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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장입니다.
COVID-19로 인해 지금까지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대외 활동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정보통신기술들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방송통신기자재가 사용되어 각종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영향과 통신
장애·기기 오동작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 역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연구를

수행하고

전파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기관으로서 1966년 2월 개원하였습니다. 1989년 12월, 전파법에 「전자파장해검정」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부터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제정하여, 전자파적합성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00년 1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파법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을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등 전자파의 인체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인체영향과 전자파적합성의 국제표준화 활동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대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국·EU·일본·중국 등 세계 각국은 IEC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 제·개정 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마련된
국제표준을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립전파연구원은
소관 전문위원회(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EMC기준전문위원회)와 함께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IEC TC106에 5G 기지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시 통신 주파수 대역의 기준신호를 이용한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기고하여 반영하였고, ITU-T SG5에는 무선전력전송기술을 이용한
대형버스(On-Line-Electronic-Vehicle)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방법을 기고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파적합성 분야에서는 CISPR 각 소위에 18 GHz~40 GHz 대역 시험장 검증에
있어서 기존 VSWR(전압정재파비) 측정법과 시간영역 VSWR 측정법의 비교 연구 결과에
대해 기고를 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는 C2X(Car-to-X)
기술보고서의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여 각 회원국에 회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환경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일반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산업체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자파인체영향·전자파적합성
기준과 각 측정방법들을 적시에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1년도 표준화 동향보고서는 지금까지 별권으로 나누어 발간하였던
전자파인체영향 분야와 전자파적합성 분야를 한 권으로 발간함으로써 인체 및 기기의 전자파
대응에 대한 모든 분야를 아울러 파악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으며, IEC 및 ITU 등 국제기구의
각 소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던 우리나라의 표준화 대응 결과와 주요 표준화·국내
연구에 대한 동향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전자파인체안전과 전자파적합성 관련 기술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기대하며, 보고서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및 EMC기준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장 서 성 일

Elec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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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는 전자파 인체영향과 관련된 IEC 국제표준화에 대응을 목적으로
’01년부터 「EMF 인체노출표준 위원회」로 시작하여, 현재는 표준협력, 정책제도, EMF
측정지침, 생활속 전자파, 무선국, WPT-EV, 휴대기기, EMF 용어사전편찬 등 8개의 위원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정책‧제도‧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전자파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IEC TC106 국제표준화 활동과 더불어
휴대전화, 기지국 등 무선통신기기, 생활가전, 무선전력전송 및 드론, 5G 등 신기술 관련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표준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자파 인체 영향과 Health
care 분야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휴대전화 전자파 발암성에 관한
한·일 공동연구, 생활 가전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안전 Risk
Communication 활동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을 위하여
IEC TC 106 회의, IAC(WHO 국제자문위원회), IEEE ICES, BioEM(생체전자파학회) 등
국제회의에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적극적인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동향보고서는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전자파 인체보호제도 동향 분석,
국내 연구 현황 및 정책, 표준화 등 주요 이슈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신기술 제품 개발에 따라 일상생활의 편리함이 늘어가는
반면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전자파 관련 정책, 제도, 표준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소통하는 것이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의 역할이며, 해마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표준화 동향 보고서가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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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기술은 5G 기술과 함께 사물인터넷, 스마트 홈, 스마트 펙토리, e-모빌리티, 커넥티드
자동차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융합화, 광대역화, 초고속화 및
고 집적화를 통한 소형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기술들은
전자파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EMC를 고려한 전자파 기술 측면에서 살펴보면 4차 산업 시대에는 새로운 전자파 관련
기술이 필요하고, 전자파를 이용하는 산업 및 서비스가 확산되어 전파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열악해지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파의 영향으로 기기 또는 시스템이
오동작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 시대에서 복잡한 전자파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불요 전자파를 제한하고, 일정 수준의
외부 전자파 환경에서도 기기들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EMC 측면에서는
이러한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기들의 적합성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이 중요합니다.

