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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동향
EMC 기준전문위원회에서는
전파환경 보호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전자파적합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에 대한 연구와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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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장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자국의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대부분은 전자파를 이용합니다. 정보통신 기기를
동작시키고 시스템을 연결·제어 하는 핵심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파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전자파적합성 제도를 수립하고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변화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 전자파적합성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관점에서 더나아가
이제는 산업 시설이 원활히 동작토록 하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의 관점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국제표준화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는 전자파적합성을 안전, 기능, 환경과 함께 중요한 표준화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MC 표준화 동향보고서는 IEC 산하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와 전자파적합성위원회(TC77)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표준화 동향과 각 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현황을 소개하고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IEC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무선전력전송, 로봇, 웨어러블기기, 신재생에너지 등의
전자파적합성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G 이동통신 등 광대역 서비스의 전자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산업체들이 개발한 자동차, 가전, 멀티미디어 분야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로봇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신규 전자파적합성 표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전자파적합성 표준화 동향은 향후 국내·외에서 규제화 될 수 있으므로 산업체,
시험기관에서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금년에 국제표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
기준을 신설하고, 새로운 무선통신 서비스로 부터 전자파 내성을 갖도록 인가 주파수 대역을 6 GHz로
확장하는 등의 전자파적합성 기준과 시험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우리나라 산업체의 전자파적합성 기술과 의견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전자파적합성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고서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EMC 기준전문위원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장

유대선

동향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안녕하세요?
EMC기준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입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된 한 해였습니다. 사회·경제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정보통신 기술과 지능화가 산업전반으로 확산되어 기존 산업 형식과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인공지능, 가상현실·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 로봇 등을
미래 기술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중 IoT와 5G기술 등 전자파 기술이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시킬 핵심
인프라로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로 우리의 생활은 보다 더 편리해 지고 있지만, 늘어나는
무선서비스, 각종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로 인한 전자파 간섭 문제와 전자파 안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파적합성 평가 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은 일정량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전자파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파 장해방지(EMI) 기준과 일정량의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전자파 내성(EMS) 기준에 적합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는 산업의 다변화 및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라 매년 국제표준을 새롭게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준이나
시험방법을 제안하며 지속적으로 표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MC 제도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1989년 EMC 제도 도입이래, 1997년
설립된 EMC 기준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새로운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개정 및 표준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기준이나 연구결과 및
국내 산업체의 의견이 국제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및 최신 기술정보를 산업체에 해마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EMC 국제표준화 분야의 최신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우리 위원회의 국내·국제 표준화
활동을 정리하여 2017년도 EMC 동향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표준화 연구와 EMC
기술 개발이 전파통신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동향 보고서가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들에게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분석에 참여해 주신 여러 전문위원님들, 내용을 감수해 주신 소위 위원장님들과
국립전파연구원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EMC 기준전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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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CISPR 위원회 소개
 제2절 2017년도 주요 회의결과

CISPR 위원회 소개

CISPR는 전자파장해(EMI) 측정･평가 관련 기본
규격(basic standard)과 가전기기, 정보기술기기
(ITE), 멀티미디어기기 등 특정 제품 및 제품군에 대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1)) 산하의 국제무선장해

표준(product and product family standard)을

특별위원회(CISPR2))는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비의도적

제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전자파로부터 무선서비스를 보호하고 전자파로부터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EMC 기준으로 CISPR

기기들이 내성을 갖도록 하는 전자파적합성(EMC)

표준을 준용하고 있어 CISPR는 전자파적합성 분야

관련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1934년 최초의

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 자리

공식회의를 개최한 이래로 매년 표준 규격을 제정하기

매김하고 있다.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현재 CISPR는 산하에 6개의 소위원회(sub‐

서비스 장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

committee)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로

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구성되어 있다.

〔표 1-1〕 IEC/CISPR 산하 소위원회 역할 및 담당표준
CISPR 16-1-1∼6
CISPR 16-2-1∼4
CISPR/TR 16-3
CISPR 16-4-1∼5
각 제품 표준(product standard)과 제품군 표준(product family standard)에 기준이 되는
CISPR 17
기본 측정 방법과 측정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하는 위원회
IEC 61000-4-22
[기본규격] 전자파 장해 측정 및 통계적 방법

CISPR
A

1)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2) (불)Comité International Spécial des Perturbations
Radioélectriques
(영)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001

EMC (전자파적합성) 표준화 동향

〔표 1-1〕 IEC/CISPR 산하 소위원회 역할 및 담당표준(계속)

CISPR
B

[제품규격] 산업용･과학용･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 산업용기기, 가공전력선, 고전압기기 및
CISPR 11
전기철도로부터의 장해
CISPR/TR 18-1∼3
산업, 과학, 의료용(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고주파 이용기기, 가공전력선,
CISPR/TR 28
고전압기기, 전기철도 등에 대한 전자파 장해 기준을 논의하고 제･개정하는 위원회

CISPR
D

CISPR 12
CISPR 25
자동차 및 내연기관 내 기기의 전자파와 자동차에 설치된 수신기의 보호에 관한 전자파 장해 CISPR 36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하는 위원회
IEC/PAS 62437

CISPR
F

CISPR 14-1
CISPR 14-2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조명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방해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과 CISPR 15
가전기기의 전자파 내성에 관한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하는 위원회
CISPR/TR 30-1∼2

CISPR
H

CISPR/TR 16-2-5
CISPR/TR 16-4-4
CISPR/TR 31
무선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다른 소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준의 검증 및 주거환경과 산업환경에
IEC 61000-6-3
대한 일반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하는 위원회
IEC 61000-6-4

[제품규격] 자동차 및 내연엔진의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전자파 방해

[제품규격] 가정용 공구, 조명기기 등 가전기기의 전자파 장해

[일반규격] 무선서비스 보호를 위한 허용기준

CISPR 13
CISPR 20
CISPR 22
CISPR 24
CISPR/TR 29
전파 통신용 수신기를 제외한 각종 방송 수신기, 정보기술기기(ITE), 멀티미디어기기에 대한
CISPR 32
전자파 방해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및 전자파 내성에 관한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하는 위원회
CISPR 35
IEC/PAS 62825

[제품규격] 정보기술기기(ITE), 멀티미디어 및 방송 수신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CISPR
I

IEC/CISPR 산하 모든 소위원회는 담당하고 있는

간은 물론 다른 IEC 산하 기술위원회(TC)와 공동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행사항 점검을 위해

작업을 위하여 JTF(Joint Task Force)나 JWG

매년 CISPR 총회와 함께 소위별 전체회의(plenary

(Joint 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표준화 활동을

meeting)와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를 1회

수행하고 있다.

개최하며 작업반 회의를 추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CISPR 의장은 스웨덴의 Ms. Bettina Funk,

또한 새롭게 제안되어 추진되고 있는 일부 프로젝트

부의장은 중국의 Mr. Junqi Zheng, 간사는 영국의

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작업을 위한 특별그룹

Mr. Stephen Colclough, 보조간사는 영국의 Mr.

(ad-hoc group)을 구성하거나 CISPR 내 소위원회

Mick Maghar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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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따른 시험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 혼란이 있음
- 이에 따라 CISPR에서는 로봇에 대한 작업반을

2017년도 CISPR 회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자고 제안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1주간 진행되었고,

 EMC 측면에서 움직이는 로봇을 명확히 정의

CISPR 총회(plenary meeting)는 10월 2일과 5일

 CISPR 소위원회에 움직이는 서비스 로봇에
대한 설치방법을 제안

양일에 분산 개최되었다.
스웨덴의 Ms. Bettina Funk 의장이 주관한 총회의

 IEC 위원회들에게 로봇에 대한 EMC 표준이
포함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ISPR B소위원회에서는 중국이 로봇에 대한
① 로봇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추진 제안
◦우리나라는 로봇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표준을
추진하자고 제안

표준화를 제안함
◦CISPR 운영위원회에서 로봇에 대한 EMC
표준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회의

- ISO, IEC 등 로봇 표준화를 추진하는 기관

결과 특별연구반 구성하기로 함

에서는 EMC 표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CISPR 내에 로봇 EMC 표준을 추진을

CISPR, TC 77 일반 표준을 적용토록 하고

위한 작업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표준화에

있음

적극적으로 참여 필요함

- 현재 일반 EMC 표준에는 로봇의 설치방법,
〔그림 1-1〕 로봇에 대한 표준화 추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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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9 kHz ~ 150 kHz 대역 전도성 방해 표준 추진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분배를 완료할 예정임

◦저주파수 위원회(TC 77A)는 저주파수 기본

◦CISPR는 무선전력전송 EMC 표준 개발과 관련

표준(IEC 61000-2-2)에 9 kHz ~ 150 kHz

하여 무선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ITU-R과

대역 전도성 방해 표준 마련에 대한 CISPR

협력을 추진

검증을 요청

- 산업과학의료용 표준 위원회(CISPR B)와 무선

- 현행 9 kHz ~ 150 kHz 대역 전도성 방해

서비스 보호 위원회(CISPR H)가 협력하여

표준은 유도조리기구와 조명기기에 대해서만

무선서비스가 보호 되도록 EMC 표준을 개발

규정되어 있음
◦논의 결과 CISPR H(무선통신 서비스 보호

- ITU-R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분배를 고려하여
EMC 표준 개발 추진

위원회)에서 TC 77A와 자문그룹(JAG)을 구성
하여 표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음
- 기기에서 발생하는 9 kHz ~ 150 kHz 대역

④ 6 GHz 이상 주파수 대역에 대한 EMC 표준
개발

전자파가 실제 무선통신 서비스 영향을 줄 수

◦5G 이동통신, 5 GHz 무선랜, 고속 네트워크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6 GHz 이상 대역 EMC

확인

표준 개발 추진 필요성 검토

◦향후 CISPR H 간사국으로써 자문그룹 연구를
지원하고 산업체,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의견을 들어 대응 필요함

- 현재는 6 GHz 이하 대역 EMC 표준이 개발
되어 적용하고 있음
◦CISPR 소위원회 별로 6 GHz 이상대역 표준화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③ 무선전력전송 표준개발에 대한 ITU-R SG1
(스펙트럼 관리) 협력
◦ITU-R SG1에서는 무선전력전송용 주파수
대역을 연구하고 있으며 CISPR와 협력을 추진
하고 있음

- 기본 표준 담당 위원회(CISPR A)에서는 6 GHz
이상대역 측정장비, 시험장, 측정방법에 대해
검토 추진
- 무선통신서비스 보호 위원회(CISPR H)에서는
간섭 분석 등 추진

- 일부 산업체들은 ITU-R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주파수 대역을 무선전력전송으로 이용
하고 있어 무선통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멀티미디어 EMC 표준 위원회(CISPR I)에서는

- 또한 CISPR B에서도 무선전력전송 표준을

개정된 서지 국제표준(IEC 61000-4-5) 적용에

마련하고 있으므로 ITU-R과 긴밀한 협력이

어려움이 있어 재검을 고주파 내성 위원회

필요함

(TC 77B)에 요청

- ITU-R은 2019년 세계전파총회(WR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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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하고,

- CISPR 표준을 국가들이 수용하는 경우 허용

안테나 포트에 서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기준 근거를 알 수 없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않음

논란 있음

◦TC 77B는 서지 파형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 이에 따라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근거가

개정한 것으로 서지 내성을 갖기 위해서는

되는 표준도 함께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

개정된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

◦회의에서는 기술 보고서 형태로 추진하자는

- 단, 서지가 직접 인가되지 않는 안테나 포트
에는 적용할 필요 없음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표준 본문에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는
등 문제가 있음

⑥ 국제표준 허용기준 근거에 대한 표준화 추진
◦CISPR 표준에는 무선서비스 보호 등을 위해
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근거들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음

◦차기일정
- CISPR 차기회의는 2018년 10월 15일 ∼
10월 19일까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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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2절 2017년도 주요 회의결과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 분석

소위원회 개요

AHG 6

완전무반사실(FAR) 시험방법 일치화(SC77B)

JTF A/H

전자파잔향실(RVC) 측정방법을 대용시험방법으로
CISPR 16-4-5에 추가하기 위한 프로젝트
(CIS/H)

JTF A/I

I소위 표준의 측정방법을 16시리즈에 추가하기
위한 프로젝트

JTF REV

전자파잔향실기반의 측정･평가 기본규격(IEC 610004-21)에 대한 보완(SC77B)

JTF TEM

TEM Waveguide기반의 측정･평가 기본규격
(IEC 61000-4-20)에 대한 보완(SC77B)

CISPR A 소위원회는 전자파적합성(EMC) 평가를
위한 측정과 관련된 기본표준(basic standard)을
담당하는 IEC CISPR 산하 소위원회로서, 각 제품
표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야외시험장을 비롯한
측정 시설 및 측정 장비에 대한 규격과 평가방법, 시험

EUT 케이블 배치

JTF FAR

항목별 측정방법, 측정의 재현성(reproducibility)과
반복성(repeatability)을 높이기 위한 측정불확도

CISPR A의 의장은 이탈리아의 Mr. Beniamino

(measurement uncertainty) 등에 관한 내용을

Gorini, 간사는 미국의 Mr. Michael Howard가

다루고 있다.

담당하고 있으며, WG 1 의장은 미국의 Mr. Werner

CISPR A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Schaefer, 간사는 핀란드의 Mr. Janne Nyman,

CISPR A
총회

WG 2 의장은 이탈리아의 Mr. Beniamino Gorini,

WG 1
WG 2
JWG 5

전자파 장해 측정 및 통계적 처리방법
총괄 회의
EMC 측정기기 규격
(CISPR 16-1 시리즈, CISPR 17 개정)
EMC 관련 측정기술, 통계 처리방법 및 불확도
규격(CISPR 16-2/-3/-4 시리즈 개정)
SAC, FAR 대용시험장에서 중간크기 EUT
볼륨의 사용

JWG
챔버 평가 방법 (CIS/A와 CIS/D 연합)
A-SITE-VAL
AHG 1

30 MHz이하 시험장 및 안테나 교정

AHG 2

30 MHz이하 측정방법 및 불확도

AHG 4

EUT 크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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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독일의 Mr. Jens Medler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AHG1 의장은 오스트리아의 Alexander Kriz,
AHG2 의장은 한국의 장태헌, AHG4 의장은 독일의
Manfred Stecher가 담당하고 있다.
CISPR A는 각 제품군 표준에서 규정된 측정기기
및 측정방법을 기본 규격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소위원회와 공동 작업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JTF
A/H 의장은 독일의 Manfred Stecher, 공동의장은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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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Beniamino Gorini, JTF A/I 의장은

CISPR A에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표 2-1과

이탈리아의 Beniamino Gorini, 공동의장은 미국의

같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Andrew Griffin이 담당하고 있다. JTF REV 의장은

진행되었다.

미국의 Michael Hatfield, JTF TEM 의장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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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Radasky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CISPR A의 활동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EMC 기준전문위원회 A 소위원회는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김정환 의장과 전남대, 동부대우전자, 삼성
전자, LG전자, LIG넥스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틸전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
시험기관협회, 씨티케이, 에이치시티, KCSS, PNE,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
진흥협회 등 2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표 2-1〕 CISPR A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 번호

과제명

진행단계

1

CISPR 16-1-1 ED5

CISPR 16-1-1 개정

CDV 승인
A/1233/CC

2

CISPR 16-1-4 ED4

CISPR 16-1-4 개정

FDIS 승인
A/1229A/RVC

3

CISPR 16-1-4
AMD1/FRAG1 ED4

cross polar response 측정불확도 추가

CDV 승인
A/1230A/CC

4

CISPR 16-1-4
AMD1/FRAG3 ED4

대형루프안테나시스템(LLAS) 검증 및 변환인자 개정

CD 승인
A/1236/RR

5

CISPR 16-1-6 AMD2
ED1

루프안테나 교정방법 추가

CD 검토
A/1157/CD

6

CISPR 16-2-3 AMD1
ED4

시험방법과 측정거리와 관련된 방사성 방해 측정을 위한 EUT
볼륨 사양

7

CISPR 16-4-2 AMD2
ED2

150 Ω ∆-AN을 사용한 RF전압 측정불확도

FDIS 승인
A/1231B/RVC
FDIS 승인
A/1210/R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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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론값과 측정값의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자고 제안
◦중국에서도 10 m 챔버에서 10 m 거리 시험장

CISPR A 소위원회 회의는 2017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등 18개국에서 70여명의 전문가들이

평가 결과 발표
- 10 m 챔버에서 이론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4 dB를 초과하고 있음

참석하여 케이블 배치, EUT 크기, 30 MHz 이하

◦일본에서도 10 m 거리 시험장 평가결과 누설

시험장 평가방법 등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전류 등의 영향을 최소화, 송수신 케이블과 기기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분리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론값과

같다.

측정값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① 30 MHz 이하 시험장 평가표준 개발
◦무선전력전송, 전력선통신 등 30 MHz 이하를

- 10 m 챔버에서 이론값과 측정값 차이는 ±4 dB
이상 발생

이용하는 기기들의 출현으로 전자파 장해를

◦30 MHz이하 NSA 이론값 계산 방법 수정 제안

시험하기 위한 시험장 평가방법 표준 개발

- 우리나라에서는 100 kHz 이하 대역의 이론

추진
- 시험장은 측정 거리와 안테나 등에 따른 이론
값과 실제 시험장에서 측정한 값의 차이가
일정한 값 이하(예 ±4 dB)이면 만족한 것으로
판정
- 우리나라,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13년경부터
표준개발을 시작하였으며 CISPR A소위원회

값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개선
방법을 제안하여 반영됨
◦현재까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초안
(CD)을 회람하기로 하였음
- 10 m 챔버를 이용하는 것은 동의하며 이론
값과 측정값 차이가 ± 4 dB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확도를 확장하는 방안 등을 고려

산하에 특별작업반(AHG1)을 구성하여 이론값,
안테나, 시험장 배치 등에 관한 위원회 초안
(CD) 회람 등을 실시
◦우리나라 시험장 평가결과 발표
- 야외시험장은 측정값과 이론값의 차이가

◦무선전력전송, 전력선통신 등 30 MHz 이하를
이용하는 기기들의 출현으로 전자파 장해를
시험하기 위한 일반 측정방법 표준 개발

±4 dB 이내로 확인하였으나 10 m 전자파

- 30 MHz 이하 방사성 방해 측정방법은 CISPR

반무반사실은 ±4 dB 이상(±6 dB 정도)

16-2-3의 7.3을 신설하여 야외시험장과 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측정결과를 발표

전자파무반사실에서 측정하도록 위원회 투표안

- 현실적으로 30 MHz 이하 측정을 위해서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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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는 9 kHz ~ 30 MHz, 측정거리 : 3 m,
10 m 등
- 안테나는 60 cm 루프안테나를 이용하고 높이
스캔은 하지 않음
- 측정수신기는 CISPR 16-1-1에 규정된
준첨두값 검파기를 이용
- 측정용 수신안테나는 X, Y, Z 축에서 측정
- 기기를 턴테이블에 올리고 360도 회전하면서
측정

◦위원회 투표안(CDV)을 회람한 결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음
- 그러나 F소위원회는 30 MHz 이하의 경우 3 m
거리에서 루프안테나를 사용하여 측정하면
규정된 볼륨 이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
- 미국, 영국 등에서는 볼륨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
◦위원회 투표안(CDV)이 통과되었으므로 최종
표준(FDIS)을 작성하여 회람하기로 하였음

- 피시험기기 크기에 따른 볼륨을 정하고 측정
거리를 규정

- CISPR 운영위원회에서 F소위 의견과 미국,
영국 등의 의견을 논의하기로 하였음

- 안테나와 수신기 사이의 케이블 설치 방법
등을 규정

⑤ 1 GHz 이상 안테나 교정방법 제안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1 GHz 이상 대역에서

③ GTEM 셀에서 30 MHz 이하 안테나 교정방법
제안

간단히 안테나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C-SAM)을
국제표준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기고서를 제출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는 기존 안테나 시험장

- C-SAM 방법의 이론적 배경, 다른 안테나

이용 방법 대안으로 GTEM 셀을 이용한 루프

교정방법과의 비교 측정결과 등을 발표하고

안테나 교정 방법을 제안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논의 요청

- GTEM 셀을 이용한 안테나 교정 방법을 참
고로 추가하여 줄 것을 기고하여 발표
◦제안한 내용을 위원회 초안(CD)에 반영하여
회람하기로 하였음

※ C-SAM 방법은 표준 혼안테나 2개를 이용하여
안테나 교정값을 정확히 산출하고 시료 안테나와
표준 안테나와 비교 측정으로 교정값을 산출
하는 방법으로 시료 안테나는 1번의 측정으로
교정값이 산출되어 교정 시간을 절약하는 간소화

④ 시료 크기에 따른 측정거리 기준 표준 개발

방법임

◦시료와 안테나 사이의 거리(3 m, 5 m, 10 m)

◦국립전파연구원에서 C-SAM 안테나 교정방법

에서 측정할 수 있는 볼륨(시료가 설치되는

초안과 불확도를 작성하여 2018년 6월까지

면적)을 정하는 표준을 개발 중에 있음

CISPR A/WG1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측정거리
OATS/SAC
FAR

3 m
5 m
10 m
30 m
1.5 x 1.5 2.5 x 1.8 5.0 x 3.0 15 x 3.0
1.5 x 1.5 2.5 x 2.5 3.0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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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사성 방해 측정시 시험장 전원 포트 종단

나. 주요 내용
◦측정기기 불확도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표준 추진
◦시험장의 전원에 의한 잡음이 시료의 방사성
방해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험장 전원
포트 입력단에 공통모드 흡수 클램프(CMAD)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방법을 제공하고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 및 검증 절차, 부분
교정절차를 마련

- 일본은 현재 규정된 CMAD는 임피던스 등의

◦교정 혹은 검증 측정의 불확도는 측정기기의

문제로 전원 잡음 제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합성 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300 MHz 이하대역 종단 네트워크(VHF-

매우 중요함

LISN)를 사용하자고 제안
◦CISPR A의 케이블 배치 특별연구반(AHG6)
에서 관련 표준을 논의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CISPR A 소위

- 케이블 배치와 종단에 따른 방사성 방해 측정

작업반 1 회의에서 CISPR 16-1-1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는 특별연구반에 VHF-LISN

일반적 유지/보수 작업을 시작하기로 함.

사용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음

(CISPR/ A/WG1(Secretary)15-01, clause 7.1)

- 케이블 배치와 종단에 따른 국가별 측정분석을

◦Schwarzbeck, Terrien, Medler, Milan,
Stecher와 Schaefer로 구성된 특별작업반은

실시하기로 함

2015년 9월 23일 이탈리아 Stresa에서 만나서
이 유지/보수 작업의 내용을 준비하였음. Mr.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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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Terrien이 프로젝트 리더를 맡기로
하였으며 Braun박사가 2016년 12월에 합류함.
◦아래의 항목들을 CISPR 16-1-1 유지/보수

1. CISPR 16-1-1 ED.5.0
가. 기본정보

작업에 포함하기로 제안되었음.
- 문서 구조 재구성 (4,5,6,7절 공통요소를 다른

프로젝트 CISPR 16-1-1 ED5

한 절에 모음)

완료 시기 2017. 11

주요 공통파라미터: 입력임피던스, CW 진폭

표준(안)
Maintenance of CISPR 16-1-1
명칭 (영문)

정확도, 상호변조효과 제한, 수신기 잡음과

분과

CIS A/WG1

현재 상태 ACDV

내부 발생 스퓨리어스 신호의 제한 등
표준(안)
CISPR 16-1-1 유지/보수
명칭 (국문)

- B1.1절 rewording (오류 정정)
- 7.5.2절, 6.5.2절 수정 (test 신호 정의 관련)
- 가우시안 필터 구현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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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ntinuous disturbance analyzers에

졌으나 ISH에 대한 IEC 규칙에 맞지 않아 반려
되어 A소위 secretary에게 옴. A소위 작업반 1이

대한 9절 수정
- 4.2, 5.2, 6.2, 7.2절 수정 (측정수신기에 대한

ISH의 text를 수정하여 A소위 secretary에게
보내어 각국 NC에게 회람시키는 임무를 부여

평형입력 기술 제거)
- 4.8.1 삭제 (Screening Effectiveness)
- 주요 공통파라미터에 주파수 정확도 규격 추가

받음.
◦CISPR/A/1188/INF

- 6.5.3절 수정 (허용 한계값 조정)
- CISPR_A_1188_INF에 근거한 K.4절에 대한

3. CISPR 16-1-2 AMD1 ED.2.0
가. 기본정보

해설 정보 추가
- 1000 Hz PRF QPD (Table 2)는 선택사항임
- 31.6 Hz prf RMS-Average 시험요구
(Table 15)는 선택사항임.
◦2017년 6월 RR(CIS/A/1214/RR) 및 CD

프로 CISPR 16-1-2
젝트 AMD1 ED.2.0
CDV 종료
완료
2017. 9
현재 상태
(결과 : 승인) 시기
Addition of technical specifications
표준(안) 명칭 (영문)
for 150-Ω/∆ AN
분과

CIS A/WG1

표준(안) 명칭 (국문) 150-Ω/∆ AN을 위한 기술 명세서의 추가

(A/1215A/CD) 회람
◦2017년 11월 검토 확정(A/1233/CC) 준비 중
◦각국 NC 의견 검토 후 2nd CD 또는 CDV
진행 예정

나. 주요 내용
◦CISPR 16-1-2 문서에 신형 150-Ω/∆ AN의
기술 명세의 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CISPR
A/B의 JWG3에 의해 개발되었음

2. CISPR 16-1-1/ISH1 ED4

◦AN은

가. 기본정보
분과
현재 상태
표준(안) 명칭 (영문)

GCPCs(grid

connected

power

converters)의 DC 전원포트에서 방해 전압의
프로
CISPR
CIS A/WG1
젝트 16-1-1/ISH1 ED4
RFDIS

완료
시기

2017. 12

CISPR 16-1-1 ED4 Interpretation
sheet

표준(안) 명칭 (국문) CISPR 16-1-1 ED4 해설서

측정을 위해 개발된 장치임(DC 전용으로 사용이
제한되지는 않음)
◦asymmetric voltage, symmetric voltage
및 unsymmetric voltage 정의 변경
◦artificial network 정의 신설
◦150 kHz~30 MHz 주파수 대역의 EUT 전원

나. 주요 내용
◦CISPR 16-1-1 ED4 Clause K.4에 대한
해설서
◦프로젝트 리더는 독일의 Jens Medler임. ISH의
초안이 IEC Technical Officer에게 보내

포트에서 전도성 방출 측정에 사용하기 위한
150-Ω/∆ AN의 parameter 사양 및 구성 예를
제시
◦150-Ω/∆ AN parameter 측정 방법 제시
(부록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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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대칭/비대칭 방해 전압의 측정을 위한 대전류 150-Ω/∆ AN의 예제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나. 주요 내용

◦2015년 7월 A/1120/RR 추가 개정작업 시작
◦2015년 8월 1st CD 문서(A/1129/CD) 회람

◦1 GHz 이상에서의 시험장 및 안테나 교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마감, 2016년 1월 의견검토 확정(A/1150/CC)

◦1 GHz 이상에서의 SVSWR 측정을 위해서는

◦2016년 7월 CDV 문서(A/1169/CDV) 회람,

사용되는 송신 안테나 뿐만 아니라 선형 극성을

10월 결과 95.5%의 찬성으로 통과(A/1200/RVC)

갖는 수신 안테나의 E-plane, H-plane 복사

◦2017년 8월 FDIS 회람(CISPR/A/1222/FDIS)
◦2017년 9월 CISPR/A/1232/RVD (100 %
찬성) project 종료

가. 기본정보
CIS A/WG1

현재 상태

FDIS 종료
(결과:승인)

프로
젝트
완료
시기

CISPR 16-1-4
AMD2 ED.3.0
2016. 11

표준(안) 명칭 (영문) Sites and Antennas > 1 GHz
표준(안) 명칭 (국문) 1 GHz 이상에서의 시험장 및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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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안테나의 반전력 빔폭은 아래 그림의
EUT 영역보다 작아서는 안됨

4. CISPR 16-1-4 AMD2 ED.3.0

분과

패턴 측정도 시험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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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반전력 빔폭을 사용할 때 최대 사용

◦CIS/A/1203/RVD로 project 종료

EUT의 넓이 및 크기 결정

5. CISPR 16-1-4 ED4 (이전 CISPR
16-1-4 ED3/AMD3/FRAG1)
가. 기본정보
프로 CISPR 16-1-4
젝트 ED4
완료
2017.12
현재 상태
FDIS 준비
시기
Addition of NSA Values for 5 m
표준(안) 명칭 (영문)
measurement distance
분과

CIS A/WG1

표준(안) 명칭 (국문) 5 m거리에 대한 NSA값 추가건

나. 주요 내용
◦30 MHz ~ 1000 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NSA 5 m 거리에 관한 추가건
◦현재 규격에는 3 m와 10 m 거리에 대한
이론적 정규화 시험장 감쇄량(NSA) 값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새로운 규격에는 5 m 거리에
대한 (NSA) 값이 추가되었고, 10 m 거리에서의
TX 안테나의 측정 높이가 수평 3 m, 수직
2.5 m 추가되었음
◦턴테이블 지름이 2 m를 초과하고 3 m 인 경우
에는 TX 안테나 측정 높이를 수평인 경우에는
(1 m와 3 m) 높이에서 측정이 되어야 하고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4년 3월 1 GHz 이상에서의 SVSWR 평가와

수직인 경우에는 (1 m 와 2.5 m) 높이에서
측정되어야 함

관련하여 사용할 송･수신 안테나에 규정이
결정됨(A/1065/RR)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5년 2월 CDV문서(A/1123/CDV) 회람

◦2016년 3월 5 m 측정거리에서 NSA값 추가,

마감, 결과 95.2%의 찬성으로 통과(A/1159/RVC)

안테나 파라미터 등 대한 개정이 결정됨

◦2016년 11월 FDIS문서(A/1194/FDIS) 회람
마감, 결과 100.0 %의 찬성으로 통과

(A/1155/RR)
◦2016년 4월 1st CD문서(A/1163/CD)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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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ISPR 16-1-4/AMD1/FRAG3 ED4

9월 검토 확정(A/1186A/CC)
◦2016년 9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 4월

가. 기본정보

CDV 문서 회람(CISPR/A/1208/CDV)
◦2017년 11월 검토확정(CISPR/A/1229A/RVC),
P-member 94.7 % 찬성, FDIS로 진행

6. CISPR 16-1-4/AMD1/FRAG1 ED4(이전
CISPR 16-1-4/ED3/A3/FRAG2)
가. 기본정보
분과

CIS A/WG2

프로
젝트

CISPR 16-1-4/
AMD1/FRAG2
ED4

완료
현재 상태
CC
2017. 12
시기
adding the description of uncertainty
표준(안) 명칭 (영문) of cross polar response measurements
in a new Annex H
cross polar response 측정불확도 내용
표준(안) 명칭 (국문)
추가

분과

CIS A/WG1

프로
젝트

CISPR 16-1-4/
AMD1/FRAG3
ED4

완료
2017. 12
시기
Fragment 3: Amendment of the
large loop antenna system (LLAS)
표준(안) 명칭 (영문)
validation and conversion factors and
addition of tabular values
LLAS(large loop antenna system) 검증
표준(안) 명칭 (국문)
및 변환인자 개정과 값들의 표 추가
현재 상태

ACD

나. 주요 내용
◦CISPR 16-1-4에 LLAS 검증과 변환인자에
대한 개정 및 그 값들을 표로 제공하는 CISPR
16-1-4 개정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대한 내용이 CISPR/A/1212/DC 문서로 회람
되었으며, 이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은

나. 주요 내용
◦CISPR 16-1-4 부속서 H에 안테나의 cross
polar response 측정에서의 불확도 내용 및
산정법 추가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6년 4월(CISPR/A/1158/RR)
◦2016년 5월(CISPR/A/1166/CD)
◦2016년 10월(CISPR/A/1192A/CC)
◦2017년 7월(CISPR/A/1216A/CD)
◦2017년 9월(CISPR/A/1230/CC)
◦수정 CC(CISPR/A/1230A/CC)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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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R/1223/INF에 있음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7년 10월(CISPR/A/1236/RR)

8. CISPR 16-1-6 ED.1.0 AMD2
가. 기본정보
분과

CIS A/WG1

현재 상태

CC 준비 중

프로
젝트
완료
시기

CISPR 16-1-6
ED.1.0 AMD2
2017. 10

표준(안) 명칭 (영문) EMC Antenna Calibration
표준(안) 명칭 (국문) 전자파적합성 안테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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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NSA validation 절차에 사용될 한 쌍의

◦CISPR 16-1-16 ED. 1.0 (2014)에 있는 9

안테나를 위한 ‘Two antenna method(TWOAM)’

kHz~30 MHz 주파수영역에서 사용되는 loop

추가됨. (Seibersdorf Laboratories에서 개발된

안테나 교정법에 3가지의 추가적인 loop

방법으로 Dr. Kriz가 2016년 항저우회의에서

안테나교정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제안)

- 3-안테나법 (Three-Antenna Method (TAM))

- 한국 NC에서는 CISPR 16-1-6의 scope에서

- 전류 프로우브를 사용하는 표준 전자기장법

벗어남으로 문제 제기함. (The scope of

(Standard Field Method (SFM)) → CPM

CISPR 16-1-6 reads as ‘This part of

(Current Probe Method)로 명칭 변경됨

CISPR 16 provides procedures and

(A/1221/CD)

supporting information for the calibration

- 송신 loop 안테나의 자기장 안테나인자를 사용

of antennas for determining antenna

하는 표준안테나법 (Standard Field Method

factors (AF) that are applicable to

(SFM)) → Standard Antenna Method

antennas intended for use in radiated

(SAM)으로 명칭 변경됨 (A/1221/CD)

disturbance measurements.’ So it seems

◦한국 NC에서는 앞의 방법(CPM)과 같은 원리의

Not adequate this part is included in

방법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5.2.4 Current

the antenna factor calibration methods.

