 인체영향 가능성이 이슈화 되면서 전자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파 문제는 지속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간헐적 과도현상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때와 장소를 예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 이후 대책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관점
에서

전자파

환경공학은

이러한

기기와

기기와 인체간의 전자파 영향인

기기

간의

전자파

영향인

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

한다 본 강의에서는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 기술자 육성을 위해 주파수의
정의 전파의 정의 전자파의 분류 및 특성

의 개념

의 개념

전자파전달 및 전자기장 강도에 대해 배우며 생활속 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 실습을 통해 전자파에 대한 이해 및 지식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리제도
최근 통신관련 자료 등에서 화두는
로봇 등이며

차 산업혁명

자율운행
기술의 발전

으로 새로운 기기와 시스템이 생겨났고 이러한 신기술의 기기들은 산업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가정 등에 다양한 형태로 융합되어 생산성을 높이고
편리한 생활에 이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속적 발전하게 될 것
임에 틀림이 없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시설의 건설에 있어서 관계되는
법령 고시 규정 지침 방침 공법 품셈 등과 발주자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간 업무한계 협업 등에 대하여 서술과 각종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은 개략적
설명하였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학습이 필요하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무에서 적용된 시방서와 설계서 내용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고 발주처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등 기술자가 관계법령 공사업법 설계기준 공법 감리
제도를 준수하여 목적물을 안전하게 건설하여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술연구발전과 고급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건축 토목공사 등에서 그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리제도를 두고 있다 감리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도
해야 하며 공사가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그리고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공사 발주자를 대신해서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전자파 안전관리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전자파
안전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파 안전관리 감리자 양성을 위해
엔지니어링 개념 및 전자파와의 관계 전기 통신 건축 등에서 감리제도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감리제도 관련 국제표준 산업현황 등에 대한 전문
지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자파 위험요소 관리
우리 생활 주변이나 산업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각종 제품들은 대부분 제품
동작에 따른 전자파가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전자파의 세기가 높아질
경우에는 주변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전자파 간섭을 유발하여 오동작이 발생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전자파가 무선통신이 이루어지는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게 되면 무선통신 신호와 간섭을 일으켜 통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방지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제품의 전자파 방출량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인체 근접사용 무선제품에 대하여 적용
되는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인체 노출부위별로 전신노출 과 국부노출 에

대한 기준이 구분되며 다양한 제품 또는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대하여 인체노출 부분도 관리되어야 한다 본 강의에서는 전자파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오동작 또는 다양한 제품 또는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대하여 인체노출 부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기술
현대사회는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되고 많은 전기 전자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보다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지만 전파의 사용이 많아지고 다양한 융 복합 제품이 나오면서 역효과로
전자파 문제가 커져가고 있다 특히 여러 기기와 시스템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은 단품 기기에 적용되던 전자파 대책기술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본
강의에서는 전자파 안전관리를 위한 차폐 접지 필터 본딩 등 여러 가지
대책기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더불어
안전관리를 위한 전자파 현장 측정 영향 분석 차폐 및 전원 필터 설계
케이블 배선 등에 대해 습득하여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 및 검증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전자파 환경

은 임의의 장소에서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적 현상의 총체이며 여기에는 자연 전자파 노이즈와 인공 전자파
노이즈가 포함된다 특히 인공 전자파 노이즈에는 통신 방송 레이더 등이나
고주파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노이즈와 전동 응용기기 고전압 기기
전기 접점 기기 반도체 응용 제어기 등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있다 임의의
환경에 배치된 전자장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전자파 환경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변의 전자파 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만
향후 발생 가능한 전자파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으며 전자파
안전관리를 달성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전자파 환경 측정기구 및 측정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장비를 활용한 현장평가를 통하여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 과정
강의는 대면 교육이 원칙이지만 코로나

에 따른 방역대책 마련을 위

하여 코로나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에 따라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비대면 강의는 수강생들이 효율적으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동영상 녹화본 강의자료를 마련하였다
강사 선정은 각 과목별

년 구축된 전문 강사 인력풀 등을 참고하여

년 이상 경력자를 교육 강사로 섭외하였다
강의는 총
표

전문
교육

합계

과목을 교육하였으며 수업과목과 일정은

와 같다
표

구분

시간에 걸쳐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교과목

교과목
전자파 환경공학
EMC 감리제도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전자파 위험요소 관리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 기술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6개 과목

계획
8/10(월)~14(금)
8/24(월)~28(금)

일
5
5

시간
24시간/week
24시간/week

9/7(월)~11(금)

5

36시간/week

9/21(월)~25(금)
10/12(월)~15(금)
11/9(월)~13(금)
-

5
5
5
30

25시간/week
19시간/week
25시간/week
153 시간

수강생 모집은 전자파학회에서 소속 회원 및 회원사에게 단체메일 송부
하고 홈페이지 공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다
전자파학회에서 인력구성을 지정한 대상기관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에 안내
수강생 모집 관련 공고문은 그림
차 모집
차 모집

과 같이 공지하였다

그림

수강생 모집요강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 강의계획서를 그림

그림

와 같이 마련하였다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시간표

비대면 온라인 교육 마련
전문성 있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해 강의 사이트 임대하여 교육을

진행 하였다
업 체 명

브이스퀘어

수강 사이트 주소
강의 사이트의 접속 방법 및 주요 기능은 아래 항목과 같다
계정등록을 위해 수집한 구글계정을 아이디로 활용하고 초기비밀번호를
본인 핸드폰 뒷자리 로 설정 후 개인변경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이트 개별 계정을 생성 후 수강생들에게 분배하였다
수강생의 각 계정의

확인을 통해 실시간 로그인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실시간 출석 확인 및 강의 진행 현황을 수강생 및 관리자가 확인
가능하며 수강 영상 중간에 수강확인용 퀴즈를 삽입하여 집중도 높은
수업을 진행하였다
비대면 종합평가 진행 가능하며 평가 및 출결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고 부정시험에 대한 로그를 확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
하였다

동시 접속 사이트 로그 확인 가능

온라인 학습 방법은 제공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그림

과 같이 주차에

맞는 수강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한다 모든 강의자료를 끝까지 시청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며 강의자료 중간에 시청확인 안내문을 추가하여 강의
집중도를 높였다

그림

강의사이트 메인화면

그림

와 같이 강의자료 시청가능 기간 및 출석인정 시간이 표시되며

현재 수강 진행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진행도

를 달성하면 출석으로

인정하였다

그림

강의자료 학습시작 및 진행률

그림

그림

강의자료 시청

과 같이 매 강의의 차시마다 학습 증진을 위해 퀴즈를 추가

하고 채점하여 출석 점수에 반영하였다

그림

퀴즈 제출 및 확인

차 강의는

전자파 환경공학

퀴즈 평균점수

과목으로 진행 사항은 수강생 수강률

점으로 세부내용은

차 강의에 대한 수강생 강의 시청은 그림
표
강의

1차강의
전자파
환경공학

과 같다

과 같이 진행되었다

차 강의 수강 차시 및 수강률

강사

소속

이행선
(전자기학)

서강대학교
(교수)

윤영중
(안테나공학)

연세대학교
(교수)

박현호
(EMI/EMC)

수원대학교
(교수)

그림

표

수강 차시 및 수강률

1-1강
1-2강
1-3강
1-4강
1-5강
1-6강
1-7강
1-8강
2-1강
2-2강
2-3강
2-4강
2-5강
2-6강
2-7강
2-8강
3-1강
3-2강
3-3강
3-4강
3-5강
3-6강
3-7강
3-8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자파 환경공학 강의자료 시청 영상

%
%
%
%
%
%
%
%
%
%
%
%
%
%
%
%
%
%
%
%
%
%
%
%

차 강의는

감리제도

퀴즈 평균점수

과목으로 진행 사항은 수강생 수강률

점으로 세부내용은

차 강의에 대한 수강생 강의 시청은 그림
표

과 같다

과 같이 진행되었다

차 강의 수강 차시 및 수강률

강의

강사

소속

2차강의
EMC
감리제도

김용수

안세기술
(상무)

그림

표

수강 차시 및 수강률
1-1강
100 %
1-2강
100 %
1-3강
100 %
1-4강
100 %
1-5강
100 %
2-1강
100 %
2-2강
100 %
2-3강
100 %
2-4강
100 %
2-5강
100 %
3-1강
100 %
3-2강
100 %
3-3강
100 %
3-4강
100 %
3-5강
100 %
4-1강
100 %
4-2강
100 %
4-3강
100 %
4-4강
100 %
4-5강
100 %
5-1강
100 %
5-2강
100 %
5-3강
100 %
5-4강
100 %

감리제도 강의자료 시청 영상

차 강의는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수강생 수강률

퀴즈 평균점수

과목으로 진행 사항은

점으로 세부내용은

표

같다
차 강의에 대한 수강생 강의 시청은 그림
표
강의

강사

차 강의 수강 차시 및 수강률
소속

수강 차시 및 수강률
1-1강
100 %

1-2강
1-3강
1-4강
1-5강
1-6강
1-7강
1-8강
2-1강
2-2강
2-3강

2-4강
2-5강
2-6강
2-7강
3차강의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정기범

와 같이 진행되었다

이앤알
(대표)

2-8강
3-1강
3-2강
3-3강
3-4강
3-5강
3-6강
3-7강
3-8강
4-1강
4-2강
4-4강
4-5강
4-6강
4-7강
4-8강
5-1강
5-2강
5-3강
5-4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그림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강의자료 시청 영상

차 강의는
수강률

전자파 위험요소 관리
퀴즈 평균점수

과목으로 진행 사항은 수강생

점으로 세부내용은

차 강의에 대한 수강생 강의 시청은 그림
표
강의

4차강의
전자파
위험요소
관리

그림

표

과 같이 진행되었다

차 강의 수강 차시 및 수강률

강사

소속

김보현

한국건설
생활시험
연구원
(책임)

과 같다

수강 차시 및 수강률
1-1강
100 %
1-2강
100 %
1-3강
100 %
1-4강
100 %
1-5강
100 %
2-1강
100 %
2-2강
100 %
2-3강
100 %
2-4강
100 %
2-5강
100 %
3-1강
100 %
3-2강
100 %
3-3강
100 %
3-4강
100 %
3-5강
100 %
4-1강
100 %
4-2강
100 %
4-3강
100 %
4-4강
100 %
4-5강
100 %
5-1강
100 %
5-2강
100 %
5-3강
100 %
5-4강
100 %
5-5강
100 %