EMC 분야의 국제적 표준화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에
회원국들의 전문가로 구성된 각 소위원회에서 전자파를 이용하는 산업의 확산과 신기술 분야의
EMC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EMC 표준을 개‧재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EMC 표준화는 EMC
제도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9년
EMC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7년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EMC 기준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국제적인 표준화 활동을 참여하고, 국내 전자파 관련 산업발전에 부응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제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기준, 연구결과 및 산업체 의견이 국제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최신 기술 정보를 EMC 관련 기관과
산업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동향 보고서는 2021년도에 국내 EMC 기준전문위원회의 각 소위에서 수행한 EMC
관련 최신의 국제표준화 자료를 수집‧분석한 내용과,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EMC 동향 보고서는 관련 산업체 및 전문가들에게 EMC 표준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고 실무적으로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사‧분석에 참여해주신 많은 전문가분들, 내용을 감수해주신 각 소위
위원장님들과 국립 전파연구원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EMC 기준전문위원회 위원장 박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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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년간의 작업 끝에 마무리한 KEHC
2020이 발간되었다. KEHC 2020은 국내 첫

제

제1절 개 요

5
장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
자료로서, 금년 6월 전자신문에서도 ‘이슈분석’

이번 KEHC 2020 작업은 국내 전자파 연구에

제

전면을 할애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미와

참여해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되 신진 연구자들도

장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KEHC 2020의

참여하여

작업방향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 IF 대역(300 Hz ~ 10 MHz)

진행하였다.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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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 대한 건강영향, RF 대역(100 kHz ~ 300

휴대전화에 의해 두피부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GHz) 전자파에 대한 건강영향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한국산업안전연구원의 “휴대전화 전기장 세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자파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

측정결과에 대한 연구보고서”기 발표되고, 송전탑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및 이동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KEHC 2020의 작성원칙은 국제적으로 연구품질

증가함으로써 인체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및 연구의 객관성이 인정된 국내 연구결과(약 30%)
및 국외 연구문헌(약 70%)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되었다.
따라서, 1996년 5월 한국전자파학회에서는

방향으로

‘전자장과 생체관계 연구회’를 발족시켜 전자파

추진하였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는 우리나라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ICNIRP,

인체보호기준의 수립에 대한 추진 배경과 경과, 주요

IEEE,

이슈 사항 및 그 안에 담긴 정책 철학을 함께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

설명하였으며, 건강영향 평가에서는 최근 연구에

일본

대한 상세한 리뷰 보다는 국외 연구 문헌 및 국내

국제방사선보호협회 (International Radiation

연구결과 검토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Protection Association, IRPA) 등 주요 기관의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인체보호기준을 분석하고, ① 사회적 수용성, ②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유럽

(European

Committee

(전파방호표준규격)

등

for

주요국

및

질병에 대해서는 일반 독성, 종양성 질환, 신경계

규격의 완전성 및 국제성, ③ 대역의 포괄성, ④

영향, 생식 및 발달에 대해 조사하였고, 역학연구,

국민정서의 부합성, ⑤ 규격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

1999년5월 한국전자파학회 기준으로서 ICNIRP

세포실험으로

연구를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한편, 부록에는 학회 전자기장과

기준을

생체관계연구회에서

인체보호기준’과 CENELEC의 측정기준에 근거한

번역하여

WHO

EMF

웹사이트에 게시된 ‘휴대전화 기지국, 레이더 및
중간주파수 전자파에 대한 WHO fact sheet

준용한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전자기장 세기 측정 방법‘을 각각 발표하였다.
2000년 국회에서는 국회, 정부, 학계, 연구소 및

한글판’을 수록함으로써, RF 및 IF 전자파의

환경･노동단체

인체영향에 대한 WHO의 공식입장을 공유하고,

｢전자파유해대책위원회」를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일반인의 이해도를

개최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대한 법제화를 위하여

높이고자 하였다.