Probe Method (CPM) and 5.2.5 Standard

It is a quantity very similar to the SIL

antenna method had better be categorized

of a pair of antennas (antenna pair

as Standard Antenna Method (SAM) with;

reference site attenuation in CISPR

1. loop current measurement using

16-1-4) or DAF (Dual Antenna Factor)

current probe (CPM in 5.2.4.),

derived from SIL and NSA. It had

2. magnetic field antenna factor of the
Tx antenna, though not necessarily

better be moved to the site validation
parts, site validation below 30 MHz.)

having to be Tx, it could be Rx
antenna. (Standard antenna method
in 5.2.5)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CISPR 16-1-6 (EMC antenna calibration)

◦용어 변경제의 (2016 CISPR회의에서 원래대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CISPR/A/1117/INF를

하기로 함): “magnetic field antenna

따라서 CISPR 16-1-6:2014에 3가지의 추가적인

factor” to “magnetic antenna factor”

loop antenna 교정법이 제안됨 (A/1151/RR)
◦2016년 4월 1st CD문서(A/1157/CD) 회람,
9월 검토 확정(A/118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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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수정 검토확장(A/1185A/CC);

FAR에서는 2 m가 되어야 함

2017년 4월 30일까지 수정 문서(CD)를 회람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하기로 함
◦2017년 7월 2nd CD문서(A/1221/CD) 회람,

◦2016년 5월 프로젝트 시작(A/1165/RR)
◦2016년 6월 17 CD 문서(A/1174/CD) 회람,

CC 문서 준비 중

2016년 9월 검토 확정(A/1196A/CC)
◦FDIS 단계에서 추가 검토 필요함

9. CISPR 16-2-3 ED. 4.0 AMD1

◦2017년 4월 수정 검토 확정(A/1196B/CC),

가. 기본정보
프로 CISPR 16-2-3
젝트 ED. 4.0 AMD 1
완료
현재 상태
FDIS 준비
2017.12
시기
EUT size limitation, Amendment to
표준(안) 명칭 (영문)
CISPR 16-2-3
EUT 크기에 따른 측정장 및 측정 거리
표준(안) 명칭 (국문)
기준
분과

CIS A/WG2

수정 문서 CDV로 회람 예정
◦2017년 6월 CDV 회람(CISPR/A/1213/CDV),
2017년 9월 수정 검토확정 (CISPR/A/1231/
RVC, CISPR/A/1231A/RVC)
◦2017년 11월 수정 검토 확정 발행 (CIS/A/
1231B/RVC), 81 % 찬성으로 CDV가 FDIS로
등록 예정

나. 주요 내용
◦시험법, 주파수 범위 및 측정거리에 따른 최대
EUT 볼륨 기준이 CISPR 16-2-3 ED.4.0
CD 단계 통과함
〔표 2-2〕 Table 10 - EUT 볼륨 직경 및 높이 (단위 : m)
측정거리

3 m

5 m

10 m

OATS/SAC에서 Dxh

1.5x1.5

2.0x1.8

5.0x3.0

FAR에서 Dxh

1.5x1.5

2.0x2.0

3.0x3.0

◦2016년 항저우 CISPR 총회 A 분과 회의에서
기술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됨

10. CISPR 16-2-3 ED.4.0 AMD 1(Upcoming
과제)
가. 기본정보
프로 CISPR 16-2-3
젝트 ED. 4.0 AMD 1
완료
현재 상태
CD
2016. 9
시기
EUT cable arrangement in CISPR
표준(안) 명칭 (영문)
16-2-3
분과

CIS A/WG2

표준(안) 명칭 (국문) EUT 케이블 배치 기준

- SAC챔버와 FAR챔버간에 동일한 EUT 사이즈
허용기준을 두는 것은 불합리
- SAC 챔버의 Ground Plane에서 반사되는
Mirror image를 갖는 EUT의 수직 높이가
높으므로, 이론적으로 0.75 m의 EUT 높이가
추가로 허용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SAC에서 1.5 m로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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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케이블 종단 방법 논의 : Ferrite type CMAD
vs CDNE vs VHF-LISN
CIS I 분과에서 관련 Round Robin Test 진행
◦300 MHz 까지 150 ohm 유지는 매우 어려운
상태 (2017년 결론 도출 예정)

케이블 배치를 그림과 같이 수정해야 하는지?
: 가결 (찬성 14 NC, 반대 6 NC)
- CISPR 11에서의 EUT 케이블 배치가
CISPR 16-2-3과 일치해야 하는지? : 가결
(찬성 13 NC, 반대 : 4 NC)
- CISPR 제품 표준에서의 방사 시험에 대한

◦케이블 배치에 대한 CISPR/B 분과와의 의견

EUT 케이블 배치는 CISPR 16-2-3과 일치

상이에 대한 투표 진행 (CISPR/A/1156/DC,

해야 하는지? : 가결 (찬성 15 NC, 반대 2

CISPR/A/1172/INF)

NC)

- OATS/SAC에서의 방사 측정을 위한 EUT

◦A/1156/DC (Draft for Comments)가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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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원회(NC)로부터의 의견을 얻기 위하여

JWG을 구성할 건지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

회람 되었으며 케이블 배치와 케이블 종단에

으며, 후자의 경우 의장이 정해져야 하며

대한 업무를 위하여 ADH6(특별연구반6)가

질의서가 A소위 및 I소위 P-멤버들에게 회람

구성되었음. 이러한 주제는 모든 CISPR의 소위와

되어야 한다. 미국 대표는 이러한 ad-hoc 그룹의

연관이 되어 있으며 첫번째 CD (Committee

설립 및 작동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

Draft, 위원회 문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추후

하였음. (IEC-CO 대리인이 정보 제공하기로 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케이블 종단에 대하여서 Mr. Medler가 AHG6

종단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 A소위

에서 이미 시작된 활동과 연관된 전원선 종단에

AHG6 (2016년에는 AHG5)에 이 업무가

대한 조사를 위한 JWG(Joint Working Group,

배정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합동작업그룹)을 만들자고 하는 I 소위의 요청에

하였음. 일본 측에서 주전원선 종단에 관한

대한 대응방안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음.

이 주제는 수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이를 진척

- CISPR A소위는 I소위로부터 CISPR/I/541/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이에 의장이

CD에서 제안된 전원선 종단을 연구하기 위한

전원선 종단(VHF-LISN을 사용하는)을 연구

합동작업그룹을 수립하지는 요청을 받았음.

하기 위한 이 과업을 AHG6에 배정하고, I소위

이 요청은 A소위와 I소위 멤버로 구성된

멤버를 AHG6에 멤버 list에 추가하며, I소위

특별연구반을 만들자는 제안과 함께 CISPR/

에서 제안한 Mr. Osabe를 부의장으로 지명

A/1219/DC와 CISPR/I/562/INF로 각국

하는데 반대가 있는지 물었으며 총회에 의하여

국가위원회에 회람되었고 접수된 의견들이

승인되었음

CISPR/A/1228/INF에 정리되었음.
- 이 제안은 IEC-CO로 보내졌으나 IEC-Co는
A소위와 I소위 P-멤버에게 JWG수립에 대한

- A소위 의장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A/1228/INF를 개정한 후 이를 I소위에 회람
시키기로 하였음

질의서와 JWG의 의장과 부의장의 추천 관한

◦주전원선 단말에 대한 특별연구반6의 논의 사항

다른 질의서를 회람하라는 것이었으나, A소위

- Cable termination using VHF LISN 관련

에서 이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A소위

문서: CISPR/A/1228/INF, CISPR/I/562/INF,

의장이 확인되지 못한 연유로 이 과제를 시작

CISPR/A/1219/DC, CISPR/A/1228A/INF

하는데 국가위원회들의 지지가 있는지 보기

- 업무 분담 및 결과물에 대한 논의로 특별연구반

위하여 A소위 내에 I소위 멤버와 함께 AHG를
설립하지는 제안으로 수정되었음.
- 의장은 CISPR/1219/DC의 제안대로 AHG
에서 이 과제를 시작할 건지 아니면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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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Terms of Reference)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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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 define the EUT cable layout for

나. 주요 내용

radiated emission measurements in

◦기본 표준인 CISPR 16-4-2에서 150-Ω

OATS, SAC and FAR to improve

∆ AN을 사용하여 전도성 방해를 측정할 때

compliance uncertainty. This will

동반하여 측정 장비 불확도(MIU)에 대한 정보를

be done taking into accounts the

제공

requirements already defined in

◦의사회로망 등으로 획득된 측정 결과를 평가

CISPR 16 publications and in CISPR

하기 위한 정보와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product standards.
2) To study the cable terminations
(ferrite type CMAD, CDNE, VHF-LISN)

◦∆-회로망은 약 100 A까지의 정격 DC 전류와
1500 V까지의 정격 DC 전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함

for radiated emission tests in OATS,

◦150 Ω ∆-의사회로망의 기술적인 명세서는

SAC and FAR defined in CISPR 16

CISPR 16-1-2에 규정되어 있으며, 150-Ω

publications and in CISPR product

∆ AN을 사용할 때 대칭/비대칭 장애 전압의

standards. Priority will be given to

측정과 관련된 측정불확도에 대한 정보는

study the mains cable terminations.

CISPR 16-4-2에서 규정함

3) Define the use of cable terminations
for radiated emission tests in OATS,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SAC and FAR if required to improve

◦2014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회의 결과에

compliance uncertainty. This work

따라 2015년 7월 측정불확도에 대한 기본

will take into account the activities

작업이 시작됨(A/1119/RR)

already performed in other SCs (i.e.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1st

CD문서

(A/1127/CD)를 회람하였음

SC-I).

◦2016년 1월 검토 확정(A/1148/CC)

11. CISPR 16-4-2 AMD2 FRAG1 ED.2.0

(A/1167/CDV)회람 시작, 2016년 10월 투표

가. 기본정보
프로 CISPR 16-4-2
젝트
ED.2.0
완료
현재 상태
FDIS 준비
2017. 11
시기
Information regarding the MIU for
표준(안) 명칭 (영문) measurements of RF voltages with
150 Ω ∆-ANs
150 Ω ∆-AN을 사용한 RF전압 측정에
표준(안) 명칭 (국문)
대한 측정불확도 정보
분과

◦2016년 7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CDV문서

CIS A/WG2

회람 완료
◦2017년 3월 검토확정(A/1210/RVC), P-member
95.5 % 찬성으로 FDIS로 진행 (2017.8.31.)
→ 5 fragments를 통합하여 FDIS 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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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ISPR 16-4-2 AMD2 FRAG2 ED.2.0

(P-member 100 % 찬성) 회람, FDIS 추진

가. 기본정보
프로 CISPR 16-4-2
젝트
ED.2.0
완료
현재 상태
FDIS 준비
2017. 11
시기
Fragment 2 of Amendment 2 to ED.
표준(안) 명칭 (영문)
2.0 of CISPR 16-4-2
분과

◦2016년 11월 A/1171/CDV에 대한 투표결과

CIS A/WG2

표준(안) 명칭 (국문) CISPR 16-4-2 ED. 2.0 AMD2 부분 2

확정 (A/1202/RVC) → 5 fragments를 통합
하여 FDIS 발간예정

13. CISPR 16-4-2 AMD2 FRAG3 ED.2.0
가. 기본정보
프로 CISPR 16-4-2
젝트
ED.2.0
완료
현재 상태
FDIS 준비
2017. 11
시기
Fragment 3 of Am 2 of CISPR
표준(안) 명칭 (영문)
16-4-2 ED. 2.0
분과

나. 주요 내용
◦CISPR/F에서 CISPR/A WG2에 LAS (Loop
Antenna System)에 대한 불확도 안 (uncertainty
budget)에 대한 고려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음

CIS A/WG2

표준(안) 명칭 (국문) CISPR 16-4-2 ED. 2.0 AMD2 부분 3

(CISPR/A/1081/INF)
◦이 부분은 A/1117/INF에 열거된 CISPR
16-4-2 ED. 2.0 AMD2를 위한 6 부분 중

나. 주요 내용
◦방사방해 측정의 불확도는 EUT 크기에 좌우
된다. 측정거리 3m인 경우에 대하여는 CISPR

두 번째 부분임
◦이 작업은 Stresa CISPR/A 회의 회의록

16-4-2:2011 + A1:2014에 소형 EUT, 직경

(A/1139/RM) 10.3.1에서 논의되었으며 CISPR/A

1.5 m와 높이 1.5 m인 원통형 시험 체적에

WG2 회의에서 검토됨

수용되는, 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EUT 크기에 대한 ad-hoc group의 Frankfurt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회의에서 이 표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이

◦이 작업은 Stresa CISPR/A 회의 회의록

정보가 추가 될 것을 권고함. (CISPR/A/1116/DC)

(CISPR/A/1139/RM) 10.3.1에서 논의되었
으며 CISPR/A WG2 회의에서 검토하여
2015년 12월 기본 작업이 시작됨(A/1140/RR)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1st

CD문서

(A/1145/CD)를 회람하였음
◦2016년 4월 검토 확정(A/1162/CC)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CDV문서(A/1171/
CDV)회람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CISPR/B와 CISPR/I의 요청에 따라 CISPR/
A/WG2가 EUT 크기에 연관된 고려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안함
◦이 부분은 CISPR/A/1117/INF에 열거된, 또
CISPR/A/1116/DC에 공표된 바와 같이,
CISPR 16-4-2 ED. 2.0 AMD2를 위한 6 부분
중 세 번째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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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은 Stresa CISPR/A 회의 회의록
(CISPR/A/1139/RM) 10.1.3에서 논의되었

네 번째 부분임. 이 작업은 2015년 Stresa
CISPR/A/WG2 회의에서 검토되었음

으며 2016년 1월 기본 작업이 시작됨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A/1141/RR)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st

1

CD문서

◦이 부분은 A/1117/INF에 열거된 CISPR
16-4-2 ED. 2.0 AMD2를 위한 6 부분 중

(A/1147/CD)를 회람하였음

네 번째 부분임.

◦2016년 5월 검토 확정(A/1164/CC)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CDV문서

◦이 작업은 Stresa CISPR/A/WG2 회의에서
검토되었으며 2016년 1월 기본 작업이 시작

(A/1191/CDV)회람
◦2017년 3월 검토 확정(CISPR/A/1209/
RVC) 100 % 찬성으로 FDIS로 등록예정 →
5 fragments를 통합하여 FDIS 발간예정

됨(A/1143/RR)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1st

CD문서

(A/1154/CD)를 회람하였음
◦2016년 6월 검토 확정(A/1175/CC)

14. CISPR 16-4-2 AMD2 FRAG4 ED.2.0
가. 기본정보

(A/1181/CDV)회람

프로 CISPR 16-4-2
젝트
ED.2.0
완료
현재 상태
FDIS 준비
2017. 11
시기
Fragment 4 of Amendment 2 to ED.
표준(안) 명칭 (영문)
2.0 of CISPR 16-4-2
분과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CDV문서

CIS A/WG2

표준(안) 명칭 (국문) CISPR 16-4-2 ED. 2.0 AMD2 부분 4

◦2017년 3월 검토 확정(A/1211/RVC), 90.5
% 찬성으로 FDIS 등록 준비 → 5 fragments를
통합하여 FDIS 발간예정

15. CISPR 16-4-2 AMD2 FRAG5 ED.2.0
가. 기본정보

나. 주요 내용

프로 CISPR 16-4-2
젝트
ED.2.0
완료
현재 상태
FDIS 준비
2017. 11
시기
Fragment 5 of Am 2 to CISPR
표준(안) 명칭 (영문)
16-4-2 ED. 2.0
분과

◦2014년 Frankfurt CISPR/A 회의에서 미국
NC가 CISPR/A에게 30 MHz ~ 1000 MHz
주파수 범위에서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안테나에
대한 불확도 안을 CISPR 16-4-2에 추가할

CIS A/WG2

표준(안) 명칭 (국문) CISPR 16-4-2 ED. 2.0 AMD2 부분 5

것을 요청함
◦A/WG2가

수정안을

작성하기로

결정됨

(A/1103/RM 참조)

나. 주요 내용
◦2013년 Ottawa CISPR/A plenary 회의에서

◦이 부분은 A/1117/INF에 열거된 CISPR

미국 NC가 CISPR 16-4-2에, CISPR 22

16-4-2 ED. 2.0 AMD2를 위한 6 부분 중

C.1.3과 CISPR 32 C.4.1.6.4에 의거하여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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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우브 (CP)와 용량성 전압 프로우브 조합을

◦2013년 Ottawa CISPR/A 회의에서 미국

사용하는 측정법에 대한 측정불확도 (measurement

NC가 CISPR 16-4-2에 전압 측정과 전류

instrumentation uncertainty (MIU))에 대한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측정

조항이 없다는 우려를 제기함. 이 방법은 CP로

불확도 (MIU)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우려에 대한

측정된 전류값에 따라 CVP로 측정된 전압값을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이 A/WG2에 부여됨.

조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CISPR 16-4-2에는

(A/1061/RM 2항과 12항 참조)

이러한 방법에 대한 규정조항이 없다. 표 1에

◦이 작업은 2015년 Stresa CISPR/A/WG2 회의

단지 단일 측정량에 대한 불확도 UCISPR가

에서 검토되었으며 2016년 1월 기본 작업이

있다. 하지만 CISPR 16-4-2 Annex B comment

시작됨(A/1144/RR)

B18에는 이 방법에 대한 측정불확도 계산에
대한 지침이 있다. 표 B.5와 comment B18에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1st

CD문서

(A/1153/CD)를 회람하였음

근거하여 CP와 CVP 조합을 사용하는 측정법에

◦2016년 7월 검토 확정(A/1180/CC)

대한 측정불확도 UCISPR 값을 표 1에 추가할

◦2016년 12월 ~ 2017년 3월 CDV 회람

것을 제안한다.

(A/1199/CDV)
◦2017년 8월 검토 확정(A/1224/RVC), 100%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이 부분은 A/1117/INF에 열거된 CISPR
16-4-2 ED. 2.0 AMD2를 위한 6 부분 중
다섯 번째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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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2절 2017년도 주요 회의결과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 분석

소위원회 개요

CISPR B의 의장은 독일의 Dr. Bernd Jäkel,
간사는 일본의 Mr. Ryoji Hayashi, 보조간사는
일본의 Mr. Satoru Ozaki가 담당하고 있으며,

CISPR B 소위원회는 산업, 과학, 의료(ISM)용으로

WG 1의 의장은 영국의 Mr. Steve Hayes, 간사는

이용되는 전파응용 장비, 기타 산업용 중장비, 가공

독일의 Dr. Bernd Jäkel, WG 2의 의장은 한국의

전력선, 고전압 기기, 전기철도 등에서 발생되는 혼신

안희성, 간사는 일본의 Mr. Kunihiro Kawasaki,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IEC CISPR 산하의 소위

AHG

원회이다.

Yoshioka, AHG 4의 의장은 일본의 Mr. Fumito

주요 업무는 비통신용의 ISM 장비, 고출력 반도체

3의

의장은

일본의

Mr.

Yasutoshi

Kubota가 담당하고 있다.

조절 소자 등의 장비들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에

그리고, CISPR B의 동향을 연구하고 대응하는

대한 방출 허용기준과 측정 방법의 규정과 개정에

한국의 EMC 기준전문위원회 B 소위원회는 대림

관한 작업들이다.

대학교 박병권 의장과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 한밭

CISPR B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산업･과학･의료용 전자파발생기기, 대전력 산업용
B 소위원회 전기설비 및 고전압 기기, 가공전력선, 전기철도에
대한 전자파 장해
총회

총괄 회의

WG 1

산업･과학･의료용(ISM) 전자파발생 기기에 대한
전자파 장해 연구 (CISPR 11 개정)

WG 2

가공 전력선, 고전압 기기와 전기 철도와 관련된
전자파 장해 연구 (CISPR 18 시리즈 개정)

AHG 3

반도체 전력 변환기(SPC)

AHG 4

무선전력전송(WPT)

대학교, KAIST, 한전 전력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HCT,
이앤알텍, ICR,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 현대로템,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
진흥협회 등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CISPR B분과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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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CISPR B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 번호

과제명

진행단계

1

CISPR 11 AMD2/FRAG1 ED6

무선전력전송(WPT)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RVC 준비
CIS/B/687/CDV

2

CISPR 11 AMD2/FRAG2 ED6

반도체 전력변환기(SPC)에 대한 요구조건

RVC 준비
CIS/B/688/CDV

3

CISPR 11 AMD2/FRAG3 ED6

2종 기기에 대한 진폭확률분포(APD) 측정법

CC 준비
CIS/B/682/CD

제2절

2017년도 주요 회의결과

ISM 기준을 10 m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산업용 기준은 가정용 기준을 10 dB완화하여
적용하며, 5 고조파까지는 10 dB 마진을 부여

CISPR B 소위원회 회의는 2017년 10월 2일부터

- B급 기준은 독일의 요구 및 일본의 반대에

10월 5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따라 3.6 kW WPT시스템의 경우 10 m

비롯한 독일, 일본, 미국, 유럽 등 19개국에서 전문가

이내에 민감한 기기가 없다면 15 dB를 완화

들이 참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고, 7.7 kW 이상의 WPT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시스템의 경우도 10 m 이내에 민감한 기기가
있다면 15 dB를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단서를

①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 국제표준 개발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에 이용할 주파수,
전자파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측정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며 위원회 투표안(CDV) 문서가
회람되었음
- 무선전력전송 주파수는 20 kHz, 60 kHz,
85 kHz, 130 kHz를 이용

- 시험장에서의 기기의 배치, 운용 등에 대한
세부 측정방법을 규정
◦위원회 투표안(CDV)이 회람되고 있어 세부
내용은 논의되지 않음
- 위원회 투표안(CDV) 회람 의견 검토를 위해
2018년 1월 독일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CDV
문서가 통과되면 2018년 5월경에 최종 국제
표준안(FDIS) 마련 추진

- A급은 22 kW 이하와 초과 기준, B급은 7.7

◦방송연합에서는 무선전력전송대역 고조파에

kW 초과 고전력, 1 kW 초과에서 7.7 kW

의해 방송대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이하 중전력, 1 kW 이하 저전력로 나누어 각

한다는 의견을 제시

각 규정
- 비의도적 방사 대역의 가정용 기준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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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였음

- 130 kHz 주파수의 경우 4, 5고파는 AM 방송
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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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 B 급 기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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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력전송 의도적 방사대역에 대한 ITU-R
SG1과 협력

② 신재생에너지 직류(DC) 포트에 대한 전자파
장해 표준 개발 추진

- ITU-R SG1에서는 2019년 세계전파총회

◦CISPR는 2015년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연결되는

(WRC)에 제출할 무선전력전송용 주파수를

직류(DC) 포트에 대한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마련하고 있음

표준을 완료하였음

- CISPR B에서는 ITU-R SG1 연구결과를 반영

- 2015년 CISPR B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

하여 의도적 방사 주파수를 규정할 필요가

시스템 외에 직류 전원선이 일정 거리 이상

있음

(3 m) 설치되는 에너지 저장장치, 태양광 직류

※ 국내 무선전력전송 주파수(20 kHz, 60 kHz)는
CISPR B와 ITU-R SG1에 모두 반영하고
있음
◦향후 1차 코일과 오프보드 전원 공급 장치 사이
에서의 공통 모드 방사에 대해 점검하고 9 kHz
~ 150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전도성 방출을
조사할 예정임

변환기의 DC 포트에 대해서는 표준 개발을
확대 추진함
- 기준은 기존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적용되는
직류포트 기준을 적용
- 선로의 길이에 따라 기준 적용방법을 나누고
다음의 설비에 대해 기준을 적용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연결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DC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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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저장장치 단독으로 연결되는 DC 포트
 태양광 직류변환기의 DC 포트
- 기준 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 초안(CD) 단계를
생략하고 위원회 투표안(CDV) 추진

④ 성과로서 CISPR/TR 18-1/-2/-3 ED.3 2017년
10월 발간 전력설비, 고전압 설비 표준화 작업반
(WG2) 폐지에 대한 대응
◦2016년 영국에서는 CISPR 18(전력설비 전자파

◦신재생에너지 직류포트 특별연구반에서는

장해표준) 유지보수 작업이 완료되면 WG2의

위원회 투표안(CDV)을 회람 중(2017.12월

특별한 업무가 없으므로 폐지하자는 의견을

종료)에 있으며 2018년 1월 독일에서 회람의견

제출하였음

검토회의를 개최함

◦WG2 의장은 가공전력선에 대한 새로운 이슈
들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추진하고자

③ 현장 측정방법 표준화 추진 논의

한다는 의견을 전달

◦우리나라는 무선충전식 전기자동차를 위한

- 30 MHz 이하 측정방법시 근거리장 문제 해결

현장 측정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CISPR B에

- 애자에 대한 방사성 방해 기준 및 측정방법

제안

- 중국 1,000 kV 가공 송전선로 전자파장해

- 중국은 2016년 항저우 회의에서 시험장에

Lateral Profile을 CISPR/TR 18-1 Appendix에

적합하지 않은 대형 의료 장비에 대해서도

추가 가공 송전선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함

및 측정방법 논의

◦CISPR B에서는 현장 측정방법의 개정 필요성에

- 송전소에서 사용하는 고압직류송전(HVDC :

대해 각 국가별 의견을 회람(B/672/DC)한

High Voltage Direct Current)과 그 보조

결과 중국, 독일, 호주, 스위스 등에서 찬성

기기에 대한 EMC 표준 개발 등

의견을 제시하여 특별연구반 구성 방안을 논의

◦회의결과 WG 2의 업무를 다시 검토하여 계속

◦CISPR B WG1에 현장 측정방법을 위한 특별

유지할지 또는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 2018년에

연구반(AHG5) 구성하기로 결정

결정하기로 하였음

- 현장 측정방법은 무선충전식 전기자동차, 대형
의료기기, 산업용 전력설비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2018년 1월 독일회의에서 특별연구반 임무
및 활동범위 등을 확정하기로 하였음
- 특별연구반이 구성되면 담당할 의장을 선출할
예정임

⑤ 2종 B 급 기기 (전자레인지) 전자파 장해 시험
방법 개정 추진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GHz 대역의 2종 B급기기
(예: 전자레인지) 측정방법을 기존 1차 첨두값
검출방법, 2차 가중값 측정방법 또는 확률분포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신 6판은 위성
방송 주파수 대역 (11.7 ~ 12.7 GHz)을 제외
하고 첨두값 검출방법을 삭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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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성 주파수 대역도 첨두값을 삭제하여

- LG 전자의 김대웅 책임이 리더가 되어 11월

시험의 반복성 및 재현성을 높이자고 제안

말까지 일본 독일 한국 3자 회의에서 의견을

하였음

조율하여 협의된 CDV 가안을 송부하였음

◦CISPR 11 ED 6의 측정 흐름도를 수정하여

- 협의 사항은 위성 방송 주파수는 GHz 대역을

향후 ED.6.2가 발간될 때 최종 수정하기로 함

사용하는 2종 B급기기에 의해 지역에 따라

- 2종 B급기기 (예: 전자레인지)의 5고조파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하고 관련 문구를

서의 첨두값 측정 방법을 삭제하고 가중치

삽입하고 시험방법은 첨두값 측정을 없애기로

측정 방법으로 대체하자는 CD 문서를 발간

결론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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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 국가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일본에서만 위성 방송 UHD 방송 송출이

⑥ 로봇에 대한 표준화 제안

전자레인지 주파수 특성을 모델링하여 시험한

◦중국 SEARI에서 다양한 로봇의 출시에 따른

결과 간섭의 우려가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

시험방법이나 적용규격이 명확하지 않아 규격

하였고 일본 NHK에서 간섭 관련 자료 발표

적합성 판단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음

발표하였음

- 한국과 독일은 관련 시험이 현실에서는 일어

◦로봇의 특성상 운동 부분 의해 측정 Setup 및

나지 않는 이상 조건이라 설명하고 실제

방법, 그리고 허용기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간섭이 일어났다고 전자레인지 업체에서 보고

CISPR 11의 개정을 제안하였음

받은 바가 없다하여 상호 이견이 있었음

〔그림 3-2〕 로봇 표준화에 대한 중국의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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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CISPR 총회에서 제안한 로봇에

나. 주요 내용

대한 표준화 추진과 더불어 CISPR 운영위원회

◦WPT용으로 사용되는 후보 주파수 대역 추가

에서 새로운 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전기차 무선충전설비에 대해서 2종 기기로

하였음, 중국에서는 CISPR B WG1 에서도
새로운 AHG 설립을 요청하였음

정리함
◦9 kHz ~ 150 kHz 대역의 전도성 방해 허용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150 kHz ~ 30 MHz 대역의 전도성 방해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분석

허용기준은 기존 2종 기기의 허용기준 사용
(A급, B급 동일)
◦9 kHz ~ 150 kHz 대역의 방사성 방해 A급기기

1. CISPR 11 AMD2/FRAG1 ED6
가. 기본정보
CIS B/WG1/ 프로젝트 명
CISPR 11
/표준번호 AMD2/FRAG1 ED6
AHG4
현재 상태
CDV
완료 시기
2018.05
Amendment 2 Fragment 1 to CISPR
11 ED. 6: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Radio-frequency
표준(안) 명칭 (영문) disturbance characteristics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Requirements for air-gap wireless
power transfer (WPT)
표준(안) 명칭 (국문) 무선전력전송 (WPT) 요구조건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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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규정
- A급기기 허용기준은 국가별로 큰 이슈가
없으며, B급기기 기준보다 10 dB 높게 규정
◦9 kHz ~ 150 kHz 대역의 방사성 방해 B급기기
허용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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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WPT 후보 주파수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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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A급 전기차 WPT 기기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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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스웨덴, 스위스 미국에서는 85 kHz 대역

- 150 kHz ~ 30 MHz 대역은 새로 규정하고

가정용(B급) 기준을 15 dB 정도 높이자고

그 이상대역은 기존 A급기기 허용기준을

제안

적용함

- 일본은 85 kHz 대역에서 15 dB 정도 높이면

- 2종 B급 WPT기기의 150 kHz ~ 1 GHz

스마트키 시동 장치 통신에 전파 간섭 영향이

대역에 대한 의도성 및 비의도성 방출은

발생하므로 상향에 적극 반대함

수정된 Table 12 기준적용

- 2017년 5월 대전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단서를 추가하기로 합의함
주석1) 3.6 kW 이상의 WPT 시스템은 10 m이내에
민감한 기기가 없다면 15 dB 보상을 할 수 있고
매뉴얼에 문서화 되어야 함
주석2) 7.7 kW 이상의 WPT 시스템은 10 m이내에
민감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기준을 15 dB
감소하여야 함

◦150 kHz ~ 1 GHz 대역의 방사성 방해 허용
기준 규정
〔표 3-4〕 B급 전기차 WPT 기기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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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 시험 Setup 방법
- EUT의 정의는 전기차를 제외한 AC-DC
컨버터를 포함한 1차측 코일까지만 해당
- 실제 전기차를 측정할 수 없으면 인공 부하를
대체할 수 있고 가상 부하에는 1차 코일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저항성 부하를
대체하여 측정함. 필요시 부하는 접지면 아래에
놓을 수도 있음. EUT 접지면과 최대 15 cm
거리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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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A급 전기차 WPT 기기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150 kHz ~ 3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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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전기차 WPT 방사성 방해 시험 셋업의 EUT 규정

〔그림 3-4〕 전기차 W PT 방사성 방해 시험 셋업의 인공부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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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B급 전기차 WPT 기기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150 kHz ~ 30 MHz)

- 측정 Set up 의 정의 : 실제 측정을 하기

유형 테스트는 WPT 시스템의 의도된 보완

위해서 는 아래와 같이 계측기 및 기기를

구성 요소를 부하 또는 전원으로 사용하여 수행

배치를 하고 시험함

해야 함.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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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T 전원 공급 장치 (즉, 1차 장치) 및 2차 장치

1) 일반 사항

(가상 전기차)의 이러한 조합의 사용이 실용적

일반적으로 WPT 시스템은 기본 장치와 보조

이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시험 중 WPT

장치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됨. 가능한 경우

전원 공급 장치 (즉, 1차 장치)의 2차 장치에

이 표준에 따라 WPT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인공 부하를 사용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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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전기차 WPT 측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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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2차 장치에는 표준화된 실험실 WPT

피시험기기에 의해 수용). 그러한 경우 피시험

전원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되어야 함.

기기의 형식시험은 7.6.11.5 절의 요구 사항을

전기 자동차용 외부 전원 공급 장치 및 충전

만족하는 다양한 인공 부하로 대신 수행 될 수

장치(WPT)는 형식 승인 된 전기 자동차와

있음

적절한 부하 또는 다음에 지정된 표준화된
인위적 또는 더미 부하와 함께 시험되어야 함.

2) WPT 전력 수준

피시험기기 (기본 WPT 장치)가 다수의 EV

WPT 주장치와 인공 부하 (또는 EV)는 서로 다른

모델과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되고 의도된 경우

부하 전력 수준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이러한

많은 시험이 필요할 수 있고 (예, 다수의 EV

부하는 최악의 동작점을 찾기 위해 사전 스캔

모델이 모든 EV 모델을 대표하도록 선택됨)

에서 변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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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EV를 2차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EUT에

거리로 수행해야 함

의해 전송 된 전력 레벨은 EV 배터리의 충전

최종 적합성 측정은 이러한 최악의 조건 하에서

상태에 따라 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행되어야 함.

측정은 배터리가 10 % 미만, 40~60 %, 마지막

이격거리는 시험 중 WPT 시스템이 허용하는

으로 90 % 이상 충전 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도 내에서 변경되어야하며, WPT 1 차 및 2 차

하고 가장 높게 나온 측정값이 최종 결과임.

장치는 그 사이에 무선 전력 전송을 통해 의도
한대로 작동 할 수 있어야 함.

3) WPT 시스템과 EV 분리 거리

주: 피시험기기가 보다 큰 이격거리에서 의도 한대로 동작

1차 WPT 장치의 1차 코일과 2차 장치의 코일

할 수 있는 경우 제조자가 지정한 최대 이격거리보다 큰

(즉, EV에 배치 된 2차 코일) 사이의 분리 거리

이격거리 범위에 걸쳐 피시험기기 방사 노이즈를 조사할

범위를 허용하는 경우, 최고 노이즈 발생 거리를

필요가 있음.

찾기 위해 예비 분리 측정에서 다양한 이격

〔그림 3-6〕 루프안테나 측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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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렬

◦2016년 4월 미국 신시네티 회의에서 초안을

1 차 WPT 장치의 (1 차) 코일과 2차 장치의

논의하여 6월 AHG 위원이 합의한 CD 문서를

코일 (즉, EV에 배치 된 2 차 코일) 사이에 일정

발간하였음 (B/663/CD)

수준의 오정렬을 수용 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2017년 1월 2016년 11월 중국 항저우 회의

있는 경우 예비 측정은 최고 수준의 방사를 발생

에서 논의된 A급기기 허용기준 등을 포함한

시키는 피시험기기 배열을 찾기 위해 다양한

CD문서(B/678/CD), CISPR 11의 현장측정

각도 및 방향의 불일치로 수행되어야 함. 최종

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B/672/DC), B급

적합성 측정은 이러한 최악의 조건 하에서 수

허용기준에 대한 질문(B/673/DC) 문서를 회람

행되어야 함

하였음

5) 30 MHz 미만 기기의 방사 측정시의 Setup

◦2017년 5월 대전 미팅에서 B급기기 허용기준에

루프 안테나는 중심이 피시험기기의 주변으로

대한 상호 합의가 되어 이 부분과 각 국가별

부터 측정 거리에 있고 접지면 위의 1.3 m

의견 검토 내용으로 9월에 CDV 문서를 발간

높이에 놓아야 하고, 수직, 수평, 평면 3 방향

하여 12월까지 투표 마감이 진행 중임

으로 측정이 수행되어야 하고 피시험기기는 회전

(B/687/CDV)

하여 모든 방향에서 발생하는 최고 레벨을 각

◦향후 상세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임.