전자파 위험요소 관리 강의자료 시청 영상

차 강의는
수강률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기술
퀴즈 평균점수

과목으로 진행 사항은 수강생

점으로 세부내용은

차 강의에 대한 수강생 강의 시청은 그림
표

강의

강사

조성정

소속

과 같이 진행되었다

수강 차시 및 수강률

KCSS
(대표)

1-2강
1-3강
1-4강
1-5강
2-1강
2-2강
2-3강
2-4강
2-5강
3-1강

3-2강
3-3강
3-4강
3-5강
4-1강

4-2강
4-3강
4-4강

그림

과 같다

차 강의 수강 차시 및 수강률
1-1강

5차강의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 기술

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기술 강의자료 시청 영상

%
%
%
%
%
%
%
%
%
%
%
%
%
%
%
%
%
%
%

차 강의는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과목으로 진행 사항은 수강생 수강률
퀴즈 평균점수

점으로 세부내용은

차 강의에 대한 수강생 강의 시청은 그림
표
강의

강사

표

과 같다
과 같이 진행되었다

차 강의 수강 차시 및 수강률
소속

수강 차시 및 수강률
100 %
1-2강
100 %
1-3강
100 %
1-4강
100 %
1-5강
100 %
2-1강
100 %
2-2강
100 %
2-3강
100 %
2-4강
100 %
2-5강
100 %
3-1강
100 %
3-2강
100 %
3-3강
100 %
3-4강
100 %
3-5강
100 %
4-1강
100 %
4-2강
100 %
4-3강
100 %
4-4강
100 %
4-5강
100 %
5-1강
100 %
5-2강
100 %
5-3강
100 %
5-4강
100 %
5-5강
100 %
1-1강

6차강의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김희수

그림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벨리
(본부장)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강의 료 시청 영상

최종 평가 및 수료
최종 평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아래 일시에 진행하였다
일시

월

일수

오전

분 총

분

평가 문제는 강의 시간을 고려하여 각 강의 강사에게 요청하여 선정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항목과 같다
차 전자파 환경공학
차

박현호 윤영중 이행선 각 문제씩 총

감리제도

김용수

문제

차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차 전자파 위험요소 관리

김보현

차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 기술
차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총

문제 중

문제

문제

문제를 선정하여 최종 평가 문제를 출제하였다

평가 문제 출제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문제

문제

조성정

김희수

정기범

문제 각

점

문제 각
문제 각

점
점

시험 참여율
시험 전체 평균 점수

그림

점

최종 평가 진행 화면

문제

수료 기준 및 수료생 집계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수료생 선발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심사를
통해 수료생 선발하였으며 기준은 출석
평가점수
결과 총

를 합산하여
명 중

퀴즈

와 최종

점 이상이면 수료생으로 인정하였다 그

명 수료하였다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교육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첨부

의 설문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항목은 아래와 같다

기본사항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 만족도
온라인 학습 만족도
기타 사항
강의의 주제와 구성은 목적에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상이
보통이다

로 교육의 주제와 구성이 전자파 안전관리 교육

목적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강의 주제 구성 적절성 결과

강사의 강의 내용은 체계적이고 충실했는지에 그렇다 이상이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로 강사의 강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강의 내용 체계성 및 충실도 결과

온라인 학습 만족도에 대해선 그렇다 이상이
그렇지 않다

그림

보통이다

로 온라인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 이용 만족도 결과

교육 만족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강의 편성이 만족스러움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과목의 경우 전자파 관련 내용보다는 일
반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내용이어서 본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
음
전자기학 안테나공학 환경공학 과목은 각각 별개의 과목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면교육이었다면 일주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자파 기초에 해당되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과목으로 실무위
주의 과목 중점적 교육이 필요함
일부 강사분들의 발음이 듣기 힘듦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과목이 난해하고 교육의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됨
수강과목 및 교육 편성은 적절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 만족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오프라인 강의를 희망합니다
강의 동영상을 일정 기간 부족한 부분을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운드가 작고 싱크가 맞지 않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경우 집중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현업과 병행하야하기에
전체적인 교육과정 분량을 좀 더 줄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강의자료를 그대로 읽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교육하실 준비가 안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동영상 강의의 방송환경이 외부 잡음 및 음량 불량으로 시청하기에 불편한 점
이 있어서 개선 필요
이메일 발송과 함께 공지사항 등은 문자나 카톡 등을 이용해 함께 공지가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강의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강의를
를 읽는 수준
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일부 강의가 싱크가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과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사님과의 질문 답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공지를
을 이용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보안 문제로
은 접속이 되지 않아 불편하였음

등의 메일

기타 의견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해 주신 점 시의적절했고 업무와 병행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향후 교육도 업무와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부 온라인 강의가 교재를 읽는 형태로 진행 되다 보니 집중이 떨어짐
온라인 강의인 만큼 강의 자료가
위주에서 각종 실사례 관련 미디어 등
을 활용하면 보다 양질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내 메일을 업무 메일 주소로 안내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 강의를 수강하기 어렵습니다 한
두 달에 한 과목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 중 일부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서비스를 현장에서 받고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
차 방법 전문기관 비용 등 관련 내용도 포함
현재 하고 있는 업무보다 더 넓은 영역을 본거 같아 좋았습니다
일부 강사님은 교재 내용을 읽기만 하는 강의를 하셔서 개선 필요
일부 교재의 글자가 너무 작음
오프라인 교육이었다면 현실적으로 참석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좋을 듯하며 전체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
고 강사님과도 만날 수 있도록 총
일 정도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
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이 진행된 점은 만족스러우나
장시간 교육으로 집중력이 떨어짐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시간이라는 장시간 교육으로 주말을 거의 반납하
다시피 교육을 들었으나 수료증 하나를 받기 위해 시험도 합격하여야 되고
자격 제도가 아니라면 추후 교육받을 인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과정의 내용이 전자파에 관련된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있어서 향후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은 많은 도움이 됨 특히 전기철도 같은 타 사업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던
것이 인상 깊습니다
수업을 듣다보니 시간이 부족한 과목 남는 과목이 있다는게 느껴집니다 교수
님께 권한을 주어서 시간을 유동적으로 쓰는게 좋겠습니다
대책기술 실습 측정 실습 등 다양한 실습 강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시에 해당 교재를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
다
교육내용은 만족하나 일부 강사는
를 읽는 수준에 그쳐 개선 필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교육 효과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
코로나 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
다
교육강의 영상관련 자료나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이론을 되짚어 볼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하였고
문제에 대한 대책기
술이나 측정 방법 등 실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학습도 할 수 있어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로서 감리제도 교육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음
전자기공학 기초가 공부한지 오래되어 이해하기가 어려웠음
전자파 측정분야는 실체 측정하는 실습을 진행하는 동영상이 포함되었으면 교
육에 도울이 될 것 같음
회사생활을 병행하며 수업을 듣다보니 집중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
니다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강사님이나 다른 교육생과의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집합교육이 아닌 이상 강의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질의응답 등에도
한계가 있어서 여건만 허락된다면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내용에 대해 만족합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수업하다보니
집중하여 교육에만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시에는 대면 및 비대면을 동
시에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 실습 수업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고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교육자료
를 제공 받고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은 교육일정 필요
본 교육을 통해 많은 부분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교육이었으며 실무에서 많
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 및 강의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
사를 드립니다

제

장 전자파 기준 개발을 위한 관계부처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운영

제

절

기준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전문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 구성

국립전파연구원의

년

기준전문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 제 개정 심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선행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산하에 산업 분야별
위원회 구성은 그림

기술

기준전문위원회를

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준전문

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EMC 기준전문위원회
위원장:박병권교수

사무국 : 한국전파진흥협회

A소위원회

B소위원회

F소위원회

H소위원회

(기본규격)

(ISM,전기)

(자동차, 내연) (가전, 조명)

(무선보호)

o 의장

o 의장

o 의장
나완수교수

o 의장

o 의장

성관영팀장

TA소위원회

TB소위원회

(멀티미디어) (저주파수현상) (고주파수내성)
o 의장
홍장희전무

o 의장

김정환실장

김강욱교수
o 위원 21명

o 위원 28명 o 위원 19명

o 위원 15명 o 위원 18명 o 위원 15명

o 위원 18명

o 임무

o 임무

o 임무

o 임무

o 임무

o 임무

금홍식박사

o 의장

o 위원 19명

o 임무

권종화박사

I소위원회

o 임무

김희수본부장

․측정기기

․ISM기기

․자동차

․가전기기

․무선보호

․멀티미디어

․저주파수 현상

․고주파수 현상

․EMI 장해 기본

․전기철도

․내연기관 기기

․조명기기

․일반 규격

․무선기기

․전력품질

․전자파 일반

측정 방법

․전기기기

내성

그림

기준전문위원회 구성도

가

기준전문위원회 구성
기준전문위원회는

관한 사항 심의

기술기준 시험방법의 제정

기술기준

개정

폐지에

시험방법 선행연구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이견조정 등의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년도

기준전문위원회는 대림대학교 박병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립전파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성균관대학교 자동차
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씨티케이

한국전파진흥

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경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등 총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나

기준전문위원회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전자파 장해 기본 시험분야를 담당하며

기본 시험방법관련 기술기준안 마련 적정성 검증 이해당사자 이견조정 시험
방법 선행연구 등을 수행한다
년도

소위원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정환 위원장

전남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씨티케이

전자

한국

조명연구원

대우전자

충북대학교
삼성전자

피앤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총

명의

관련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다

기준전문위원회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위원회

소위원회는 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 및 전기기기 시험

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제품 시험방법 기술기준안 마련 적정성 검증 이해
당사자 이견조정 시험방법 선행연구 등을 수행한다
년도
학교

소위원회는 광주과학기술원 김강욱 위원장 대림대학교 한밭대
드웰링 철도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삼성전자

전자 현대로템
기술시험원

산전

이앤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총

명의 관련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라

기준전문위원회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위원회

소위원회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 자동차용

전기전자단위부품 시험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제품 시험방법 기술기준안 마련
적정성 검증 이해당사자 이견조정 시험방법 선행연구 등을 수행한다
년도

소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나완수 위원장

유승렬 위원장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유라코퍼레이션 에스엘
조명연구원

현대모비스

부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연구원 만도 모본 한국
전파연구원 등 총
마

이앤알

전자 한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디티앤씨 아이스펙

국립

명의 관련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기준전문위원회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위원회

소위위원회는 가전기기 및 전동기구 조명기기 시험

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제품 시험방법 기술기준안 마련 적성성 검증 이해
당사자 이견조정 시험방법 선행연구 등을 수행한다
년도

소위원회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성관영 위원장 한국광

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계양전기 대우전자 삼성전자
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
코리아