전파법 제26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를 신설하는

전문가들로
통해서

구성된
정책토론회를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현재의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2절 전자파인체보호기준

현행

전파법

제47조의2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1.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정 배경

인체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전자파측정 대상기자재와
1990년대 초 전자파의 인체 위험성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고,

4

1996년

측정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생활 속 전자파 건강영향 평가(KEHC 2020)

2.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정 시의 주요 논점
정부와 전문가 사이에 국내 인체보호기준 도입에

3. 국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정 시
고려하지 않은 사항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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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점 차이가 컸다. 과학적 근거의 일관성을

① 고시에 기본한계의 개념을 명시하지 않았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국제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② 현실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기본한계를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기준의 일관성보다는 현재

측정하기

국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을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정 시에는 휴대전화에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적용하는 국부노출 한계 1.6 W/kg 외에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 기본한계 값인 0.08

어렵다는

제

2

이유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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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강도기준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이 당시의

W/kg과 직업인 전신노출 기본한계 값인 0.4

제한치 중 가장 낮은 값인 ICNIRP 기준을 준용하기로

W/kg, 그리고 직업인 국부노출 기본한계

합의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적용하는 국부

값인 8 W/kg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2년

SAR기준에 대해서는 3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치열한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공방이 진행되었다: ① IEEE C95.1(1999) 기준인

노트북, 태블릿PC,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

‘1 g 평균 1.6 W/kg’을 채택할 것인가, ② 아니면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하면서 직업인

5

ICNIRP 기준인 ‘10 g 평균 2 W/kg’을 채택할 것인가,

국부노출

장

③ 10 g 평균 2 W/kg’의 제한치에 적절한 안전계수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포함하였다.)

반영하여 1 g 평균 1.6 W/kg 의 기준에 준하는 값으로

등

SAR기준을

4
장

제

모두

제

③ 유도전류 및 접촉전류 제한치 또한 전자파

환산하여 ‘10 g 평균 1 W/kg’으로 제한치를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측정이

적용하자는 제3의 방안도 제시되었다.

가능한 물리량만을 규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SAR 기준에서 IEEE 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기준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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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7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일관성을 해칠 수 있고, 국제기준

④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도입 당시에는 레이다 등

(ICNIRP, 1998)과의 조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펄스 전자파의 기준을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당시 미국, 캐나다, 호주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제

등 일부 국가에서만 채택), ICNIRP 기준인 ‘10 g

펄스폭에 대한 고려 방법과 기준 또한 기준마다

장

평균 2 W/kg’을 채택할 경우 대다수 국가가 선택하는

다르기 때문에 고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기준이라는 점과 민감한 측정에 대한 재현성 확보가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였다. (2018년 레이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기준이 IEEE 기준보다

등이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포함되고,

느슨하게 되어 국민적 설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

28 GHz 대역 5G 서비스 등 밀리미터파 이용이

또한 대두되었다.

현실화됨에 따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펄스

위의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정 당시 정보통신부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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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와 10 GHz 이상 주파수에 대한 평가

장

세부조건이 고시에 추가되었다.)

기준 중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향으로

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국부 SAR 기준은 IEEE 기준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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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 평균 1.6 W/kg’을 고시에 반영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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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체보호기준의 의미 및 동향
인체보호기준과

관련하여

주목할

제3절 IF 전자파에 대한 건강영향
점은

인체보호기준 설정 과정이 유사하고 확인된 건강에

WHO에서는 300 Hz ∼ 10 MHz 대역 전자파를

대한 역효과의 범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SAR 값에

중간주파수(Intermediate

대한 기본한계는 유사하지만 기준레벨, 적용 주파수

전자파로 분류하고 있다. 중간주파수 전자파 노출에

범위 및 기타 세부 사항에서는 ICNIRP과 IEEE의

대한 연구에 있어 한국은 세계 선두 그룹 중 하나이다.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난 2000년 정보통신부에서는 전자파 인체영향

ICNIRP나 IEEE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캐나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ETRI에서는

호주와 같이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국가도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최근 IEEE와 ICNIRP는 각각 2019년, 2020년에

2006년까지 20 kHz IF 전자파 인체영향을 분석하기

RF 대역의 인체보호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

위한 동물실험 연구를 추진해왔었다.