주파수에서 기록하여야 함.

2. CISPR 11 AMD2/FRAG2 ED6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3년 12월 캐나다 총회에서 일본 제안으로
WPT 표준 작업이 시작됨
◦2014년 6월 한국 창원 회의에서 일본의 Dr.
Fumito Kubota를 의장으로 선정하고 총 18
명의 위원으로 TF구성 (B/603/DC)
◦2014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가. 기본정보
CIS B/WG1/ 프로젝트 명
CISPR 11
AHG3
/표준번호 AMD2/FRAG2 ED6
현재 상태
CDV
완료 시기
2018.05
Determination of requirements for the
control of RF disturbances at LV d.c.
표준(안) 명칭 (영문)
power ports of semiconductor power
converters
반도체 전력변환기의 직류포트에 대한 요구
표준(안) 명칭 (국문)
조건
분과

각국의 현황과 기준값, 진행방안을 논의하였음
◦2015년 4월 일본 도쿄 회의에서 의도성 방출과
비의도성 방출에 대한 기준 초안을 논의하고
DC 초안을 마련하였음 (B/629/INF)
◦2015년 9월 이탈리아 스트래사에서 작성
초안에 대해 논의한 후 DC문서를 작성하여
각국에 회람하기로 함 (B/648/DC)

나. 주요 내용
◦(배경) CISPR는 2015년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연결되는 직류(DC) 포트에 대한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표준을 완료하였음
- 2015년 CISPR B 일본 중간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외에 직류 전원선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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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전기차 WPT 표준화 일정표

거리 이상(3 m) 설치되는 에너지 저장장치,

◦DC포트 허용기준 적용기기 한정

태양광 DC-DC 컨버터 등에 대해서는 연구

-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변환기기

반을 확장하여 논의하기로 결정

-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사용되는 계통연계형

- 2016년 중국 항저우 회의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태양광 DC-DC컨버터의 DC포트에

전력변환기
◦선 길이에 따른 DC포트 측정 기준 규정

대해 현재 규정된 DC-AN을 사용하고 태양광
발전기 DC포트 허용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태양광 인버터의 DC-DC 컨버터의 측정

◦2015년 9월 이탈리아 스트래사 회의에서

배치를 고려하여 선길이에 따른 예외조항을

CISPR 11 Scope을 확대하기 위해 TF(Task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됨

Force)를 만듦

- 2017년 한국 대전 회의에서는 특별한 시험
조건과 예외 조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합의
내용의 CDV 문서 발행하기로 함
◦전력변환기기(PCE: Power Conversion Equipment)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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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5년 12월 TF 의 ToR을 위해 CISPR/B/
652/DC 문서를 회람함
◦2016년 4월 미국 신시네티 회의에서 652/DC
문서의 회람 결과를 검토함.
◦2017년 1월 미국 회의에서 논의된 CD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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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DC 전원포트 측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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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람하였음 (B/677/CD)

나. 주요 내용

◦2017년 5월 대전 미팅에서 선 길이별 측정

◦(배경) 우리나라와 독일은 CISPR 11 ED 6.0 에

기준을 논의하였고, 합의된 내용으로 9월에

반영된 전자레인지 측정 방법의 2차 측정이

CDV 문서를 발간하여 12월까지 투표 마감이

첨두값 측정에서 가중값 측정으로 변경되었으나

진행 중임 (B/688/CDV)

5고조파인 11.7~ 12.7 GHz 의 측정 방법이
기존 첨두값 측정으로 유지하고 있어 측정의

3. CISPR 11 AMD2/FRAG3 ED6
가. 기본정보

5고조파에도 가중값 측정 또는 APD 측정으로

프로젝트 명
CISPR 11
/표준번호 AMD2/FRAG3 ED6
현재 상태
CDV
완료 시기
2018
Amendment 2 Fragment 3 to CISPR
11 ED. 6: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Measurement of
radiated disturbances - Introduction of
표준(안) 명칭 (영문)
APD (Amplitude Probability Distribution)
method to the test procedure for
group 2 equipment in the frequency
range 1-18 GHz
표준(안) 명칭 (국문) 2종 기기에 대한 진폭확률분포(APD) 측정법
분과

일관성 및 측정 결과의 반복성 및 재현성을 위해

CIS B/WG1

변경하기 위한 개정 작업을 추진 중임
◦제안 내용
- CISPR 11은 비디오 대역폭이 10 Hz인 전통
적인 "LogAV detector"와 새로운 진폭확률
분포 평가(APD) 방법 두 가지 다른 가중치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400 M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그룹 2 장비에 대한 최종
측정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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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두값 검출기는 주파수 범위 1-18 GHz의

또한 지속 시간과 반복률에 대한 정보가 없는

대부분에 대해 CW유형 방출을 발생시키는

가장 높은 피크 방출의 순수한 높이는 실제

노이즈에 대한 방출 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

간섭 가능성이 매우 낮음

확인하기 위해 예비 측정에 주로 사용되며,

- 두 가중값 측정 방법은 재현성이 훨씬 뛰어나

Log-AV 검출기로 최종 측정 횟수가 2 개의

므로 물리적 특성에 따라 디지털 무선 서비스

주파수(2.4 GHz 이하에서 하나, 2.5 GHz

에서 방해가 되는 피시험기기의 간섭 잠재력에

초과)에서 각 고조파 별로 1개씩 하여 최대 7개

대해 더 나은 판단을 제공함.

주파수 대역으로 증가하였고 측정할 최종

- 사전 및 최종 측정 조건은 버전 6에서 특히

주파수의 수는 두 가지 가중 측정 방법이 같

시험 시간과 관련하여 예비 피크 측정을 위한

게 되어 있음.

20초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 밝혀졌고

- 실제 측정에서 예비 주파수와 최종 측정 사이의

반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WG1은 피크

임계 주파수가 5 MHz 이상 변하는 경우가

측정을 예비 및 최종 측정으로 더 이상 분할

관찰되어 가중값 측정 (최고 첨두 방출에서

하지 않고 모든 방위각에서 최대 2 분 최대

±5 MHz)에 대한 10 MHz의 범위는 항상

피크 측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주파수 범위

- 이 TASK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함.

(SPAN)의 확장을 하여 반복성을 높일 수 있음

1) LogAV 방법 (탐지기)에 대해 이미 정의

- 11.7 ~ 12.7 GHz의 범위에서, 하나의 피크가

된대로 APD 방법에 대해 동일한 7 개의 최종

73 dB(μV/m) 한계를 초과하면 불합격됨.
많은 수의 다른 전자레인지 관찰 결과에
따르면 최종 측정 (최소 2 분) 동안 이러한

2) 최종 가중값 측정의 주파수 범위를 20 MHz로
확장 (Span 20 MHz).

피크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매우 짧은

- APD 방법의 경우 이것은 5 개의 최종 주파수,

지속 시간 및 측정된 전체 지속 시간의 1 %

즉 임계 주파수 그 자체, ±5 MHz 및 ±10

미만이 발생할 수 있어 ISM 기기가 IT 기기

MHz에서 측정하는 것을 의미.

보다 일찍 사용하고 있었기에 최첨단 디지털

- LogAV 검출기의 경우 최대 유지 모드에서

통신 서비스는 이러한 피크를 견딜 수 있어야

최소 5 번의 연속 스위프를 최종 측정에

함.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하고

- 한편 이미 표준화되고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그러한 Peak 에 의한 간섭을 피하기 어려운
방송 시스템이 운용되는 국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제한을 도입 할 수 있음
- 전자레인지 피크 측정의 반복성은 좋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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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범위 정의.

테스트 시간은 그에 따라 증가하고 변동 범
위는 이전과 동일함.
3) 표 13의 첨두 허용기준을 주파수 범위 전체에
걸쳐 70 dB(μV/m)의 일정한 값으로 변경
하고 11.7 - 12.7 GHz 범위의 최종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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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요구 사항을 추가 가중 측정 요구 사항
으로 대체하고 이 범위에서 가장 높은 첨두값
방출 주파수. 이것은 최대 8 개의 최종 가중값
측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예비 및 최종 최고 측정 사이의 구별을 무시
하고 2 분 동안 모든 방위각에 대한 최고
측정을 수행

◦전자레인지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Table 13을
변경
◦Table 2의 Log-AV 가중값 측정 방법에 11.7
~ 12.7 GHz 주변 노이즈에 대한 측정 방법
추가
◦Table 3의 APD 가중치 측정 방법도 Log-AV
처럼 동일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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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흐름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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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6년 전자페인지의 5고조파 측정방법 개선에
대한 각 국가의 의견수렴 문서가 회람되었음
(B/662/DC)
◦2016년 중국 항주 회의에서 DC 문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CD 문서를 발간하였음
(B/682/CD)
◦2017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회의에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일본, 한국, 독일이 협의한
결과 위성방송기기와 2종 B급기기에 대한
간섭의 영향을 표기하기로 협의하고 CDV
발행하여 2018년 완료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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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2절 2017년도 주요 회의결과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 분석

소위원회 개요

D 소위원회
총회

자동차 및 내연기관의 전기･전자 장비 및
부품과 관련된 전자파 장해
총괄 회의

IEC/CISPR 산하 D 소위원회는 자동차 및 내연

WG 1

도로 또는 야외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수신기
보호(CISPR 12 개정, CISPR 36 제정)

기관 구동장치, 전기자동차의 전기전자 장비 그리고

WG 2

자동차 탑재 및 인접 자동차의 수신기 보호
(CISPR 25 개정)

모든 자동차용 전기･전자 부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JWG A-SITE-VAL CIS/A와 연계한 챔버 검증방법 개발

장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위원회이다.
산하에는 도로 또는 야외의 건물에 사용되는

CISPR D 의장은 영국의 Mr. Mike Beetlestone이,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다루는

간사는 독일의 Mr. Holger Hirsch가 담당하고 있다.

작업반인 WG1과 자동차 탑재형 및 인접차량의

그리고 각 프로젝트 리더로는 WG1 ‘CISPR 12’는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다루는

영국의 Mr. Mike Beetlestone이, ‘CISPR 36’은

작업반인 WG2가 있다. WG1 산하에는 30 MHz

프랑스의 Mr. Peniamin Matossian이, WG2

이하의 자기장 방출성능 검증방법을 논의하는 PT가

‘CISPR 25’ 및 ‘JTF 챔버 검증방법’은 미국의 Mr.

있으며, WG2 산하에서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Craig Fanning이 담당하고 있다. 2016년 10월에

고전압 구성부품의 검증방법을 검토(`16년 10월 완료)

완료된 ‘TF 고전압 부품 검증방법’은 독일의 Mr.

하였다. 또한, CISPR A 소위원회와 함께 부품용 및

Lothar Laske가 수행하였다.

차량용 챔버의 검증방법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공동
작업반(JTF)을 운영하고 있다.
CISPR D 소위원회의 구성과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CISPR D의 표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EMC 기준전문위원회 D 소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나완수 의장과 자동차부품연구원 유승렬 의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국립전파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지엠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 만도, 모본, 디티
앤씨, 유라코퍼레이션, 에스엘, LG전자, 현대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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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전자, 부산TP, 아이스펙, 이앤알, HCT, 한국

개수 축소(ISO 11452-9), 인가펄스 및 48V 도입

SGS,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

(ISO 7637-2) 및 고전압 과도성능 구체화(ISO

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637-4), 등의 논의 되었다. 더불어, IEC 및 ISO 국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28명이

제표준 제개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

활동하고 있다.

기존 표준에 대한 개정순서 및 신규 표준에 대한 주제와

CISPR D 분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표

제정순서를 협의하였다. 또한, 차기회의는 2017년
6월 7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의 밀피타스(캘리포니아)

4-1과 같다.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표 4-1〕 CISPR SC D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 번호

과제명

진행단계

① CISPR 12 7판 개정 위한 3CD 회람의견
(D/428/CC) 논의

1

CISPR 12 ED7 자동차 EMI 시험

RVC 준비
CIS/D/440/CDV

◦2016년 2월 12일까지 진행된 2nd CD에 대한

2

전기자동차 30
RVC 준비
CISPR 36 ED1
MHz이하 EMI시험 CIS/D/439/CDV

의견 분량이 과다(72페이지)하여, 두 번의

일부 국가의 회람의견 집중으로 전체 회람
국제회의(오스틴/항저우) 및 한 번의 화상회에
이어 바젤 회의에서 모든 회람의견 처리를

제2절

2017년도 주요 회의결과

완료함
◦(충전모드 통신/네트워크 용어 명확화) 신호/
제어 포트의 통신 및 유선 네트워크포트의

CISPR D 국제회의는 ISO/TC22/SC32/WG3
회의와 함께 8개월 주기로 소집되는데 2017년에는
스위스 바젤(6/5일~13일, 12개국 43개사)에서 개최
되었다. 주로 CISPR/D 회의에서는 친환경차 충전
모드(CISPR 12), 자동차 디지털 방송통신/모바일
서비스(CISPR 25), 30MHz 이하 자기장 방출성능
평가거리(CISPR 36), 등이 논의되었으며, ISO/
TC22/SC32/WG3 회의에서는 내성 평가조건 결정을
위한 ISO 26262의 방법론 도입(ISO 11452-2),
BCI 하한 주파수 확장(ISO 11452-4), 인가 안테나

통신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IEC 61851-1의
충전모드 구분기준을 도입함.
- Mode 1 : 일반케이블로 전력망에 전기차를
연결하여 충전하는 상태 (통신불요)
- Mode 2 : 충전케이블(ICCB)로 전력망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상태 (통신불요)
- Mode 3 : AC 충전스탠드(EVSE)에 전기차를
연결하여 충전하는 상태 (통신필요)
- Mode 4 : DC 충전스탠드(EVSE)에 전기차를
연결하여 충전하는 상태 (통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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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통신 유무에 따른 충전모드 셋업 예시

< 통신이 필요한 경우(Mode1/2) >

< 통신이 필요 없는 경우(Mode3/4) >

◦(OTS에서의 AMN 본딩/적용 영향성) 지난

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AMN은 30MHz 이하에

항저우 회의에서 일본의 AMN 본딩/적용

대해서만 설계되어 있으나 WG1은 당분간

영향성 평가결과에 대해 독일 및 한국에서 추가

AMN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OTS에서는

검증 결과를 논의함. 독일은 최대 5dB 정도로

보호용 어스를 통해 AMN을 그라운드 하는

크지 않으므로 AMN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것으로 확인함.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한국은 최대
13dB 정도의 영향성이 있으므로 AMN이 필요

〔그림 4-2〕 AMN 평가셋업 : 본딩 조건, 플로팅 조건, 생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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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AMN 본딩 조건과 AMN 플로팅 조건간의 최대 차이값 (4차종*4방향)
Max. Difference [dBuV/m]
LH Hor.

LH Ver.

RH Hor.

RH Ver.

Freq. of dBMAX
[MHz]

A

-7.14

+6.32

+1.96

+0.62

89.16

B

-5.72

-6.59

+2.31

+4.48

76.86

C

-1.05

-11.68

+5.89

-7.88

39.00

D

+1.78

+1.76

+2.76

+4.65

54.09

RH Ver.

Freq. of dBMAX
[MHz]

EV

〔표 4-3〕 AMN 본딩 조건과 AMN 생략 조건간의 최대 차이값 (4차종*4방향)
Max. Difference [dBuV/m]

EV

LH Hor.

LH Ver.

RH Hor.

A

+4.68

+3.99

+8.09

+13.63

91.71

B

+7.28

+11.22

-6.68

+11.85

41.64

C

+9.33

-1.46

+9.97

-2.86

51.39

D

+2.77

-7.90

+4.50

+2.64

72.24

◦(CISPR 12의 검증범위) 자동차의 경우 내연
기관, 전기모터 및 하이브리드, 등 모든 구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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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R 12 허용기준과 일원화 하자고 GRE에
제안하였음.

장치에 대해 검증하나, 보트 및 디바이스의 경우

◦(OTS의 정의 명확화) 프랑스는 (OATS와의

해당 규격과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구분을 위해) OTS 정의에서 금속 접지면을

기존의 내연기관 위주의 검증을 실시키로 결정함.

바닥재질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시험장간 상관관계 분석 후 차기

〔표 4-4〕 구동장치에 따른 CISPR 12의 검증여부(案)
구분

◦(안테나 검교정 방법 추가 필요성) 일본은

구동 장치
내연기관

전기모터

하이브리드

Vehicle

포함

포함

포함

Boat

포함

포함(충전모드
제외)

포함

제외

내연기관만
포함

Device

포함

개정 시 결정하기로 보류됨.

ANSI C63.5 및 CISPR 16-1-6의 표준시험장법
(SSM, Standard Site Method) 모두를 추가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프랑스에서는 대체방법이
증가하면 평가결과의 재현성 악화를 우려하여
차기 개정으로 논의를 보류함.

◦(CISPR 12 및 UN ECE R10의 협대역 허용
기준 일원화) CISPR 12 및 유럽법규의 협대역

(※ SSM의 장점 : 검교정이 빠르고, 안테나
팩터가 연속적임. ※ 단점 : CALTS 필요)

허용기준이 상이하여 혼선이 있으므로, GRE
EMC TF가 UNECE R10의 협대역 허용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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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표준시험장법에 의한 안테나 검교정 셋업 예시

◦(측정불확도) 현재 시험장 관련 불확도 버짓이

미국은 (높이 스캔을 통해) 최대값을 취하면

없으므로 CISPR 16-4-2의 방법을 CISPR

기하학적 민감성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

12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지속적

예정. CISPR 12는 현재 CDV 단계이므로

으로 측정불확도 관련 논의예정.

7판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함.

◦(시험장 검증기준) 영국은 CISPR 16-1-4

◦(국제표준 제개정 로드맵) 국제표준 제개정을

에서와 같이 NSA 이론값과 실측값을 비교하는

위해 1차 설문조사(전문가 개인설문) 결과가

대신에, 고정된 Rx 안테나 높이에서 여러 Tx

공지되었음. 기존 표준 사용빈도 조사결과,

안테나 위치의 분산값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

PAS 62437, CISPR 25 Stripline/TEM Cell

안함. 미국은 null 주파수가 기하하적 변화에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CISPR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25는 ISO 11452 시리즈처럼 규격을 분할하는

(CISPR 16-1-4 접근방법과 다르게) 하이트

방안이 제안되었음. 프랑스는 NC 단위의 2차

스캔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간사는

설문조사를 진행예정임.

null 주파수를 보상하기 위해 수직/수평 편파
에서 최대값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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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CISPR/D 기존표준에 대한 개정방향 설문결과

CISPR/D standards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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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신규제정이 필요한 CISPR/D 기술분야 설문결과

◦(유럽법규 개정동향) 프랑스는 UNECE R10의

및 다중 배터리 시스템과 동작모드에 대한 개정

개정동향을 보고하였으며, GRE EMC TF가

내용을 소개함. 초안은 7월말까지 제안예정이며,

DC-charging-AN, 협대역 허용기준 일원화

2018년 R10.5의 부속서로 발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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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ISPR 36, 1판의 주요 내용 및 이슈사항

〔그림 4-6〕 30MHz 이하의 10m NSA 이론값과 실측값 : OATS

(CIS/D/429/CD)
◦프랑스 의장 Mr. Motossian은 2016년 5월
부터 진행된 CISPR 36 1판의 1st CD(CIS/
D/429/CD)에 대한 각 국가의 의견과 더불어
추가 논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검토 정리하였음.
◦(10m NSA 이론값 계산) 일본은 30MHz 이하
대역에서 10m 측정거리가 필요하다고 제안

< X-X 방향 >

하였으며, 기준값은 NEC2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동축방향(Coaxial) 및 동면방향(Coplanar)에
대해 계산하였음(급전방향은 안테나 상단,
접지면은 완전 전도체 조건). 여러 가지 턴테이블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축에 대해 측정되었는데,
OATS 측정결과는 기준값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며, (금속 접지 또는 인공 접지에 무관
하게) ALSE는 7dB 정도의 시스템 편차가 있음.
따라서, 판정기준에 불만족하는 경우 상관
관계를 허용하자고 제안함. 독일의 CISPR/ A

< Y-Y 방향 >

〔그림 4-7〕 30MHz 이하의 10m NSA 이론값과 실측값 :
ALSE 금속 접지

전문가는 이러한 접근방법은 시험소가 상관
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적절한 상관관계
인자를 도출해야 하며, 불확도를 결정해야
하므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함. 10m 측정
거리에 대해서는 CISPR/A는 CDV 단계의
문서가 있으며, 허용되는 EUT 사이즈에 따라

< X-X 방향 >

측정거리가 결정된다고 설명함.
최종적으로 CISPR 36에 시험장 검증기준을
포함하는 것은 너무 이르며, 차기 단계가
CDV인 점을 고려하여, 관련 경험이 축적할
때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함.

< Y-Y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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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30MHz 이하의 10m NSA 이론값과 실측값 : ALSE 인공 그라운드

< X-X 방향 >

◦(10m 평가거리)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CISPR/
A와 CISPR/B의 검토내용이 서로 상이므로

< Y-Y 방향 >

제외하기 위해 중국 전문가를 접촉하였으며,
중국 대표단에 의해 본 내용이 확정됨.

10m법 포함여부는 차기 개정 시에 논의되어야

◦(시험장 검증기준) 일본은 CISPR/A 제안에

한다고 주장함. 일본은 CISPR/B에서는 차량의

따라 3m 측정거리에서 측정한 결과를 발표

사이즈 때문에 10m이 기준이며, 3m법은

하였는데, 페라이트 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옵션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공지함. 최종적

챔버라도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다고 설명함

으로는 10m법은 차기 개정에서 논의하는

(Hx 및 Hy 방향만 고려). 독일 CISPR/A

것으로 결정됨.

전문가는 1st CD(CISPR 16-1-4 AMD)를 회람

◦(30MHz 이하 시험장) 일본은 CISPR 12에서

예정(2017년 말)이며, 판정기준은 3m 및 5m

사용되는 ALSE 및 OTS 시험장을 CISPR 36

평가거리에 대해서 Hx, Hy, Hz의 NSA 값이

에서도 동일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 4dB 이내여야 한다고 설명함.

만장일치로 반영됨.

◦(표피 전류 서프레서) 일본은 한국 CISPR/A

◦(EV 및 HEV 정의 수정) 독일은 ‘EV’ 및

전문가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동축케이블에 표피

‘HEV’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였으며,

전류 서프레서를 추가하는 것이 추천된다고

전기모터가 동작하는 모드에서만 평가하는 것

공지함. 일본은 EUT 측정에서도 페라이트

으로 기술함(일시적으로 전기모터가 동작하는

코어를 누락하면 평가결과에 영향을 줄 수

조건은 제외).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있으며, 따라서 자기장 안테나 항목에 표피 전류

동의하나 중국법규 GB/T에서는 저속조건 제외

서프레서 사용을 추천하는 Note를 추가하자고

조항 또는 동작시간 제한에 대한 문구가 없음을

제안함. 의장은 서프레서의 성능기준이 필요

지적함. 독일은, 제한된 시간에 저속으로 동작

하다고 지적하였으며, PT는 Note 추가를

하는 자동주차 기능을 GB/T 검증조건에서

진행키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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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30MHz 이하의 3m NSA 측정결과 예시

<페라이트가 없는 ALSE 측정예시(일본)>

<한국 ALSE 측정예시>

〔그림 4-10〕 표피 전류 서프레서 적용예시 및 개선효과

③ CISPR 25, 4판 AMD의 주요 변경내용 및
이슈사항
◦독일 간사 Mr. Hirsch는 CISPR 25 4판
AMD의 WD에 대한 각 국가의 의견을 검토
정리하였고,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규제 주파수 확대) 디지털 방송 및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허용기준 및 측정 파라미터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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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실차 RFI 허용기준 예시
Service / Banda

Frequency MHz

Limit of disturbance voltage at antenna terminal of receiver in dB (µV)
Peak
Quasi-Peak
Average

Analogue Broadcast Services
LWb
MWb
SWb
FMb
TV Band Ic
TV Band IIIc
TV Band IVc

0,15-0,3
0,53-1,8
5,9-6,2
76-108
41-88
174-230
470-944

26
20
20
26
16
16
16

13
7
7
13
-

6
0
0
0
6
6
6

26
26
32d
32
32

-

16
16
22d
22
22

Digital Broadcast Services
DAB III
TV Band IIIc
DTTV
DAB L Band
SDARS

167-245
174-230
470-770
1447-1494
2320-2345

Mobile Services

26-28
20
7
0
CBb
30-54
20
7
0
VHFb
b
68-87
20
7
0
VHF
142-175
20
7
0
VHFb
380-512
20
7
0
Analogue UHFb
300-330
20
6
RKE & TPMS 1f
f
420-450
20
6
RKE & TPMS 2
b
820-960
20
7
0
Analogue UHF
4G
703-821
22
12
GSM 800
859-895
26
6
GSM 900
915-960
26
6
e,i
1553-1569
-4,5
BDS, B1I
e,g
1567-1583
0
GPS
1590-1617
0
GLONASSe,h
GSM 1800
1805-1880
26
6
GSM 1900
1930-1995
26
6
3G
1900-2172
16
6
WiFi / Bluetooth
2400-2500
16
6
4G
2496 - 2690
22
12
4G
3400 - 3800
22
12
WiFi
4915-5825
16
6
C2X
5850-5925
40
30
a
LW: Long wave, MW: Medium wave, SW: Short wave (amplitude modulation, AM)
VHF: Very high frequency, UHF: Ultra high frequency (frequency modulation, FM)
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 TV: Television, DTTV: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RKE: Remote keyless entry,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GSM: Global system mobile
3G: Third generation
b
In this analogue service the peak and quasi-peak limits can be relaxed by 6 dB for short duration disturbances (e.g. short
duration PK (or QPK) limit = PK (or QPK) limit + 6 dB).
c
Analogue TV only.
d
This limit is less stringent than the analogue limit and should only be applied where analogue TV is no longer in use.
e
The bandwidth and frequency steps to be used for the BDS,B1I, GPS and GLONASS band are respectively 9 kHz and 5 kHz
rather than the bandwidth and frequency steps defined in Table 1 and Table 2 for services above 30 MHz.
f
RKE limits are defined over a large frequency band. Any modification of the average limit around the operating frequency due
to sensitivity of RKE systems should be defined in the test plan.
g
The values given in the table apply to the 1 574,42 MHz to 1 576,42 MHz frequency range. The limits for the whole GPS
L1 frequency range are given in Figure 8a.
h
The values given in the table apply to the 1 597,781 MHz to 1 609,594 MHz frequency range. The limits for the whole
GLONASS L1 frequency range are given in Figure 8b.
i
The values given in the table apply for the 1559,052 MHz to 1563,144 MHz frequency range. The limits for the whole BDS,
B1I frequency range are given in Figure 8c.
a) Stereo signals can be more susceptible to disturbance than monaural signals in the FM broadcast band. This phenomenon has
been factored into the FM (76 MHz to 108 MHz) limits.
b) All values listed in this table are valid for the bandwidths in Table 1 and Table 2. If measurements have to be performed with
different bandwidths than those specified in Table 1 and Table 2 because of ambient noise requirements, then applicable limits
are defined in the test plan and the applied limits and bandwidths are documented in the tes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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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단품 전도성 방출성능(전류법) 허용기준 예시
Service /
Band

Frequency
MHz

Limit of disturbance in dB (mA)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1
Quasi-Peak

Average

Peak

Quasi-Peak

Average

Peak

Quasi-Peak

Average

Peak

Quasi-Peak

Average

Peak

Quasi-Peak

Average

Peak
Analogue Broadcast Services
LW
0,15-0,3
50
MW
0,53-1,8
26

37
13

30
6

60
34

47
21

40
14

70
42

57
29

50
22

80
50

67
37

60
30

90
58

77
45

70
38

6

−1

25

12

5

31

18

11

37

24

17

43

30

23

−3 −10

16

3

−4

22

9

2

28

15

8

12

–

2

18

–

8

24

–

14

12
16
6
10
0
12
16
6
10
0
Conducted emissions – Control/Signal lines
Not Applicable

4
4

-

-6
-6

34
34
28
-6

21
21
15
-

14
14
8
-16

SW

5,9-6,2

19

FM

76-108

4

−9 −16

10

TV Band I

41-88

0

−

6

TV Band III
174-230
TV Band IV
470-944
Digital Broadcast Services
DAB III
167-245
TV Band III
174-230
DTTV
470-770
DAB L Band 1447-1494
SDARS
2320-2345
Mobile Services
CB
26-28
VHF
30-54
VHF
68-87
VHF
142-175
Analogue UHF 380-512
RKE & TPMS1 300-330
RKE & TPMS2 420-450
Analogue UHF 820-960
4G
703-821
GSM 800
859-895
GSM 900
915-960
BDS, B1I
1553-1569
GPS
1567-1583
GLONASS
1590-1617
GSM 1800
1805-1880
GSM 1900
1930-1995
3G
1900-2171
WiFi/Bluetooth 2400-2500
4G
2496-2690
4G
3400-3800
WiFi
4915-5825
C2X
5850-5925

Class 5

−10

–

−4

Conducted emissions – Control/Signal lines
Not Applicable
28
28

10
10
4
18

-

18
18

−3 −10
−3 −10
−9 −16
8

22
22

16
16
10
12

3
3
1
-

−4
−4
−10
2

22
22
16
6

9
9
7
-

2
2
−4
-4

28
28
22
0

15
15
13
-

8
8
2
-10

Conducted emissions – Control/Signal lines
Not Applicable

a) All values listed in this table are valid for the bandwidths in Table 1 and Table 2. If measurements have to be
performed with different bandwidths than those specified in Table 1 and Table 2 because of noise floor
requirements, then applicable limits are defined in the test plan.
b) Where multiple bands use the same limits the user selects the appropriate bands over which to test. When the
test plan includes bands that overlap the test plan defines the applicable limit.
c) Although the limits for peak, quasi-peak and average detectors are shown, measurements with all three detectors
are not required. See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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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단품 방사성 방출성능(ALSE법) 허용기준 예시
Service / Band

Frequency
MHz

Class 5

Peak

Quasi-Peak

Average

Peak

Quasi-Peak

Average

Peak

Quasi-Peak

Average

Peak

Quasi-Peak

Average

Peak

Quasi-Peak

Average

Analogue Broadcast Services
LW
0,15-0,3
MW
0,53-1,8
SW
5,9-6,2
FM
76-108
TV Band I
41-88
TV Band III
174-230
TV Band IV
470-944
Digital Broadcast Services
DAB III
167-245
TV Band III
174-230
DTTV
470-770
DAB L Band 1447-1494
SDARS
2320-2345
Mobile Services
CB
26-28
VHF
30-54
VHF
68-87
VHF
142-175
Analogue UHF 380-512
RKE & TPMS 1 300-330
RKE & TPMS 2 420-450
Analogue UHF 820-960
4G
703-821
GSM 800
859-895
GSM 900
915-960
BDS, B1I
1553-1568
GPS
1567-1583
GLONASS
1590-1617
GSM 1800
1805-1880
GSM 1900
1930-1995
3G
1900-2172
WiFi / Bluetooth 2400-2500
4G
2496-2690
4G
3400-3800
WiFi
4915-5825
C2X
5850-5925

Limit of disturbance in dB (mV/m)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1

46
40
40
38
28
32
41

33
27
27
25
–
–
–

26
20
20
18
18
22
31

56
48
46
44
34
38
47

43
35
33
31
–
–
–

36
28
26
24
24
28
37

66
56
52
50
40
44
53

53
43
39
37
–
–
–

46
36
32
30
30
34
43

76
64
58
56
46
50
59

63
51
45
43
–
–
–

56
44
38
36
36
40
49

86
72
64
62
52
56
65

73
59
51
49
–
–
–

66
52
44
42
42
46
55

54
54
70
78
82

-

44
44
60
68
72

48
48
68
72
76

-

38
38
54
62
66

42
42
58
66
70

-

32
32
48
56
60

36
36
52
60
64

-

26
26
42
50
54

30
30
46
56
58

-

20
20
36
46
48

40
40
35
35
38
32
32
44
62
44
44
–
–
44
44
64
66
73
76
73
98

27
27
22
22
25
–
–
31
–
–
–
–
–
–
-

20
20
15
15
18
18
18
24
52
24
24
5,5
10
10
24
24
54
56
63
66
63
88

46
46
41
41
44
38
38
50
56
50
50
–
–
50
50
58
60
67
70
67
92

33
33
28
28
31
–
–
37
–
–
–
–
–
–
-

26
26
21
21
24
24
24
30
46
30
30
11,5
16
16
30
30
48
50
57
60
57
82

52
52
47
47
50
44
44
56
50
56
56
–
–
56
56
52
54
61
63
61
86

39
39
34
34
37
–
–
43
–
–
–
–
–
–
-

32
32
27
27
30
30
30
36
40
36
36
17,5
22
22
36
36
42
44
51
53
51
76

58
58
53
53
56
50
50
62
44
62
62
–
–
62
62
46
48
55
57
55
80

45
45
40
40
43
–
–
49
–
–
–
–
–
–
-

38
38
33
33
36
36
36
42
34
42
42
23,5
28
28
42
42
36
38
45
47
45
70

64
64
59
59
62
56
56
68
38
68
68
–
–
68
68
40
42
49
51
49
74

51
51
46
46
49
–
–
55
–
–
–
–
–
–
-

44
44
39
39
42
42
42
48
28
48
48
29,5
34
34
48
48
30
32
39
41
39
64

a)

All values listed in this table are valid for the bandwidths in Table 1 and Table 2. If measurements have to be performed with
different bandwidths than those specified in Table 1 and Table 2 because of noise floor requirements, then applicable limits are
defined in the test plan.
b) Where multiple bands use the same limits the user selects the appropriate bands over which to test. When the test plan includes
bands that overlap the test plan defines the applicable limit.
c) The values given in the table apply to the 1 574,42 MHz to 1 576,42 MHz frequency range. The limits for the whole GPS frequency
range are given in Figure 19a.
d) The values given in the table apply to the 1 597,781 MHz to 1 609,594 MHz frequency range. The limits for the whole GLONASS
frequency range are given in Figure 19b.
e) The values given in the table apply to the 1559.052 MHz to 1563.144 MHz frequency range. The limits for the whole BDS, B1I
frequency range are given in Figure 19c.
f) Although the limits for peak, quasi-peak and average detectors are shown, measurements with all three detectors are not required.
See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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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역 추가) 중국 BDS(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허용기준 추가
〔그림 4-11〕 BDS, B1I 대역의 실차 방사성 방출성능 허용기준 예시(AV)
50

80

Level in dB(킮 /m)

30
20
10
0

Class 1

60

Class 3

50

Class 5

Class 2
Class 4

40
30
20

1569.098

1568.098

1567.098

1566.098

1565.098

1564.098

1563.144

1559.052

1558.098

1557.098

1556.098

1555.098

Frequency in MHz

0
1554.098

1569.098

1568.098

1567.098

1566.098

1565.098

1564.098

1563.144

1559.052

1558.098

1557.098

1556.098

1555.098

1554.098

10
1553.098

-10

70

1553.098

Level in dB(킮 )

40

Frequency in MHz

< 단품 허용기준 >

< 실차 허용기준 >

◦(30 MHz 이하 NSA 광케이블 개선효과 재검증)

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 효과는 동축케이블을

한국은 로드 안테나와 리시버 사이의 동축

광케이블로 변경했을 때의 개선효과와 유사한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변경했을 때의 접지 공진

것으로 나타남. 로드 안테나의 카운터포이즈

개선효과를 발표함. 성능변화는 있으나, 중국

본딩이 접지 공진 해결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음.