전자 한국조명공업

산업협동조합 한국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합 넴코

시험인증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총

명의 관련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바

기준전문위원회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위원회

소위위원회는 확률적 전파간섭 모델링 표준 일반

장해방지 기준 분야를 담당하며 일반환경 장해방지 시험방법 기술기준안
마련 적정성 검증 이해당사자 이견조정 장해방지 기준 선행연구 등을 수행
한다
년도

소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종화 위원장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우전자 삼성전자

전자

코리아 피앤이 국립전파연구원 등 총

산전

명의 관련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사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위원회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위원회는 멀티미디어기기 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제품 시험방법 기술기준안 마련 적정성 검증 이해당사자 이견조정 시험방법
선행연구 등을 수행한다
년도 소위원회는 씨티케이 홍장희 위원장 대우전자 삼성전자
한국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합 구미대
엔트리연구원

전자

센터 에이치시티 인터텍

피앤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 국립전파연구원 등 총

명의

관련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아

기준전문위원회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위원회
소위위원회는 저주파수

이하 전자파 내성

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기본 내성 시험방법 기술기준안 마련 적정성 검증
이해당사자 이견조정 시험방법 선행연구 등을 수행한다
년도

소위원회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 금홍식 위원장

드웰링 한국전기연구원 대우전자 삼성전자

산전

전자 한국스마트

광융복합협동조합

피앤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총

명의 관련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자

기준전문위원회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위원회
소위위원회는 고주파수 전자파 내성 표준 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기본 내성 시험방법 기술기준안 마련 적정성 검증 이해
당사자 이견조정 시험방법 선행연구 등을 수행한다
년도

소위원회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희수 위원장 한양대학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우전자 삼성전자
전자 한국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합 에이치시티

산전

피앤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총

명의 관련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기준전문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 운영
년도

기준전문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 주요 활동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기준전문위원회
년도 주요 운영계획
년도

기준전문위원회 주요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기본 시험방법 등 개정
년도 검토한 전자파 장해 기본 측정방법의 개정 내용 적용 가능
여부 검증 및 개정 안 검토
직류

배전망용 가전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 선행연구

및 기술기준 개정 안 검토
소위원회별
소위

선행연구 추진
이상대역 전자파 장해 시험장 평가방법 연구

소위 대형 대전력 기기의 현장 측정방법 연구
소위 자동차 전장품 전자파 장해 시험방법 연구
소위 직류

가전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연구

소위 확률적 전파 간섭 모델링 연구 계속
소위 멀티미디어기기 국제표준 개정 이슈에 대한 연구
소위 공공 배전망 주파수 대역 확대에 따른 장해 분석
소위 광대역 신호 내성 시험방법 연구
주요내용
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기준 개정 심의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제표준 개정 내용을 수용하고 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기준 개정 안 을
심의하고 가결하였다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소위원회별 활동 계획 보고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별

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검토하였다
소위

이상대역 전자파 장해 시험장 평가방법 연구

배경

서비스 도입에 따라

이상에 대한 선행연구 필요

현황

에서는

이상의 시험장 평가와 측정방법을 논의

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자료 수집을 시작함

이상대역 평가시 전자파 장해 시험장 요구조건 및 측정방법
등 연구
소위 대형 대전력 기기 현장 측정방법 연구 추진
배경

새로운 대형 대전력기기의 출현에 따른

의 현장측정

방법의 개정이 추진됨
현황

현장에서 간략한 방사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대형 대전력기기 측정방법과 전도성 측정방법에 대한 측정사례 등을
수집하여 전문위원회에 제출 및 표준화 대응

소위 자동차 전장품 전자파 장해 시험방법 연구 추진
배경

판 개정을 위해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현황 전장품에 연결되는 케이블 등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음
전장품 실제 셋업을 고려한

개정 사항이 국내 시험장에서

적용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추진
소위 직류
배경

가전기기에 대한

직류

기술기준 연구 추진

배전망에 대한 연구가 추진됨에 따라 직류

를

사용하는 가전기기가 시장에 출시될 예정임
현황

직류

가전기기에 대한 국내 외 전자파 기술기준은 마련

되어 있지 않음
직류

를 사용하는 가전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및 검증 추진
소위 확률적 전파 간섭 모델링 연구 추진
배경 및 현황

에서는 새로운 전자파 장해 허용기준을 개발

하는 경우 무선서비스에 간섭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확률적 전파
간섭 모델링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
신규 허용기준 마련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 수행 및
표준화 대응
소위 멀티미디어기기 국제표준 개정 이슈에 대한 연구 추진
배경

최근

기기 등의 복합 멀티미디어 기기가 증가하고

있음
현황

에서는 무선기기에 대한 표준이 없었으나

년

월

국제회의에서 미국 기준 및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신규 표준을 개발
하기로 함
무선기능 추가 등 멀티미디어 기기 국제표준 개정 이슈에 대한
국내 적용시 문제점 분석 산업체 의견 수렴 등 국내 기술기준과
비교분석

소위 공공 배전망 주파수 대역 확대에 따른 장해 분석 추진
배경

호주 유럽에서 전력선통신 장해방지를 위해

이하

대역에 대해 기준 제정이 추진됨
현황

해당 대역의

레벨이 규정되었고 일반 환경에 대한 장해

방지 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 중에 있음
주파수 확대에 따라 국내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개정 안
반영여부 검토
소위 광대역 신호 내성 시험방법 연구 추진
배경

광대역 신호를 이용한 방사 내성 표준화를 제안

현황

에서 신규 표준으로 개발하기로 결정

월

광대역 신호 내성 시험방법 개발 및 검증 등을 실시하여 개발 시험
방법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년도 활동계획
년도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상 대역 전자파 장해 시험장 평가 방법 연구
이상 시험장 평가방안으로 미국 표준협회
평가 방법과

의

의 시간영역

평가법을 비교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틸팅 측정 방법과 방사 측정 시 안테나 이동에 따른
측정 결과 검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자파 장해 기본 측정방법 개정 안 검토
기본 시험방법 중 안테나 패턴측정
거리 이동

공간 내 측정

등에 대한 추가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내용
가

이상 대역 전자파 장해 시험장 평가 방법 연구

국제적으로

이상 시험장 평가 방법으로

표준이 있으며

의 경우

까지 통과된 시험장은 그 이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시험기관은
방법으로

까지 평가하고 있으므로

충족하는 시험장에서 시간영역방법과

까지

확장법에 대해 비교하기로

하였다
평가의 핵심 사항으로 송신용 안테나의

단위로 이동시켜

대역에서 최적의 평가 간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간격

이상
샘플링

는 네트워크분석기 교정용 매칭 슬라이딩 로드를

참고하여 결정했다는 논문이 존재하므로

이상에서도 네트워크분석기

교정용 슬라이딩 로드를 참조하여 평가 간격을 산출하고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평가방법은 같은 거리 간격에서 반복 측정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현성 및 반복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상

대역의 경우 파장이 짧으므로 미세한 거리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원주 챔버에서

확장법과 시간영역 평가방법

검증을 추진하였다

그림

시험 사진

대역에서

방법과 시간영역법으로 비교 평가하였고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 대역에서도 검증을 한

결과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과 같이 송수신 안테나

정렬을 수행하면 평가결과가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이상 대역에 최적 측정 위치 확인을 위하여 벡터회로망분석기
슬라이딩 로드 교정 위치 를 참고하여 측정위치를 선정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위치별 평가 결과 비교

가지 방식에 의한 교정 위치
위치

구형 도파관 슬라이드 위치 계산 값

위치
위치

위상 균등 분배 위치

시험장 검증을 추진한 결과

방법과 시간영역법은 평가결과가

비교적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정 위치를 참고하여 기존의
이동이 아닌

단위로 이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는데 측정

결과를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준값 마진 차이에 따른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이상 대역 시험장 결과 검증이

대역의 비정렬 측정결과의 경우 안테나 지향성

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지 반사되어 나온 전자파 영향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
나 전자파 장해 기본 측정방법 개정 안 검토
기본 측정방법 개정 관련 논의
의 외부증폭기 사용 요구사항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며 측정 수신기
교정 요구사항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는 태양광발전기 직류 포트 측정용 의사전원회로망이 추가된 것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다
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준장치교정법 삭제로 이슈가 없다
의 경우

이상 측정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거리 보상하는 방법

으로 진행하고 있고 국제표준에서는

검증 공간 내에서 안테나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국제표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 경우

이상 대역 안테나 방사 패턴 측정을 위한

완전무반사실의 검증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문서를 검토하여 국제표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은 태양광발전기 직류 포트 측정방법이 추가된 것으로 문제없다
는 위상중심점 관련 내용은 안테나 위상 중심을 고려한 측정값
보정을 적용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측정불확도에 추가하도록 규정된 것
이므로 적용에 문제없다
이상 안테나 틸트

측정결과 검토

이상의 틸팅 측정방법 결과를 검토하였다 측정제품은 모니터로
안테나 높이

고정 안테나 높이 가변

안테나 높이 가변 및

틸트로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결과 안테나 틸팅과 틸팅을 하지 않은 측정
결과가 최대

편차를 보이는 곳이 있었다 일반제품으로 측정을 수행

하여 방사 패턴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방사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재검증이 필요하다

이상 안테나 이동에 따른 측정결과 검토
단말을 대상으로 거리이동에 따른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측정결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이터를 얻었고 두 방식간 전반적인 특성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년도 활동계획
년도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준정규시험장 평가법 및 측정방법에 대한 검증
대형 대전력 기기 현장 측정방법 국제표준에서 준정규시험장 검증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전도성 현장 시험방법 조건별 검증 시험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전도성 방해 현장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기고를 추진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 및 대응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
가 준정규시험장 평가법 및 측정방법에 대한 검증
표준화에서는 대형 대전력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위하여 준
정규시험장

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간략화된 시험장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측정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정규시험장에 대한 요구사항 준정규시험장
검증 방안 및 시험결과 준정규시험장 평가방안으로 시험장 삽입손실 활용
연구 등에 대한 제안 문서를 검토하였다
나 전도성 현장 시험방법 조건별 검증 시험
대형 대전력기기의 현장 측정방법으로 전도성 측정을 제안하였고 이를 대응
하기 위해 전도성 현장 시험방법 접지조건 검증 및 측정장비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대구 씨아이에스 공장에서 배터리 커버용 박막 코딩설비를 대상으로
의 전도성 방해 전압을 측정장비별 접지 필터 조건별로 비교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현장 전도 측정 요구사항인 허용기준의