Frequency,

공동으로

IF)

2002년부터

기준들에서는 노출제한치 설정 근거, 평균노출시간,

IF 주파수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는 RF 대역에 비해

안전계수 등을 변경하였으며, 30 MHz이하의

상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대역에서는 기준레벨을 완화시키고, 밀리미터

많은

대역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국원자력의학원, 일본 전력연구소의 Nishimura

개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정 기준을

그룹, 핀란드의 Juutilainen 그룹 등에 의한 연구들이

채택하고 있지 않는데, 각 나라에서 개정된 기준을

IF 대역 전자파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기준과 비교하여 개정에

IF 대역 연구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

따른 사회적, 경제적 효과와 국민적 이해도 및 수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연구는 피부암, 폐암, 및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유방암 등 종양발생에 미치는 영향 규명, 중기 및
장기노출에 의한 동물실험 독성 연구, 정자형성 및
임신 중 태자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ICNIRP (1998)과 개정 지침의 기준레벨 비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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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다. 핀란드 Juutilainen 그룹에서는 임신

늘고 있어 IF 전자파에 대한 위해성 평가의 중요성이

중 생쥐 태자에 미치는 영향, 정자의 수정 능력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강도

대한 영향, 임신 중 또는 신생아단계에서의 노출이

노출을 포함한 다양한 노출레벨 및 노출조건에서의

행동양식 및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IF 전자파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일본그룹에서는 생식능력 및 태아발달에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1
장

제

2

영향, 뇌의 유전자발현에 미치는 영향, 급성 및 아급성

장

독성, 그 외에 세포주를 이용한 유전독성 및
유전자발현 변화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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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RF 전자파에 대한 건강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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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범위
1. 개요
한국원자력의학원,

핀란드

및

일본

제

4

등의

장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피부암, 폐암 및 유방암 등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RF 전자파 노출,

종양발생에 미치는 영향, 중기 및 장기노출에 의한

특히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전자파인체영향에 대한

독성영향, 정자형성 및 임신 중 태자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히 다중노출

5

환경에서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인체영향 연구는

장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

국제적으로 연구를 선도하였으며, 최근 다른

2. 소결론

제

나라에서도 다중노출의 복합적인 환경에서의

6
장

인체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여 다중노출
상기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20
kHz IF 전자파의 유해성을 증명할 만한 연구결과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RF

전자파의

환경적

노출은

제

방송국,

7

없었다. 현재까지 수행된 IF 전자파 연구의 특징을

이동통신기지국 및 휴대전화, 선박･항공･기상

보면, 외국에서 수행된 동물실험은 주로 생식 및 발달

레이더와 같은 무선설비 등에 의한 노출이 주된

연구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발암성 연구는

것이나,

시스템이나

제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또한

레저･보안･안전 등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및 무전기

장

RF 및 ELF 전자파에 대해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등 산업용 무선기기에 의한 노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는 퇴행성 뇌질환, 신경계 질환 및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1년 5월 31일

면역관련 질환 등에 대한 연구는 IF 전자파의 경우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거의 전무 한 실정이며, 높은 노출레벨에 대한 연구도

Cancer)에서는 RF 전자파에 대해 인체 발암 가능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물질 (Possibly carcinogenic) 2B 그룹으로

최근

무선전력전송

세포를 이용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RF 및 ELF

분류(WHO N.208, 2011)하였으며, 이것은 아래의

전자파 연구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다양한

2개 연구결과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자생물학적 방법의 발달로 인해 정밀한 기전적 분석

※ 스웨덴 Hardell의 연구: 휴대전화 및 무선전화

연구가 IF 전자파 노출과 관련된 연구에는 거의 없다.