과는 달리 10 MHz에서 30 MHz 사이의 개선

◦(커플링 감쇠량에 대한 EUT 노이즈 영향성)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 로드 안테나의

한국은 부속서 I의 커플링 감쇠량 CISPR

카운터포이즈와 기준 접지면 사이의 본딩판

방법에서 EUT 동작 노이즈에 의해 커플링

제거 후 재측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감쇠량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독일은 카운터포이즈의 본딩판이 제거되면

표준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note 추가가

현재의 로드 안테나 교정 방법 또한 변경되어야

필요하다고 주장함. 한국은 FDIS 단계에서

하므로, 본딩판을 제거하는 경우 변경된 로드

동일한 이유로 EUT OFF 상태에서 커플링

안테나 팩터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함.

감쇠량을 측정해야 함을 주장했으나, 당시

◦(30 MHz 이하 NSA 동축케이블 레이아웃/이격

(오스틴 회의)에는 test plan에서 결정하는 것

개선효과) 이탈리아는 롱 와이어 안테나법에서

으로 결정되었음. 결론적으로 EUT는 Test

로드 안테나와 리시버 사이의 동축케이블 레이

Plan에 따라 동작하되 note를 추가하는 것으로

아웃에 따른 접지 공진 개선효과를 확인하였음.

결정됨.

최대 개선효과는 동축케이블에 페라이트 코어를
추가한 상태에서 로드 안테나 후방으로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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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로드 안테나의 카운터포이즈 플로팅 개선효과 평가셋업

Fig. 4 - Test setup

Fig. 5 - Transmitting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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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 Tx. fiber optic converter connection

Fig. 7 - Rx. fiber optic converter connection

〔그림 4-13〕 광케이블 개선효과의 편차

< 최대 개선효과 2.81dB@24.15MHz >

< 최대 개선효과 14.9dB @18.55M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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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커플링 감쇠량과 EUT 노이즈의 유사성

< HV측에서 LV측으로 커플링된 신호 >

◦(측정불확도) 중국은 RE 평가방법, 한국은 CE

< LV측 EUT 노이즈 레벨 >

제3절

전압법에 대한 측정불확도에 대한 기고서를

주요 표준화 동향분석

제출하였으나 시간관계로 논의되지 않았음
(향후 논의 예정).
◦(기타 수정사항)
- GLONASS 주파수 불일치 수정 (그림 8b 및

1. CISPR 12 ED.7.0
가. 기본정보
분과

CIS D/WG1

현재 상태

CDV 완료
(’17.11)

그림 19b)
- 고전압 부품 CE 전압법 AAN 누락오류 수정
(그림 I.3)
- 본문 CE 전류법 등의 허용기준 예시 간격
일원화 (표 6, 등)

프로젝트 명 CISPR 12
표준번호 (선택) ED. 7.0
완료 시기

2019.01

Vehicles, boats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표준(안) 명칭 (영문)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for the protection of off-board receivers
자동차, 보트와 내연 기관 – 무선 방해
표준(안) 명칭 (국문) 특성 – 차량외부 수신기의 보호를 위한
한계 및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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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자동차, 보트 및 내연기관 등에 의해 주거환경

2. CISPR 25 ED.4.0 AMD
가. 기본정보

에서 30MHz에서 1000MHz의 주파수 범위
에서 사용되는 방송 수신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CISPR 12 7
판은 2009년에 개정된 6.1판의 유지보수 작업
결과로서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개선
외에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됨
◦전기자동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PHEV)의 충전 모드 테스트 셋업 추가

분과

CIS D/WG2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선택)

미등록

현재 상태

CD 예정 (-)

완료 시기

미정

Vehicles, boats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표준(안) 명칭 (영문)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on-board receivers
자동차, 보트와 내연 기관 – 무선 방해
표준(안) 명칭 (국문) 특성 – 차량 내부 수신기의 보호를 위한
한계 및 측정 방법

◦형식 승인 및 제품 감시를 다루는 문구(부속서 F)
삭제
◦측정장비의 불확도를 언급하는 부속서 추가
(부속서 H 및 부속서 I)
◦충전 모드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를 기술하는
부속서 추가 (부속서 G)
◦일반적인 내용 개선

나. 주요 내용
◦프랑스는 CISPR 25 4판 AMD의 WD 초안을
제안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음
◦디지털 방송 및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허용기준
및 리시버 설정값 정의 추가
◦중국 BDS(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서비스의 허용기준 추가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07년에 6판이 발간되고 2009년 CISPR 12
부속서를 개정한 6.1판이 발간된 후 2014년
5월 7판을 개정하기로 결정함(D/399/DC,

◦고전압 부품 평가방법(부속서 I)의 FDIS 회람
의견 반영
◦HV-AN, DC-charging AN, AN, AMN의 용어
일원화 (부속서 E)

D/404/INF, D/422/RM, D/415/RR). 주요

◦기타 FDIS 단계에서 AMD에 반영키로 한 회람

개정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

의견, CISPR 12의 충전모드 용어 사용

자동차의 충전모드를 반영하는 것임.

(Mode1~Mode4), 등

◦1

st

CD문서(D/417/CD)는 2014년 5월에,

2nd CD문서(D/427/CD)는 2015년 11월에
진행되었으며, 3rd CD(D/428A/CC)는 2016년
5월에 승인됨
◦2017년 11월부터 CDV(D/440/CDV)가 회람
중이며, 향후 2019년 1월에 발간을 목표로 함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6년 10월 CISPR 25 4판이 발행되었으나,
디지털 방송 및 모바일 서비스 대역 및 허용기준
추가, 등을 AMD를 진행키로 결정함
◦2017년 6월 바젤회의에서 프랑스의 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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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을 검토/수정하였으며 유지보수 시작을

◦40km/h로 주행하는 고전압 구동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저주파(150kHz ~ 30MHz) 자기장

위해 DC문서를 회람 예정.

규제

3. CISPR 36 ED.1.0

◦루프 안테나의 동축 및 동면 방향에 대한 측정

가. 기본정보

(안테나 높이 : 1.3m)

분과

CIS D/WG1

현재 상태

CDV 회람완료
(’17.11)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선택)

CISPR 36
ED. 1.0

완료 시기

2019.01

Vehicles, boats and internal combustion
표준(안) 명칭 engines –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영문)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s
of radiated field below 30 MHz
자동차, 보트와 내연 기관 – 무선 방해 특성 –
표준(안) 명칭
30M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 전자파 방사
(국문)
자기장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측정거리 3m에서 차량의 전/후/좌/우 4면의
자기장 최대값(Peak) 측정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2년 10월 프랑스의 30MHz 이하 복사장의
기준과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

(D/402/NP)을 제안하였으며, 2013년 3월
CISPR 36 프로젝트가 승인됨(D/406/RVN)
◦2016년 5월 1st CD(D/429/CD)가 회람되었

나. 주요 내용
◦중국법규 GB/T 18387-2008의 기술적 보완을
위해 CISPR 36 제정 착수 (참고문서인 SAE
J551-5와 상이한 내용 보완)

058

으며, 2016년 10월 항저우 회의 및 2017년 6월
바젤 회의에서 논의 후, 2017년 11월
CDV(D/439/CDV)를 회람함
◦2019년 1월에 발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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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개요

시험연구원 성관영 의장과 계양전기,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
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합, 한국광기술원, 한국조명

CISPR F 소위원회는 가정용 기구, 공구, 조명

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기기와 유사기구 등에서 발생되는 혼신 문제에 책임을

연구원, 넴코 코리아, 씨티케이, KCTL, HCT, 한국

가지고 있는 IEC CISPR 산하의 소위원회이다.

전파진흥협회 시험인증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

주요 업무는 상기 기기들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
방출 허용기준과 측정 방법에 대한 CISPR 표준의
개정에 관한 작업들이다.
CISPR F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CISPR F 분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표
5-1과 같다.

F 소위원회 가정용 전기기기 및 조명기구 등에 대한 간섭
총회

총괄 회의

WG 1

전기모터와 접촉 장치를 포함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CISPR 14-1, 14-2 개정)

WG 2

조명기기 (CISPR 15 개정)

〔표 5-1〕 CISPR SC F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번호
1

CISPR F의 의장은 독일의 Dr. Stephan Marcus

2

Georg Jacob Kloska, 간사는 네덜란드의 Mr.

3

Pierre A. Beeckman이 담당하고 있으며, WG 1

4

의장은 영국의 Mr. Fabio Scalon, 간사는 영국의
Mr. Richard Huqhes, WG 2 의장은 영국의 Mr.
Peter Archer, 간사는 네덜란드의 Mr. Pierre A.
Beeckman이 담당하고 있다.

5
6
7

그리고, CISPR F의 표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EMC 기준전문위원회 F 소위원회는 한국화학융합

8

프로젝트 번호
CISPR 14-1
AMD1/FRAG1 ED6
CISPR 14-1
AMD1/FRAG2 ED6
CISPR 14-1
AMD1/FRAG3 ED6
CISPR 14-1
AMD1/FRAG4 ED6
CISPR 14-2
AMD1/FRAG1 ED2
CISPR 14-2
AMD1/FRAG2 ED2
CISPR 14-2
AMD1/FRAG3 ED2

과제명
IPT 가전기기
요구사항 추가
통계적 평가
클릭 분석방법
개정
가전기기 EMI
요구사항 개정
유선 및 무선
포트
통계적 평가

가전기기 내성
요구사항 개정
조명기기 EMI
CISPR 15 ED. 9.0
전문 개정

진행단계
CC 검토완료
CIS/F/725/CC
CC 검토완료
CIS/F/723/CC
CC 검토완료
CIS/F/727/CC
CC 검토완료
CIS/F/726/CC
CC 검토완료
CIS/F/728/CC
CC 검토완료
CIS/F/724/CC
CC 준비중
CIS/F/731/CD
FDIS 승인
CIS/F/720A/R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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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요 회의결과

대한 정의에 대한 재정립이 요청됨
- 다중 충전 장치에 대해 유도조리기구를 참조
하여 영역별 다양한 조합, 부하 및 시험조건 등

CISPR F 소위원회 회의는 2017년 10월 3일부터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TF(한국 리더,

6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캐나다, 독일)를 구성하고 초안 작성

미국, 일본, 유럽 등 17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추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② 가정용 기기 전자파 장해 표준(CISPR 14-1)
추진 논의

① 가전기기 무선전력전송 표준 개발 추진
◦밥솥, 전동 칫솔, 무선청소기 등 가전기기에서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주파수별 기준과 측정방법에 관한 표준을 개발
하고 있음
- 유도식 무선전력전송(IPT) 특별연구반을 구성
하고 유도식 무선전력전송에 한하여 표준을
개발하기로 하였음
-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은 기존 유도조리기구
기준을 수용
- 가정용 무선전려건송 기기의 방사성 방해 허용
기준, 측정방법을 개발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위원회 투표안
(CDV)을 마련하여 국가별 회람을 추진
- 위원회 초안(CD)을 회람한 결과 찬성 의견이
많음에 따라 추진
-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선전력전송용 부하
조건과 측정방법이 포함되어 표준이 개발됨
- 전체적인 시험 방법 및 규제 허용기준에 대해
서는 각 국가별 이견이 없음
- 캐나다와 영국에서 부가 기기, 주변기기에

060

◦2016년에 CISPR 14-1 제6판이 출판되었으며
이후 가정용 전기전자기기, 모터 기기 등에 대한
표준 개정을 추진
◦유도식 무선전력전송 표준 추진
- 현재 특별연구반 활동은 종료되었고 CDV
문서 작성 중
◦통계적 적합성 평가 방법에 대한 부록 추가
- 대량 생산 제품 모집단의 최소 80 %는 적어도
80 % 신뢰구간에서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통계적 적합성 평가 방법(80 % - 80 %
규정)을 부록(정보)에 포함하기로 하였음
- 이 규정은 각국의 사후관리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제조자들 자체 품질관리로 활용
토록 명확화
◦클릭 기준 및 평가 방법 수정 추진
- 우리나라가 제안한 클릭 분석 방법에서 클릭율
계산법과 스위칭 수 평가법의 혼란을 방지
위한 흐름도 이원화한 방법이 포함됨
◦다리미 측정 순서도 명확화 추진
◦위원회 초안(CD) 회람결과 큰 이견이 없어
위원회 투표안(CDV)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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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정용 기기 전자파 내성 표준(CISPR 14-2)
개정 추진
◦2015년에 CISPR 14-2 제2판이 출판되었으며
이후 가정용 전기기기의 내성 표준 개정을
추진
◦유선통신 네트워크 포트 평가방법 추가
- 기존 멀티미디어 내성 평가 방법을 수용하여
규정
◦통계적 적합성 평가 방법에 대한 부록 추가

 300 MHz 이하 전도성 방해 기준에 대한
마진은 10 dB로 규정
- 300 MHz 전도성 방해 허용 기준 강화 추진
및 삽입손실 기준 삭제
현재 표준
주파수
(MHz)
30 to 100
100 to 230
230 to 300

8.0판
준첨두값
(dB(μV))
64 to 54
54
61

개정 표준
주파수
(MHz)
30 to 100
100 to 200
200 to 300

9.0판
준첨두값
(dB(μV))
64 to 54
54
54 to 51

- 3개의 기본적인 포트 개념 추가(wired network

- 직렬로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모델별로 평가

ports, local wired ports, enclosure port)

- 모델별 제품이 아닌 경우는 지정된 방법으로

* local wired port의 정의: Network에 접속

평가하여 개별 장치의 요구사항을 만족
- 설치 장소에서 평가한 것은 해당 장소에 평가
결과로 한정
◦위원회 초안(CD) 회람결과 큰 이견이 없어
위원회 투표안(CDV)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되지 않고 3 m 이상 길이를 가지는 케이블
* wired network port의 정의: 직접적으로
Network에 접속되는 조명기기의 wired
interface
- 안정기 내장형 램프 측정용 원뿔 금속 하우징

- 합의가 되지 않은 버스트 100 kHz 적용과 6

(conical housing)의 Hole 모양 수정 반영

GHz 대역으로 내성주파수 확장 방안 등은

- GU10 안정기 내장형 램프에 대한 새로운 전

위원회 초안을 다시 준비하기로 함
④ 조명기기 전자파 장해 표준(CISPR 15) 개정 추진
◦현재 2013년 발행되어 1차례 개정(2015년)된
제8판을 전문 개정(제9판)하기 위한 위원회
투표안(CDV) 회람을 완료하였음
◦제9판 조명기기 방사성 방해 주요 개정 내용
- 방사성 방해 기준을 현재 300 MHz에서
1GHz로 확대 추진
 300 MHz 이하 전도성 방해 측정결과 마진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1 GHz
까지 방사성 방해를 측정하도로 규정
(CISPR 14-1과 유사)

도방해 측정법 추가
- 여러 가지 형태의 포트에 대해 전류 프로브
측정법 및 허용기준 추가(전압 프로프 측정법
및 허용기준 추가)
- ‘module’ 용어 소개(독립적인 보조 장치
대신)와 호스트(기준) 시스템을 사용한 모듈
측정의 요구사항 추가
- EUT 동작 안정화 시간(15분)에 대한 기준 개정
- 1.6 m 이상의 큰 EUT의 자기장 측정은 3 m
측정거리에서 60 cm 루프 안테나 사용
(CISPR 14-1 방법동일) 측정법 추가
 3 m 또는 4 m LAS(Large Antenna
System) 대체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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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프로브 및 전류 프로브 측정 방법 논의
- 전압 프로브, 전류 프로브, 네트워크 안정화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분석

회로 등을 이용한 측정결과에 대해 상호
비교 분석 실시

1. CISPR 14-1 ED. 6.1 FRAG1

- 향후 9판이 출판되면 이를 개정하여 전압
프로브와 전류 프로브 방법을 추가하기로
하였음
◦모듈 형태의 조명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 적용
방법 논의
◦ITU-R WP1A에서는 LED 조명에 의해 유럽의
DAB가 간섭영향을 받고 있다는 측정결과에

가. 기본정보
프로 CISPR 14-1/AMD1/
젝트
FRAG1 ED6
완료
CDV 발행
2018년 하반기
현재 상태
시기
준비중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Requirements
표준(안) 명칭
for household appliances, electric tools
(영문)
and similar apparatus - Part 1: Emission
표준(안) 명칭 전자파적합성 – 가정용기기, 전동공구 및
(국문)
유사기기의 요구사항 – Part 1: 전자파 장해
분과

CIS F/WG1

대한 협력문서를 보내어 CISPR에 대책을 요구
- 영향을 주는 제품이 CE 인증을 받은 제품이

나. 주요 내용

라고 소개하고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 요청

◦CISPR 14-1 ED.6.0 발간 후 이에 따른 유지

- 이에 대해 CISPR 에서는 검토 의견을 ITU-R

보수로 유도식 무선 전력 전송 장치에 대한 시험

WP1A에 제출하기로 함

방법 및 기준을 제정하는 개정판으로 2018년

◦위원회 투표안(CDV) 회람결과 승인되었으므로
최종 표준안(FDIS) 추진

FDIS 발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기존 유도조리 기기를 무선 전력장치의 일종
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정의를 유도조리 기구
및 유도식 무선 충전 장치를 유도식 무선 전송

〔그림 5-1〕 유도 전력 전송기기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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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로 하고 하위 레벨에 시험 기준을 그대로

(예: 수평 또는 수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두고 시험 방법 등을 구체 적으로 기술하였음

경우, 코일 방향과 같도록 장비를 배치한 상태

◦방해 허용기준은 유도 조리 기기에 따라 정리함.
◦주요 기술적 개정 내용
① 유도 전력 전송기기 요약
– 유도식 무선전력 전송기기 및 무선 충전 장치
관련 정의 추가
② 유도 전력 충전 장치 시험 방법
a) 일반
- 유도 전력 기기 유도 전원은 관련 장치로서
적절한 유도 전력 부하로 시험되어야함
(Case 1).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는 적절한
유도 소스와 함께 시험되어야 함(Case 2),
유도 전력 전송을 위한 장비의 특정 조합은
함께 시험되면 됨(Case 3).

에서 측정
- 유도 전력 장비가 소스 코일과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경우 다양한 방향으로 사용 된다면
측정은 장비와 함께 두 번 이루어져야 한다.
소스 코일의 수평 방향 및 수직 방향 모두를
얻도록 배치
- 에너지 제어기 설정은 최대 전력을 전달하도록
선택되어 져야 하고 부하의 위치는 사용
설명서에 따름
b) 피시험기기가 전력 전송 소스인 기기의
일반 요구 사항
- 전부하가 소스에 대해 특정적이지 않은 경우
전력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소스의 정격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저항성 부하를 가지고 있는

〔표 5-2〕 유도 전력 전송 기기의 유형
유형

피시험기기

동작조건
시험 셋업
전력전송/ 일반적인 대표 부하
Case 1 유도 전력 소스
충전
접속(클라이언트)
유도 전력
정상동작/ 일반 또는 특정 유도
Case 2
클라이언트
충전
전력기기 접속(소스)
유도 전력전송기기
정상동작/ 유도 전력 소스 및 부하
Case 3 (소스 및 부하
충전
같이 접속
동시)

- 어떤 경우에도, 충전 중 또는 정상 동작 중,
제어 장치는 유도 전원 또는 유도 전력 부하를
해당 정격 전력에서 동작시키기 위해 설정
되어야 하고 측정은 탁상형 기기 또는 바닥
거치형 기기에 대해서는 표준에서 주어진
원칙에 따라 의도된 사용을 위해 지정된
위치에서 유도 전력 장비로 수행되어야 함.
- 유도 전력 장비가 소스 코일과 함께 한 방향

2차 측 코일을 가지고 있는 보조기기를 연결
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
1) 대표 부하는 2차측 코일과 다양한 전력
소비 또는 충전 장치로 구성됨.
2) 2차 코일은 제조자가 사용하도록 지정된
1차 코일의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기계적
(예: 모양 및 크기) 및 전기적 매개 변수를
가져야 하고 코일은 제조자가 규정 한
전원 (EUT)의 정격 전력 부하에 상응하는
전력 용량을 갖는 적절한 순저항 부하
(예: 가열 부하)에 연결
3) 2차 코일은 가장 효율적인 전력 전달이 가능
하도록 피시험기기의 1차 코일과 정렬
c) 전력을 받는 피시험기기는 피시험기기에
최대전력을 보낼 수 있는 대표 소스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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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피시험기기가 전력 소스와 부하기기인
경우는 동시 동작 상태에서 측정 함.
e) 만일 아래와 같은 다중 소스 동작 기기의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7년 5월 CISPR 14-1 AMD1 ED6 개정
작업을 주제별로 분리하여 진행 (F/709/RR)
◦2017년 6월 F/710/CD 회람, 9월 각국 의견

경우에는
- 유도 전력 소스가 피시험기기 또는 피시험

취합 (F/725/CC)

기기의 일부이고 고정되지 않은 전원 전달
영역을 갖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유도성 부하의
유형과 위치에 의존하게 됨.
- 시험은 유도 전원의 5개 위치, 즉 전체 전력
전달 구역의 경계 부근의 중심 및 4개 위치
에서 수행되어야한다. 만일 유도 전원이
피시험기기 또는 피시험기기의 일부 (Case 1

2. CISPR 14-1 ED.6.1 FRAG2
가. 기본정보
프로
CISPR 14-1
젝트 AMD1/FRAG2 ED6
완료
현재 상태
CDV 진행 중
2018년 하반기
시기
표준(안) 명칭 (영문) FRAG2 – Statistical analysis
표준(안) 명칭 (국문) FRAG2- 통계적 분석
분과

CIS F/WG1

및 Case 3)이고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충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클라이언트 수로 구성

나. 주요 내용
◦주요 개정 내용 요약

되어야 하고 부하 요구 사항을 관찰하고

- 7.3.6 절의 "Non Compliance”삭제

피시험기기의 전력 전달 인터페이스 표면 대

- 대량 생산 제품에 대한 통계적 평가를 규범적

부분이 동작 상태이며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해

조항 7에서 새로운 정보 제공인 Annex E로

커버되고 동작하는 유형 및 형태를 선택.

이동
- 다양한 시험 방법을 선택하는 상황을 처리하는

〔그림 5-2〕 유도식 무선 충전 장치의 다중 충전구에 대한
동작 조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7 절에서 표준의 다른
부분 일부 텍스트를 통합
- 대량 생산 제품으로 인한 불확도를 다루는
방법에 관한 8 절의 권고 사항 추가
◦주요 기술적 변경 내용은 없음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통계적 적합성 평가 방법에 대한 부록 추가 추진
(F/697/DC)
- 대량 생산 제품 모집단의 최소 80 %는 적어도
80 % 신뢰구간에서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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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통계적 적합성 평가 방법(80 % - 80
% 규정)을 일반 사항(Normative)에서 부록
(정보, Informative)에 포함하기 위한 작업

- 현재의 규격은 아래 2가지 경우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① 관측시간 동안 연속 장해에 대한 제한값 L을
초과하는 1.4 MHz에서의 클릭 수와 30

추진
- 이 규정은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고 충분한

MHz에서의 클릭 수가 측정되어도 1.4 MHz

마진이 있어도 부적합 되는 사례가 있어 유럽

에서의 클릭 수와 2차 제한값 Lq를 초과하는

에서 이슈가 되었고, CISPR 11에서 관련

30 MHz에서의 클릭 수는 각 주파수에서 계산

Project를 진행했던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된 클릭 수의 1/4이 될 수 있음.

추진하고 있음

② 관측 시간 동안의 연속 장해에 대한 제한값

◦2017년 5월 CISPR 14-1 AMD1 ED6 개정

L을 초과하는 1.4 MHz에서의 클릭 수와 30

작업을 주제별로 분리하여 진행 (F/709/RR)

MHz에서의 클릭 수는 측정되지 않지만 계산

◦2017년 6월 F/712/CD 회람, 9월 각국 의견

된 클릭 수와 같다고 가정하고 관측 시간 T

취합 (F/723/CC)

동안 500 kHz. 1 MHz에서의 클릭 수와 Lq를
초과하는 30 MHz에서의 클릭 수는 500

3. CISPR 14-1 ED.6.1 FRAG3
가. 기본정보

- 클릭 분석 Task 에서는 상기 중 ① 안만

프로
CISPR 14-1
젝트 AMD1/FRAG3 ED6
완료
현재 상태
CDV 진행 중
2018년 하반기
시기
표준(안) 명칭 (영문) FRAG3 – Click analysis
표준(안) 명칭 (국문) FRAG3- 클릭 분석
분과

kHz로 계산된 클릭 수의 1/4이 될 수 있음

CIS F/WG1

추진할 걸로 정리 됨
3) 필요한 관찰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4) 단일 채널 및 4 채널 방해 분석기를 사용한
평가에 대한 설명

나. 주요 내용
◦주요 기술적 개정 내용

- 4 채널 분석기를 사용하면 150 kHz 또는
500 kHz에서 40 번의 클릭을 결정하는

1) 최신 FFT 기반 측정 수신기의 추가

것으로 충분하며 이 관측 시간 T는 4 가지

– 불연속 장해 측정 장비는 CISPR 16-1-1:2015의

주파수(150 kHz, 500 kHz, 1.4 MHz, 30

9절을 준수해야 하고 시험 장비가 CISPR

MHz) 모두에서 클릭률 계산에 적용되고

16-1-1 9절에 따라 검증 절차를 수행할 때

- 채널 분석기로 관측 시간 T는 150 kHz와

대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FFT

500 kHz의 주파수에서 각각 상이 할 수

기반 수신기가 적합할 수 있으며 중간 주파수

있는데 이 경우 1.4 MHz 및 30 MHz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함.

주파수에 대해서는 2 주파수 중 짧은 관측

2) 4 분위수 방법에서 각 주파수 각각 결정

시간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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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분석기로 측정 한 값은 150 kHz 부터

◦기존 클릭 흐름도는 클릭과 스위칭 동작이 같이

시작하고 500 kHz에서 짧은 관측 시간이

포함되어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우리

결정된 경우 150 kHz에서의 클릭률은 이 관측

나라는 클릭과 스위칭 동작에 대한 흐름도를

시간으로 재평가되거나 150 kHz에서 측정된

각각 분리하여 명확화 제안하였음

원래 관측 시간 T가 사용됨.

〔그림 5-3〕 클릭만을 고려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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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스위칭 동작만을 고려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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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b) 만일 스팀 공급이 순간적으로 공급되어진

◦2017년 5월 CISPR 14-1 AMD1 ED6 개정

다면 순간 스팀 또는 가능하다면 연속으로

작업을 주제별로 분리하여 진행 (F/709/RR)

공급하고 스팀 기능 및 온도 제어 조건은

◦2017년 6월 F/715/CD 회람, 9월 각국 의견
취합 (F/727/CC)

중간 위치(즉, 면 모드)에 둔다.
2) 가습 겸용 공청기의 시험방법 명확화
- 만일 공기 청정기는 보통 동작 조건에서 최고

4. CISPR 14-1 ED.6.1 FRAG4
가. 기본정보

발생 기능이 있으면 같이 동작되도록 하고

프로
CISPR 14-1
젝트 AMD1/FRAG4 ED6
완료
현재 상태
CDV 진행 중
2018년 하반기
시기
표준(안) 명칭 (영문) FRAG4 – Any other matter
표준(안) 명칭 (국문) FRAG4 – 기타 안건
분과

속도로 시험하고 만일 가습, 플라즈마 이온

CIS F/WG1

만약 스팀 공급기가 있으면 최고로 동작시키는
것으로 명확화 함
3) 유도 조리 기구 용기 명확화
- 에나멜 처리 강자성 강철 용기를 사용하고,
시험을 위한 용기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사용자

나. 주요 내용
◦주요 기술적 개정 내용
1) ISH 2 (스팀 다리미의 시험 조건)에 의해
명확히 제시된 시험 방법의 도입
– 다리미가 스팀 기능을 제공하면

4) 1 GHz 이상의 방사 측정을 위한 주파수
범위의 확장
- 내부 최대 클럭 주파수에 따른 측정 주파수를
최대 6 GHz까지 확장하기로 함. 이는 최근

a) 스팀 다리미가 연속적으로 스팀을 제공할

IPT 기기 증가에 따른 RED 규격과 맞추기

수 있으면 스팀 제어는 연속 스팀기능으로

위해 진행 하는 건으로 주파수에 따른 측정

설정하고

주파수와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5-3〕 방사 측정 최대 주파수 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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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5) 시험 성적서 포함 사항 명기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측정의 재현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2017년 5월 CISPR 14-1 AMD1 ED6 개정

세부 사항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아래 사항을

작업을 주제별로 분리하여 진행 (F/709/RR)

시험 보고서에 포함함
- 피시험기기에 대한 설명, 피시험기기의 동작

◦2017년 6월 F/716/CD 회람, 9월 각국 의견
취합 (F/726/CC)

모드, 사용된 모든 관련 장치 및 피시험기기
와의 결합에 관한 정보, 각각의 측정 유형 중에
어떤 모드의 조작이 시험되고 어떤 설정이
적용되었는지(예: 제어기 위치 3으로 설정됨),

5. CISPR 14-2 ED.2.1 FRAG1
가. 기본정보
분과

시험을 거친 포트와 해당 포트가 수행된 방법,
측정 설정 사진, 측정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현재 상태

프로
CISPR 14-2
젝트 AMD1/FRAG1 ED2
완료
CDV 진행 중
2018년 하반기
시기
CIS F/WG1

관련 위치 정보 (예 : 안테나 거리, EUT와 기준

표준(안) 명칭 (영문) FRAG1 – Wired and wireless ports

접지면 사이의 거리)

표준(안) 명칭 (국문) FRAG1 – 유선 및 무선 통신 포트

- 5.4에 설명 된 절차에 따라 얻은 측정 값
- 허용기준과 각 주파수별 마진
- 피시험기기 내부에서 가장 높은 클록 주파수
(3.8.1 참조)

069

제
5
장

EMC (전자파적합성) 표준화 동향

나. 주요 내용
◦주요 기술적 개정 내용

◦2017년 6월 F/717/CD 회람, 9월 각국 의견
취합 (F/728/CC)

1) 유선 네트워크 포트에 대한 내용추가 –
CISPR 35:2016 3.1.3.4 절 도입
2) 무선 기능 시험방법 명확화
- 8.7 무선 송신기 또는 무선 수신기 또는 무선

6. CISPR 14-2 ED.2.1 FRAG3
가. 기본정보
분과

CIS F/WG1

현재 상태

CD 문서
작성 중

송수신기를 포함하는 장비는 이들 기능을 사용
하지 않고 시험되어야 함. 이러한 무선 기능의

프로
CISPR 14-2
젝트 AMD1/FRAG3 ED2
완료
2019년 상반기
시기

사용을 중지할 수 없는 경우 (예: 무선 기능이

표준(안) 명칭 (영문) FRAG3 – Any other matter

장비를 제어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하기

표준(안) 명칭 (국문) FRAG3 – 기타 사항

때문), 무선 기능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해야
하고 이 무선 장비에 적용 가능한 EMC 표준에
명시된 대로 RF 연속 장해에 대해 해당 무선
주파수는 배제 대역으로 함.
3) 유선 네트워크 포트에 서지시험 기준 추가
- 각 Category II, III, IV 별 관련 기준 추가
- 건물 외부 케이블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나. 주요 내용
◦주요 기술적 개정 내용 요약
1) 배터리 구동 기기에 대한 시험방범 명확화
2) 내부 클럭에 대한 방사 내성 측정 주파수 확장
(1 GHz → 6 GHz)
3) 내부 클럭 주파수에 따른 카테고리 5 추가

유선 네트워크 포트의 서지는 성능 기준 C를
만족

◦주요 기술적 개정 내용
1) 카테고리 3 – 카테고리 1에 포함되는 기기는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o 2017년 5월 CISPR 14-1 AMD1 ED2 개정
작업을 주제별로 분리하여 진행 (F/708/RR)
〔표 5-5〕 유선 네트워크 포트에 대한 서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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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함체 포트에 대한 방사 내성 기준

2) 카테고리 4에서 대상 기기의 클럭 주파수 변경
(기존 15 MHz 초과 기기→ 15 MHz 초과하고
200 MHz 미만 기기)
3) 카테고리 5 신설 - 200 MHz 초과 기기, 내부
클럭이 200 MHz를 초과하면 6 GHz까지
방사 내성 시험 실시
4) 카테고리 5 성능 평가기준 마련

되어야 한다고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는
결정을 시험 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함.
- 권장 시험 전압은 100 V ~ 127 V 범위에서
120 V이고 200 V ~ 240 V 범위에서는
230 V임
- 시험 중 피시험기기는 기기에 지정된 정격
주파수로 동작되어야 함

- 정전기: B,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B, 80

- 장비에 두 개 이상의 정격 주파수 (예 : 50

MHz까지의 전도 내성 시험: A, 6 GHz까지의

Hz, 60 Hz)가 있는 경우 이러한 주파수 중

방사 내성 시험: A, 서지: B, 순간 정전: C

하나에서만 시험되어지고, 장비의 정격 주파수

5) 전원 포트의 전압 및 전원주파수에 따른 시험

범위 (예 : 50 Hz ~ 60 Hz)가 있는 경우

전압/ 주파수 명확화
- 시험 중 피시험기기는 제조자가 지정한 정격

피시험기기는 이 범위 내의 한 주파수에서
시험해야 함

전압으로 동작되어야 함.
- 100 V ~ 127 V: 이 범위 내의 하나의 공칭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전압에서 시험, 200 V ~ 240 V: 이 범위 내의

◦2017년 5월 CISPR 14-2 AMD1 ED2 개정

하나의 공칭 전압에서 시험, 100 V ~ 240 V:

작업을 주제별로 분리하여 진행 (F/708/RR)

이 범위 내의 두 전압, 100 V ~ 127 V 범위의

◦2017년 11월 F/731/CD 회람하여 각국의

시험 및 200 V ~ 240 V 범위의 시험에서

의견 취합하고 있음

실시함
- 제조업체는 장비가 하나의 전압 범위 (100 V
~ 120 V 또는 200 V ~ 240 V)에서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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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2절 2017년도 주요 회의결과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 분석

소위원회 개요

있고, 무선기기에서 전자파 간섭은 성능저하를 초래
하기 때문에 국제 표준화에서 다루고 있는 기준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분석이 중요하다.