이하 조건을 만족

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가능하며 측정 장비를 접지에 연결함으로써 양호한
측정 환경이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의사전원회로망의 대체 측정 장비로 전압프로브가 허용되고 있으나 비교
측정결과 의사전원회로망이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전압프로브보다
용량성 전압 프로브가 의사전원회로망과 더 좋은 상관성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라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년도 활동계획
년도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전장품 전자파 장해 시험방법 연구
전기자동차에서는 고압 케이블의 차폐 특성이 중요하며 이를 시험하기
위한 기준 시험방법이 필요하다 국내 제조사는 케이블 차폐성능 측정 국제
표준을 활용하여 고압 케이블 차폐성능을 시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검증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에서 고전압 와이어 및 커넥터가
다양한 부위에 적용되고 있다 고전압 대전류로 구동하여 전력전자 회로의
스위칭 노이즈가 크지만 중량 부피 원가 등으로

필터 설계에 한계가

있다 또한 안전 누설전류 감전 보호 을 위하여 전원 그라운드가 차체와
분리된 독립된 전원 계통을 형성하는 시스템 전원 체계를 사용한다 그로
인해서 부품 커넥터 케이블 등 전 시스템은 차폐되어 차체에 접합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전자파가 가장 열세한 차폐구간에서 외부로 방사되어 전체 시스템의
차폐성능을 결정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케이블 커넥터 단품의 차폐성능
검증하는 방법과 시스템의 차폐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차폐 케이블의 차폐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와

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의 경우 표면의 전달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차폐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
이다 케이블의 임피던스 유전율 두께 등의 특성으로
하고 반사손실과

를 계산

을 측정하여 차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시스템 차폐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방법의

의 전장품 부품 시험

을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고전압

시스템 차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함체 내의
케이블은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통해

종단을 해야 한다

케이블 시료와 측정 장비는 임피던스 정합되어야 한다 케이블 시료와 측정
장비가 임피던스 정합되지 않으면 반사손실로 인해 차폐 효과가 좋게 측정
되므로 케이블 시료와 측정 장비 임피던스 정합이 필요하다 일반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과 달리 임피던스를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으므로

또는

를 사용하여 시료의 임피던스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 임피던스를
측정 장비와 정합할 수 있는 정합 회로가 설계되어야 한다
고전압 케이블 차폐 측정방법

은 국표원에 국가표준 수요제기를

추진하여 타 분과와 협력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스템 차폐 측정
방법은

소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초안을 마련하여 검증이 필요하다

라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년도 활동계획
년도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전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검토
산업 수요에 따라 가전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안 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조명기기 시험방법에

가로등 측정방법을 추가 개정

가로등 측정방법을 보완하여 조명기기 시험방법 개정을 검토
하기로 하였다
직류

배전망용 가전기기 측정장비별 검증 시험

직류

배전망용 가전기기 기준 연구를 위해 측정결과 분석 및

향후 진행방안 논의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
가 가전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검토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장해방지 기준 개정안을 검토하고 방사성
방해 측정 주파수대역을 현재
따라

까지에서 피시험기기 클록 주파수에

까지 확대하였고 유도조리기구 기준을 유도전력전송기기 기준

으로 변경하였다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내성 기준 개정안을 검토하였고 제품군
분류를 현재 개 제품군에서 개 제품군으로 확대하였고 방사성
시험 주파수대역을 현재

전자기장

까지에서 피시험기기 클록 주파수에 따라

까지 확대하였고 유선네트워크 포트에 대한 서지 내성 시험 항목이 추가
되었다
년 개정된

판을 반영하여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년 개정된

판을 반영하여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대한 시험방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나 조명기기 시험방법에

가로등 측정방법 추가 개정

년 조명기기 시험방법을 개정하였으나 누락된

가로등 시험방법에

대해 추가 검토하였다
배선 지지판 크기 수정 기존에

로 정해져 있던 케이블 길이를 제조사

요청에 따라 정하고 요청이 없을 시에는 가로등은
하며 측정 셋업을 수정하고 제목을
측정에서 독립형 컨버터 구조의
측정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보안등은

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자파 방해
등기구 가로등 보안등 전자파 방해

다 직류

배전망용 가전기기 측정장비별 검증 시험

직류 배전망용 가전기기 기술기준 선행연구를 위하여 전도성 방출 측정
장비별 결과를 검증하기로 하였다
전자에서 직류 전원에서도 동작 가능한 교류전원용 청소기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교류

와 직류

하였다 측정결과

전원별로 전도성 방출과 잡음전력을 측정
으로 측정시 교류전원보다 직류전원 사용시

측정치가 낮거나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직류전원을 인가하여
장비별 측정결과는 임피던스 차이

로

의 측정결과가 대체로 높게 나왔다 잡음전력 측정결과

이상

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마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년도 활동계획
년도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확률적 전파 간섭 모델링 연구 추진
에서는 새로운 전자파 장해 허용기준을 개발하는 경우 무선
서비스에 간섭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확률적 전파 간섭 모델링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표준에 대한 분석 및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주거 상업 경공업환경 기준 분리에 따른 국내 도입방안 검토
국제표준에서 주거 상업 경공업환경 일반 기준을 주거환경 기준
과 상업 경공업환경 기준

으로 분리하여 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에 대한 비교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
가 확률적 전파 간섭 모델링 연구 추진
허용기준 제 개정 표준 동향 분석
에서는 기존의 불만 사항 기반의 허용기준 관리 방식에서
간섭모델 기반의 허용기준 관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디지털 무선서비스
기술의 발달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동일 공간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작동할

수 있으며 실제 전파환경은 전자파잔향실 또는 자유공간에서의 환경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전자 환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계기반
간섭모델을 활용하여 기존 허용기준 개정 및

이상 허용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이상 허용기준 신규 제정의 경우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이상 주파수 대역에서의 허용기준과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게 되어

에서는

기준과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의 경우

대역 허용
이하 허용기준

기기 등 다양한 전파 사용기기가 개발됨에 따라

이하 대역 허용기준 개정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허용기준 개정

상용화 등으로 전파의

의

이하 허용기준 개정

의 무선전력전송
실내 조명설비

방사 발출 기준 개정이 추진되었다
초과 기준 및 간섭모델 개발 국제표준 동향 분석
에서는

서비스에 따른

대역의 방출 기준

및 간섭모델 제정을 위하여 각국에서 사용되는 무선서비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말기

측정결과를 발표하였고 측정 시 턴테이블 회전

속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독일은
하고

통신 서비스 기반의 파라미터를 도출

단말기 및 기지국에 대한 간섭 모델링 및 기준값을 제시하고
랜 통신 시스템에 대한 측정결과와 제안한 확장모델 기준이

평균 기준과 거의 같다고 발표하였다
향후 각 국가에서 제출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고 독일이 제안한 평균
기준값을 기반으로 한 기준 및 간섭 모델링 보완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

년에는

년

이상 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표준화가 진행됨에

따라 확률적 전파 간섭 모델링 검토 및 표준화 대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주거 상업 경공업환경 기준 분리에 따른 국내 도입방안 검토
표준 검토

주거 상업 경공업환경에서의
적용하는

것으로

급 허용기준 혼용 문제로 주거환경에만

개정되었다

급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포트

정의를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실제 사용 환경의 설치 방법에 따른 시험
셋업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제품설명서에 주거 지역 내에 사용 요구사항을
만족하였음을 명기하고 차폐 케이블 또는 특수케이블을 사용하여 시험에
통과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측정불확도를 평가해야 하고 적합 여부 결정에 반영하여

따라
권고 불확

도보다 시험소의 불확도가 큰 경우 해당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통계적 평가
방법이 삭제되었고 통신 포트 및

포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표준 검토
포트의 정의 및 종류를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산업 장소 관련

정의를 명확화 하였다 시험 동안 측정조건에 피시험 기기의 시험 배치조건을
명시하였다 완전무반사실 편파별 기준정보
관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고 적합 여부 결정에 반영하여

따라 측정불확도를 평가해야
권고 불확도보다 시험소의 불확도가

큰 경우 해당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요구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이상의 검파기 선택에

과는 다르게

포트에 대한

전원을 사용하는 장비별 허용기준 및 측정규격

정보부록이 신설되었다
표준 검토
표준의 경우 상업 경공업 환경의
전반적으로

로 규격이 분리되었으며

의 내용과 같다 허용기준의 경우 산업환경과 같이

급을 따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업 경공업 환경 기기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였고 함체포트 저전압 교류포트 직류 전원포트 유선포트에
대한

급 허용기준을 규정하였고 직류 전원포트의 예외사항을 추가하였다
과

필요가 있어

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추진할
년 표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의 경우 국가표준

바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년도 활동계획
년도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무선기능 시험방법 국제표준안 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
무선기기 관련 국제표준 안 을 검토하고 차기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오디오 출력 기능에 대한 내성 시험방법
부록

부록

오디오 출력 기능에 대한 시험방법

검토
시험 신호를

발생하기 어려운 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 검토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
가 무선기능 시험방법 국제표준안 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
국제표준 개정안의 무선기능 시험방법을 검토하였다
년도 상하이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성능평가 기준 통신안테나 위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배제 대역 설명에 한국 배제 대역이 인용되었으나
주파수대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수신 레벨도 수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수정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나 오디오 출력 기능에 대한 내성 시험방법
부록

부록

검토

에 오디오 출력기능에 대한 시험방법이 있으나 고정음 출력

기기 도어벨 사이렌 게임기기 등 인 경우 시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검토
하였다
오디오 출력기능에 대한 검증 시험을 진행하고
없는 고정음 출력기기에 대한
시험 시
방법

신호를 구현할 수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오디오 신호 발생이 가능한 경우
오디오 주파수 성분을 확인한 후 최대 발생 값을 오디오 기준

레벨 값으로 정하고 시험 시 최대 오디오 레벨 발생 주파수로 내성
시험 신호 변조를 실시하여 시험을 실시

예

에서 최대값이 발생 시

방법

변조된 내성 신호 인가

오디오 주파수 성분을 확인한 후 최대 레벨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레벨의 주파수가

이내인 경우

변조로 시험을 실시 이때 기준 레벨은 방법 의 최대 레벨로 선정한다
시험 시

오디오 신호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오디오 주파수 성분을 확인한 후 신호 대 잡음레벨 오디오 주파수가
이하인 지점의 레벨 의 비가

인 지점을 설정하여

인 지점의 레벨을 기준 레벨로 정하고 시험 시 잡음레벨 발생
주파수로 내성 시험 신호 변조

이내 를 실시하여 시험을

실시 최대 레벨 오디오 주파수는 시험 성적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년 소위원회