사용과 뇌종양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환자-대조군

최근 우리 생활 속에 IF 전자파를 사용하는 사례가

연구 수행, 장시간 사용자의 경우 신경교종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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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F(전자파인체보호)

청신경초종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위해 10개 분야 SR(Systematic Review) 팀을

발표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Interphone study(IARC 주도): 14개

한편,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사례를 보면 국가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휴대전화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risk

사용과 뇌종양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communication) 활동의 일환으로 전자파의

장시간, 즉 10년간 1,640 시간 이상 사용한

인체영향에 대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발간, 연구결과

사람에게서 신경교종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발표, 그리고 fact sheet 등의 발간이 활발히

것이

진행되고 있다.

관찰된

것으로

보고

2010년

WHO에서는 RF research agenda를

이번 RF 전자파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는 비록

발표하여 향후 RF 전자파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내에서는 첫 삽을 뜨는 작업이지만 RF 전자파가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필요한 연구 주제들을 권고하였다. 주목해야

시도로 과학적 불확실성의 공백을 점차 메워 가는

할 점은 어린이 등 취약그룹에 대한 연구가

것은 물론, 전자파 위험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권고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4개국 공동으로 Mobi-kids

2. 검토범위

연구를 수행하였다. Mobi-kids 연구는
어린이의

휴대전화사용과

뇌종양과의

KEHC

2020에서는

밀리미터파와

THz

연관성을 고찰하는 연구로서 연구에 참여한

응용기기를 제외하고, 현재 주로 이동통신주파수로

국가 중 대부분은 EU 국가들로 구성. 그 중

이용되고 있는 10 GHz 이하의 전자파 영향에 초점을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 일본만이 참여하였고,

맞추고자 하였다. RF의 주된 생물학적 영향인 열적

조만간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효과 즉, 온도상승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종양성
질환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RF 대역

또한 WHO에서는 2007년에 발표한 ELF 전자파에

전자파의 노출과 종양성 질환과의 상호 관련성 여부를

대한 환경건강영향평가서 (Environment Health

평가하였다. 또한 신경계와 생식 및 발달에 미치는

Criteria, EHC)에 이어 RF 전자파의 건강영향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평가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WHO에서는

갖고 있는 임신 중인 모체의 이동전화 사용으로 인한

약 1,0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태아의 영향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2014년에 초안 작성하였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두었다. 또,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연구를 선도하고

300명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있는 다중노출에 대한 전자파 생체 영향 연구에 대한

접수된 167개의 전문가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고

평가도 함께 다루었다.

초안에 적절히 반영하였다. 또한 WHO 위원회에서는
2018년 6월에 EHC에 포함될 10개의 평가 대상
질환을 선택하여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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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한다. 따라서 고강도의 RF 노출은 우리 몸에

수행되었지만 RF 전자파와 종양 발병률 사이의

열 스트레스와 관련된 생리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확실한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제

1

있으며, 국소 부위의 과도한 열 발생은 화상 등의

역학이나 동물실험 이외에도 발암영향의 기전을

직접적인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현재

규명하기 위한 많은 세포실험 연구가 여러 연구팀에

IEEE/ICNIRP 모두 4 W/kg를 생체 영향의

의해 수행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자파가

임계값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전독성 분석에서 일시적인 DNA 손상 지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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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구팀(Ohtani, Ushyama 등)에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주파수 및

흰쥐가 전자파에 노출되는 동안 자유롭게 움직일 수

변조방식, 사용된 세포주 등의 요인에 의해 그 결과가

있도록 하고 2.14 GHz의 RF 전자파를 전신평균

불일치하고 있다. 또한 유전독성 이외의 다른

SAR 4 W/kg의 강도로 6시간 동안 노출시켜 관찰한

지표에서는 RF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결과, 심부온도가 전자파 노출 전에 비해 약 1.5 ℃

보고되고 있다. 국내 연구팀에서도 RF 단일주파수

제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2016, 복부 삽입형

및 다중주파수 노출에 대한 세포형태, 활성산소종,

장

온도센서 사용), 미국 NTP 연구팀에서는 흰쥐의 경우

항산화효소, 세포주기, DNA 중합 반응, 스트레스

전신평균 SAR 6 W/kg 이상에 하루 9시간 노출을

반응성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전자파에

했더니 1 ℃ 이상의 체온상승을 나타냈고(피하조직

의한 유의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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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형 온도 센서 사용), 생쥐의 경우 전신평균 SAR

최근 미국 NTP와 이탈리아 라마찌니 연구소에서

10 W/kg 까지는 1 ℃ 이상의 체온상승이 관찰되지

수행한 휴대전화 전자파 장기노출 연구에서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Wyde et al., 2018).