CISPR H 소위원회는 무선서비스 보호를 목표로

CISPR H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CISPR

전기･전자회로로 구성된 제품에서 발생되는 방해파의

SC H의 간사국은 우리나라이며, CISPR H 위원장

허용기준을 재정하는 IEC CISPR 산하 위원회로서

은 독일의 Mr. Thilo A. Kootz, 간사는 우리나라의

담당 역할 및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권종화박사가 담당하고 있다.

- 주어진 전자파 환경에서의 동작 및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전기･전자기기로
부터 발생하는 무선주파수 방해에 대한 평가
및 제어를 위한 공통의 허용기준과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와 이러한 요구규격의 CISPR
공통 방출 허용기준에 반영
- 제품 위원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무선 서비스
보호를 위한 방출 허용기준 결정을 위한
CISPR 결합 및 방해 모델에 대한 표준화
- 무선 서비스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 CISPR 산하 소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무선
주파수 방해 제어를 위한 허용 기준 제안에

조직

주요 역할

위원장단
위원장: Thilo A. Kootz
H
무선서비스 보호를
(독일)
소위원회 위한 기준
간사: 권종화 (한국)
방출에 대한 EMC
위원장: Andrew Griffin
제품 표준 조사:
(미국)
WG 1
IEC 61000-6-3,
간사: Bernd Jäkel
61000-6-4 개정 담당
(독일)
대용시험시설 SAC 및
위원장: 미정
FAR에서 중간 크기의
※ 현재 M. Stecher (독일),
JWG 5
피시험기기 영역의 사용
J. Medler (독일) 활동 중
(A 소위원회 관리)
위원장: Thilo A. Kootz
계통연결형
(독일)
AHG 2 전력변환기(GCPC)
간사: Bernd Sisolefsky
설비 방해 특성
(독일)
대용시험시설 사용을
위원장: B. Gorini
위한 조건에 대한 CISPR
(이탈리아)
JTF A/H
16-4-5 유지보수 (A
M. Stecher
소위원회 관리)
(독일)

대한 평가 및 CISPR 제품 표준에 포함 여부
검토
이들 분야는 무선기기산업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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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원 조원서 의장과 한국과학기술원, 동부대우전자,

◦주거, 상업, 경공업 환경의 전자파장해 관련

삼성전자, LG전자, SGS 코리아, 피앤이, CTK,

공통 표준(IEC 61000-6-3) 개정안 검토

HCT, LG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

- 주거, 상업, 경공업 환경의 전자파장해(EMI)에

기술협회,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15

대한 공통 표준인 IEC 61000-6-3의 개정안

명이 활동하고 있다.

(H/312/CDV)에 대한 투표 결과(H/ 324/RVC)이

CISPR H 분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표
6-1과 같다.

찬성 58.8 %(뽧 66.8 %)로 부결에 따른 향후
추진방안 논의
 A급(가정용 외)을 신설하는 부분 등에 대해

〔표 6-1〕 CISPR SC H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 번호

과제명

진행단계

1

IEC 61000-6-3
AMD2 ED2

가정용 일반
기준 개정

CDV회람완료
H/324A/RVC

2

IEC 61000-6-4
ED3

산업용 일반
기준 개정

FDIS 회람
H/339A/FDIS

1/3 이상의 회원국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부결
 A급/B급 기기 추진방안, 직류 포트에 대한
방사 요구조건 명확화, DC 포트에 대한 방사
측정용 150 Ω ∆-회로망, 네트워크 포트
요구조건, 1 GHz이상 대역에 대한 측정
방법, 30 MHz 이하 자기장의 세기 방사 요구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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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추진에 대해 회원국 의견을 묻는 회람
추진

CISPR H 소위원회 회의는 2017년 10월 4일에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

- 2017년 12월까지 새로운 위원회 투표안
(CDV)을 마련하여 회람 추진

유럽 등 4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산업용 환경의 전자파장해 관련 공통 표준
(IEC 61000-6-3) 개정안 검토

① 가정용, 산업용 일반 표준 개정안 논의

- 산업용 환경의 전자파장해에 대한 공통 표준인

◦(배경) 가정용 및 산업용 일반 환경 표준 위원회

IEC 61000-6-4의 개정안(CIS/H/311A/

투표안(CDV)이 종료 (2016.12.23.)되어 향후

CDV)에 대한 투표 결과(CIS/H/325A/RVC)이

추진 방안을 논의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최종

- 주거, 상업, 경공업 환경의 전자파 장해 일반
표준(IEC 61000-6-3)
- 산업 환경의 전자파 장해 일반 표준(IEC

국제표준안(FDIS)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직류 전원포트 방사성 방해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CDV가 통과되어 원안대로 추진

61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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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50 kHz이하 대역 전파 간섭에 대한 이론적
검증 실시
◦(배경) 9 kHz ~ 150 kHz대역의 전도성 방해에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WG에서 승인되면
RR과 CD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포될
것임.

의한 무선서비스 전파간섭을 이론적으로 검증
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④ 저전압 실내조명 설비에 대한 방사 예측 모델

- TC 77A WG8에서는 작업 중인 150 kHz이

◦(배경) 2014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대역 전도성 방해 기준을 CISPR에서 검증

개최된 CISPR SC H 총회에서 기존의 GCPC

하여 줄 것을 요청

작업반 범위를 확대하여 실내 직류 전원망에

◦150 kHz이하대역 무선서비스 간섭 분석을

대한 방사 특성에 대한 모델을 포함하기로 결정

위한 특별연구반(AHG3)을 구성하고 임무와

- CISPR SC H 산하 AHG2 제목을 “태양광 발

추진방법을 회원국에 회람하기로 하였음

전기 및 실내 저전력 조명설비로부터의 방출

- H 위원장은 TC 77A와 합동 작업 그룹

모델(Models for radiation from PV

(JWG) 구성을 요청하였고 수용되지 않으면

generators and in-house extra low

단독 추진하고 TC 77A에 전문가 참여 요청

voltage (ELV) lighting installations)”로
변경하고 다음 내용을 추가

③ CISPR/TR16-4-4 개정
◦(배경) 태양광 전력발전 시스템 및 설비로부터의

 전형적인 저전압(ELV) 조명 설비로부터의 방사
측정을 위한 적절한 (안테나) 모델 확인

방사 예측을 위한 모델을 CISPR/TR 16-4-4

 적절한 일련의 기하학적 입력 파라미터 결정

부록서 C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

 조사 결과를 CISPR/TR16-4-4에 포함

- 태양광 전력 시스템으로부터의 방사 예측
모델을 CISPR TR 16-4-4에 통합하기 위해
서는 적절한 유지 보수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CISPR/H의 작업 계획서 (PW)에서 다루어
야하며, 이를 위해 H/322/DC 문서가 국가
위원회에 2017년 2월까지 회람되었음.

 조명 설비의 ELV 전원 포트에서 전도 장해에
대한 CISPR 15 허용기준의 유효성 확인.
◦2017년 회의 주요 결과
- 현재 고려해야 하는 저전압 직류 전력망(DC
power network)이 증가하고 있음.
- AHG2는 CISPR 15 ED.8에 포함된 저전압

◦AHG2는 현재 CISPR 11 ED. 6.0에 포함된

램프에 대한 방사 예측 모델 작업을 요청

시스템의 허용기준을 지원하기 위해 광전지

받았으나, 회의 시점까지는 작업된 내용이

설치 모델을 연구 중임.

없어 위원회 문서(CD)가 준비되지 않았음.

◦H/322/DC는 16-4-4에 대한 추가 부속서 C

- 네덜란드는 실내 저전압 조명 설비 관련 문제가

초안을 포함하고 있음. DC 문서에 대한 각국의

매우 복잡하고 조명 자체보다 많은 기술을

의견은 긍정적이며 위원회 초안이 11월 WG1

다루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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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성을 감안할 때 주제를 확대하면 복잡성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전기 및 전자

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장비의 방출 허용기준을 정의하기 위해 고려

판단하여 초기에 제기된 질문, 즉 ELV 조명

해야 할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도록

시스템의 허용기준을 26 dB 완화하는 것이

16-4-4를 개정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이후 표준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회의에서
합의됨.
- ‘17.11월 회의에서의 논의를 위해 "저전압
(ELV) 실내조명 설비의 방사 측정 모델"에
대한 AHG2 초안 발행을 발행하기로 함.

2)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간섭 상황 고려
- 위원장은 TC77A WG8이 차동 레벨만 제한
하였지만 H소위는 9 kHz ~ 150 kHz 대역
에서 제한된 변환이 있을 것이므로 공통 모드
신호를 조사해야한다고 지적
- H소위 회원국들((독일, 프랑스, 핀란드 및
이탈리아 포함)은 공통 표준에 포함시킬

⑤ 150 kHz이하 주파수대역에서의 간섭 모델
◦(배경) 2013년 오타와에서 개최된 CISPR 총회
에서 H소위는 9 kHz ~ 150 kHz 주파수대역

목적으로 9 kHz ~ 150 kHz 주파수 범위에
대한 제한을 개발하기 위해 SC77A와 JWG를
설립하는 데 찬성

에서 간섭 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 일본은 9 kHz ~ 150 kHz 주파수범위에서

필요한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차동 및 공통 모드 제한을 설정하기 위해

2014년 프랑크푸르트 H 회의에서 라디오

LCL 값, 전송 손실 및 관련 임피던스에 대한

수신기와의 간섭, 스마트 그리드 및 기타 시스템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위원장은 차동 방출을

과의 간섭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논의됨.

먼저 제한하고 나중에 공통 모드 방출을 고려

- 관련문서: CIS/H/285/DC, TC77A/959/CD

해야한다고 결론

◦2017년 회의 주요 결과
- H소위는 150 kHz이하 주파수대역에서 간섭
모델에 대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무선

⑥ CISPR 31(무선 서비스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개정

DB를 업데이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작업

◦(배경) IEC CISPR 및 TC77은 전기전자기기로

진행 없이 TC77A 산하 WG8의 진전을 기다

부터 발생되는 불요 전자파로부터 무선서비스

리고 있었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CISPR

- 최근 TC77A 산하 WG8는 TC77A/959/CD를
발행했으며 CDV 단계가 계획되어 CISPR
SC H 산하 작업반은 H/285/DC에 근거하여
다음 업무를 추진해야 함.
1) 라디오 수신기의 보호는 9 kHz ~ 150

SC H에서는 무선서비스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음.
- H/329/INF 문서는 IEC WEB 페이지
(http://www.iec.ch/emc/database)에서
제공되는 무선 서비스의 CISPR DB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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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NC는
무선서비스 DB에 대한 의견이나 의견을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분석

CISPR SC H 위원장단에 보낼 수 있음.
◦2017년 회의 주요 결과
- 지난 회의 이후 DB에 변화가 없었지만 방출

1. IEC 61000-6-3/AMD2 ED2
가. 기본정보

제한을 40 GHz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DB가
확장되어야한다고 지적하였음. 현재 DB는
아마추어 무선 시스템 GHz의 경우 최대 2
GHz 및 10 GHz로 한정되어 있음.
- ITU-R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했으며, 무선
서비스 DB에 삽입하기 위해 최대 40 GHz
주파수 범위의 무선 서비스 및 응용 프로
그램에 대한 정보를 NC에 요청하는 DC를
발행하기로 함.
⑦ 150 kHz ~ 30 MHz 주파수대역에서의 방사
성 방출 허용기준

분과

CIS H/WG1

IEC 61000-6-3/
프로젝트 명
AMD2 ED. 2.0
/표준번호
/IEC 61000-6-3

H/324/RVC
(2017-03까지 완료 시기
2017. 11
회람)
Amendment 2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표준(안) 명칭 (EMC) - Part 6-3: Generic standards (영문)
Emission standard for residential, commercial
and light-industrial environments
2차 개정 - 전자파적합성(EMC) - 6-3부: 일반
표준(안) 명칭
표준 - 주거용,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 대한 방
(국문)
출 표준
현재 상태

나. 주요 내용
◦CISPR H는 주거, 상업 및 경공업 기기에 대한

◦(배경)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개최된 CISPR

전자파장해(EMI) 일반 표준(generic standard)인

H 총회에서 전자파장해 공통 표준인 IEC

IEC 61000-6-3의 개정 주제에 관하여

61000-6-3과 IEC 61000-6-4에 포함시키기

H/237/DC 문서를 발간

위해 150 kHz ~ 30 MHz 주파수 범위에서

◦H/237/DC의 내용은 각 국가위원회(NC)로부터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에 대한 DC를 작성하는

수신된 의견들과 H소위와 WG1에서 논의한

조치가 제안

결과, 다음과 같은 주제가 현재 유지보수 활동

◦2017년 회의 주요 결과
- 150 kHz ~ 30 MHz 주파수대역에서의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에 대한 DC 문서에 대한 NC
응답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이 11월 WG 회의
에서 논의될 예정임

기간 중 고려될 사항으로 결정
- 환경 분류
- CISPR에서 합의된 표현에 기초하여 측정
불확도 정보 포함
- FAR에서 측정된 바닥형 기기에 대한 허용기준
- 관련 참고 문서의 갱신: CISPR22를 CISPR
16 시리즈와 CISPR32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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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위한 위원회 문서(H/312/CDV)의
주요 개정 내용

◦CISPR/H/283/CD, 2014-09-19
◦CISPR/H/293/CC, 2015-05-08

- H/312/CDV 문서는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CISPR/H/295/CD, 2015-05-08

개념을 소개하고 3개의 CD의 발행을 포함하

◦CISPR/H/303/CC, 2015-08-21

여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다음

◦CISPR/H/312/CDV, 2016-09-30 (투표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음.
① 다양한 환경적 위치에 대한 장비 등급.
부속서 B는 이러한 개념이 도입된 이유를
설명

종료일 : 2016-12-23)
◦CISPR/H/324/RVC, 2017-02-03
◦주거, 상업, 경공업 환경에서의 전자파장해
(EMI)에 대한 공통 표준인 IEC 61000-6-3의

② 부속서 C가 추가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하는

개정안(H/312/CDV)에 대한 투표 결과(H/

경우, DC 포트가 평가를 요구하는지에

324/RVC)이 찬성 58.8 %(뽧 66.8 %)로

대한 명확한 설명

부결에 따른 향후 추진방안 논의

③ 1 GHz제한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은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는 11월에 개최되는

시험 방법의 가능한 변경을 기반으로 함

WG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H 산하

④ 문서 서식 및 가독성이 크게 향상
◦CDV 문서에 대한 투표 결과 문서(H/324/
RVC)의 주요 내용
- RVC는 CIS/H/312/CDV 문서에 대해 P-

WG1에서 DC에 대한 각국 NC의 의견을
고려하여 CD 또는 CDV 단계로 진행할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

회원국 투표 결과는 58.8% 찬성(뽧 66.7 %,
찬성 10개국/반대 7개국), 전체 회원국 투표
결과는 30 % 반대(뽦 25%, 9개국 반대)로
통과되지 않음.
- 반대한 9개 NC 중 7개 NC가 Class A 제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투표를 하였음.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CISPR/H/237/DC, 2012-08-10

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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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C 61000-6-4 ED3
가. 기본정보
분과

CIS H/WG1

현재 상태

FDIS 회람

프로젝트 명 IEC 61000-6-4
/표준번호
ED3
완료 시기

2017. 11

Amendment 3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표준(안) 명칭
(EMC) - Part 6-4: Generic standards (영문)
Emission standard for industrial environments
표준(안) 명칭 3차 개정 - 전자파적합성(EMC) - 6-4부: 일반
(국문)
표준 – 산업 환경에 대한 방출 표준

◦CISPR/H/241/INF, 2012-10-12
◦CISPR/H/248/RR, 2012-11-23

나. 주요 내용

◦CISPR/H/260/CD, 2013-09-27

◦CISPR H는 산업용 기기에 대한 전자파장해

◦CISPR/H/275/CC, 2014-07-11

(EMI) 일반 표준(generic standard)인 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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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0-6-4을 개정하는 주제에 관하여 H/238/DC
문서를 발간
◦H/238/DC에 대한 각국 NC로부터 수신된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CISPR/H/238/DC, 2012-08-10
◦CISPR/H/242/INF, 2012-10-12

의견들과 H소위와 WG1에서 논의한 결과,

◦CISPR/H/249/RR, 2012-11-23

다음과 같은 주제가 현재 유지보수 활동기간

◦CISPR/H/259/CD, 2013-09-27

중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결정

◦CISPR/H/274/CC, 2014-07-11,

- CISPR에서 합의된 표현에 기초하여 측정
불확도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
- FAR에서 측정된 바닥형 기기에 대한 허용
기준
- CISPR 11 ED 5.1에 기초하여 소형 EUT에
대하여 3 m 이격거리에서의 측정
- 관련 참고 문서의 갱신: CISPR 22를 CISPR
16 시리즈와 CISPR 32로 변경
◦투표를 위한 위원회 문서(H/311A/CDV)의
주요 개정 내용
- DC 포트에 대한 허용기준이 표 6에 제안되어
있으나, 허용기준 적용에 관하여는 부속서 A
(정보)와 함께 다음 개정 시 규범적(Normative)
표준으로 될 것임.
◦CDV 문서에 대한 투표 결과 문서(H/325/
RVC) 주요 내용
- H/311/CDV가 승인되었고 H/325A/RVC가
2017년 3월 WG 회의에서 준비됨.

◦CISPR/H/282/CD, 2014-09-19
◦CISPR/H/292/CC, 2015-05-08
◦CISPR/H/294/CD, 2015-05-08
◦CISPR/H/302/CC, 2015-08-21
◦CISPR/H/311A/CDV, 2016-09-30
(투표 종료일 : 2016-12-23)
◦CISPR/H/325/RVC, 2017-02-03
◦CISPR/H/339A/FDIS, 2017-10-27
◦2017년 10월 27일에 최종 국제 표준 문서
(H/339A/FDIS) 문서로 발행되었으며, 향후
FDIS 문서에 대한 NC 의견을 반영하여 RVD
문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마련
◦6개 DC 중 2개(H/333/DC 및 H/336/DC)가
IEC 61000-6-4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FDIS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해당 항목들은
IEC 61000-6-4의 향후 작업에 반영될 예정임.
- H/333/DC, Introduction of the 150
Ohm Delta Artificial Network (Delta

- H/311A/CDV에 대해 총 19개 P-회원국의

AN) in the Generic emission standard

투표 결과는 66.7% 찬성(뽧 66.7 %, 찬성

IEC 61000-6-3 for measurement of

12개국/반대 6개국), 전체 30개 회원국의 투표

the DC port

결과는 20.7 % 반대(뽦 25%, 6개국 반대)로
통과됨.

- H/336DC, Proposal to add magnetic
field emission requirements into IEC
61000-6-3 and IEC 61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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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주요사항
가. CISPR SC H 위원장단 관련사항

16-4-5의 개정 작업 시 전자파잔향실의
사용을 위한 방사성 전력 허용기준에 대한

◦CISPR SC H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인 Mr. B.

각국 NC의 의견을 묻기 위한 문서이며, DC

Girini가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원활한

문서에 대해 11개국은 찬성하고 2개국(러시아,

표준화 활동을 위해 부위원장을 임명하기로

일본)은 반대함.

동의한 Stresa 회의록을 소개하였으며, 항저우

- 따라서 전자파잔향실 사용과 관련된 개정안을

회의록에서는 "부위원장이 여전히 필요한지

CISPR/TR 16-4-5에 반영하기 위한 A소위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CISPR SC H와 신임

H소위의 공동작업반이 구성되어 진행될

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음을

예정임.

확인
◦위원장은 원활한 위원장 이양을 위해 부위원
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위원장의 질병이나

- CISPR A 위원장은 전자파잔향실 등 대용시험
시설 관련 CISPR 16-4-5 개정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 발표

결석 상황에서 대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위원장을 선호한다고 제안하고, CISPR에서
이미 위원장 경험이 있는 부위원장으로부터
경험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함.
◦위원장은 이러한 이유로 부위원장 임명이

◦대용 방사성 방출 시험장에서 중간 크기의 피
시험기기 영역에 대한 조건
- 참고 문헌: CIS/A/1173/CD, CIS/H/309/DC,
CIS/H/317B/INF

유익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영국의 M.

- A/1173/DC와 H/309/DC 문서는 CISPR/TR

Wright (전 CISPR SC I 위원장)에게 부위원장

16-4-5의 CISPR/TR 16-4-5의 개정안을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공지

개발하기 위해 "중간 크기의" 피시험기기

◦Mr. M. Wright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영역에 대해 새로운 CISPR A/H 공동 작업반을

2017년 10월 31일까지 SC H 간사를 통해

설립할 것을 권고에 대한 각국 NC의 의견을

CISPR SC H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공식

묻기 위한 문서이며, DC 문서에 대해 16 개

절차를 처리하기로 함.

NC는 찬성하고, 3개 NC는 반대하고 1개
NC는 기권하였음.

나. 다른 CISPR 소위원회와의 협업
◦대용시험시설로서 전자파잔향실 사용에 대한
A/H 공동 작업반(Joint Working Group)
- 참고 문헌: CIS/A/1184/DC, CIS/A/1205/INF,
CIS/H/314/INF, CIS/H/323/INF

- 대용 방사성 방출 시험장에서 중간 크기의 피
시험기기 영역에 대한 조건에 대한 새로운
JWG A/H가 구성
- WG1 위원장인 Mr. B. Gorini가 프로젝트
진행사항에 대해 발표

- A/1184/DC와 H/314/DC 문서는 CISPR/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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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평균 검출기에 대한 I소위 허용기준
- 참고 문헌: CIS/A/1184/DC, CIS/A/1205/INF,
CIS/H/314/INF, CIS/H/323/INF

(특히, 1 GHz이상)이 무선통신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보호하고 실효 평균 검출기가 두 가지

- I소위가 실효평균(RMS-Average) 검출기의

측면 모두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사용을 일반 표준에 통합할 것인지 여부에

문의했으며, 실효평균 검출기 측정이 준첨두

대한 I소위의 질문에 따라 독일의 Y. Medler

측정보다 훨씬 빠르지만 최고치보다 느리다는

는 A소위에서 실효평균 검출기의 정당화 및

점을 지적하였으며, 일본은 실효평균 검출기

개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다양한 신호

사용에 부정적임.

유형에 대한 검출기의 반응의 차이를 다루
었으며 새로운 검출기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설명
- 네덜란드는 격리된 펄스에 대한 검출기 감도의
부족으로 일반 장비에 대한 적합성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실효평균
검출기 사용에 긍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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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첨두값 허용기준과 평균값 허용기준

- 회의 결과 H소위는 WG에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로 함.
- I/544A/INF에 요약된 것처럼 실효평균 검출기와
허용기준 제안의 적합성에 관한 I소위에 대한
응답을 2017년 10월말까지 보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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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개요

그리고 CISPR I의 표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EMC 기준전문위원회 I 소위원회는 씨티케이 홍장희
의장과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HCT,

CISPR I 소위원회는 정보기기, 방송수신기, 멀티

KCSS, 피앤이, SGS코리아, 구미대 전자파센터,

미디어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을 책임지고 있는

이앤알, 엔트리, 한국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합, 한국

IEC CISPR 산하 소위원회이다.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

주요 업무는 정보기기, 방송수신기, 멀티미디어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립전파

기기의 간섭 및 내성에 대한 측정방법과 기준에 대한

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준 제･개정, 측정방법과 기준의 확립을 위한

CISPR I 분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표

가이드에 관한 작업들이다.

7-1과 같다.

CISPR I 소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임무는 다음과
〔표 7-1〕 CISPR SC I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같다.

번호

프로젝트 번호

과제명

진행단계

1

CISPR 32 AMD1
ED2

멀티미디어기기
장해방지 표준 개정

CC 검토
I/552/CC

2

CISPR 32
AMD1/FRAG1 ED2

측정거리, AAN,
컬러바 등

CC 준비
I/564A/CD

3

CISPR 32
유선망포트 측정,
CC 준비
AMD1/FRAG2 ED2 위성수신기 외부장치 등 I/566/CD

4

CISPR 32
1 GHz이상기준,
CC 준비
AMD1/FRAG3 ED2 시험장평가법 개정반영 등 I/565/CD

일본의 Mr. Kazuyuki Hori, 보조간사는 일본의

5

CISPR 32
AMD1/FRAG5 ED2

Fujio Amemiya가 담당하고 있으며, WG 2 의장은

6

CISPR 32
RMS평균 검파기, 기준 CC 준비
AMD1/FRAG6 ED2
등 추가
I/568/CD

I 소위원회 정보기기, 멀티미디어, 수신기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총회

회의 총괄

MT 7

멀티미디어기기 EMI 표준 개정 (CISPR 32)

MT 8

멀티미디어기기 내성 표준 개정 (CISPR 35)

MT 9

TV 방송수신기 내성 평가방법 (CISPR 29)

JTF A/I

CIS/I 측정방법에 대한 기본 측정방법 추가

CISPR I 의장은 미국의 Mr. Ghery Pettit, 간사는

WPT, 30 MHz이하
측정법 등

CC 준비
I/567/CD

영국의 Mr. Trevor Morsman, WG 4 의장은 영국의
Mr. John H. Davies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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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수용하여 규정(B급)하고 A급은 이보다
10 dB 상향된 값을 제시
- 기준에서는 의도적 전자파 주파수와 고조파

CISPR I 소위원회 총회는 2017년 10월 4일에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주파수는 적용하지 않고 비의도적 전자파에
대해서만 규정

등 18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진행 중인 주요

- 측정방법은 기존 PDP 표준 방법을 수용(루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고,

안테나 방법)하고 라지 루프안테나 방법도

WG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함께 규정
◦회의결과 위원회 초안(CD) 문서가 회람이 완료

① 멀티미디어 기기 무선전력전송 표준 추진

되면 검토하여 위원회 투표안(CDV) 추진

◦휴대폰, 멀티미디어 기기에 적용할 무선전력
② 전원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 시 모니터링

전송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마련
◦위원회 초안(CD) 문서가 회람되고 있어 세부

◦우리나라는 홀소자, 자기장 센서, CRT 모니터

내용을 검토하지 않음
- 멀티미디어 무선전력전송 기준은 유도조리기구

Table
Clause
J2.1a,b
J2.2a,b
J2.3

Frequency
range
MHz
0,009 – 0,070
0,070 – 0,150
0,150 – 4,0
4,0 – 30

Facility
(see Table A.1)
OATS/SAC
OATS/SAC

30 – 230
OATS/SAC
230 – 1000

J2.4

30 – 230
FAR
230 – 1000

J2.5
J2.6

1000
3000
1000
3000

–
–
–
–

3000
6000
3000
6000

방법 개정 추진 요청

FSOATS

등의 전원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 시 모니터링

Measurement
Distance Detector type /
m
Bandwidth
Quasi Peak /
3
200 Hz
Quasi Peak /
3
9 kHz
10
3
Quasi Peak /
120 kHz
10
3
10
3
Quasi Peak /
120 kHz
10
3
Average /
1 MHz
3
Peak /
1 MHz

Class A
Limits

Class B
Limits

79 dB(mA/m)
79 – 49 dB(mA/m)c
49 – 13 dB(mA/m)c
13 dB(mA/m)
40 dB(mV/m)
50 dB(mV/m)
47 dB(mV/m)
57 dB(mV/m)
42 – 35 dB(mV/m)c
52 – 45 dB(mV/m)c
42 dB(mV/m)
52 dB(mV/m)
56 dB(mV/m)
60 dB(mV/m)
76 dB(mV/m)
80 dB(mV/m)

69 dB(mA/m)
69 – 39 dB(mA/m)c
39 – 3 dB(mA/m)c
3 dB(mA/m)
30 dB(mV/m)
40 dB(mV/m)
37 dB(mV/m)
47 dB(mV/m)
32 – 25 dB(mV/m)c
42 – 35 dB(mV/m)c
32 dB(mV/m)
42 dB(mV/m)
50 dB(mV/m)
54 dB(mV/m)
70 dB(mV/m)
74 dB(mV/m)

a Apply the limits without regarding diagonal diameter of EUT
b Vertical components of magnetic field against the reference ground plane shall be assessed
c Dicreasingdicreasing linearly with logarithm of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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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개선하는 연구를 추진하자는 기고서
발표
◦회의결과 새로 구성되는 유지보수 팀에서
안건으로 검토하기로 함

- 안테나 교정 방법은 ANSI C63.5가 아닌
CISPR16-1-6 참조
- 모든 참조 및 정의 수정
- EUT와 AAN 사이의 케이블의 bundling에
관한 D.1.1의 수정 검토

③ 멀티미디어 장해 국제표준 개정 안건 논의
◦멀티미디어 전자파 장해 국제표준(CISPR 32)
제정(‘13년) 이후 향후 추진 안건 논의
◦CISPR 32 추진 안건 정리
- 컬러 바 테스트 패턴에 대한 기술인 설명 부
속서 추가
- 전원선 케이블 묶음 방법에 대한 그림 수정
- NSA 만족한 시험장에서 검증된 측정거리 내
에서는 별도의 NSA 평가 필요 없음
- ANSI C63.4에 대한 참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거
- C.2.2.4에 기재되어있는 그림의 중심 위치를
반영하도록 그림 C.2 수정
- 허용된 CVP 션트 용량을 정확하게 계산 및
설명하기 위해 G.2.3 텍스트 수정
- 메모리스틱을 일반적인 용어로 수정 (6.2
Bullet3)
- 그림 D.7 데이터 케이블의 라우팅에 대한 비
고를 추가
- 접지면에서 케이블 및 커넥터의 절연 요구
사항 명시

- 대체 AAN의 예를 부속서 G에 포함
- 통신 인터페이스가 ITU의 요구에 따라 정의 된
스펙트럼 마스크를 갖는 경우, 공통 모드 전류
측정만을 요구하는 이더넷 및 DSL 포트 요구
사항 변경 검토
- 가정용 위성방송 수신기 외부 기기에 대한
측정방법 명확화
- 측정기기의 불확도 도입
- 1 GHz 이상의 측정에 대한 측정 방법 및
허용기준 수정
- 전도성 방해 측정 시 무선 신호(및 그 고조파)를
시험 중인 라인에 결합하는 평가 (방사 제외)
하는 방법을
- 실효값에 대한 SAC와 OATS 검토
- 비대칭 임피던스(라인 대 접지 임피던스) 및
차동 모드 임피던스의 정의 추가
- 최대 20A의 정격 전류를 갖는 탁상용 피시험
기기의 AC 주전원 케이블 종단 조건
- 무선전력전송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 실효-평균값 검파기를 옵션으로 사용하거나
부록서 추가

- CISPR 16-2-3 : 2010 / AMD2 : 2014를
삭제하고 AMD1 : 2010을 측정 절차에 추가
- CISPR 16-1-4의 시험장 검증 방법 확인

④ 멀티미디어 내성 국제표준 개정 안건 논의
◦멀티미디어

내성

국제표준(CISPR

35)이

- "NSA 테스트" 텍스트 삭제 고려

‘16.8월 제정됨에 따라 이후 개정을 위한 안건

- 표 A.8의 참조를 IEC 지침에 따라 수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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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R 35 추진 안건 정리
- 일반표준의 자기장 내성 허용기준 추가
- 전도성 내성 3V 레벨 적용
- 전도성 내성 허용 기준 및 시험 방법 수정
(IEC 61000-4-6 참고)

- 애프터 마켓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 RNS(Reference Noise Source)의 사용과
오디오 기능 테스트 정보 추가
- lEC61000-4-31에 정의 된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추가

- 유선 네트워크 포트 서지 적용에 대한 성능
기준 및 요구사항 추가
- 외부 LAN 케이블 서지의 적용 추가

제3절

- DC 포트에 대한 서지 요구 사항 추가 (IEC

주요 표준화 동향분석

61000-6-1 참고)
- 서지 내성의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수정
(IEC 61000-4-5 참고 )
- 서지 내성 시험을 위한 POE 및 DSL 인터
페이스의 성능 기준 추가
- 휴대폰의 성능 기준, 서지 등의 기준 사항 추가
- MME가 수신기 근처에서 동작 할 때의 기준
사항 추가
- 방사 내성 시험 중 케이블 연결 지침 추가

1. CISPR 32/AMD1 ED2
가. 기본정보
프로 CISPR 32/AMD1
젝트
ED2
완료
2019.5.
현재 상태
CD 검토완료
시기
Amendment 1 - CISPR 32: Electromagnetic
표준(안) 명칭
compatibility of multimedia equipment (영문)
Emission requirements
분과

WG2

표준(안) 명칭 멀티미디어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 방출 요구
(국문)
조건

- CDN 등 CISPR 20에서 다루어 진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 100 kHz 반복 주파수를 사용하는 EFTB의
적용 고려
- EFT/B 시험을 위한 피시험기기와 AE 사이의
케이블 길이 요구사항 추가(CISPR 24)
- 내성 시험이 포트 자체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포트 기능 고려사항 추가
- SPL 레벨 요구 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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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I/525/RR CISPR 32개정 주제중 c) 시험장을
떠나는 케이블의 종단 처리 방안 관련
- 비대칭 임피던스 (각 선과 접지간 임피던스)와
차동모드 임피던스의 정의에 대한 개발
- 최대 20A 정격 전류를 갖는 탁상용 피시험
기기의 AC 주전원 케이블 종단 조건
◦일반사항

- CISPR32 ED.2.0과의 정의 및 용어 일치 확인

- D.3.3 절에 정의된 탁상용기기 및 바닥설치형

- 비 방송 무선 기능의 테스트 고려사항 추가

기기의 경우 부속서 K에 명시된 VHF-LISN을

- 80 MHz 이하에서 방사 내성 요구사항 추가

RGP 아래에 설치해야 한다. VHF-LISN이

- 10G 이더넷 요구사항 수정

접지면에 설치된 경우 VHF-LISN과 전원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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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콘센트 사이의 케이블은 가능한 짧아야
한다. 다른 기기에서 AMN 이 사용되었다면

◦탁상형기기에 대한 측정 배치 그림 D.8을
그림 D.8-1 과 D8-2로 대체

RGP 아래에 설치되어야 한다.
- 초과 길이의 케이블은 정상 설치를 나타내기
위한 배치에만 포함되어야 하고 D.1.1에 따라

〔그림 7-1〕 Figure D.8-1 VHF-LISN이 접지면 아래에
위치한 방사 방출 시험배치

묶여 있어야한다. 측정 배치의 예가 그림
D.8-1, D.8-2 및 그림 D10에 주어져있다.
◦D.3.3 시험영역을 떠나는 주전원 케이블의
종단 조건 추가
- 야외시험장(OATS) 또는 전자파반무반사실
(SAC)에서 방사전계강도 측정을 위해 모든
장비(아래의 주 1에 해당하는 장비 포함) 및
20 A 미만의 정격전류를 갖는 기기는 라이브와
GND사이의 종단 임피던스를 주파수 범위
30 MHz ~ 300 MHz에서 50 Ω ± 20 % 로
유지되어야 한다.
- 피시험기기의 체적을 떠나는 지점에서의

참고 : VHF-LISN은 접지면에 본딩되어야 한다.