차 회의 때까지 시험소별 의견을 취합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사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년도 활동계획
년도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공 배전망 주파수 대역 확대에 따른 장해 분석 추진
호주 유럽에서 전력선 통신 장해방지를 위해

대역에 대해

장해방지 기준 제정이 추진되어 국내 제조사별 해당 제품군을 조사
및 현황을 검토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데이터를 확보하여
국제표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일정 전압 범위를 갖는 제품의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내성 시험방법 논의
주요 내용
가 공공 배전망 주파수 대역 확대에 따른 장해 분석 추진
공공 배전망 주파수 대역 확대에 따라
문서에

산업환경 표준 개정의

이하의 기준이 추가되었으므로 관련 국제표준화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일반제품으로

대역의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여

국내 산업현황 파악이 필요하여 시험기관 및 제조사에 시험 현황 공유를

요청하였다
가변속전력구동기기 등에 대한 측정결과 대부분 기준안대비 마진이 확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럽은

제품과의 간섭을 이유로 기준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는 과거
에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른 좋은 통신들이 많고

전력선 통신이 안정적이지 않아

기술이 사장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력선

통신을 쓰고 있는 기기를 수배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력선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용 기기 등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제조사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의 표준의 경우 기준이

완료된 상황이다

대역이 포함되어 개정이

에서

대역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며

제조사 측은 해당 주파수 대역의 허용기준이 없었음에도 핀란드 지역의
이상에서 의도된 대로

가 정상 동작하고 있고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기기에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허용기준 완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해당
주파수 대역의

통신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기기에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큰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전력
사업자 및
있다

입장은

대역 통신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하 대역에서

를 초과하는

는 집중 장치 주변

스마트그리드 전력량계의 높은 통신 손실을 유지한다
근거한 절충된 제안 기준은
조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기준에

성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 실제
동작 비용의 추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년도에는

이하 대역의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하여

개정현황 파악 및 대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일정 전압 범위를 갖는 제품의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내성 시험방법
논의
전압 범위를 갖는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전압이 내성 기본시험방법

과 인증시험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달라 이에 대한 일원화를
중소기업청에서 규제 개선 요청하였다
에서 전압 범위를 갖는 제품일 경우 전압 범위의 최대 및
최소 전압에서 시험하도록 명시되었고 국내는
정격 전압인

년 기술협의회를 통해 국내

에서만 시험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산업체

의견을 요청한 결과

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압 범위가 정격

전압 범위로 규정된 최저 전압의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격 전압으로

시험하고 전압 범위가 규정된 제품의 경우 최소 및 최대 전압으로 시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국내는 단일 주전압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험기관

에서만 시험하자는

곳 에서 해외 인증 시 정격 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정격 전압으로 시험을 하고 전압 범위가 있는 제품은 최대 최소
전압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 인증제품의 경우 상용전압

로

시험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 시험방법의 취지와 적용성을
고려하여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격 전압으로 범위를 갖는 경우 최소

및 최대 전압으로 시험하는

의 원안을 유지하고 제품별 적용

기준은 제품별 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년도 활동계획
년도

기준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주요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광대역 신호 내성 시험표준 제정을 위한 시험방안 연구 및 대응
특별연구반을 구성하여 광대역 신호 방사 내성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전자파 내성 현장 시험방법 검토
특별연구반을 구성하여 현장시험을 위한 내성 시험방법 안 을 마련
하고 기술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
가 광대역 신호 내성 시험표준 제정을 위한 시험방안 연구 및 대응
최신 이동통신의 전자파 영향을 시험하기 위한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에
대한 신규표준 재정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표준

에서 규정해야 하는 시험 목적

표준 적용성 시험 신호 시험레벨 시험장비 균일장 요구사항 등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리하였다
시험신호는

등 최신 통신 신호를 대표하는

신호를 제안 시험

레벨은 신호의 채널전력을 추가감안 시험장비는 광대역 신호를 발생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 검증하여 변경을 최소화 공간 균일장확인은 유지하고
주파수대역내 균일도에 대한 검증 간소화 방안 등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나 전자파 내성 현장 시험방법 검토
특별연구반을 구성하고 시험항목별 현장 내성 시험방법에 대한 작년 초안과
유럽 연구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정전기 내성 시험은 기본적으로 바닥설치형 시험방법을 따르고 무게 및
크기로 인해 접지판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접지면을 피시험기기
거리에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버스트 내성 시험은 신호 발생기의
문제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 감결합장치 의 전류 용량

을 병렬로 연결해서 시험하는 방안을 검토

하였다
서지 내성 시험은 신호 발생기의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전도성

결합 감결합장치 의 전류 용량문제로

을 병렬로 연결해서 시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자기장 내성 시험은

문제로 전자파 클램프

결합 감결합장치 의 전류 용량

전류 클램프

로 시험하는

방법을 검토 하였다
전원주파수자기장 내성 시험은 중심배치법이 불가능할 경우 근접법으로
시험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방사성

전기장 내성 시험은 국가 규정 전파법 에 따라 정규시험장에서만

시험할 수 있으며 대체 시험방법으로는

주파수 대체법

대체법

이동형 송신기 대체법을 검토하였다
기준전문위원회 개최 리스트
년도

기준전문위원회 개최 현황은
표

표

과 같다

기준전문위원회 개최 리스트

번호

회의명

일자

내용

1

EMC 기준전문위 1차 회의

7. 21. ~ 7.
22.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기준
개정(안) 심의, `20년도 소위원회별
활동(운영) 계획 보고

2

A소위 1차 회의

8. 6.

20년 활동계획 소개 및 주제별 논의

3

A소위 2차 회의

11. 27.

18GHz이상 시험장 평가, 안테나 틸트
측정 등 검토, 21년 연구계획 논의

4

B소위 1차 회의

8. 12.

20년 활동계획 소개 및 주제별 논의

5

B소위 2차 회의

11. 25.

CISPR 37 표준화 자료 검토, 21년
연구계획 논의

6

D소위 1차 회의

8. 12.

20년 활동계획 소개 및 주제별 논의

7

D소위 2차 회의

9. 16.

고전압 케이블 차폐 측정 등 검토

8

D소위 3차 회의

11. 26.

고전압 케이블 차폐측정방법 초안검토,
21년도 연구주제 논의

9

F소위 1차 회의

4. 23. ~
5. 6.

가전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을 위한 사전 검토

10

F소위 2차 회의

6. 11.

가전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검토

11

F소위 3차 회의

7. 8.

가전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검토 및 논의

12

F소위 4차 회의

7. 17.

가전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검토 및 논의

13

F소위 5차 회의

8. 12.

20년 활동계획 소개 및 주제별 논의

14

가전기기 시험방법 편집회의

9. 9.

가전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수정 편집

15

F소위 6차 회의

9. 18.

가전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등 검토 및 논의

LED가로등 시험방법 개정(안),
직류배전망용 가전기기 측정결과 검토

16

F소위 7차 회의

11. 16.

17

H소위 1차 회의

8. 5.

20년 활동계획 소개 및 주제별 논의

18

H소위 2차 회의

9. 17.

일반환경 국제표준 개정사항 검토,
허용기준 개정 표준동향 검토

19

H소위 3차 회의

11. 27.

산업환경 국제표준 개정사항, H AHG9
표준동향 검토, 21년 연구주제 논의

20

I소위 1차 회의

8. 5.

20년 활동계획 소개 및 주제별 논의

21

I소위 2차 회의

9. 2.

무선기능 국제표준안, 기기별 오디오
시험조건 등 검토

22

오디오 출력기능 검증시험

9. 24.

오디오 시험방법 검토, 검증 시험

23

I소위 3차 회의

11. 23.

오디오 시험결과, VR시험방법 등 검토,
21년 연구주제 논의

24

TA소위 1차 회의

8. 4.

20년 활동계획 소개 및 주제별 논의

25

TA소위 2차 회의

9. 7.

Free-Voltage제품의 전압강하내성
시험방법 논의

26

TA소위 3차 회의

11. 25.

150kHz이하 CE측정결과, 표준화동향
검토, 21년 연구주제 논의

27

TB소위 1차 회의

8. 6.

20년 활동계획 소개 및 주제별 논의

28

내성시험방법 TF 1차회의

9. 18.

광대역 방사 내성시험방법, 현장
내성시험방법 논의

29

광대역 신호 분석 시험

10. 8.

광대역 내성신호 측정장비별 측정 분석

30

TB소위 2차 회의

11. 27.

광대역 방사 내성시험방법, 현장
내성시험방법 검토, 21년 연구주제 논의

제2절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구성·운영
1. 전자파 인체보호위원회 및 산하 상설, 특별 위원회 구성
국립전파연구원의 2020년 전자파 인체보호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국가표준 제·개정, 국제표준화 등 협력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 및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파 인체보호위원회
및 위원회, 특별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20년에는 EMF 용어사전(`09년도) 개정을 위한 EMF용어사전편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신설하여 총 9개의 상설 및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구성은 [그림 7-3]과 같다.