발암영향이 보고되면서 RF 전자파의 발암성에 영향

장

제

6
장

한편 국내 아주대 연구팀은 흰쥐에 전신평균 SAR

규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NTP

값이 4 W/kg인 915 MHz RFID 전자파에 8시간

연구는 그 동안 수행되었던 다른 동물실험 연구에

노출시키고, 마취상태와 비마취상태에서의 체온상승

비해 규모가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친 연구이기

7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장

영향을 직장체온측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은 8시간의 전자파 노출기간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동안 체온상승이 1 ℃ 이내로 나타났고, 반면

발암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전의 동물실험들이

마취상태에서 전자파에 노출된 실험동물의 경우

대부분 1년 이내로 이루어졌었다면, 최근 발암영향

비노출군에 비해 체중에 따라 2.6~4.5 ℃ 범위의

동물실험은 2년 이상의 장기노출에서 관찰되었음.

체온상승을 나타내었다(2019).

또한 노출장비 및 측정기술 등의 한계도 연구결과에

지금까지 종양성 질환과 RF 전자파 노출과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미국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역학 연구가

NTP 연구결과에 대한 확인연구로서, 잘 정립된 실험

수행되었지만, 연구 설계의 한계, 노출평가의 정밀성

프로토콜에 의해 정밀한 노출환경을 구축하여

부족, 데이터의 잠재적 교란요인 등의 여러 원인에

2019년부터

의해 RF 전자파 노출과 종양발생에 대한 일관된

체계적인 장기노출 동물실험을 시작하여 현재 진행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RF 주파수에서

중에 있다.

동물모델을 이용한 다수의 발암성 영향 연구가

전

일본과의

세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

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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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제

10

형태로

장

제

휴대전화

사용이

11

급격히

장

9

EMF(전자파인체보호)

증가하면서, RF 전자파 노출이 신경계 및 신경행동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장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에

통계적 검정력이 부족하고 방법론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뇌는 성인의 경우 체중의

전자파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에

2%를 차지하지만, 에너지 및 산소는 전신 소비량의

충분하지 않았다.

20%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뇌에서는 활성산소의

실험조건이 잘 통제된 최근의 연구들은 RF 노출이

생성이 많을 수밖에 없고, 활성산소에 의한 뇌손상을

정상체온 이상으로 온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막기 위한 다양한 기전이 작동한다. 다양한 요인으로

기형발생, 생식, 또는 발달에 대한 영향이 없음을

활성산소가 적절히 제거되지 못하면 뇌 신경계질환이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심부온도의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상승이나 생식기 부위의 발열이 없을 때에는 RF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씨병 등으로 활성산소에

노출의 영향이 없다는 다수의 다른 연구들과

의해 유발되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일치한다.

최근의 역학연구들은 RF 전자파 노출과 신경행동
발달, 인지기능 장애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정상적인 동물을

제5절 결론 및 향후 대응 방향

사용한 연구에서는 전자파 영향이 없거나 악영향이
나타난 일부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질병모델 동물

향후 5G 이동통신 시스템의 활용이 증가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동물모델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밀리미터파의 상업적 응용이 증가하게 되면, RF 대역

전자파가 오히려 인지, 기억력 등을 개선시키는

전자파 노출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또한

능력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주방에서 사용되는 유도가열 조리기 등의 사용 증가,

마지막으로 RF 전자파가 생식 및 발달에 미치는

무선충전기를 포함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영향과 관련하여, 인간의 정자가 휴대전화, 레이더

활성화, 무선을 이용한 다양한 원격제어 및 관리

등 RF 전자파에 취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간

시스템, 전자파를 이용한 치료 및 진단 시스템 등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고, 다양한 관련 연구들이

등장으로 인해 전자파가 미치는 건강영향에 대한

수행되어 왔다.