〔그림 7-2〕 Figure D.8-2 VHF-LISN이 접지면 위에 놓인
방사 방출 시험배치

위상각은 주파수 범위 30 MHz ~ 108 MHz
에서는 0°± 11.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108 MHz ~ 300 MHz는 0°± 25°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
주1) 기기의 함체를 떠나는 AC주전원 케이블을
떠나는 지점이 80 cm 이상인 바닥설치형

제
7
장

기기/보조기기의 경우 종단 임피던스
제어가 적용되어야한다.
주2) 이 주파수 범위에서 임피던스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시험장 유효성확인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회선 임피던스 안정화 장치를

주 1 : VHF-LISN은 접지면에 본딩되어야 한다.
주 2 : VHF-LISN에서 전원 공급 장치로 가는 케이블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접지면에 배치할 수 있다.
주3) 라인 임피던스 안정화 장치의 사양은
부속서 K에 기술되어 있다.

◦복합형 피시험기기에 대한 측정배치 그림
D.10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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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Figure D.10 - 복합형 피시험기기에 대한

향상시킬 수 있다. 반대로, IT 기기의 주전원

측정배치의 예(방사전계강도 측정)

케이블에 삽입 된 공통모드 흡수 장치로 재
현성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 결과에서 우리는 기기의 AC 주전원 케이
블의 L 및 N 라인이 적절한 임피던스에서
종단되어야 함을 인식했다.
- 표준 편차의 평가 요약 :
타워 PC 에 대한 시험 결과에서 표준 편차는
VHF-LISN과 CDNE-M을 추가하여 약 2 dB 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CMAD의 경우 최대
표준 편차는 여전히 최대 6 dB 까지 유지
되었다.
이 라운드 로빈 시험결과를 토대로 시험

주 1) VHF-LISN 은 접지면에 본딩되어야 한다.
주 2) 탁상형 피시험기기의 전원 케이블은 VHF-LISN에
연결되어야 한다.

영역을 떠나는 케이블에 대한 종단 제어가
I/478/DC에서 제안되었지만, DC 에는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다.
사실 I/478/DC의 의견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시험 영역을 떠나는 주전원 케이블의 종단
조건을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에 대한 제안
: 종단 장치의 사용 제한
- 개요

- 종단 장치의 사용 제한
시험 영역을 떠나는 AC 주전원 케이블에 사용
하기 위한 제한 조건은 우리가 이전에 지적한

시험영역을 떠나는 주전원 케이블의 종단

바에 따르면, AC 주전원 케이블의 종단 조건을

조건을 제어하는 것은 시험장 간의 상관관계에

규정하기 위한 제안의 출발점은 VHF 대역

관한 측정 재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

방출이 시험 지역의 주전원 회로망에 크게

되었다. 종단 장치의 유효성을 연구하기 위해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림과 같이 접지면으로

2013 년 5 월부터 2014 년 2 월까지 16개

내려지는 AC 주전원 케이블로부터 우세하게

시험장간에 국제 라운드 로빈 테스트를 수행

방사된다.

했다.

다시 말해서, 시험장간 상관관계와 관련된

제안된 종단 장치에 대한 국제 라운드 로빈

측정 재현성의 문제이다.

시험결과 VHF-LISN 또는 CDNE-M의 종단
장치는 시험장간 표준 편차를 약 2 dB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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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탁상형기기의 AC 주전원 케이블에서의
방사전계강도

조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상관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탁상용 기기에만
장착 된 AC 주전원 케이블에 대한 종단 조건의
사용 제한을 제안한다.
- 직류 전원 케이블의 종단 조건
전도성 방출 측정을 위해 주파수 범위 150 kHz
~ 30 MHz에서 150 Ω의 공통 임피던스가
DC 네트워크의 종단 조건으로 CISPR 11에
제안되었다. 그러나 30 MHz 이상의 방사

테이블 상단에 피시험기기를 설치한다. 즉, 종단

전계강도에 대한 종단 조건은 아직 논의되지

조건은 OATS 및/또는 SAC 측정에서 피시험기기의

않았다. 그리고 DC 주전원 네트워크에 케이블을

AC 주전원 공급 소켓의 접속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직접 연결 한 MME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고전력 또는 고전압으로 동작하는 탁상용

향후 작업으로 될 것이다.

MME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C 주전원의

- 시험 조건

종단 조건은 AC 주전원 소켓과 플러그에 정격인

높이가 80 cm 이상인 캐비닛에서 AC 주전원

최대 20 A 의 전류가 흐르는 탁상용 MME로 제한

케이블의 출구를 가진 바닥설치형 피시험기기

될 수 있다. 또한 정격 전류가 20 A 이상 및/또는

/보조기기는 도입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3상 라인인 MME는 종단 장치가 사용 가능한 경우에

이유로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테이블 상단 MME와 동일한 조건으로 종단 처리하는

최대 정격 전류는 최대 20 A로 제한되어야

것이 좋다.

한다.

- 시험 영역을 떠나는 다른 케이블에서 종단 조건

기본적으로 종단 장치는 접지면 아래 설치하고

신호/제어 장치 및 유선 네트워크 포트에

접지면에 본딩되어야 한다. 종단 장치가

연결된 다른 케이블의 방사 전계강도는 포트

접지면 위에 설치되면 장치의 네트워크 단자

자체의 사양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에서 나오는 케이블을 가능한 짧게 시험장의

케이블을 통해 연결된 케이블 또는 보조기기의

전원 공급 장치 콘센트에 연결해야 한다.

특성으로 추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설정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NSA

종단 조건이 다른 케이블로부터의 방사전계

측정을 권장한다. 종단 장치는 피시험기기

강도의 시험장 사이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의 주전원 케이블에 연결되어야 한다.

AC 주전원 케이블의 종단 조건의 영향보다

모든 보조기기는 하나의 종단 장치에 연결될

적다. 다시 말해, AC 주전원 케이블의 종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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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의 사양
종단 임피던스는 AC 주전원 케이블의 각
라인은 본 연구 결과에서 규정된 값인 50 Ω

접지에 결합되어야 한다.
- 요약 정리

임피던스로 해야 하며, AMN에 의한 전도방출

다음과 같이 시험 영역을 떠나는 케이블을

측정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단 조건을 갖는

제어할 것이다.

연속성의 관점에서도 종단되어야 한다.
CISPR/I/WG2(TF-8) 15-02의 문서에 의해

(1) 종단 조건의 제한된 사용
a) AC 주전원 케이블

VHF-LISN과 CDNE-M 사이의 종단 임피던스와

접지면 위의 시험 (SAC 또는 OATS)

방사 특성의 비교 결과를 설명한다.

최대 20 A 전류 단상 교류 전원으로

- 종단 임피던스의 허용 오차 및 결과의 영향

작동하는 탁상형 MME

3 m 측정 거리에서 높이 1 m ~ 4m 의 수평

최대 20 A의 전류 3 상 AC 주전원으로

또는 수직 편파의 최대 레벨은 몇 가지 종단

작동하는 장비도 권장된다.

임피던스로 수치 계산되었다. 임피던스 50

b) 다른 케이블에 대한 조건 종료

Ω의 방사 레벨에서 40 Ω과 60 Ω의 편차가

종단 조건이 다른 케이블로부터 방사된

있다.

방사의 시험 지점들 사이의 재현성에

공통모드 드라이브의 경우, 임피던스가 모두

미치는 영향은 AC 주전원 케이블의

같은 값일 경우 20 %가 변경되더라도 편차는

종단 조건의 영향보다 적다.

± 1 dB이내이다. 한편, 임피던스가 20 %

c) DC 주전원 케이블을 위한 MME가 DC

차이라면, 편차는 ± 1.5 dB이내가 된다.

주전원 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MME가

위의 조사 결과에서 종단 임피던스에 대한

현재 매우 적기 때문에 DC 주전원 케이블의

± 20 %의 공차가 적절한 값이다. 차동 모드

종단 조건은 향후 과제로 남겨 둘 것이다

임피던스 100 Ω의 허용 오차는 보조기기(주

(2) 시험 조건

회로망)측의 특성이 피시험기기 측에 영향을

 높이가 80 cm 이상인 캐비닛에서 AC 전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40으로

케이블 출구가 있는 바닥설치형 MME

규정되어야 한다.
- PE 라인 종단

 종단 장치는 접지면 아래에 설치해야 한다.
 종단 장치가 접지면에 설정된 경우 NSA

종단 조건과 관련하여 CDNE-M의 PE 라인은

측정을 설정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라이브 및 중립 라인의 종단 조건이 동일하다.

 종단 장치는 피시험기기 각각의 주전원

반면에, VHF-LISN의 PE 라인은 지상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연속성 관점에서, PE 라인의
종단 조건은 AMN에 의한 전도 방출 측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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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단 장치의 특성
a) 종단 임피던스

각국 회람 (I/541/CD)
◦2017년 6월 각국 의견 취합 (I/552A/CC)

AC 주전원 케이블의 중성선과 중성선은

◦본 안건은 CISPR A와 I의 공동작업반 ADH6에서

측정 중에 50 Ω으로 종단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전담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의

b) 종단 임피던스의 허용차

Osabe씨가 그룹장을 하기로 하였다.

종단 임피던스에 대한 ±20 %의 공차는
적절한 값입니다. 차동 모드임피던스는
100 Ω ± 40 %이다.
c) PE 종단 임피던스
PE 라인의 종단 조건은 접지에 직접 연결
해야 합니다. (WG2에서 논의 후, PE
라인에 대해서도 50 Ω으로 끝내기로 결정)
(4) 여러 측정 방법에 대한 종단 제어
a) FAR 측정

2. CISPR 32/AMD1/FRAG1 ED2
가. 기본정보
프로
CISPR
젝트 32/AMD1/FRAG1 ED2
완료
현재 상태
CD 검토완료
2019.5.
시기
Amendment 1 - CISPR 32: Electromagnetic
표준(안) 명칭
compatibility of multimedia equipment (영문)
Emission requirements
표준(안) 명칭
멀티미디어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 방출 요구조건
(국문)
분과

WG2

종료 조건은 FAR 시험장의 차폐실에서
나가는 AC 주전원 케이블의 종료 지점
에서 권장됨.
b) GTEM 측정
케이블포트가 있는 피시험기기는 GTEM 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없다.
c) RVC 측정

나. 주요 내용
◦I/525/RR CISPR 32개정 주제중 d, e, f, g,
j, k, l, m, n, q, r, s, t, w, x, z 관련
d) CISPR 32의 B2.2절에 있는 칼라바 시험
패턴의 기술적 표현과 칼라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부록에 포함

피시험기기의 주전원 공급점에서 종단

- CISPR/I/564/CD 문서에 칼라바에 대하여

조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종단 장치가

제안된 내용이 적용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설치되어야 한다.

2016년도 동향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음
e) 전원 케이블의 번들링을 설명하는 그림을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5년 I/510DC 문서로서 CISPR 32 ED2
유지 보수 제안

추가하거나 수정
- CISPR 32 부록 D의 D.1.1 일반사항의 내용
중에서 초과되는 케이블 길이에 대하여 어떻게

◦2016년 6월 CISPR 32 AMD1 ED2 개정 작업

묶을지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효과적인

주제에 대한 회람 검토 진행 (I/525/RR)

전원선의 길이는 1 m ± 0.1 m로 기술되었는데

◦2016년 12월 주제별로 분리된 위원회초안문서

그림 8, 9, 10은 1 m 가 초과되는데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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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아서 전원 케이블 번들링을 적용하는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림을 수정하지 않기로

그림 8, 9, 10을 새로이 그려서 기존 그림을

하였으며 VHF-LISN을 적용한 그림 D8과

대치하였음

D9를 지금 제안하는 그림 D8과 D9에 적용

- 또한 그림 D11과 D12는 D1.5에서 FAR
시험장에서 측정시 전원선에 대한 특별 규정이

하여 두 그림이 반영된 새로운 그림이 향후
투표에 회람될 예정임

〔그림 7-5〕 수정된 그림 D.8 탁상형 기기 시험배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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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수정된 그림 D.9 바닥설치형 기기 시험배치 예

〔그림 7-7〕 수정된 그림 D.10 피시험기기 조합에 대한 시험배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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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NSA 유효성의 범위내에서 측정거리를 조정하는

위치에 의해 정해진 위치내 어느 곳이든

것이 범위내 새로운 거리에서 요구되는 추가

수신 안테나가 위치할 수 있도록 NSA 절

적인 NSA 유효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차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NSA 절

대하여 규정

차에 의해 정해진 안테나와 EUT간 허용되는

- CISPR 32 ED.2의 부록 A.2에서 방사시험의

범위를 정해줄 것이다.

기준 준수는 사용하는 시험장에 대하여 기준을

- 아래 그림 A.X에서 파란색 원은 NSA 평가시

준수하는 시험장 평가치가 있는 곳에 대한

허용된 EUT 체적을 정의하는 전송 안테나

측정거리에서 보여져야 한다고 기술되어

위치 T1에서 T5를 나타낸다. R1에서 R5는

있는 데 이 경우 NSA 평가시 전송 안테나는

그에 상응하는 수신 안테나의 위치이다.

턴테이블상의 여러 위치에 놓여진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시 수신 안테나는 주황색

수신 안테나 또한 측정축을 따라 위치 변화

직사각형의 R1에서 R5 사이에서 어디든

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NSA 송신 안테

위치할 수 있다. 파란색 원내에서 어떤 크기의

나에 의해 세워진 원통형 아웃라인 내의 어

EUT와 주변장치든 수신안테나까지의 시험

느 곳이든 EUT가 놓여지는 것을 허용한

거리는 허용된다. 그러나 표 D.2에서 언급된

다. 표 A.1.A 절에서 시험시료와 주변장치 그

허용된 시험거리 허용기준은 유지하여야 한다.

리고 케이블의 최대 폭은 NSA 동안 증명된

g) 필요치 않다면 ANSI C63.4를 참조문헌에서

시험 체적내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
라서 본 내용은 시험중 NSA 수신 안테나의

삭제
- ANSI C63.4는 미국 규정이며 CISPR에는

〔그림 7-8〕 NSA 평가시 수신안테나 위치의 범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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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R 16 등 다른 참조 규격이 있으므로

k) 허용된 CVP 병렬 커패시턴스를 설명하고 올

ANSI C63.4를 참조문헌에서 삭제하고 w)항의

바르게 계산하기위해 G.2.3의 문장 수정

안테나 교정에서도 ANSI C63.4를 지우고
CISPR 16-1-6을 참조 문헌으로 변경

- CISPR 32 G3.2 절에서 용량서 전압 프로프의
커패시턴스가 5 pF으로 제한되었다. 5 pF

- 2절 참조 문헌에서 ANSI C63.5-2006을

제한은 커패시턴스로부터의 효과를 잘못

지우고 CISPR 16-1-6:2014로 대체하며 또한

계산한 것이다. 그것은 허수의 리액티브값

CISPR 16-2-3: 2010을 지우고 CISPR

보다는 실수부로서 용량성 리액턴스를 다룸

16-2-3:2016으로 대체한다.

으로써의 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 부록 C의 C.2.2.2 Antennas for radiated

- 이 실수는 CISPR 32 ED1에서 수정되었으나

emission measurements에서도 ANSI C63.4를

ED2에서 다시 삽입되었다. 본 문서의 목적은

지우고 CISPR 16-1-6을 적용한다.

그 실수를 다시 수정하고자 함에 있다.

- 부록 I의 I.6 참조 문헌에서는 ANSI C63.4이
참조가 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j) 그림상의 중앙 위치가 C.2.2.4에서 기술된
위치를 반영하도록 그림 C.2를 수정

- 수학적 실수는 5 pF 이 실제 커패시턴스 허용
기준이 아니란 것을 암시한다.

CVP는

CISPR 16-1-2에서 정의되었는데, 허용기준은
10 pF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림 7-9〕 수정된 그림 C.2 시험 거리

제
7
장

093

EMC (전자파적합성) 표준화 동향

l) 플러그인 기억장치에서 a memory stick

m) 데이터 케이블의 경로를 위한 표 D2.18 절과

보다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6.2절의 3항을 변경

비고 (a)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그림 D.7을

- ‘a plug-in module, for example a

수정

memory stick’을 ‘a plug-in module, for
example a portable memory drive’로 수정

〔그림 7-10〕 개정된 Figure D.7 탁상형과 바닥형 제품의 전도 시험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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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표준의 사용자들에게 명확함을 주기 위한 오차
수정
〔표 7-2〕 개정된 Table D.2 배치 간격, 거리 및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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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지면상의 커넥터와 케이블의 절연 요구안을
명확화

- 부록에서 CISPR 16-2-3:2010/AMD2:2014를
지우고 측정절차에 AMD.1:2010을 추가

- 일본의 Chiyojima 씨가 발표한 시험결과를

- 표 A.1에서 “ NOTE ”라는 단어를 지우는

근거로 GRP 바닥에 설치하는 절연물은 10 mm

것과 중앙 사무국 안내서와 일치하도록 참조를

이상 15 mm 이하로 정하고 표 D2.13과

업데이트

D2.14에 그 내용을 반영함

- CISPR 16-1-4에서 시험장 평가법에 올바른
참조로 수정

r) 표 A.1에 다음 내용을 추가
〔표 7-3〕 개정된 Table A.1 복사성 방축, 기본 표준 및 제한사항

096

- 제한과 정의에서 “ the NSA test ”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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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표 A8을 중앙 사무국 안내서와 일치하도록 업데이트
〔표 7-4〕 개정된 Table A.8 전도성 방출, 기본 표준 및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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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CISPR/I/498/FDIS에서 각 국가 위원회에서
지적된 편집 오류 수정
- 단순 편집상의 오류로서 모두 반영되어 수정될
예정

- 상기 g)항과 같이 정리됨.
x) 모든 참조와 정의 갱신
- 용어와 참조 문헌을 정리하는 편집상의 문제로
모두 반영되어 수정될 예정

w) 안테나 교정방법에서 ANSI C63.5가 아닌
CISPR 16-1-6을 참조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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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본내용은 2017년 2월 I/543/DC 문서로

◦2016년 6월 CISPR 32 AMD1 ED2 개정 작업

회람되었다. ITU 요구안과 일치하는 스펙트럼

주제에 대한 회람 검토 진행 (I/525/RR)

마스크를 가진 유선통신 인터페이스 포트에

◦2017년 8월 주제별로 분리된 위원회초안문서

대하여 공통모드 전류 측정만을 시행하며 차동

각국 회람 (I/564A/CD)
◦2017년 11월 각국 의견 취합중
◦2019년 9월까지 CISPR 32 ED. 2.0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

모드 신호에 대한 CISPR 32 기준은 시험
없이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임
- 즉, 이더넷과 DSL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족
하는 경우 이미 그 표준에서 제시된 허용
기준이 CISPR 32에서 제시된 허용기준을

3. CISPR 32/AMD1/FRAG2 ED2
가. 기본정보

전류 측정만 시행한다는 내용이며 기존 8가닥

CISPR
32/AMD1/FRAG2 ED2
현재 상태 CD 검토완료 완료 시기
2019.5.
Amendment 1 - CISPR 32: Electromagnetic
표준(안) 명칭
compatibility of multimedia equipment (영문)
Emission requirements
표준(안) 명칭
멀티미디어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 방출 요구조건
(국문)
분과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험 없이 공통모드

WG2

프로젝트

나. 주요 내용
◦I/525/RR CISPR 32개정 주제중 a, o, p, y
관련
a) 통신 인터페이스가 ITU 요구안과 일치하는
정해진 주파수 마스크를 가질 때 이더넷과
DSL 포트에 공통모드 전류 측정만을 요구하는
안으로 수정

또는 그 이상의 선으로 이루어진 통신포트에
대하여 ITU 스펙트럼 마스크와 일치하여
개발된 유선 통신포트는 AAN으로 시험하지
않고 비침입법 (CVP 또는 전류 프로브)으로
공통모드 시험만 실시하면 CISPR 32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CISPR 32의 부록 A의 A.3에 다음 내용을
추가
- 비차폐 평형쌍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설계되
었으며 주입 전력 스팩트럼 마스크가 아래
공식의 PSD를 초과하지 않는 전송기술을
사용하는 유선 네트워크 포트에 대해서는
AAN 시험을 하지 않고 부속서 C의 4.1.6.4
에서 정의된 비침입법을 사용하여 전도성
방출을 측정한다.

098

제7장
I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그림 7-11〕 B급 장치에 대한 PSD 허용기준 예

o) 가정용 위성 수신기중 옥외 설치 단에 적용하기
위한 제한값을 명확화

A7.4는 위성으로 향하는 많은 외부 설치단의
LO (Local Oscillator)주파수에서 기인한 위성

- 부속서 A.7 허용기준을 변경

전송 업링크 채널에서의 전자파 장해를 막기

- A7.1과 A7.2는 30 MHz ~ 18 GHz 주파수

위한 허용기준임

범위에서 외부설치 가정용 위성 수신 시스템
에서 기인하는 전자파 방사 장해로부터 무선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허용기준이며 A7.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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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개정된 Table A.7 가정용 위성수신시스템의 외부장치에 대한 요구조건

〔그림 7-12〕 Figure H.1 – 전도시험 배치 (table A7.4)

- 방사 측정은 그림 H.2와 같이 주 빔으로부터
± 7°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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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Figure H.3 희망 신호를 위한 피시험기기와 전송 안테나의 시험배치
(A7.1 및 A7.2 – 파라볼릭 안테나가 없는 경우)

〔그림 7-14〕 Figure H.4 희망 신호를 위한 피시험기기와 전송 안테나의 시험배치
(A7.1 및 A7.2 – 파라볼릭 안테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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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 Figure H.5 희망 신호를 위한 피시험기기와 전송 안테나의 시험배치 (표 A7.3)

p) CISPR 16-4-2에서 정의된 허용기준과 같거나

- 부록 C에서 그림 C3, C4, C5를 다음과 같이

적은 레벨에서 방사 측정값이 있어야 규정을

대체하여 표준 준수의 명확한 판단과 결정이

준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정의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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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6〕 Figure C1- 준첨두와 평균 허용기준에 대한 결정 흐름도

〔그림 7-17〕 Figure C2- 첨두와 평균 허용기준에 대한 결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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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8〕 Figure C3- 준첨두 기준에 대한 결정 흐름도

y) CISPR A에서 작업이 완료되는 경우 측정 장비
불확도는 CISPR 16-4-2를 준용
- 측정장비의 불확도 계산을 위한 안내는

◦2015년 I/510DC 문서로서 CISPR 32 ED2
유지 보수 제안

CISPR 16-4-2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에

◦2016년 6월 CISPR 32 AMD1 ED2 개정 작업

따라야 한다. 그리고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의

주제별로 회람 검토후 분리 진행함 (I/525/RR)

여부는 CISPR 16-4-2와 일치하는 측정 장비

◦2017년 8월 위원회초안문서 각국 회람

불확도를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CISPR

(I/566/CD)

16-4-2에서 정한 UCISPR보다 큰 값을 갖는

◦2017년 11월 각국 의견 취합중

시험소는 측정 결과의 조정과 결과의 결정이

◦2019년 9월까지 CISPR 32 ED. 2.0의 개정을

9절에 기술된대로 시험 성적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CISPR 16-4-2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측정
장비는 불확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며 측정
결과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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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SPR 32/AMD1/FRAG3 ED2

오차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결론적

가. 기본정보
분과

WG2

현재 상태

CISPR A 에서는 이러한 차이로 3 dB의 측정

프로젝트

CD 검토완료 완료 시기

CISPR
32/AMD1/FRAG3 ED2
2019.5.

Amendment 1 - CISPR 32: Electromagnetic
표준(안) 명칭
compatibility of multimedia equipment (영문)
Emission requirements
표준(안) 명칭 멀티미디어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 방출 요구
(국문)
조건

으로 1 GHz ~ 3 GHz 까지의 주파수 범위
에서는 47 DFR 15보다 CISPR 16-2가 4
dB 낮게 정해졌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품
시험을 진행하였을 경우 높이 변화에 따라
측정값의 변화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 CISPR A에서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재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제품의 높이와 관계없이

나. 주요 내용

1 m ~ 4 m 안테나 높이 가변이 최고 방사치

◦I/525/RR CISPR 32개정 주제중 h, i, v관련
h) CISPR A와 CISPR H 소위원회에서의 작업
내용을 근거하여 1 GHz 이상의 허용기준과
측정방법을 수정
- 미국의 Andy Griffin씨가 주축이 되어 부록
L에 적용된 내용이며 1 GHz 이상의 전자파
방사 장해는 미국의 47 CFR 15에서 유래되

를 측정하고 재현성을 개선시키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 그러나 전통적인 CISPR 의 개념은 안테나
높이 가변을 하지 않고 4 dB 낮은 허용기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47 CFR 15는 수년간 무선 스펙트럼을 효과적
으로 보호해 올수 있었다.

었음
〔그림 7-19〕 Figure L.1 – 47 CFR 15에서 1 GHz이상의
방사 허용기준

 만일 A급과 B급의 허용기준 차이를 10 dB로
한다면 A급 제품은 1 GHz ~ 3 GHz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에 대하여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CISPR에서는 시험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허용기준을
제안함

- CISPR 16-2-3:2016에서는 수신안테나가
고정되어 측정을 하지만 47 CFR 15에서는
수신 안테나가 1 m ~ 4 m까지 높이 이동이
되면서 측정을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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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Table A.3- A급 기기의 1 GHz이상 방사 시험 허용기준

〔표 7-7〕 Table A.5- B급 기기의 1 GHz이상 방사 시험 허용기준

i) 전도 시험중의 전원선에 결합되는 무선 신호
평가를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분류
- 의도적 무선 전송이나 스퓨리어스 방사가
ITU에서 정의한 의도적 발신기에서 기인한
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허용기준을 적용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1절에 언급하고 그러한
측정치는 보고되거나 성적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주파수가 관찰되었고
그것은 의도적 무선기기에서 기인한다는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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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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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개정된 Table A.1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나. 주요 내용

◦2016년 6월 CISPR 32 AMD1 ED2 개정 작업
주제에 대한 회람 검토 진행 (I/525/RR)
◦2017년 8월 주제별로 분리된 위원회초안문서
각국 회람 (I/565/CD)

◦I/525/RR CISPR 32개정 주제중 u) 무선전력
전송 관련
u) 무선 전력 전송(WPT) 멀티미디어기기에 대한
요구안을 포함

◦2017년 11월 각국 의견 취합중

- I/567/CD 문건으로 2017년 8월 17일 작성

◦2019년 9월까지 CISPR 32 ED. 2.0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

되었으며 2017년 11월 10일까지 각 국 의견을
받았음.
-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CISPR I 동향 보고서

5. CISPR 32/AMD1/FRAG5 ED2

내용을 참조

가. 기본정보
분과
현재 상태

WG2

프로젝트

CD 검토완료 완료 시기

CISPR
32/AMD1/FRAG5 ED2
2019.5.

Amendment 1 - CISPR 32: Electromagnetic
표준(안) 명칭
compatibility of multimedia equipment (영문)
Emission requirements
표준(안) 명칭
멀티미디어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 방출 요구조건
(국문)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6년 6월 CISPR 32 AMD1 ED2 개정 작업
주제별로 회람 검토후 분리 진행함 (I/525/RR)
◦2017년 8월 주제별로 분리된 위원회초안문서
각국 회람 (I/567/CD)
◦2017년 11월 각국 의견 취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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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까지 CISPR 32 ED. 2.0의 개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독일 Rhode-Schwarz의 Yens Medler씨가

완료할 계획

이러한 디지털 무선 서비스 시대에 걸맞는

6. CISPR 32/AMD1/FRAG6 ED2
가. 기본정보

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Round Robin 시험을

CISPR
32/AMD1/FRAG6 ED2
현재 상태 CD 검토완료 완료 시기
2019.5.
Amendment 1 - CISPR 32: Electromagnetic
표준(안) 명칭
compatibility of multimedia equipment (영문)
Emission requirements
표준(안) 명칭
멀티미디어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 방출 요구조건
(국문)
분과

실효평균 검파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

WG2

프로젝트

나. 주요 내용
◦I/525/RR CISPR 32개정 주제중 b) 실효평균
검파기를 선택사항으로 할지 또는 정보성
부록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
- 과거 AM 무선 서비스가 널리 사용되던 시대에
Peak의 측정데이타를 수신기와 청취자의
입장에서 모의한 준첨두 검파기가 많이 쓰였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무선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 CISPR A 위원회에서는 오늘날 디지털 무선
서비스에 의한 펄스화된 장해에 대응하여
새로운 Weighting detector가 필요하고 연구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b) 실효평균 검파기 추가
- 표 A.2 A급기기에 대한 1 GHz이하 복사성
방출 요구조건에 실효평균 검파기 추가
- 표 A.3 A급기기에 대한 1 GHz이상 복사성
방출 요구조건에 실효평균 기준 추가
- 표 A.4 B급기기에 대한 1 GHz이하 복사성
방출 요구조건에 실효평균 검파기 추가
- 표 A.5 B급기기에 대한 1 GHz이상 복사성
방출 요구조건에 실효평균 기준 추가

사용됨으로서 과연 준첨두 검파기를 여전히

〔표 7-9〕 Table A.3-A급기기에 대한 1 GHz이상 복사성 방출 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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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0〕 Table A.5-B급기기에 대한 1 GHz이상 복사성 방출 요구조건

〔표 7-11〕 Table A.9-A급기기의 교류 주전원포트의 전도성 방출 요구조건

- 표 A.6 FM 수신기의 복사성 방출 요구조건에
실효평균 검파기 추가
- 표 A.7 위성수신시스템의 외부장치에 대한
요구조건 중 A7.1 30 MHz ~ 1 GHz대역에

- 표 A.9 A급기기 교류 주전원포트의 전도성
방출 요구조건에 실효평균 기준 추가
- 표 A.10 B급기기 교류 주전원포트의 전도성
방출 요구조건에 실효평균 기준 추가

실효평균 검파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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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Table A.10-B급기기의 교류 주전원포트의 전도성 방출 요구조건

- 표 A.11 A급기기 비대칭모드 전도성 방출 요구조건에 실효평균 기준 추가
〔표 7-13〕 Table A.11-A급기기 비대칭모드 전도성 방출 요구조건

- 표 A.12 B급기기 비대칭모드 전도성 방출 요구조건에 실효평균 기준 추가
〔표 7-14〕 Table A.12-B급기기 비대칭모드 전도성 방출 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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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A.13 B급기기 전도성 차동전압방출 요구조건에 실효평균 검파기 추가
- 부속서 C.3 일반 측정 절차에 그림 C.10 실효평균 허용기준에 대한 결정 흐름도 추가
〔그림 7-20〕 Figure C.10- 실효평균 허용기준에 대한 결정 흐름도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6년 6월 CISPR 32 AMD1 ED2 개정 작업
주제에 대한 회람 검토 진행 (I/525/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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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각국 의견 취합중
◦2019년 9월까지 CISPR 32 ED. 2.0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

◦2017년 8월 주제별로 분리된 위원회초안문서
각국 회람 (I/568/CD)

111

EMC (전자파적합성) 표준화 동향

7. CISPR 35 유지보수

되어야 하는 문제 (터키 01 의견)
7) RF 내성 시험시 모든 종류의 제품에 4 %

가. 기본정보
분과

MT8

현재 상태

진행중

프로젝트 CISPR/I/540/DC
완료 시기

2017.1

Multi-Media equipment - Immunity
표준(안) 명칭
characteristics - Limit and method of
(영문)
measurement
표준(안) 명칭 멀티미디어 기기의 전자파 내성 특성 – 측정
(국문)
허용기준 및 방법

스텝 크기가 적당한지 고려하는 문제
8) 비방송용 무선 기능에 대한 시험 방법을
고려하는 문제
9) EFTB 시험시 CISPR 24에서 정의된 것으로서
피시험기기와 주변기기 사이의 케이블
길이를 명확히 하는 문제 (터키 13 의견)
10) 80 MHz 이하대역에서의 방사 내성 시험을

나. 주요 내용
◦CISPR 35의 유지 보수에 대한 제안
- CISPR 35의 유지보수 내용을 제안하도록
국가에 요청되었음. I/522/FDIS (I/527/INF

고려해야하는 문제 (독일 14 의견)
11) 기존 CISPR 20에서 다루었던 기기에 대한
특별한 CDN 요구안을 포함할지에 대한
문제 (독일 18 의견 )

에서 문서화된)에 국가 위원회의 기술적 제안

12) TV기능을 가진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들로부터 다음의 주요 아이템들이 취해졌다.