[그림 7-3] 전자파 인체보호위원회 구성도
가.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정부 정책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표준화 등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방법 관련 국가표준 제정 및 개발을 추진하고 전자파인
체보호위원회 위원회 신설·폐지 여부 및 운영계획 검토, 각 위원회의 활
동 및 연구실적 검토를 수행하며 국제표준화 대응방안 논의 및 자문 역할
을 수행한다.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충북대학교 김남 위원장을 비롯한
국립전파연구원, 충남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
연구원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표준협력위원회
표준협력위원회는 전자파 인체노출량 관련 IEC TC106 등 국제표준화
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각 위원회에서 개발된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방법 등 국가표준(안)을 최종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협력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애경 위원장을 비롯한 국립전파
연구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삼성전자, LG 전자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 정책제도위원회
정책제도위원회는 인체보호기준,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대상기자재
고시 등 EMF 관련 제도·정책 검토 및 제·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
기구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개정 추진에 따른 국내 인체보호기준 개정방안
검토,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 개선방안 검토 등 국내·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연구 및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한다 . 정책제도위원회는 국립전파연구원 김기회 위원장을 비롯한 충남
대학교, EMF Safety,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라. EMF 측정지침위원회
EMF 측정지침위원회는 전자파흡수율(SAR)과 전자파강도에 대한 2개
분과의 시험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
강도와 관련한 고시에서 다루지 못하는 세부 측정방법을 검토하고 측정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EMF 측정지침위원회는 국립전파연구원 김기회 위원장을 비롯한 EMF Safety,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 HCT, 원택
등 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마. 생활속전자파위원회
생활속전자파위원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측정신청 제품에 대해 중복성 및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국민들
에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과대·과장 광고하고 있는 전자파
차폐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능을 측정하여 결과를 검토한다.
생활속전자파위원회는 충북대학교 김남 위원장을 비롯한 충남대학교,
EMF Safety,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어머니회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바. 무선국위원회
무선국위원회는 5G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강도 평가방법 및
측정방법을 논의하고, 실생활 환경에서의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선국 전자파강도
계산방법에 대한 국외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무선국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형도 위원장을 비롯한 EMF Safety,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 전기자동차위원회
전기자동차위원회는 전기자동차 자기장 측정방법(안)에 대한 국가표준
개발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등 측정방법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하이
브리드 자동차 등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차량 및 다양한 차종에 대한 측정
방법 적용 범위 확대방안을 검토하며, 차량 외부의 측정방법을 검토한다.
전기자동차위원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해룡 위원장을 비롯한 현대
자동차, 쌍용자동차, GM, 자동차안전연구원, 만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 WPT위원회
WPT위원회는 무선전력전송기술 이용기기 증가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
방법 연구 및 IEC TC106 WG9 국제표준화 규격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선충전방식별 원리를 분석하고 원거리 충전제품에 대한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WPT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안승영 위원장을 비롯한 충북대학교, 충남
대학교, 한국전기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5G휴대기기위원회
5G휴대기기위원회는 5G 휴대전화의 전력밀도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을
검토한다. 특히, 5G 근거리장 전자파 측정기술의 측정방법 개선 방향을
검토하며 표준 혼 안테나에 대한 거리 및 면적별 전자파를 측정하고 외삽법
(위상 고려)과 비교 검토하여 불확정도 분석을 수행한다.
5G휴대기기위원회는 EMF Safety 김윤명 위원장을 비롯한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인천대학교, 삼성전자, DTNC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차. EMF용어사전편찬위원회
EMF용어사전편찬위원회는 공학용어와 의학용어로 기술되어 있는 전자파
인체보호 및 인체영향 관련 정보 및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EMF용어
사전을 편찬하고 업데이트한다. `20년도에는 `09년도에 발간된 EMF용어
사전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용어 추가 및 기준용어 정의를 업데이트한다.
EMF용어사전편찬 위원회는 충남대학교 백정기 위원장을 비롯한 충북대
학교, EMF Safety,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숭실대학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전자파 인체보호위원회 및 산하 상설, 특별 위원회 운영
2020년도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의 주요 활동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운영위원회
`20년도 전자파 인체보호 위원회 운영계획 및 상설·특별 위원회별 주요
활동계획을 검토하였다.
- ICNIRP 등 국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개정 내용 분석을 통한 국내
인체보호기준 고시 개정(안) 검토

- IEC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분야 TC106 국제표준화 대응
- 20년 생활제품 및 생활환경 선정 및 거짓·과장 광고 전자파 차단제품
성능평가
- 무선국 전자파강도 평가방법 개선안 검토
- 28 GHz 5G 휴대전화 전력밀도 측정방법 간소화 방법 검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면회의
또는 수시 의견 수렴 등 적절한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제 학술대회 및 회의(BioEM, GLORE, IEC TC106 총회 등)가
취소 또는 연기되거나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점에 적절하게 대응키로 하였다.
나. 정책제도위원회
1) `20년도 운영계획
ㅇ ICNIRP, IEEE 등 국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개정 내용 분석을 통한
국내 인체보호기준 고시 개정 방안 검토
ㅇ WHO 등 국제회의 및 전자파인체보호 정책제도·연구 관련 국제협력
2) 주요 내용
가) 국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인체보호기준 고시
개정 방안 검토
국제 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ICNIRP,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는 2020년 초에 개정된 전자기장 노출 제한
지침(100 kHz ~ 300 GHz)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파인체보호 기준
개정을 검토하였다.
정책제도 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내 인체보호기준 개정 추진 방향으로는
기존 인체보호기준과 개정된 인체보호기준을 검토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국외의 인체보호기준과 조화를 또한 고려하며 특히, 28 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에 대해
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WHO 등 국제회의 및 전자파인체보호 정책제도·연구 관련 국제협력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조정 회의(GLORE)는 각국 정부기관에서
참여하는 세계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조정회의로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과
방향 등을 논의한다.
`20년 11월 9일~1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 예정이던 GLORE
2020 meeting이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5G 이동통신 등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각국의 전자파인체보호 정책과 연구결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Update of International validation project of the NTP
study on carcinogenesis of mobile-phone RFR-Korea view의 주제로 아주
대학교 안영환 교수가 한국에서의 NTP 연구결과를 소개하였으며, Updates
on EMF Polices and 5G Compliance in Korea의 주제로 국립전파연구원의
김기회 연구관이 5G 이동통신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한국의 전자파인체
보호 기준 및 정책 동향을 소개하였다.
다. 표준협력위원회
1) `20년도 운영계획
2020년도 표준협력위원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IEC TC106 등 EMF 관련 국제표준화 대응
ㅇ 국가표준 제정 최종(안) 검토
2) 주요내용
가) IEC TC106 등 EMF 관련 국제표준화 대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EC TC106 총회 및 국제회의가 취소 및 화상회의로
대체되었으며 국내 TC106 분과별 위원들은 해당 연구주제에 대해 기고서
발표 및 국제 표준화 대응을 진행하였다.
표준협력위원회에서는 5G 전력밀도 측정방법을 만드는 IEC/IEEE Joint
Working Group 12 작업그룹에서 우리나라의 5G 휴대전화의 28 GHz 전력
밀도 측정방법 개선 연구결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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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 Antenna and a Single Patch Antenna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고,

5G

무선기지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마련하는

MT3에서

5G

measurement method RRA contribution에 대한 주제로 기준신호(RSRP) 측정
및 외삽법 적용한 우리나라의 5G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 소개하였다.
나) 분과별 국제회의 주요 대응 결과
① (WG9/PT63184) WPT 인체영향 측정방법 주요 개발 현황
2017년 관련 프로젝트 팀 구성을 통해 표준 초안 작업이 시작되었고,
2021년 최종 발간을 목표로 프로젝트 진행 중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내용인 무선 충전 드론 및 대형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영향 측정방법은
Annex H(Normative) Use Case에 수록되어 개발 진행 중이며 기존 Annex
H의

경우 Normative로

개발

중이었으나, 작업반 회의시

Annex

H.

(Normative) Use Case를 (Informative)로 변경 건에 대한 논의 진행 중에
있다.
② (JWG11, 12) mmWave 수치해석 및 실측방법 주요 개발 현황
전력밀도 (Power Density, PD) 관련 측정방법 개발 진행 사항 검토에
있어서 IEC/IEEE 63195-1(수치해석), 63195-2(측정)로 나누어 표준 개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측정방법 및 유효성 검증에 대한 작업은 완료되었으며,
몇 가지 잔여 기술적 이슈 사항(PD 정의, DUT 위치, NF/FF 평가, Array
안테나 빔 측정방법)에 대한 검토 진행 중이다.
③ (JWG13)

전자파인체영향 측정방법 주요 개발 현황

IEC/IEEE 62209-1528 와 IEC 62209-3 통합을 위한 개정작업을 18년 3월
추진하였으며, 20년 10월 발간 예정이다.
TAS(Time Averaging SAR) TR 작업 Ad-Hoc team에서는 SAR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된 최신 칩셋, 모뎀 및 근접 센서 기반의 동적 전력
제어

및

노출

time-averaging,

시간

평균

DPC-ETA)

(dynamic
알고리즘의

power

control

검증

방법을

Sub-6GHz Ad-Hoc team에서는 기존 LTE와는

and
개발

exposure
중이며

다른 5G New Radio

Frequency Range 1은 최대 100MHz (캐리어 당)의 큰 신호 대역폭을 갖고,
1 ~ 8 개의 캐리어 까지 지원 할뿐 아니라 각 반송파는 높은 변조 방식
(최대 256 QAM) 이 적용되고 있어, 제품의 동시 전송 및 신호 특성이 있어
기존과는 다른 측정방법의 접근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검토 작업반이 구성
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TR (5G NR FR1 장치에 대한 SAR 추가 지침)에
포함 예정이다.
④ (MT3) 기지국 인체 노출량 측정방법 주요 개발 현황
mmWave 측정방법이 포함된 IEC 62233 Ed.3.0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IEC 62233 Ed.2.0에 대한 개정 작업이 19년 4월 추진되어 21년 4월
최종 발간을 목표로 작업 진행 중에 있다. ICNIRP 2020 발간에 따른 측정
방법을 분석 진행 중인데, 개정된 ICNIRP 지침에 따르면 WB-SAR에 대한
주파수 범위가 300 GHz까지 확장되었으며, 이를 IEC62236에서 고려 검토
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제안한 5G 이동통신기지국 평가 방법이 Annex F.9에 포함
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 정리 및 Data Rate 고려한 평가방법 제안되었다.
Actual maximum approach에서 massive MIMO만 명시되어 있어 massive
MIMO=> beamforming or massive MIMO 로 수정하고 이 방법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개정 작업시 주요 검증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신규 Adhoc을 구성하여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 EMF측정지침위원회
1) `20년도 운영계획
2020년도 EMF측정지침위원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신기술 신제품의 전자파흡수율 세부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검토
ㅇ 적합성평가지식DB(KSDB)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방안 검토
2) 주요 내용
가)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전력밀도 간소화 방안 검토
① 3.5 GHz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측정간소화

5G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3.5 GHz 대역의 전자파흡수율 간소화 방법은
휴대전화의 전도전력과 SAR 값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마련하였으며,
1차적으로 전도전력이 가장 높은 통신조건을 선별하고, 측정 불확정도를
고려한 사전 SAR을 통하여 최종 측정 조건을 선별하도록 검토 및 마련하였다.
사전 SAR 측정시 몸통 SAR 측정의 측정 면 간소화는 측정 면은 안테나가
접한 한 면만 적용하여 전체 측정 후 최대조건에서 5면을 측정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② 28 GHz 5G 휴대전화의 전력밀도 측정간소화
5G 휴대전화에 적용되는 28 GHz 대역의 전자파인체노출량 평가 기준은
전력밀도이다. 전력밀도는 전도전력 – EIRP와의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빔
조향 및 조건을 고려하여 송신모드별 빔 개수를 간소화하여 전력밀도를
측정해야 한다.
빔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 근거를 각 측정기관의 측정오차를 추가하는
부분 검토와 평균 면적조건 1 cm2가 20 cm2 보다 보수적인지 휴대전화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 하였다.
빔 선정 근거로 EIRP 측정오차(불확정도)인 2.5 dB 기준을 기본으로 적용
하되 각 시험기관의 측정오차가 큰 경우는 추가적용(단서조항 추가)할 수
있다.