대중들의 우려는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국외 여러 연구팀에서 수행한 남성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파의 생식영향에 대한 연구는 가정과
직장 등 다양한 RF 전자파 노출 환경에 대한 정량적인

10

IF 및 RF 대역 전자파의 건강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휴대전화

전자파의

평가가 부족하고, 생식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인체영향에 대한 장기간 대규모 연구인 미국 NTP

인자들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연구결과에 제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지고 있다. 전자파 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한 약한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관련성이 보고되더라도 유사한 연구결과에서

결과에 대한 확인연구로서 2019년에 시작하여

일치되는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생식 및 발달에

2023년 종료예정인 한국과 일본의 국제공동연구는

미치는 RF 전자파 영향에 관한 강력한 증가를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제1장 생활 속 전자파 건강영향 평가(KEHC 2020)

한편, 인체보호기준과 관련해서 WHO는 과학적

제

증거에 기반으로 제정한 ICNIRP와 IEEE의 기준을

1

지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ICNIRP나

장

IEEE과 같은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의 협력을
제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2

과학적이며 신뢰성 높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장

국제적 조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제

최근 IEEE와 ICNIRP의 국제기준의 개정작업이

3

완료되어 개정된 인체보호기준이 발표되었다. 이에

장

각 나라에서는 개정된 기준을 자국 인체보호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위해

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도 과학적

장

4

근거 및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을 우리나라 전자파관련 정책결정 방향의 전환의

제

5

기회로 삼아, 과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엄격한

장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기준설정의 정책적 철학에서
앞으로는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을 채택한다는

제

6

철학으로 정책이념을 바꾸어 국제기준과 조화를

장

이루고, 하나의 통일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한치를 설정하기 위해 개정된 국제기준 중의 하나를

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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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EHC 2020 작업은 우리나라에서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한 최초의

제

작업으로서, 본 평가서가 앞으로 관련 연구자와 기관,

8
장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되어 향후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규명을 위한 연구방향 설정, 국내

제

인체보호기준 개정 및 정책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9

되기를 바란다. 이번 평가서를 초석으로 하여, 앞으로

장

국내외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제

통해 KEHC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이 지속적으로

10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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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재희, 안준오
(미래전파공학연구소)

국내 전자파 인체안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서론
전자파 인체안전 양방향 소통 활동
전자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한 콘텐츠 제작
결론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올해 실시한 다양한 전자파

제1절 서론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전파를 활용하는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 또한
많아지면서 일반인들은 전자파로 인한 인체영향에

제2절 전자파 인체안전 양방향 소통 활동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인들의
전자파 인체안전에 대한 염려는 전자파에 대한 객관적

국민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있는

불식시키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막연한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에 더해 전자파가 건강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있어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는 초등학생, 청소년, 교원

상황이다.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 안전 교육을 진행하였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잘못되고 부정적인
정보의 확산을 완화시키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라이브로

위해서는 과학적인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와

한국전력공사가 함께 전자파바로알기! 온라인 퀴즈

더불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회를 개최하였다. 양방향 소통 활동의 구체적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12

인터넷 유튜브를 활용하여 전자파 안전포럼을

미래전파공학연구소가

진행하였고,

국립전파연구원과

제2장 국내 전자파 인체안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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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1년도 전자파 바로 알기! 온라인 퀴즈대회

제

6

라이브 방송 형태로 진행하였다. 본 포럼은 전자파

1) 전자파 바로알기! 온라인 퀴즈대회

장

인체영향 대국민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해 왔으며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력공사가

함께

온라인으로 ｢전자파 바로 알기! 온라인 퀴즈 대회｣를

올해는

9회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포럼은

제

‘팩트&이슈체크’ 전자파 인체보호라는 주제로

7

진행하였다. 생활 속 전자파 15문항, 송･변전 전자파

최형도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전

장

10문항으로 퀴즈를 제출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

최일선 전자파 인체보호 법･제도’에 대한 기조연설을

가능하도록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실시하였고,

시작으로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명동 팀장 ‘공동주택

퀴즈온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무선국

정보제공과 이해 확산 활동을 전개하였다. 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박사 ‘전자파 이슈

행사에서는 1등, 2등, 3등 퀴즈대회 우승자에게는

팩트체크(전자파 과민증, 손선풍기, 기지국, 최선

상품을 지급하여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언론 이슈)’등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유도하였다.