시험을 명확히 하는 문제 (독일 19 의견)

: 5개의 내용 있는 아이템들은 I/476/NP에서

13) 방사내성 시험시 연결되어지는 케이블에

왔으며, I/534/INF와 I/533/INF에서 정의된

대한 참고사항 추가하는 문제 (독일 20

내용들이다. 국가 위원회의 기준은 I/527/RVD와

의견)

I/533/INF에서 발췌되었다.
1) 1 GHz 이상 내성에서 추가적인 주파수와
스윕이 포함되어졌다.

14) 기능 및 케이블 길이와 시험할 요구안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제 (독일
21 의견)

2) 자계내성 레벨이 높아져야한다.
3) 모바일 전화기에 대하여 판단 기준과 저항성,

- 위와 같은 의견들이 향후 CISPR 35의 유지

1차 보호 그리고 적당한 레벨을 포함하는

보수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으로 토론 되어질

통신 기능에 대한 요구안 재검토 (이태리

예정이며 그 밖에 금번 블라디보스톡 회의에서

04 의견)

한국에서 제안한 자계내성 시험시 직접 관찰

4)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전 주파수에 대하여

하는 모니터링 방법과 10 G Ethernet, G

3 V 전도 내성 시험 레벨이 적당한 문제

Fast, SPL 레벨 검토, 사후 시장에 판매되는

5) 현재 요구안이 적당한지를 확신할 수 있는

자동차 용품, 안테나 단자 내성 시험 방법 등을

일반 내성 표준의 검토
6) CISPR 32 의 현재 버전과 대등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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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네트워크 포트 서지 적용에 대한 성능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어느 규격을 참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일본 NC)

기준 및 요구사항 추가
- 성능 평가 기준, Resistibility 및 휴대전화에

- CISPR 35는 IEC 61000-4-6:2008: ED3.0을

적합한 주요한 보호 레벨 등에 대한 재검토

참조하고 있으나, 또한 IEC 61000-4-6 :

필요성이 제기됨 (이태리 NC)

ED.4.0이 나온 상태이므로, ED 3.0과 ED

- 데이터

포트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

(Performance Criterion C)을 다른 국제규격

4.0 간의 차이를 검토한 후에 어느 규격을
참조할지에 대한 논의 필요(일본 NC)

(ITU-T K.48 및 EN 300 386)에 부합하도록
Criterion B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

◦서지 내성 시험을 위한 POE 및 DSL 인터
페이스의 성능 기준 추가

◦외부 LAN 케이블에 대한 서지 요구 사항 추가
(IEC 61000-6-1 참고)

- 아날로그 전화기, FAX, IP phone, HUB에
대한 서지 성능 기준은 현재 B를 규정하고

- 표 2.4의 비고에 언급된 ‘제외되는 단자는

있으나, POE 기능에서 서지 전압 인가시에

LAN 및 이와 유사한 단자’라는 언급을 삭제

순간적인 전원 중단 현상을 목격하고 있으며

할 것을 주장함. 현재 언급되어 있는 ‘건물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로 직접 연결되는 단자에 적용한다.’는

POE 기능에 대한 추가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문장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근거로 함 (스위스

성능 기준 변경이 검토되어야 하며, DSL

NC)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능 기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일본 NC)

◦DC 포트에 대한 서지 요구 사항 추가
- DC 포트에 대한 서지 요구 사항은 IEC

◦IEC 61000-4-4 EFT/B 시험을 위한 피시험

61000-6-1 ED 3.0에 부합해야 함이 제기됨

기기(EUT)와 보조기기(AE)사이의 케이블 길이

(독일 NC)

요구사항 추가
- 표 D.1에서, 복잡성 레벨 1은 CISPR 32 표

◦서지 내성의 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 수정
(IEC 61000-4-5 참조)

B.1과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복잡한
디스플레이는 피시험기기에 의해 발생 수 될

- 현행 CISPR 35는 IEC 61000-4-5:2005

수 있다.” 것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ED 2.0)을 참조하고 있으나, IEC 61000-

제안했고 향후 WG4 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4-5:2005는 벌써 10년이 지난 규격이며 현재

- EFT/B 시험에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IEC 61000-4-5 ED3.0이 나온 상태이다.

CISPR 24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따라서 ED 2.0과 ED3.0간의 시험법 차이에

“피시험기기(EUT)와

보조기기(AE)사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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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케이블 길이를 사용해야 한다.”로
기술하는 것을 제안

- 일부 특수 CDN이 CISPR 20에 설명되어 있다.
CISPR 20을 대체하는 경우 이러한 기술은
손실됩니다. 어떤 유형의 포트 / 커넥터 (EN

◦IEC 61000-4-4 EFT/B 내성시험에 대해

61000-4-6 타입 M, Sr, AF, T)에 어떤

- CISPR 3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복 주파수는

유형의 CDN을 사용하거나 지도해야 한다.

5 kHz 이다. 그러나 이 반복 주파수는 100

- 덴마크는 방사 내성 시험을 위해 연결되는

kHz가 실사용에 더 유사하다는 것은 잘 알

케이블에 대한 가이드가 없으므로 가이드가 필요

려져 있다. 그리고 또한 반복 주파수는 통
신 주파수에 가까울수록 오류율이 증가한다
고 발표했었다. 이것은 짧은 시험시간으로
재현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 내성 시험 중 케이블 연결 지침 추가
- CISPR 35 표2 및 표3의 주)에 의하면, 제조자의
사양, 케이블 길이가 3 m 이상 지원하는

- 2.5, 3.3, 4.5절의 표에서 5 kHz 에서 100

해당되는 포트에 대해서만 시험하면 된다.

kHz 로 대체해야 한다는 일본 NC 의견

그러나 기능에 대하여 시험해야 한다는 것을

- 2017년 3월 9일 ~ 10일 개최된 WG 4에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면. USB

논의 되었던 사항임

포트를 테스트 할 필요는 없지만, USB 포트를
통한 재생 기능은 시험해야 한다.

◦MME가 수신기 근처에서 동작 할 때의 기준
사항 추가

-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표현해야 할 것을
검토 요구

- 사람들의 집에서 송신기를 다루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변화 해왔다. 사실, 송신 장치는
허용기준 제정 시 고려 된 것보다 MME에 매우

◦RNS(Reference Noise Source)의 사용과
오디오 기능 테스트 정보 추가

가까이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부속서 G(오디오 출력 기능)에 따른 디지털

이 동작 변경은 다음 유지 관리주기에도

회로의 음성 출력 기능을 갖는 기기의 측정

반영되는 것입니다.

방법. 관련하여 2015년 1월 싱가포르에서

- 제안: 과거와 현재의 보호 거리 관계에 대한

개최 된 WG4 싱가포르 회의에서 기준 노이즈

허용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복수의 송신

소스(RNS)를 사용하여 디지털 회선에 전송 된

장치가 피시험기기에 근접하여 존재하는 것도

AE의 수신자가 출력하는 복조 된 소음을

고려해야 한다(상호 변조).

측정하기 위해 기준 노이즈 소스(RNS)를
사용하여 기준 레벨을 사용 한 측정 방법을

◦CDN 등 CISPR 20에서 다루어진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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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림 A.7(CISPR 24 ED.2.1)에
나타내는 기준 노이즈 소스(RNS)를 이용하여
기준 레벨을 이용한 측정 방법을 실시 할 것을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4년 I/476/NP 문서로서 CISPR 35 유지
보수 제안

제안한다. 또한 그림 A.6(CISPR 24 ED.2.1)을

◦2016년 I/527/RVD, I/522/FDIS (CISPR

추가하여 그림 A.6에 비해 그림 A.7 방법을

35 1st Edition에 대한 투표문서) 문서로서

확실히 이해 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 항목에

CISPR 32 유지 보수에 대한 문서를 회람

대한 자세한 설명은 향후 CISPR/I/ WG4

검토함

회의에서 CISPR 24 ED.2.1에 조화를 고려
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2017년 1월6일까지 I/540/DC문서로 CISPR
35 ED. 1.0의 보수 작업 내용을 회람하여
의견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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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위원회 개요

◦TC77 총회
- 제품위원회에 의한 일반적인 적용 및 용도에
강조를 둔 EMC 분야의 규격 및 기술보고서

TC77은 전력이나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전자파적합성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 설립된
IEC 산하 기술위원회이다.
전자파적합성 및 고출력전자파 분야의 표준과

(TR)를 작성
- 용어의 정의, 일반 환경에서의 EMC, 기능
안전성(Function Safety) 관점에서 EMC를
담당

기술보고서의 준비를 목적으로 하며, 전기･전자 기기

- 의장은 일본의 Mr. Hiroyuki Ohsaki, 간사는

(가정용 기기, 상업용 및 산업용 기기), 정보기기,

독일의 Mr. Klaus-Peter Bretz, 보조간사는

전력계통(HV, MV, LV)등 전기/전자 관련 분야의

Dr. Bernd Jaekel이 담당하고 있음

전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 방법 및 평가기술에 대한 표준을 담당하고 있다.
IEC/TC77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일반적인 내성관련
표준 개발
- 9 kHz 이하대역에 대한 일발적인 방출관련
표준 개발
- 9 kHz 초과대역에서 CISPR에서 다루지 않는
방출관련 표준 개발
TC77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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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작업반
작업반

제목

WG13

IEC 61000-2-5 일반 EMC 표준의 유지보수
의장: 독일의 Dr. Bernd Jäkel

◦SC77A(저주파수 현상)
- 공공 저압 배전 시스템(LV) 및 설비에서의 9
kHz 이하의 저주파 방해 평가 기준 및 내성
시험방법의 표준화
- 의장은 벨기에의 Mr. Emmanuel De Jaeger,
간사는 프랑스의 Mr. Herv'e Rochereau가
담당하고 있음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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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작업반

SC77A의 표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EMC 기준

작업반

제목
고조파와 기타 저주파수 방해
WG1
의장: 네덜란드의 Mr. Ton Almering
전압변동과 기타 저주파수 방해
WG2
의장: 미국의 Mr. S Mark Halpin
저주파수 내성 시험
WG6
의장: 이탈리아의 Ms. Claudia Imposimato
배전망에 존재하는 방해와 관련된 전자기
WG8
환경
의장: 프랑스의 Mr. Xavier Yang
전력품질 측정방법
WG9
의장: 미국의 Mr. Alex McEachern
IEC 61000-3-2, -3-12범위외의
PT 61000-3-18
저전압 배전계통에 연결되는 시스템에
대한 하모닉 방출 기준 및 평가

전문위원회 TA 소위원회는 한국전력연구원 안희성
의장과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 한국스마트광융복합협동
조합, 피앤이, KCTL,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SC77B의 표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EMC
기준전문위원회 TB 소위원회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희수 의장과 한양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SC77B(고주파수 현상)
- 9 kHz 초과 고주파수 연속 및 과도 EMC

LG전자,

LS산전,

한국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합,

현상을 담당하고, 일반 가전기기를 포함한

HCT, 피앤이, 씨티케이, KCSS, 국립전파연구원, 한국

전기･전자기기류, 전동공구, AV, 정보사무

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18명이

기기, 조명기기 등에서의 고주파 장해에 대한

활동하고 있다.

내성시험 표준화
- 의장은 한국의 이중근교수, 간사는 프랑스의
Mr. Franck Gruffaz, 보조간사는 프랑스의

제2절

2017년도 주요 회의결과

Mr. William Magnon이 담당
- 구성 작업반
TC77 총회와 77A, 77B, 77C 분과위원회 총회는

작업반

제목

WG10

방사성 전자기장과 유기된 전도성 방해에 대한
내성
의장: 미국의 Mr. John Maas

격년으로 개최되며 올해는 일본 가시와노하에서

MT12

과도현상 내성 시험
의장: 일본의 Mr. Georg Hedderich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17개국의 전문가들이

JTF REV

전자파잔향실 CISPR/A/SC77B 공동 작업반
의장: 미국의 Mr. Michael O. Hatfield

JTF TEM

횡전자기파 도파관 CISPR/A/SC77B 공동
작업반
의장: 미국의 Mr. William A. Radasky

JTF FAR

완전무반사실 CISPR/A/SC77B 공동 작업반

2017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고,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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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C77 (전자파적합성) 관련
① 발전소 및 변전소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내성 표준(IEC 61000-6-5 ED.1)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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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 발전소 및 변전소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내성 시험조건에 대한 일부 오류 정정

AMD2 ED2)에 대한 위원회 초안(CD) 문서
결과 논의
- 독일은 CISPR 16(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

- 기본 표준에서 차동모드 시험에 대해 지정하지

장비와 측정방법)에서 정의한 방법을 사용

않았고, 느린 감쇠파 시험의 경우 기본 규격의

하였기에 IEC 61000-4-30(전력 품질 측정

2급 및 3급에 따른 내성 시험 레벨을 사용

방법)의 새로운 버전에서 계획되어야 한다는

-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찬성 의견 제시하였음

의견 제시
- 스페인은 적합성 레벨이 CISPR 15(조명기기
EMC)의 한계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 제시

② WG 13(IEC 61000-2-5 EMC 일반표준
유지보수) 의장 임명
- 차기 3년 임기동안 TC 77 WG 13 의장 B.
Jaekel 임명 제안

③ 전기품질 측정방법(IEC 61000-4-30) 개정
- 현재 SC 77A WG 9에서 이 표준에 대한
유지 보수 작업을 시작하여 측정 성능의 등급

- 국내에서 CISPR/B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는

중 B급 성능 삭제, 저압 직류 공급 시스템에서

B. Jaekel의 WG 의장직 선출에 대해 찬성

적절한 파라미터와 측정방법 고려 등 의견
제시

2) SC 77A(저주파수현상) 관련
① 변조되거나 왜곡된 신호의 전력량 측정을 위한
디지털 방법(IEC TR 61000-4-40 ED.1)
프로젝트 폐지 논의

① 전자파 잔향실(RC:Reverberation Chamber)
기반 방사 & 내성 측정방법 기고문 발표

- 위원회 초안(CD) 문서가 개발되어 회람 후,

- 우리나라는 전자파잔향실을 기반으로 하여

프랑스에서 본 프로젝트가 TC 85(전기 전자량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EMC) 측정 및 평가

측정장비)의 적용범위를 가진다는 의견 제출

기술의 개선에 대한 제안추진

및 폐지에 관한 논의
② 공공 저압 배전 시스템에서 저주파 전도장해와
신호화에 대한 적합성 레벨(IEC 6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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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 77B(고주파수현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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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분석

- 다양한 위치 클래스별 연관된 전자기 현상에
대해 적합성 레벨 제공
◦스마트 그리드 전자기 환경 정의

1. 전자기적 환경 분류 IEC/TR 61000-2-5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방향 및 실시간으로

ED. 3.0 개정

전력과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환경으로 다양한

가. 기본정보
분과

현재 상태

◦스마트 그리드는 차세대 Power grid로서

프로젝트 명
TC77/WG13
/표준번호
CD
(77/517/CD)

완료 시기

IEC TR
61000-2-5
ED. 3.0
2016-05

IEC/TR 61000-2-5 ED. 3.0 Electromagnetic
표준(안) 명칭 Compatibility (EMC) - Part 2-5: Environment
(영문)
-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electromagnetic environments
표준(안) 명칭 전자파적합성(EMC) – Part 2-5: 환경 (국문)
전자기 환경의 분류와 표현

통신 방법이 적용되므로 스마트 그리드 전자기
환경은 새롭게 정의 되어야 함
◦스마트 그리드에는 다양한 통신 시스템(예,
PLT, LAN, GSM, CDMA, WiMax 등)이
개발되고, 다양한 형태의 전력전자 소자 또는
장치들이 적용되는 환경으로(태양광 인버터,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등) 기존의 전자기 환경을 수정
◦전력변환기기(인버터)의 광범위한 사용은 저전압
배전망에서 노이즈 레벨을 높이는 현상이 발생,

나. 주요 내용
◦2011년에 발행된 ED.2.0을 대체하여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IEC

TR

61000-2-5

ED..3.0 으로 전면 개정
◦전자기 환경에서 내성시험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함
◦최근의 통신 기술을 고려한 방사성 전자기
환경에 대하여 최신 용어 및 표현 사용
◦전도성 현상과 각각의 간섭 원을 더 자세하게
표현

PLT와 같은 기술은 의도 된 동작을 하려면
150 kHz 이하 주파수에서 전자파 방출에 대한
제한이 요구 됨
◦CISPR 위원회에서는 이런 요구를 규정하기
위해 150 kHz 이하 주파수 범위에서 전자파
방해 허용기준을 소개
◦IEC 61000-4-19(2 kHz ~ 150 kHz의 차동
모드 방해 내성)와 같은 새로운 내성 시험에
대응하고 내성 시험 방법으로 제공

◦IEC 61000-2-5는 전자기 환경에 대한 가이드
포함
- 방해 정도의 개념을 소개하고 각 전자기 현상에
대한 방해 정도를 정의
- 다양한 위치 클래스로 분류, 속성에 의한
다양한 위치 클래스 설명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3년 7월 전자기 환경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개정 및 새로운 정의 필요 및 TC77 WG13에서
작업 결정 (77/438/RR)
◦2015년 8월 1st CD문서(77/501/CD)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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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nd CD문서(77/517/CD) 발행

신호 레벨에 대한 적합성 레벨을 제공 하는

◦2016년 8월 DTR문서(77/525A/DTR) 발행,

것으로 결정
◦2016년 6월 발행 된 77A/926/CDV 문서에서,

2016월 9월 회람
◦2017년 2월 FDIS 문서 발행

새로운 4.6 절(FDIS문서에서는 4.12 절)은

◦2017년 4월 IEC TR 61000-2-5 ED.3.0

비대칭 전압 및 차동 모드에서 전압(6 dB
높게)의 두 가지 형태의 적합성 레벨로 주어졌고

기술보고서(TR) 발행
◦우리나라가 제안한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 관한

◦비대칭 전압의 적합성 레벨은 삭제, 차동 모드
에서 전압 왜곡에 대한 적합성 레벨 표를 추가

지속적 대응 필요

(CDV 문서 보다 6 dB 높음)

2. 저주파 적합성 레벨 IEC 61000-2-2/AMD1
2.0판 개정

로부터 비대칭 전압과 연관된 방출 허용기준의
유래에 관한 정보를 추가

가. 기본정보
분과

현재 상태

◦차동 모드에서 전압 왜곡에 대한 적합성 레벨

77A/WG8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FDIS
완료 시기
(77A/958/FDIS)

IEC
61000-2-2/
AMD1 ED2
2017.7

IEC 61000-2-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2-2: Environment - Compatibility
표준(안) 명칭
levels for low-frequency conducted disturbances
(영문)
and signalling in public low-voltage power
supply systems
전자파적합성(EMC) — 제2-2부: 환경 — 공공
표준(안) 명칭
저압 배전 시스템에서 저주파 전도장해와
(국문)
신호화에 대한 적합성 레벨

◦IEC 61000-2-2 ED.2.0의 Amendment 1은
2 kHz ~ 150 kHz 주파수 범위의 비의도적
방출에 대한 적합성 레벨을 규정함
◦SC77A WG8에서는 30 ~ 150 kHz의 비의도적
방출에 대한 적합성 레벨은 IEC 61000-2-2
ED.2.0 Amendment 2에 포함
◦2 kHz ~ 150 kHz 주파수 범위의 비의도적
방출에 대한 적합성 레벨
- 150 kHz까지 주전원 통신 신호로부터 방출
되는 신호에 대한 적합성 레벨

나. 주요 내용
◦2016년 6월 발행 된 77A/926/CDV 문서에

대한 적합성 레벨

대해 각국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한 개정을 하기

- 저전압 공공 전력망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해 본 개정에서 적합성 레벨의 의미를 명확화

저주파 전도성 전자기 현상에 대한 적합성

하고 새롭게 4.10.3에서 4.10.5 절 추가하여

레벨 가이드

FDIS 문서 발행
◦IEC 61000-2-2는 차동 모드에서 전도성
전자기 현상만 다룸. 어떤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SC77A WG8에서는 차동 모드에서 방해 또는

120

- 2 kHz ~ 30 kHz 사이의 비의도적 방출에

- 저전압 공공 전력망에서 계획 레벨을 포함하여
전도성 방출에 대한 기준 설정
- 저전압 공공 전력망에서 전도성 방출에 노출된
기기들의 내성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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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에서 고려되어야 할 현상
- 전압동요 및 플리커

(MCS: Mains Communication Signal)의
설계는 다음의 3개의 목적을 만족해야 함

- 40차까지 고조파

- 이웃 MCS 사이의 적합성 보장

- 40차까지 상호 고조파(interharmonics)

-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기기에 의해 방해를

- 높은 주파수의 차동 모드에서 전압 왜곡(40차
이상 고조파에서 150 kHz까지)
- 전압 강하 및 짧은 순간 정전
- 전압 불평형

받는 MCS를 보호
-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기기에 의해 방해하는
MCS를 방지
◦이들 다른 주파수 영역에서 MCS신호에 대한
적합성 레벨은 다음 3가지로 주어짐

- 과도 과전압,
- 전원 주파수 변동

- Ripple control systems (110 Hz ~ 3 000

- 직류 성분 유입

Hz) : 순차적인 펄스 형태로 전송, 각 펄스는

- 주전원 통신 신호(MCS: Mains Communication

0,1 s ~ 7 s 범위의 지속시간과 6 s ~ 180 s의
전체 순차적 범위의 전체 지속 시간. 통산은

Signal)로부터의 신호
◦저주파에서 고려되어야 할 현상에 대한 적합성
레벨을 IEC 61000-2-1에 표현되어 있으나
일부 현상들은(예: 직류 성분) 아직 정립되지
못함

펄스 지속시간 약 0,5 s, 순차적 지속시간 약
30 s.
- 주전원 통신 시스템(3 kHz ~ 9 kHz)에서
MCS 적합성 레벨은 140 dB(㎶), 중성선과
상간(차동 모드 전압)에 관련 된 적합성 레벨은

〔표 8-1〕 40차 고조파 이상 9 kHz까지 차동 모드에서 전압
왜곡의 적합성 레벨

CISPR 16-1-1에 따라 200 Hz 대역폭을 가진
첨두 검파기로 측정

주파수 범위
kHz

적합성 레벨
%

2 (2.4) ~ 3
3 ~ 9

1.4
1.4 to 0.65 (대수적 감소)

* 50 Hz 시스템: 2 kHz, 60 Hz 시스템: 2.4 kHz

〔표 8-2〕 9 kHz ~ 30 kHz 차동 모드에서 비대칭 전압왜곡

- 주전원 통신 시스템(9 kHz ~ 95 kHz)에서
MCS 적합성 레벨은 95 kHz에서 126 dB
(㎶)에서 9 kHz에서 140 dB(㎶)로 대수적 감소,
중성선과 상간(차동 모드 전압)에 관련 된
적합성 레벨은 CISPR 16-1-1에 따라 200
Hz 대역폭을 가진 첨두 검파기로 측정

의 적합성 레벨
주파수 범위
kHz

적합성 레벨
%

9 to 30

129.5 to 122 (대수적 감소)

- 주전원 통신 시스템(95 kHz ~ 150 kHz)에서
MCS 적합성 레벨은 128 dB(㎶). 중성선과
상간(차동 모드 전압)에 관련 된 적합성 레벨은
CISPR 16-1-1에 따라 200 Hz 대역폭을 가진

◦150 kHz까지 주전원 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신호

첨두 검파기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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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공공 전략망에서 ripple control systems의 Meister curve 적합성 레벨(110 Hz ~ 3000 Hz)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1년 10월 2 kHz ~ 150 kHz의 새로운
적합성 레벨 추가, 3 kHz ~ 150 kHz의 주전원

3. 저주파 적합성 레벨 IEC61000-2-2/AMD2
2.0판 개정
가. 기본정보

신호 정보 추가 및 필요하면 기존 항목의 적합성
레벨의 개정에 대한 유지보수 진행 결정
(77A/773/RR)
◦2015년 9월 SC77A 총회에서 CD문서 진행
결정되어 11월 CD문서(77A/914CD) 발행
◦2016년 9월 CDV문서 발행(77A/926/CDV)
각국 검토(77A/923A/CC) 후
◦2017년 3월 FDIS 문서 발행(77A/958/FDIS)
◦전력선 통신 등 150 kHz 이하 대역에 대한

분과

현재 상태

77A/WG8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CDV
완료 시기
(77A/980/CDV)

IEC
61000-2-2/
AMD2 ED2
2018.6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Part 2-2: Environment - Compatibility
표준(안) 명칭
levels for low-frequency conducted disturbances
(영문)
and signalling in public low-voltage power
supply systems
전자파적합성(EMC) — 제2-2부: 환경 — 공공
표준(안) 명칭
저압 배전 시스템에서 저주파 전도장해와 신호화
(국문)
에 대한 적합성 레벨

전자파 간섭 환경이 점점 복잡 해 지고 있고,
향후 9 kHz이하 전도성 방출에 대한 요구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사전 검토 필요

나. 주요 내용
◦IEC 61000-2-2 ED.2.0의 Amendment 1을
보완하여 30 kHz에서 150 kHz 주파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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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의도적 방출의 적합성 레벨에 관련된
2번째 개정

◦제안된 수정의 목적은 IEC 61000 시리즈 표준
전반에 걸쳐 하나의 수치적 데이터를 설정하여

◦이 개정은 플리커 적합성 레벨에(4.2절 및

기준으로 제공함으로서 불일치를 제거. 적합성

새로운 Annex E 추가) 대하여 수치화 된 값을

레벨 커브에 대해 수치화 된 데이터는 다른

제공함으로서 표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현재

관련 표준들과의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음

IEC 61000-2-2에서는 그래픽 데이터만 표현

◦전압 동요 및 플리커의 수치화 된 값 제시

되어 있고 다른 관련 표준에서 제공 된 수치화 된
값과 그래픽 데이터 간에 약간의 불일치가
존재

(Annex E 추가)
- 어떤 경우에는 플리커 곡선 상에 특정 지점의
수치화 된 값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8-2〕 저전압 전력 공급 시스템에서 직사각 전압 변화에 대한 플리커((Pst = 1)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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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커 곡선에 대한 수치화 된 값(Annex E)
〔표 8-3〕 Pst = 1 곡선에 상응하는 전압 동요 ∆V/V

◦주파수 범위 30 kHz ~ 150 kHz 차동모드 전압

스위칭 전력 컨버터, SMPS, 태양광 인버터

왜곡 적합성 레벨 추가 및 정의에 대한 기본 개념

등과 같은 기기에 의해 발생되는 방해에 대해

설명 Annex D추가

저전압 공공 배전망에 공급되는 MCS, 정전기
미터, 시계, 필터 커패시터 등과 같은 기기에

〔표 8-4〕 주파수 범위 30 kHz ~ 150 kHz 차동모드 전압
왜곡 적합성 레벨

대해 장기적 기능저하를 포함한 EMC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

주파수 범위
kHz

적합성 레벨
dB(µV)

30 ~ 50
122 ~ 119

50 ~ 150 (대수적 선형 감소)
113 ~ 89 (대수적 선형 감소)

차동 모드에서 전압 왜곡 적합성 레벨은 비대칭 전압 왜곡에
대하여 방출 한계값을 설정하기 위함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IEC 61000-2-2 ED.2.0은 2002년 3월 발행
되었고,

2016년 4월 발행된 77A/927/RR

문서에서 Amendment 2는 30 kHz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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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kHz ~ 150 kHz 차동모드 전압 왜곡

kHz의 적합성 레벨의 정의를 다루도록 2015년

적합성 레벨의 정의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는

Stresa (IT)에서 개최된 SC77A Plenary 회의

방출 한계값과 내성 레벨을 정하는데 있어서

에서 결정

이들을 조율하기 위한 기준 레벨임. 이것은

(Amendment 1은 2 kHz ~ 30 kHz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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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레벨에 집중)
◦77A/927/RR 문서에서 단계별 추진은 CD 단계

◦IEC 61000-3-2 ED.5.0은 2014년 발행된

2017년 3월, CDV단계 2018년 3원, FDIS

ED.4.0을 대체하고 다음의 중요 기술적인

단계 2019년 6얼 및 IS(국제표준) 발행 2019년

개정을 포함
◦정격 입력 25 W 이상인 백열 램프 와 빌트-인

12월로 계획 함
◦2017년 4월 CD문서가 발행(77A/959/CD)
되었고 2017월 6월 까지 각국 회람, 2017년

위상 조절 디밍을 가진 등기구는 Class A허용
기준 적용

9월 각국 코멘트 검토(77A/969A/CC)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명기기를 고려하여 정격전력

(10개국의 코멘트가 있었음)하여 다음 단계

25 W 이하 조명기기의 고조파 방출 허용기준

(CDV) 추진 결정

개정

◦2017년 11원 CDV 문서(77A/980/CDV) 발행
되어 2018-02-02 까지 각국 회람 중

- 5 W 이상 25 W 이하 조명기기는 Class C
허용기준을 적용

◦150 kHz 이하 대역에 대한 전자파 환경이

- 3차 고조파는 기본파의 86 %를 초과하지

지속적으로 복잡 해 지고 있고 향후 9 kHz이하

않아야 하고, 5차 고조파는 61 %를 초과하지

전도성 방출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않아야 함
- 다음그림과 같이 입력 전류 파형은 60°혹은

사전 검토 필요

그 전에 5 % 문턱에 도달하고, 65°혹은

4. 고조파 허용기준(16 A이하 기기) IEC
61000-3-2 ED.5.0 개정

현재 상태

표준(안)
명칭 (영문)
표준(안)
명칭 (국문)

SC77A/WG01

5 % 전류 문턱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함.
전류 문턱은 측정 창에 나타난 가장 높은 절대

가. 기본정보

분과

그 전에 최고값에 도달 및 90°혹은 그 전에

IEC 61000-3-2
프로젝트 명
ED5
/표준번호 FRAG1/FRAG2/
FRAG3/FRAG4

FDIS
(77A/986/FDIS)
(FRAG1: 77A/936/CDV)
완료 시기
2017.12
(FRAG2: 77A/912/CDV)
(FRAG3: 77A/935/CDV)
(FRAG4: 77A/934/CDV)
IEC 61000-3-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3-2: Limits - Limits for
harmonic current emissions (equipment input
current < 16 A per phase)
전자파적합성(EMC) — 제3-2부: 허용기준 – 16 A
이하의 저전압 기기 고조파 허용기준

최고값의 5 %이고 다음 그림에 비교 위상각
설명 참조
- THD는 7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3차
고조파는 기본파의 35 %를 초과 하지 않고,
5차 고조파는 25. 7차 고조파는 30 %, 9차와
11차는 20 %, 2차 고조파는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디밍이나 색상 조절 등의 조절 장치를 가지거나
복수 개 부하에 특화 된 조명기기는 최대
유효전력이 되도록 램프부하를 사용하여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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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비교 위상각과 전류 파라미터의 설명

주) Ip(abs)는 Ip+ 및 Ip- 절대값 중 높은 값

◦5 W 이하 조명기기는 고조파 허용기준 적용
제외(시험 없이 만족)
◦백열램프가 아닌 램프에 사용되는 딤머의 적용
요구 사항 개정(허용기준 적용 제외)
- 1 kW이하 백열램프 구동 독립 위상 조절 딤머
- 200 W 이하 정격입력의 백열램프 이외의

조명기기를 조절하는 딤머는 적용
◦디지털 부하 측 전송 조절 장치(DLT)의 고조파
시험조건 추가
- DLT(Digital
lighting

load

control

side
device)

transmission
정의:

IEC

램프를 조절하는 Trailing edge dimmer 와

62756-1에 따라 배선되어 있고, 광 레벨 및

일반 위상조절 딤머

광 색상과 같은 부하측 주 전원에 데이터 전송

- 100 W 이하 정격입력의 백열램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자 조명기기의 광

램프를 조절하는 Leading edge dimmer 와

파라미터를 조절하기 위한 DLT 조절 장치

일반 위상조절 딤머
- 분류: 100 W 또는 200 W 이상 정격입력의
(위상 조절 딤머 형태에 따라)와 1000 W 이상
백열램프와 백열램프 이외의 램프를 조절하는
독립적인 위상조절 딤머에 대하여 백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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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는 허용기준을 제외하고 백열램프 이외의

◦조명기기의 시험을 위한 기준 안정기 와 기준
램프 사용하는 요구조건 삭제
◦조명기기에 사용되는 기술 용어들의 분류와
단순화
◦Class A로 분류 되는 무대 조명 및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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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에 대한 전문가 등기구 분류
◦비상용 조명기기의 분류 명확화
◦유효 입력전력 2 W이하의 하나의 조절 모듈을
포함한 조명기기의 분류

또는 확장 슬롯이 있는 제품은 최대 전력
소비가 되도록 하여 시험 실시
◦조리기기 다른 형태들을 고려하여 유도 조리기
(induction hob) 고조파 시험조건 개정

◦TV 수신기의 고조파 시험 조건에 관련된 개정

- 유도조리기기 및 핫플레이트는 실온에서 최대

- 낮은 영상밝기가 TV의 통상사용이라는 조건이

물 용량을 약 1/2로 하여 금속 팬에 담아 각

더 이상 대표성이 없음

조리 구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동작

- 소비전력이 낮을 때 역율 보상회로가 적절히

- 각 조리 구역은 2단계 절차에서 각각 시험 1)

작동하지 않아, 현재의 시험조건으로는 고조파

조절 레벨이 있는 경우(부스트 모드 포함)

전류 적용 허용기준을 만족 할 수 없음

사전에 몇 초를 시험하고. 세밀한 출력 조절

- 이런 이유로 TV는 모서리부에 LED 백라이트를

레벨이 없는 경우는 조절 범위를 대략 동일

장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광량을

단계로 10씩 나누어 최대 THC가 얻어 지도록

조절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결정 2) 고조파 방출 허용기준의 비교를 위한

- SC77A WG1은 TV 시험조건 개정 결정,
TF10을 구성하여 작업

측정은 최대 THC가 되도록 조절, table 4에
따라 시험 시간 결정

- 입력신호, Video신호, Audio신호, 영상 레벨

- 용기 밑면의 지름은 최소한 조리 구역의 지름이

조정, 음성 레벨 조정, 에너지 절감 기능 등

되어야 하고,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가장

구체적 조건 반영

작은 표준 조리 Vessel 사용. 표준 조리

- TV의 Contrast, brightness와 backlight는
TV가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배달되는 초기
조건에 맞추어 시험
- 사운드 레벨 조정은 on-screen 오디오 디스
플레이 8 ~ 12 %로 조정, 다른 모든 오디오
기능은 배달시 조건
- 에너지 절감 기능이 있는 경우, 주위 밝기 조절,