나) WLAN 주파수 확대 및 신기술 적용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및 전력밀도
측정기준 검토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은 6 GHz 이하는 전자파흡수율, 6 ~ 10
GHz 대역은 전자파흡수율 또는 전력밀도 , 10 GHz 이상의 경우는 전력
밀도로 주파수 대역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WiFi 6E 와 같은

6 GHz 주파수 대역을 갖는 기술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은 전자파
흡수율 또는 전력밀도 측정방법 2가지 모두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관련 대상기기의 적합성 인증시 혼돈이 생기지 않게 일괄된 전자파 인체
노출 측정 방법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6 GHz WLAN의 주파수 대역은 5.945 GHz ~ 6.145
GHz 주파수 대역에서 에서 80, 20, 40, 160, 320 MHz 대역폭을 사용할 예정
이다.
6 GHz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정시험기관의 측정시스템 보유현황과 현재 전자파흡수율 및 전력밀도
측정시스템의 불확정도를 검토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EMF측정지침위원회를 통하여 시험기관의 측정시스템 보유현황 및 측정
시스템의 불확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전력밀도 측정시스템만 별도로 구축
및 계획하고 있는 지정시험기관은 없으며, 대부분 전자파흡수율 측정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다.
또한 측정시스템의 불확정도 같은 경우 전력밀도 측정시스템이 전자파
흡수율 측정시스템보다 측정불확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되었다.
6 GHz 대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의 경우는 시험기관의 측정
시스템 보유현황 및 불확정도를 고려할 경우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이 현재
로서는 타당한 측정방법이지만, 향후 전력밀도 국제표준과 외국의 측정방법
규정 동향 및 장비의 신뢰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6 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WLAN 이 출시 예정에 따라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방법 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측정되는 측정횟수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WLAN 이용 기자재의 전자파흡수율 측정하기
위해 전도전력의 측정횟수는 주파수 및 모드별로 매우 많아 전자파흡수율
적합성인증 측정시 전도전력 측정에만 약 14,000번, 2주 정도 시간이 소요
되고 있어 `21년도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1년도에는
기존 WLAN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드, 채널,
주파수별 전도전력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경향성을 가지는지 분석할 예정
이며, 분석을 통해 각 대역에서 전도전력에서 가장 높은 전력이 측정된
전송속도에서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간소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마. 생활속전자파위원회
1) `20년도 운영계획
2020년도 생활속전자파위원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생활제품·환경 전자파에 대한 측정대상 선정 및 측정결과 검토
ㅇ 전자파 차단제품 성능검증 대상 선정 및 측정결과 검토
2) 주요내용
가) `20년도 생활제품·환경 전자파에 대한 측정대상 선정 및 측정결과 검토
국립전파연구원은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전자파 안전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우려하는 생활·환경 가전제품 등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허위, 과대·과장 광고 전자파 차단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중에서 구매한 차단 제품에 대해 성능
평가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① `20년도 상반기 생활환경 전자파 제품 선정 및 측정
`20년도 상반기에는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5G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선정하였으며, 국민들이 신청(28종)한
전자파 측정대상 제품을 검토하여 5종을 선정하였다.
5G 전자파는 무선국 측정결과서 분석을 통해 측정대상(기지국 및 단말기)을
선정하였으며 측정조건 및 측정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전자파 차단제품 성능검증 제품 9종 선정 및 성능검증 측정방법을 논의하
였다.
② `20년도 상반기 생활환경 전자파 제품 측정 결과
벌레퇴치기 3종, 공기청정기 2종의 전자파 총 노출지수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음파진동 운동기를 최대 진폭(20)으로 설정했을 때 발판 부분에서 측정된
전자파 총 노출지수는 5.57%로 측정되었다 . 음파진동운동기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높이를 가정(손잡이, 머리, 몸통 부분)하여 측정하였을 때는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 특성을
고려해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통신주·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이다.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 W/Kg) 대비 1.5~5.8 %
수준이다.
생활속에서 일반인이 승강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건물별
마지막 운행 층)에서 전자파 총 노출지수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

으로 미미하다.
③ `20년도 상반기 전자파 차단제품 성능검증 및 측정 결과
허위 및 과장광고로 의심되는 6종의 제품을 선정하여 전자파 강도를 측정
하였으며 6종 제품 모두 다소 자기장 총 노출지수가 감소함을 보이기는
했지만 각 제품이 광고하는 전자파 차단, 타사제품 대비 10배 이상 또는
100배 이상 전자파 감소 등은 허위 및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전자파 차단 의료용 가운 및 앞치마 등은 전기장은 50% 이상
감소시키지만 자기장에 대한 전자파 감소는 미미하기 때문에 이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④ `20년도 하반기 생활환경 전자파 제품 선정 및 측정
`20년 9월초 기준, 국민신청제품(17건)에 대해 중복신청 및 신규 접수건을
고려하여 4종을 선정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살균기 등의 수요가
급증하여 관련 제품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겨울철 사용하는 전열
제품과 전자파 고노출 제품군에 대해서도 추가 선정 및 측정을 실시하였다.

전자파 차단제품 성능검증 제품 3종 선정 및 성능검증을 하고 후속조치
를 실시하였다.
⑤ `20년도 하반기 생활환경 전자파 제품 측정 결과
제습기, 가습기, 전자피아노, 식기세척기의 전자파 총 노출지수는 대부분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전기매트는 2% 내외로 측정되었고 온풍기, 온수매트, 전기방석, 전기 라디
에이터는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헤어
드라이어는 5% 내외, IH 전기밥솥(실제 취사 상태 측정) 전자파 총 노출
지수는 30 cm 측정 거리에서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 33 %, 60 cm 측정
거리에서는 5 ~ 7 %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 IH밥솥은 취사시작 후 가열
하는 시간 10분 동안 전자파 총 노출지수 최대이고 보온 상태는 1% 내외
이다.
공기(공간) 및 제품 살균기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이다.
⑥ `20년도 하반기 전자파 차단제품 성능검증 및 측정 결과
허위 및 과장광고로 의심되는 3종의 제품을 선정하여 전자파 강도를 측정
하였으며 3종 제품 모두 전자파 차단효과가 미미하여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바. 무선국위원회
1) `20년도 운영계획
2020년도 무선국위원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5G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개선 방안 검토
ㅇ 무선국 전자파강도 계산 평가방법 및 제도 도입방안 검토
ㅇ 실생활(in-situ) 환경 중심에서의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검토
2) 주요 내용
가) 3.5 GHz 5G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방법 개선(안) 논의
기존 3.5 GHz 5G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방법의 경우 측정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측정값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 방법을 완화
해야 할 부분과 강화해야할 부분을 분석하였다.
측정 포인트, 측정간격 (거리 ), 측정시간의 변화에 따라 5G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와 분석결과를 검토하였다.
<측정 간소화 방안>
ㅇ (측정 포인트)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완화
ㅇ (측정 간격) 0.5m에서 1m 로 완화

ㅇ (측정 시간) 기존 수초 이내 측정의 경우 순간 변하는 값의 오차가 발
생함에 따라 시간평균 적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시험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5초 시간 평균값의 경우 6분 평균값에 준하는 값으로 수
렴함을 확인했다. 2가지 개선안을 바탕으로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 (개선 1안) 5초 시간 평균 측정
>> (개선 2안) 수초 측정하되, 이전 Data에 대한 오차가 있는 경우 재측정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방법에서 기존 채널파워 측정을 이용하게 되면
시분할복조 통신방식 및 빔포밍이 적용되는 5G 무선국의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선국 위원회에서는 기준신호(RSRP)의
강도 값을 측정하고 외삽법을 적용하여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고 있다.
나)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방법(안) 검토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전파환경조사(민원에 의한 수탁측정) 중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측정과 향후 KCA의 전자파안전정보센터에서의 측정
대응 목적으로 실제 환경에서 300 ㎓ 이하 주파수 범위의 다양한 전자기장
(EMF) 발생원에 대한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측정
방법을 국가 표준으로 작성하여 검토하였다.
검토된 내용으로는 저주파(가전기기), 고주파의 경우 각 자기장 측정방법
및 전기장 측정방법 등 서로 다른 측정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하거나 챕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에 대한 측정
구분과 별개로 측정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우선 정의하여 반영
하기로 하였으며, 측정방법 표준의 구성은 ① 일반사항 ② 저주파 측정절차
③ 고주파 측정절차 ④ 노출지수 평가의 구성으로 제안되었다.

아. WPT위원회
1) `20년도 운영계획
2020년도 WPT위원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무선전력전송기기 전자파 인체노출량 IEC 국제표준 전담 대응
2) 주요 내용
PT63184는 2017년 TC106/WG9 산하 PT63184가 신설(NP 승인)되어 표준
초안 작업이 시작되었고, 2021년최종 발간을 목표로 프로젝트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내용인 무선 충전 드론 및 대형기기(H.3 Drone과
H.2 Heavy-duty EV)에 대한 전자파 인체영향 측정방법은 Annex H(Normative)
Use Case에 수록되어 개발 진행 중이다. 다만, 기존 Annex. H의 경우
Normative로 개발 중이었으나, 작업반 회의시 Annex H. (Normative) Use
Case를 (Informative)로 변경건에 대한 논의 진행 중에 있다.
무선전력전송기술은 30M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 자기 공진 또는 자기
공명 방식을 이용한 WPT 기술을 적용한 무선기기 개발에서 점점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radiative WPT를 이용한 제품들의 개발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Radiative WPT는 전자파 방사를 이용하여 전자파 에너지를 수신
안테나로 수신한 후 정류 회로를 통하여 정류하여 부하에 전력을 전달하는
기술로써, IEC TR 62905를 발행된 이후 WG 9 국제회의에서 RF 방식을
사용한 WPT 시스템에 대한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보고서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radiative WPT에 대한 기술보고서 발행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보고서에서는 30MHz에서 300GHz에서 동작
하는 radiative WPT 시스템에 의한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Radiative WPT는 저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되는 WPT에 비해 전송 거리가
크고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상호 결합이 필요 없으며, 센서, RFID,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 등과 같은 저전력 기기에서부터 고전력을 사용하는 기기에
원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장점을 가지지만 radiative WPT