Vessel은 110 mm, 145 mm, 180 mm, 40
210 mm, 300 mm
- Vessel의 밑면은 오목해야 하고 평탄도가
지름의 0.6 % 이상 되면 않됨
- 조리구역의 모든 코일을 활성화하는 데는
가장 작은 표준 조리 기구 사용 (또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르거나 작은 용기사용)

다이나믹 백라이트 및 다른 비슷한 기능은

- 같이 동작하거나 함께 제어 되는 Side by

off 상태에서 시험. 만약 이런 기능을 비활성화

Side 요리 영역은 각각 별도로 측정(수동 혹은

할 수 없다면 light sensor에 빛을 직접 조사

자동으로 조합 될 수 있음)

하여 300 lx 이상의 조명으로 된 상태에서
시험
- 개인용 PC를 포함한 IT기기가 “선택 공장 조립”

- 평평한 Vessel을 사용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조리구역은 호브(Hob) 또는 제조자가 권장
하는 Vessel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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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조리기기 이외의 호브(Hod)와 핫플레이트는
각 개별 조리구역을 분리하여 시험. 조리
구역은 최대 THC가 되도록 조절하고 물로
채워진 알맞은 팬(Pan) 또는 포트(Pot)는 가열
소자 위에 위치
◦IEC 61000-3-12 표준과 일관성을 위하여 입력

◦IEC

61000-3-2

ED.5.0

국제표준(IS)은

2017년 12월
◦LED조명기기, TV 수상기, IT기기 등의 고조파
시험조건 개정 대응
◦우리나라는 아직 개별기기에서 방출되는 고조파
규제 없으나 향후 적용 검토 필요

전류 16 A이하 기기에 적용되는 IEC 61000-3-2
표준을 수정
- IEC Directives Part 2와 요구사항 명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구 조정 및 최신 용어정의

5. 75 A이하 기기의 플리커 표준 IEC
61000-3-11 ED.2.0 전면 개정
가. 기본정보

사용
- 고조파 측정 회로와 전원 소스 개정: 고조파
측정 회로 그림에서 ZS 와 ZM의 임피던스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충분히 낮아야 함. EUT와
측정기기 연결점에서 공급 전압의 제원을 확인.
상세사항은 IEC 61000-4-7 참조
- 소스의 내부 인덕턴스와 EUT의 캐패시턴스
와의 사이에 공진이 없어야 함

분과

77A/WG02

현재 상태

CDV

프로젝트 명 61000-3-11
/표준번호
ED.2
완료 시기

2017.6

IEC 61000-3-1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3-11: Limits - Limitation of
표준(안) 명칭 voltage changes, voltage fluctuations and
(영문)
flicker in public low-voltage supply Equipment with rated current 75 A and
subject to conditional connection
전자파적합성(EMC) — 제3-11부: 허용기준 –
표준(안) 명칭
공공 저전압 시스템에서의 전압변동 및 플리커 허
(국문)
용기준 – 정격전류 75 A 이하기기 및 조건 연결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4년 8월 유지보수 결정 및 검토 문서발행
◦2014년 8월 CD 문서 발행 및 회람
◦FRAG3은 2015년 11월 CD문서 발행 2016년
1월 각국 회람

나. 주요 내용
◦2000년 발행된 IEC 61000-3-11 ED.1.0을
대체하여 ED.2.0을 발행하는 프로젝트
◦전력공급 망에서 같은 위치에서 유사기기의

◦FRAG1은 2016년 10월 CDV문서 발행(77A/936/CDV)

다중 Item의 접속과 관련하여 IEC 61000-3-11의

◦FRAG2는 2015년 12월 CDV문서 발행(77A/912A/CDV)

허용기준과 효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Annex

◦FRAG3는 2016년 10월 CDV문서 발행(77A/935/CDV)

추가: IEC 61000-3-11의 허용기준을 만족하기

◦FRAG4는 2016년 10월 CDV문서 발행(77A/934/CDV)

위한 최대 허용 시스템 임피던스의 계산을 쉽게

◦FDIS 단계에서 FRAG1, FRAG2, FRAG2,

하기 위한 정보

FRAG3을 병합하고 2017-11-03 77A/986/FDIS
발행 2017-12-15 까지 각국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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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커 허용기준은 개별 기기가 공공 저전압

◦대전력 대형기기에 대한 플리커 시험의 어려움을

전력망에 연결 될 때 개별 기기의 전압 변동에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을 쉽게 이해하고, 기준

대해 전력망이 견디는 능력에 관련된 것임

임피던스를 이용한 시험 결과로 최대 허용 시스템

- 그러므로 표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설치된

임피던스 계산이 용이하도록 의견 반영

기기로 인하여 플리커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다는 것을 보증 할 수는 없음
- 설치 지점에서 계통 임피던스가 시험 임피던스
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임

6. 전류 고조파 방출과 전압의 위상각에 관한
기술 보고서 IEC TR 61000-1-8 제정
가. 기본정보

- 플리커 지수에 대한 설명 추가
◦16 A이하 기기의 플리커 허용기준 표준인
IEC 61000-3-3의 개정된 용어 정의 등을
IEC 61000-3-11에 반영
- 플리커 측정은 IEC 61000-3-3에 정한 방법에
따름
- 시험 및 측정 절차: IEC 61000-3-3의 부록
A에서 정한 시험조건 적용

분과

77A/WG01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IEC TR
61000-1-8
ED1

CD
완료 시기
2018.12
(77A/983/C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표준(안) 명칭 Part 1-8: Phase angles of harmonic current
emissions and voltages in the public
(영문)
supply networks, and future expectation
전자파적합성 (EMC) - 제1-8부: 공정전력
표준(안) 명칭
공급망과 미래 기대 수요에서 고조파 전류
(국문)
방출과 전압의 위상각
현재 상태

- “수동 스위칭”시험절차에서 시스템 임피던스

나. 주요 내용

Zsys 계산 방법 명확화

◦IEC 61000-1-8 기술보고서는 독일에서 많은
공공전력 공급망에서 측정 결과와 얻어진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3년 6월 DC문서가 회람되어 2014년 2월

데이터의 분석임

61000-3-11의

◦이 데이터들은 특정 조건하에 얻어 졌고,

ED.2.0 발행을 위한 유지 보수 작업 결정

이 조건들은 여러 가지 다른 네트워크 구성,

(77A/852RR)

부하 구성과 발전 구성을 포함 하고 있고, 특히

SC77A

WG2에서

IEC

◦2014년 6월 첫 번째 CD문서(77A/860CD)
회람 및 의견 검토
◦2015년 4월 플리커 지수에 대한 설명 추가한
nd

2

CD문서(77A/887CD) 회람

◦2016년 7월 CDV 문서 발행(77A/929/CDV),
2016년 10월 각국 회람

신재생 에너지의 변하는 단계를 가진 네트워크를
포함
◦여러 네트워크에서 부하는 주요 수용가, 주요
사무실 빌딩, 주요 쇼핑센터를 포함함. 그러므로
전기장치의 입력회로에서 기술의 몇 가지
카테고리를 대표

◦2017년 12월 FDIS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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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 보고서에는 지배적인 고조파 전류
위상각의 다양성 레벨을 정향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계적 평가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에서 전체적으로 지배적인 고조파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가능
◦이 시점에서 네트워크에서 현존하는 지배적인

각 분석으로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고조파 전류
감소
◦네트워크에서 측정(전류와 전압의 3상 단일
측정)된 데이터 분석은 다음 값들임
- Phase-neutral voltage (RMS)
- Phase-neutral voltage (RMS)

고조파 위상각 분석이 필요하고 향후를 예상

- Phase current (RMS)

하여 지배적인 고조파 위상각 평가가 필요함

- Active power

◦이 기술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의 위상각(주로

- Reactive power

5 고조파) 결정하거나 검증하기 위함이고 향후

- Apparent power

개발에 대한 있을 수 있는(조명기기 형태와

- Power-factor

다른 전자기기들의 변화처럼) 영향을 평가하기

- Cosine φ (fundamental oscillation of

위함 임

voltage and current)

◦IEC SC77AWG1의 TF Phase Angle Group

- 2차 ~ 50차 고조파 측정 값 : 고조파 전압의

(PAG)에서 작업 중이고 가치 있는 기술적인

진폭(EMS), 고조파 전류의 진폭(EMS), 전류

정보로서 기술 보고서로 발행 결정

고조파의 위상각(전압의 정극성 zero crossing

◦네트워크에서 3차 및 5차 고조파 전류의 위상

기준 – 기본파)

〔그림 8-4〕 기본파 상전압 Up1에 연관한 I5 의 위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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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CFL(안정기 내장형 램프), SSL(LED 조명기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3고조파, 5고조파 비교(Meyer, 2011)

- 전압 총 고조파 왜곡율(V-THD in % )
- 전류 총 고조파 왜곡율 ( I-THD in % )
- 전류 총 고조파 왜곡율 in ampere ( I-THC
in A )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5년 10월 SC77A WG1 회의에서 3고조파
및 5고조파 위상각 문제 분석 필요 제안
◦IEC SC77 WG1 내에 PAG(Phase Angle
Group) TF 구성하고 기술 보고서로 진행 결정
◦2017년 10월 CD 문서 발행(77A/983/CD)
발행, 2018-01-12까지 각국 회람
◦2018년 하반기 구술 보고서 발행 예정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3고조파 5고조파 관리
현황 검토, 고조파 전류 관리 방안 검토 필요

7. 전압강하, 순간정전 내성 시험 IEC61000-4-11
ED.2.1 개정
가. 기본정보

분과

77A/WG06

IEC
프로젝트 명
61000-4-11
/표준번호
ED.2.0 AMD1

CDV
완료 시기
2018.3
(77A/925/CDV)
IEC 61000-4-1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표준(안) 명칭 (EMC) - Part 4-11: Testing and measurement
(영문)
techniques - Voltage dips, short interruptions
and voltage
표준(안) 명칭 전자파적합성 (EMC) - 제4-11부: 시험 및 측정
(국문)
기술 - 전압 강하, 순간 정전 내성 시험방법
현재 상태

나. 주요 내용
◦IEC 61000-4-11 ED.2.1은 ED.2.0에 전압
강하의 상승 및 하강 시간(1 ~ 5 μs) 요구
사항에 대한 당위성과 정격전류 상당 16 A이하
기기의 돌입전류에 관한 설명을 부록에 추가
◦전압 강하의 상승 및 하강 시간(1 ~ 5 μs) 요구
사항 주요 개정내용
- 전압강하 내성시험은 위상각 0°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상승 및 종료 하강시간을 1 μs ~ 5
μs로 정의
- 현재의 전압강하 1/2주기 시험은 유지
- 정격전류 16 A이상 75 A이하 기기의 전압강하
내성 표준인 IEC 61000-4-34 에는 1/2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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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없음
- IEC 61000-4-11은 정격전류 16 A 이하
기기의 내성표준에서 전압강하 발생기의 돌입
전류(Inrush current) 500 A 규정을 완화

하다는 것은 100 Ω 저항 부하로 시험하였을
때 개정되는 1 μs ~ 5 μs Dip 발생기를
사용해야 함.
◦돌입전류 수용 능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

- 전동기 기동으로 인한 전압강하 문제로 때문에

- 돌입전류는 용량성 평활회로를 가진 입력

전압강하 시험은 타당하나 전압변동 시험

정류기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이런

유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기기 내부에

◦전압강하 상승 및 하강 시간 정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

있는 돌입전류 제한 장치가 있음.
- 돌입전류는 전압 강하 또는 순간정전 후 선로

- 기기에 근접한 단락회로의 경우에 하강시간이

전압 회복 시에도 발생 함. 이 경우 돌입전류

1 μs ~ 5 μs 범위를 가진 전압강하가 국제적

제한 수단은 기기에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음.

으로 널리 통용 되고 있음

그래서 Dip 후 돌입전류가 기기에 손상을

- 전압강하 상승 시간은 네트워크의 케이블 및

일으킬 수 있음.

병렬로 접속된 기기들의 임피던스에 의존 함

- 이런 이유로 Dip 후 돌입전류가 Dip 발생기에

- 상승 및 하강 시간 요구사항은 1994년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충분한 전류를 공급할

ED.1.0판 발행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

수 있는 능력을 가진 Dip 발생기 필요

되었음. 그러나 EUT 시험하는 동안 적용되지

- 돌입전류 요구사항이 없으면 그 Dip 발생기로

않고 100 Ω 저항부하를 가진 Dip 발생기

내성 시험시 합격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만면에

교정에만 적용. 즉 상승 및 하강 시간이 실제

돌입전류 손상에 기인하여 불합격 될 수도

EUT 시험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음

있음.

- 대부분의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내성 시험은

- 실제 상황에서 돌입전류는 네트워크 임피던스에

0° 또는 180°에서 시작되고 종료되는데 연구에

의해 제한됨. 만약 네트워크 임피던스가 공공

의하면 일반적으로 전압 상승-통과 시험을

전력 공급망의 선로 기준 임피던스(IEC TR

위한 가장 가혹한 위상각이라는 결론 임. 0°와

60725에서 796 μH)에 따른다면, 전형적인

180°에서 순간적인 전압은 0이어서 상승 및

시골지역 저전압 네트워크이고 돌입전류는

하간 시간은 의미 없음.

약 15 A ~ 20 A로 제한 될 것임.

- 사전시험은 0°또는 180°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시험을 위한 Dip 발생
기는 200 μs까지 더 긴 상승 및 하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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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2년 10월 DC 문서 회람 및 SC77A

이어야 함. 이때 위상각은 중요하지 않음.

WG06에 유지보수 작업할당, 상승/하강 시간,

- 그러나 IEC 61000-4-87 시험방법으로 적합

1/2주가 Dip 삭제, 돌입전류 요구사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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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변동(voltage variation)시험 삭제 제안 됨
◦2013년 4월 INF 문서 발행 및 DC분서 각국

나. 주요 내용
◦2010년 발행된 IEC 61000-4-20 ED.2.0을
전면 개정하여 ED.3.0을 발행하는 프로젝트임

회람 결과 공유, WG06 안 제시
◦2014년 2월 WG06 검토 문서 발행 부록 A

◦주요 기술적인 내용

(상승/하강 시간, 돌입전류 이론적 근거) 추가

- 큰 EUT(Cable 포함) 시험 정보 제공

결정(77A/844A/RR)

- CISPR와 TC77에서 완성한(방출과 내성에

◦2015년 6월 CD 문서 발행(77A/892/CD) 부록
A(상승/하강 시간, 돌입전류) 추가, 2016년

대해) 측정불확도 작업을 수용하여 반영
- 균일장 및 TEM 모드 검증과 관련된 시험 영역
(test volume)에 대한 확인 절차 개정

9월 각국 회람(77A/924/CC)
◦2016년 4월 CDV 문서 발행(77A/925/CDV),
2016년 7월 각국 회람 73 %찬성

- 2-port 와 4-port TEM 도파관과 관련된
정보제공

◦2017년 2월 FDIS 발행

- 과도 TEM 도파관 특정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전압강하 상승/하강 시간 등은 기존 시험 장비

정보 Annex 추가
- EUT에 대한 유전체 시험을 다루는 정보 추가

점검

◦이 표준의 목적은

8. TEM도파관 방출 및 내성 시험

- 전형적인 주파수 범위와 EUT 크기 한계를

IEC61000-4-20 ED3 개정

포함한 TEM 도파관의 특성

가. 기본정보
분과

현재 상태

- EMC 측정에 대한 TEM 도파관 확인 방법

77B
IEC
프로젝트 명
JWG TEM(SC77B
61000-4/표준번호
& CISPR A)
20 ED3
CD
(77B/788/CD)

완료시기

2018.8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Part 4-20: Testing and measurement
표준(안) 명칭
techniques - Emission and immunity
(영문)
testing in transverse electromagnetic
(TEM) waveguides
전자파적합성 (EMC) - 제4-10부: 시험 및
표준(안) 명칭
측정기술 – 횡전자기(TEM) 도파관에서 전자파
(국문)
장해 및 내성 내성시험

- EUT(즉, EUT 캐비닛과 케이블링)의 정의
- TEM 도파관에서 방사장해 시험에 대한 시험
설치, 절차, 요구사항
- TEM 도파관에서 방사내성 시험에 대한 시험
설치, 절차, 요구사항
◦Small EUT 기준: 외함의 가장 긴 한 변의
길이가 가장 높은 시험 주파수에서 파장 보다
(예: 1GHz⋅ λ = 300 mm) 작은 EUT, 이외는
모두 Large EUT로 분류
◦Large EUT 기준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출구 케이블을 가진
EUT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상호연결 케이블을 가진 E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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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은 주파수에서 외함 치수가 파장보다
큰 케이블이 있거나 없는 EUT

forward power” 방법과 “constant field
strength” 방법이 있음

- Test Set-up에서 상호연결 케이블을 가지고

◦균일장 검증은 Constant forward power

출구 케이블이 있거나 없는 Small EUT의 그룹

방법이나 Constant field strength 방법 중

◦균일장 및 TEM 모드 검증과 관련된 시험 영역

다음 흐름도와 같이 실시

(test volume): 균일장 검증은 “constant

〔그림 8-5〕 “constant forward power”방법의 TEM 모드/균일장 검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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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constant field strength”방법의 TEM 모드/균일장 검증절차

다. 추진 이력
◦2016년 10월 RR문서 발행(77B/765A/RR),

77B/777/CC 위원회 검토 문서 발행

2017년 유지보수 결정 및 SC77B와 CISPR

◦2019년 6월 FDIS 작업 예정

A 위원회 JWG TEM 구성

◦2019년 10월 IS(국제표준) 발행 목표

◦2016년 11월 CD문서 발행(77B/766B/CD),
2017-01-06까지 각국 검토 후, 201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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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 waveguide 특성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상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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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사성 무선주파수 전자기장 내성 IEC
61000-4-3 ED.4.0 전면 개정

및 다음 주요 내용을 포함
- multi-tone 시험 신호를 사용하는 시험방법

가. 기본정보
분과

현재 상태

◦본 개정 작업은 기존 표준의 전면 개정이고 용어

SC77B /
WG10

CD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완료시기

IEC
61000-4-3
ED4
2019.6

추가
- EUT와 cable layout에 대한 정보 추가
◦시험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하나 이상의 주파수를
동시에 인가하는 시험(multi-tone testing),
증폭기의 선형성 요구사항은 집합 신호(묶음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표준(안) 명칭
Part 4-3: Radiated, radiofrequency,
(영문)
electromagnetic field immunity test
표준(안) 명칭 전자파적합성 (EMC) - 제4-3부: 시험 및 측정
(국문)
기술 – 방사성 무선주파수 전기자기장 내성시험

신호)를 만족
- 각 신호 주파수에서 레벨은 같은 변조를 사용
하여 같은 시간에 하나의 주파수에 대하여
레벨 세팅을 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함
- 상호 변조 신호(Intermodulation signal)는

나. 주요 내용

고조파 같은 성분을 관리하여 중대한 영향을

◦방사 내성 시험 주파수 범위가 6 GHz로 확장

발생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변조 효과와

됨에 따라 기본 표준의 전자기장 특성과 내성

관련하여 Annex I, 시험 결과의 평가와 관련

시험에서 증폭기 선형도 검토를 특정 함

하여 9 절 참조)

◦IEC 61000-4-3 ED.4.0의 본 표준 개정 작업은
st

1 CD 작업이고 기존 IEC 61000-4-3 ED.
3.2:2010를 대체

〔표 8-6〕 진폭 변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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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 시험 셋업은
- EUT는 바닥 설치와 테이블 설치형으로 하였을
때 다음 그림 같이 올바를 위치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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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Cable을 가진 바닥 설치형 EUT에 대한 EUT 셋업과 케이블 레이아웃

〔그림 8-8〕 Cable을 가진 테이블 설치형 EUT(Top view)에 대한 EUT 셋업과
케이블 레이아웃. 셋업이 180º 회전시 신호 케이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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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기 보상과 비선형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제공

- 증폭기의 비선형성은 EUT에 가해지는 방해

- 증폭기 선형성을 평가한 결과 주파수 범위에서

신호의 불확도 상승에 기여하기 때문에

측정된 증폭기 출력은 ± 1 dB를 초과 하지

증폭기는 전자기장의 강도에 불확도가 지배적

않아야 함

이지 않도록 충분히 낮은 비선형성을 유지.

- 다음 그림의 측정 예 참조

Annex D는 증폭기 왜곡의 제한 값을 이해
〔그림 8-9〕 증폭기의 선형도 곡선 예

〔그림 8-10〕 증폭기 이득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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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나. 주요 내용

◦2017-01-27 RR문서에서 IEC 61000-4-3

◦근접거리에서 사용되는 장치의 근접장(Near

유지보수 결정(77B/770/RR), 77B/780/CC

field) 신호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방해에

문서로 각국 의견 검토

대한 내성 요구사항과 시험절차에 관련된

◦2017-01-27 첫 번째 CD문서(77B/771/CD)
발행, 2017-04-21 까지 각국 검토
◦2017-09-01 두 번째 CD문서(77B/781A/CD)
발행 및 2017-10-27 까지 각국 회람

표준 제정
◦적용 범위는 9 kHz ~ 6 GHz 대역이고, 휴대용
송신장치에 노출된 고정시설, 고정된 송신
장치와 모바일 기기에 노출된 모바일 기기 및

◦2018-02-28까지 CDV 단계 예정

다른 모바일 송신장치에 노출된 모바일 기기

◦2018-10-31까지 FDIS 단계 예정

등을 고려

◦2019-06-28까지 IS(국제표준) 발행 예정
◦방사 내성시험 시험 규정 개정에 대한 각 시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AM 및 FM 변조와 더불어 여러 가지 다른
진폭과 대역폭을 가진 변조방식이 존재하고,

장의 검토 필요

의도적

10. 근접장 방사내성 IEC61000-4-39

transmitter,

Mobile phone 등)로 동작하는 기기가 다른

전자파내성 성능을 확보하기 위함

가. 기본정보

현재 상태

주파수(RFID

기기의 근접거리(수 cm이내)에서 동작 할 때

ED.1.0 제정

분과

방사

77B/WG10

FDIS
(77B/769/FDIS)

IEC
프로젝트 명
61000-4-39
/표준번호
ED1
완료시기

2017.4

◦다음 그림과 같이 기존의 전자파 방사 내성
표준인

IEC

61000-4-3,

61000-4-20,

61000-4-21 및 61000-4-22 표준은 근접한
거리에서 방사성 방출에 노출 되었을 때 전자파
내성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음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Part
표준(안) 명칭 4-39: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영문)
- radiated fields in close proximity immunity test
표준(안) 명칭 전자파적합성 (EMC) - 제4-39부: 시험 및
(국문)
측정 기술 – 근접장에서 방사 내성시험

◦적용 주파수 범위는 9 kHz ~ 6 GHz 이고,
휴대용 송신장치에 노출된 고정시설, 고정된
송신장치와 모바일 기기에 노출 된 모바일
기기 및 다른 모바일 송신장치에 노출된 모바일
기기 등을 고려. 그림 8-6와 같이 표준에서는
시험 파형, 시험 레벨, 시험기기, 시험 배치,
시험 절차, 검증 절차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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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 RF 송신기의 방사내성 평가 시험 시설

〔그림 8-12〕 근접장 내성 시험방법 구분

◦9 kHz ~ 150 kHz 주파수 범위 시험 레벨
- 시험 신호는 1 kHz 사인파를 가지고 80 %
진폭 변조
- 시험 레벨은 1, 3, 10, 30, 특정 A/m
- 자기장 발생 장치는 방사 루프, 코일 지름
120 ± 10 mm, 턴수 20, 선의 지름은 약
2.0 mm (AWG12) 사용
- 방사 루프 방법은 자기장 세기 모니터링을 해

◦150 kHz ~ 26 MHz 주파수 범위 시험 레벨
- 시험 신호는 Duty Cycle 50 %, 변조 주파수
2 Hz 또는 1 kHz의 펄스변조이고, on/off
차이는 최소 20 dB
- 시험 레벨은 1, 3, 10, 30, 특정 A/m
- 자기장 발생 장치는 그림 8-7과 같이 방사
루프이고, 코일 지름 100 mm ± 10 mm,
턴수 3, 선의 지름은 약 1.0 mm 사용

야 하고, 지름 40 ± 2 mm, 턴수 51, 선의

- 방사 루프 방법은 자기장 강도 모니터링을 해야

지름은 약 0.07 mm (AWG41) 사용, 정전기

하고, 지름 40 mm ± 2 mm, 턴수 1, 선의

차폐, 제조자 제시 변환 인자 적용

지름은 약 0.53 mm 사용, 정전기 차폐,
제조자 제시 변환 인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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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3〕 자기장 방사 루프 시험 셋업

- 송신기 RF 시험 레벨은 각각 10, 30, 100,
◦26 MHz ~ 385 MHz 주파수 범위 시험 레벨은

300, 특정 V/m
- 근접장 내성시험은 그림과 같이 TEM 혼

적용하지 않고 현재 고려 중
◦385 MHz ~ 6 GHz 주파수 범위 시험 레벨
- 시험 신호는 duty cycle 50 %, 변조 주파수는

안테나를 사용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격자
분할하여 시험

2 Hz, 217 Hz 또는 1 kHz의 펄스 변조이고,
on/off 차이는 최소 20 dB

〔그림 8-14〕 TEM horn antenna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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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5〕 30 cm x 30 cm 균일영역을 사용한 격자분할의 예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012년 9월 근접장 내성 시험 표준제안
(77B/678NP)

11. 감쇄 진동파 내성 시험방법 IEC 61000-4-18
ED.2.0 전면 개정
가. 기본정보

◦2013년 1월 90% 찬성으로 승인 (77B/682RVN)
◦2014년 7월 첫 번째 CD문서(77B/717CD)
회람 및 각국 의견검토
◦2015년 7월 두 번째 CD문서(77B/736CD)
회람 및 의견검토(77B/750CC)
◦2016년 2월 CDV 발행(77B/751/CDV),
759A/RVC 투표 결과 문서 발행 86 % P멤버

분과

SC77B

IEC
프로젝트 명
61000-4-18
/표준번호
ED2

CD
완료 시기
2019.5
(77B/776/C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표준(안) 명칭
4-36: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영문)
- Damped oscillatory wave immunity test
표준(안) 명칭 전자파적합성(EMC) - 제4-36부 : 시험 및
(국문)
측정기술 - 감쇄 진동파 내성시험방법
현재 상태

국가 찬성
◦2016년 12월 FDIS 발행(77B/769/FDIS) 발행,
2017-02-03까지 각국 검토

나. 주요 내용
◦2016년 발행된 IEC 61000-4-18 ED.1.0와

◦2017년 4월 IS(국제표준) 발행

2010년 발행된 amendment 1을 대체하여

◦근접장 내성에 대한 사정 검증 필요

IEC 61000-4-18 ED.2.0 발행(기술적 개정
포함)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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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 짐

◦주요 기술적 개정 내용
- 감쇄진동 파형의 수학적 모델링 추가

- 첫 번째 파트는 느린 감쇄 진동파로서 100

- 측정 불확도에 관한 새로운 Annex B 추가

kHz ~ 1 MHz 사이 진동 주파수와 관련 되어

- 고속 CDN 추가

있고

- CDN에 대한 교정 절차 추가

- 이상적인 감쇄 진동파의 식 w(t) (개방회로

- 빠른 감쇄 진동파에 대한 상호 연결선상 용량성

전압)은

결합 글램프의 사용 추가
- CDN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DC-DC 컨버터에
대한 시험 절차 추가
- 입력측에 DC-DC 컨버터를 가진 전력공급
EUT와 관련된 이슈 설명 새로운 Annex C
추가

- w(t)의 파라미터 값은 각 표준 진동 주기 T
= 1/f 에 대해 다음 표에 주어짐
- 2가지 형태의 감쇄 진동파의 원인은 다름

◦감쇄 진동파 형태: 김쇄 진동파 현상은 2 부분

그림과 같음

〔표 8-7〕 각 표준 진동 주파수에 대해 w(t)의 파라미터 값

〔그림 8-16〕 감쇄 진동파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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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쇄 진동파 측정 불확도에 관한 주요 인자들

- 모든 EUT와 DC 전원은 다름. 최적의 감쇄에

- 3 MHz 감쇄 진동파의 상승시간

대해 최적 저항값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 3 MHz 감쇄 진동파의 피크

경험 값 필요. 입력측에 CDN을 위치하기

- 시간 측정에 대한 확장 불확도

위해서는 이들 회로는 표준에서 특정한 파형

- 계단(step) 응답의 상승시간과 측정 시스템의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감쇄회로 추가

주파수 응답 대역폭
- 임펄스 피고와 측정 시스템의 제한된 대역폭
으로 인한 대역폭 왜곡

- 수정된 CDN에 대체 시험법은 다음 그림에서

◦입력측에 DC-DC 컨버터를 가진 전원공급
EUT와 관련된 사항

필요

보인 바와 같이 33 nF 커페시터를 통해 감쇄
진동파를 직접 주입 가능

〔그림 8-17〕 DC-DC컨버터 EUT에 대한 CDN에 감쇄 회로 추가 예

〔그림 8-18〕 감쇄 진동파의 직접 주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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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9〕 용량성 결합 클램프의 검증 셋업 예

- 용량성 결합 클램프의 검증 셋업은 다음 그림과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같이 구성하고, CDN의 뗬 포트에서 감쇄

◦2016년 11월 ED.2.0 전면 개정작업 결정

진동파 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해 비슷한

◦2017-05-12 CD문서 발행(77B/776/CD),

절치 이용

2017-07-07까지 각국 검토
◦2018년 4월 CDV 단계 예상

◦시험 기기의 검증
- 감쇄 진동파 발생기(SDOWG or FDOWG)

◦2019년 1월 FDIS 단계 예상
◦DC-DC 컨버터 등 분산전원의 전력 공급측에

- CDN

사용되는 기기들은 감쇄진동 내성 고려 설계

- 용량성 결합 클램프(빠른 감쇄 진동파 시험에

필요

대하여)
- 상호 연결 케이블
- 측정 계측기
- 시험 시스템의 기능이 올바른지 검증하기
위해 CDN의 출력측에서 감쇄 진동파가
존재하는지와 용량성 결합 클램프에서 쇄
진동파가 존재하는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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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5G 이동통신,

전자 및 무선통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비의도성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로봇 등 다양한 기술

전자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들과 전파기술이 융합되어 각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폭발적인 사용 증가는 각각의 기기에서 발생하는 비

구체화하고 있다.

의도적 전자파로 인해 인접한 기기의 동작에 영향을

5G 이동통신 기술은 수십 기가 헤르츠 이상의 높은

끼쳐 오동작 및 성능 저하를 일으키고 있으며, 방송

주파수를 이용하여 광대역 데이터를 전송하는 분야

통신 서비스와 무선네트워킹에 간섭을 일으키고 있는

에서 모든 기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실정이다.

분야, 자율주행자동차나 실시간 로봇제어와 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전자 기기

실시간 제어기술 분야로 기술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및 무선통신 기기들 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공존

또한 전자파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파적합성(EMC)에 대한 인증

소개된 후 정보통신기기, 가전기기, 전기자동차,

및 대책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전기철도 등으로 응용분야를 확장하고 있으며 많은

단일 제품이나 시스템에만 요구되던 전자파적합성

실용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활성화

적용이 철도나 생산설비와 같은 대형 설비나 고정

등 전력산업 분야에서는 전력 효율 향상 시키는

설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스위칭 전원장치 및 인버터 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

있다. 따라서 전자파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히 통제

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태양광발전,

하기 위한 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 등과 연계되고 있다.

전자파적합성에 대한 국제표준을 추진하는 기관은

이와 같이 전자파는 전기, 가전, 방송통신, 자동차

크게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부문(ITU-T SG5)과

등의 산업분야에서부터 의료, 자율주행 자동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국제무선장해특별

드론,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등의 첨단 산업분야

위원회(CISPR) 및 77기술위원회(TC77)가 담당하고

까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응용되면서 제4차 산업

있다. ITU-T SG5에서는 정보통신망 시스템과 연계된

혁명의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환경으로부터의 전자파적합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기기의 소형･복합･고성능화에 따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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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 저감, 인체 보호 등을 연구한다. IEC

이번 EMC 표준화 동향보고서에서는 2017년에

CISPR는 전자파적합성 분야와 관련된 대표적이고

추진된 국제 EMC 표준화 회의 논의 내용 및 표준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표준화

문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올해는 2014년부터

회의를 개최하여 일반 및 제품별 표준을 제･개정하고

시작된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작업 중 전기자동차

있으며, 이 표준들은 다수의 국가와 지역별 표준기구

무선충전설비에 대한 전자파 방출 기준 및 측정방법에

들에서 각각의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대한 위원회 투표안이 마련되어 각국의 검토와 수정

CISPR는 기본규격(A), 전기 및 ISM기기(B), 자동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30 MHz 이하 시험장 검증

및 전장품(D), 가전 및 조명기기(F), 무선서비스

표준화 또한 여러 나라의 검증이 반복되면서 위원회

간섭(H), 정보 멀티미디어기기(I) 6개의 소위원회와

초안이 발간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주거환경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위원회는 공통적

산업환경에 대한 일반 표준 개정안이 검토되었고,

으로 적용되는 측정 장치와 측정 방법에 대한 기본

멀티미디어기기, 조명기기 등의 장해방지 표준 개정이

표준, 각 제품별 측정방법 및 기준, 무선서비스 보호를

논의되고 있고 한국도 다수의 표준화 기고를 통하여

위한 허용기준을 제･개정한다. 운영위원회는 CISPR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전략 정책 승인 및 분과위원회별 연구 조정 등의

로봇에 대한 EMC 표준화 추진을 제안하여 표준화의

역할을 수행한다. TC 77기술위원회는 저주파수 관련

발판을 마련하였다.

내성을 담당하는 77A분과와 고주파수 관련 내성을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전기･전자

담당하는 77B분과, 고출력 전자기파 내성을 담당하는

기기가 개발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것이다.

77C분과로 구성되었으며 내성 공통 규격과 내성

따라서 안전하고 보다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항목별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제･개정하고 있다.

기기 및 시스템의 전자파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IEC CISPR는 매년 국제회의를 통하여 각 국가의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규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전자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도 CISPR 회의는 10월 2일

산･학･연 전문가들의 복합지성과 지속적인 노력이

부터 6일까지 1주간에 걸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필요하다. 또한 EMC 기술발전 및 표준화 대응을

개최되었으며, 아울러 IEC TC77 회의도 9월 25일

위하여 적극적인 연구수행과 활발한 표준화 활동이

부터 29일까지 1주간 일본 가시와에서 개최되었다.

필요할 것이다.

각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 동향보고서가 한국 제조사 및 EMC 관련 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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