시스템에서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사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기술적으로 완성된 기술 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안 및 의견
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자. 5G 휴대기기위원회
1) `20년도 운영계획
2020년도 5G휴대기기위원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28 ㎓ 5G 휴대전화의 전력밀도 평가기술 개선방안 검토
ㅇ 28 ㎓ 5G 전력밀도 평가 면적조건 분석 자료 검토
ㅇ 28 ㎓ 5G 전력밀도 측정방법 간소화 방안 검토
2) 주요 내용
가) 28 GHz 5G 휴대전화의 전력밀도 평가기술 개선방안 검토
5G 28 GHz 휴대전화의 전력밀도는 그 파장이 짧아서 근거리장에서의
전력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근거리장에서 전력밀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5G 휴대
기기 위원회에서는 근거리장에서 전력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기장 프로브
개발 결과를 검증하고 그 측정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원거리장에서 전력
밀도를 측정하여 근거리장 전력밀도를 추정하는 수치해석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5G 배열 안테나와 휴대전화 시제품에 대한 전력
밀도 수치해석/측정 검증 및 측정시스템간의 비교 측정 결과를 검토하였다.
백-프로젝션 기법은 원거리에서의 전기장 세기를 재구성 알고리즘
(Reconstruction algorithm)을 통해 근거리 전기장세기로 투영하는 기법이다.
안테나로부터 방사되는 전기장을 측정할 때 전기장 프로브가 안테나와 근접
하는 경우, 다중반사와 같은 복합적인 효과로 인해 측정 프로브가 정확하게
값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거리장에서 얻은 전력밀도 값을
통해 근거리장의 정보를 얻어내는 수치해석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력밀도 측정을 위해 개발된 28 GHz 전기장 프로브를 이용하여 혼
안테나와 패치 안테나의 개구면 및 방사체로부터 거리별 근거리장 전력
밀도를 측정하고,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면적 1 cm2와 4 cm2의 평균
전력밀도 측정 결과와 수치해석을 비교한 결과, 혼 안테나의 경우 약 ±
10 % 수준의 오차에서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패치 안테나 및 배열
안테나의 경우 10 % ~ 20 %의 오차를 가짐을 확인했다.
원거리장에서 전기장의 세기만을 이용하여 근거리장으로 백-프로젝션한
전기장 세기의 크기 값도 수치해석치와 비교하였으며 향후 전력밀도 측정
값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프로젝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5G 휴대기기 위원회에서는 5G 휴대전화의 근거리장 전력밀도 평가기술의
개선 연구 대해서, Near-field PD Measurement of the Horn Antenna and
a Single Patch Antenna라는 주제로 IEC/IEE JWG12 국제회의에 기고하는
등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였다.
차. EMF용어사전편찬위원회
1) `20년도 운영계획
2020년도 EMF용어사전편찬위원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편찬위원회 구성
-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정책제도 위원회에서

별도의 편찬위원회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ㅇ ‘09년도 용어사전 업데이트
- ‘09년도에 발간한 EMF 용어사전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용어 추
가 및 기존 용어 정의 업데이트
2) 주요 내용
가) EMF 용어사전 발간을 위한 용어 검토
공학 용어와 의학 용어로 기술되어 있는 전자파 인체보호 및 인체영향
관련 정보 및 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공학과 의학 분야의 전문가 14명을

섭외하여 20년 EMF 용어사전 편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용어사전
발간은 기존 09년도에 발간한 용어사전을 기본으로 하여 IEC, ITU, WHO 등
과 같이 전자파 인체보호와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하여 업데이트 하는 형식
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신규 용어 조사와 기존 `09년
도, `15년도 용어를 수합 및 검토하였다. 신규 조사된 용어 및 기존용어를
총 취합된 용어는 1,173개로 이중 중복 및 불필요한 용어를 검토하여 최종
966개 용어를 선정하였다. 향후 발간될 EMF 용어사전은 ① 부록(통신방식
등) ② 표준용어 ③ 용어정의 ④ 용어해설 파트로 나누어 구분하기로 하였
으며, 21년도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추진하여 21년도 하반기에 초판을 제작
할 예정이다.
3.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개최 리스트
2020년도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운영 현황은 <표 7-2>와 같다.
<표 7-2>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번호

위원회명

일자

내용

1

운영위원회

6. 11 ~ 17

1차회의(서면)

2

정책제도

7.20 ~ 8.14

ICNIRP Guideline 2020 번역

3

정책제도

11. 9 ~ 12

GLORE 2020 meeting 국제 표준화 대응

4

표준협력

4. 21 ~ 23

TC106 1차 분과별 대응회의

5

표준협력

7. 1 ~ 17

TC106 2차 분과별 대응회의

6

표준협력

9. 25

1차회의

7

EMF측정지침

5. 22

5G 단말기의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검토 회의

8

EMF측정지침

6. 19

1차회의

9

EMF측정지침

7. 27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검토 회의

10

EMF측정지침

9. 21

전도전력 측정 간소화 방안

11

EMF측정지침

10. 19

제2차회의

12

EMF측정지침

11. 18

WLAN 측정 간소화 데이터 검토

13

생활속전자파

4. 23 ~ 28

1차회의(서면)

14

생활속전자파

6. 24 ~ 29

2차회의(서면)

15

생활속전자파

7. 17 ~ 23

3차회의(서면)

16

생활속전자파

9. 9 ~ 15

4차회의(서면)

17

생활속전자파

18

무선국

4. 20 ~ 21

19

무선국

7. 2 ~ 3

20

무선국

7. 13 ~ 24

21

무선국

11. 2

22

무선국

23

EMF용어사전편찬

24

EMF용어사전편찬

25

EMF용어사전편찬

10. 26

2차회의

26

EMF용어사전편찬

11. 17

3차회의

27

5G휴대기기

7. 2 ~ 3

5G 휴대전화 전력밀도 측정방법 국제표준 검토

28

전기자동차

3. 13

저주파수 자기장 측정방법 개선방안 검토

29

WPT

5. 27

전기자동차 주행중 무선충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11. 26 ~ 12. 2 5차회의(서면)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방법(안) 검토
5G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방법 국제표준 검토
1차회의(서면)
2차회의

11. 30 ~ 12. 7 3차회의(서면)
5. 26

EMF 용어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 검토 회의

6. 17 ~ 7. 10 1차회의(서면)

제

장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개발된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
하기 위해 주요 복합시설로서 실제 구축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보편적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하여 주요 복합시설인
태양광 발전설비에 가장 적합한 전자파 가이드라인 개발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자파 안전관리 제도 확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년도 양성한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 교육 강사를 활용하여 금년도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 기술자
인력양성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전자파 기준을 적기에 마련 보급을
위해 전자파 기준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 운영 연구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시험 평가방법 개발 연구로서 복합설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단계별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실증을 위하여
금년에 신설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사하고 안전관리 대상에 부합한
시설을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증 대상 선정과 가이드라인 적용 및
검증을 위해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실증 검증 연구반 구성하였으며
스윗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정할 때 활성 장치

분석은

시스템에

영향 매트릭스를

인버터 및 배터리 충전 레귤레이터 만이 잠재적인

간섭원이며 번개로 인한 과도 장애 신호는

케이블 및

발전기에서

유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치는 가상 간섭원으로 표시될 수 있다 영향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모든 간섭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
본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 안전관리 적용은 국내 최초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를 시행한 것으로 추후 태양광 발전 및 유사한
분야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를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인력양성 교육을 위해 전자파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과목으로서

전자파 환경공학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감리제도

전자파 위험요소 관리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기술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등

개 교과목을 지정하였다

수강생 모집은 전자파학회에서 소속 회원 및 회원사에게 단체 메일 송부
및 홈페이지 공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명의

교육성 모집을 완료하였다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

로 인해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비대면

강의는 수강생들이 효율적으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동영상
녹화본 강의 자료를 마련하여 수강생의 동영상 시청 여부에 따른 출석
확인이 가능한 플랫폼을 사용하였으며 강사는

년 구축된 전문 강사

인력풀 등을 참고하여 전자파 분야의 경력자로 구성하여 강의는 총
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었다 온라인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수료 기준
으로 출석

퀴즈

과 최종 평가점수

를 합산하여

점 이상인

자로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수료생 선발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수료생 총

명을 양성하게 되었다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발을 위하여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준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전자파 인체보고 관련 제도 정책 및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비자 및 산학연관 전문가로 전자파 인체보호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관련 기술기준 등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기준 전문위원회

회와 전자파 인체보호위원회

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복합설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단계별 전자파 안전관리 절차
가이드라인 및 전자파 안전관리 절차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이 제정

되었다 금년도 복합시설로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보편적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검증이 이루어졌다
향후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다양한 복합설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
수정 보완과 전자파 안전관리 실시 복합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과 전자파 안전관리 시험 평가 방법의 국가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전자파 안전관리 법제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교육 확대

및 양성된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자파 안전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전자파 보호 기준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전파연구소 연구보고서

전자파 적합성 기술기준 연구

전파연구소 연구보고서

전자파적합성 기준 연구

전파연구소 연구보고서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연

구
국립전파연구원 연구보고서

전자파적합성 기준 연구

첨부

교육에 대한 설문
<전자파 안전관리

시 행 일 자

기술자 양성 교육>
시 행 장 소

설문조사

2020.12.10. ~
12.11.
온라인

본 설문조사는 향후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교육과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오니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항목에 V 표 또는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자파학회 1. [기본 사항]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근무처

①대학

②연구소

③공공기관

④시험기관

⑤기타
(

② 10년

③ 15년

④ 20년

경력기간 ① 5년
수강한
과목

)

⑤ 25년 ⑥30년 이상

① 전자기학

② 전자파 환경공학

③ 안테나 공학

④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기술

⑤ EMC 감리제도

⑥ 전자파 위험 요소관
리

⑦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⑧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2.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상의 만족도와 관련 아래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항목
강의의 주제와 구성은 목적에 적절하였다
강사의 강의 내용은 체계적이고 충실하였다
교육의 기간은 적절하였다
온라인 강의에 따른 교육 자료 동영상 교재
등 제공은 적절하였다
기타 제반 환경은 만족스러웠다
주변 지인들에게 본 강의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자파 안전관리

2020.12.10. ~

시 행 일 자

12.11.

기술자 양성 교육>
시 행 장 소

설문조사

온라인

3. [교육 만족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강과목의 편성은 적절하였다
본 교육은 업무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수강 확인을 위한 퀴즈 편성은 적절하였다
교육에 대한 평가문제는 적절하였다
수강과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과목 대체 의견 등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 학습 만족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 이용에 만족한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전자파학회의 안내 시스템 이
용 방법 에 만족한다
온라인 강의 접속이나 학습 자료 다운로드가 용이
하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비교할 때 만족한다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항목

응답

1) 본 교육(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양성 교육
과정)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교육
과정 상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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