전자파

민원

측정

제

8
장

사례’,

제

9
장

또한 평소 국민들의 전자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제

있도록 일반인의 사전질의 및 실시간 질문을 통해

2) 온라인 생중계 전자파 인체안전 포럼
개최
올해

개최된

｢전자파

인체안전

포럼｣은

COVID-19로 대면접촉을 자제하기 위해 온라인

10

전문가가 응답하며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온라인

장

포럼을 통해 실시간 참여자(유튜브 채널 댓글･질문)에게
제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1

노력 하였다.

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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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1년도 제9차 전자파 안전포럼

3) 대상별 맞춤형 전자파 인체안전 교육
개최

퀴즈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COVID-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어린이, 주부, 교원(온라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자파

실시하였다. 올해는 COVID-19 장기화로 인해 교육

교육을

대상 학교의 섭외가 어려웠지만 청강한 학생들의

실시하였다. 본 교육에서는 전문가 강연을 통한

호응과 몰입이 전년도에 비해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전자파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평가가 있었다. 교육내용은 크게 3가지 활동으로

실험을 통한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진행되었는데, 우선 전자파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제공하고 평소 궁금했던 전자파에 대한 질의 응답을

다음으로 전자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a) 어린이 전자파 안전교육

인체안전

(b) 청소년 전자파 안전교육
[그림 2-3] 어린이, 청소년 전자파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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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 등의

전자파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에서

테마로 참여형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용되는 전자파,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전자파 안전교육을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 등으로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구성된다. 올해는 전국 유치원･초･중등 교원 및 교육

내용으로 굉장히 흥미로웠고, 강사분들이 이해하기

전문직 382명이 동영상 교육에 참여하였다. 본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동영상 교육결과 선생님의 직무수행과 관련되었다는

많았다. 교사의 경우는 “앞으로 닥칠 미래 사회에

응답이 ‘매우 그렇다’는 215명(65%), ‘그렇다’

전자파는 인체 안전에 더욱 밀접한 관련이 될 것이다.

108명(32%)로 직무수행능력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위한

의견이 98%에 이르는 등 교육 효과가 좋은 것으로

교육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라며 교육의 만족도가

판단된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높은 편이었다.

제

4
장

4) 교원 대상, 전자파 안전교육 콘텐츠
온라인 교육

제3절 전자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한 콘텐츠 제작
제

5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전자파 이용에 대해 정확하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사를 대상으로

이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

제

6
장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소통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일반인들이 많이 시청하는 과학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전자파 안전교육 콘텐츠의

유튜브

제작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애니메이션으로 제작) 및 생활공간 전자파

7

콘텐츠에는 ‘전자파, 넌 누구니?’ 라는 제목으로

측정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하였고, 전자파 가이드북

장

25분간 동영상이 진행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전자파

채널을

활용하여

전자파

안전교육

제

제

8
장

제

9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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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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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그림 2-4] 전자파, 넌 누구니?-함께 배워보는 교원 전자파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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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보호기준을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CM송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촛불은 전자기파가 될 수

활용한 공익광고 콘텐츠도 개발하였다. 이러한

있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콘텐츠의 제작은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항을

일반인들이 전자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반영하고 향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다양하게

위해서 빛과 전자파에 대한 설명을 담은 동영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콘텐츠의

빛도 전자파의 한 종류임을 전자기학의 역사를 통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명하는 내용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콘텐츠는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및 유튜브 30만 명 구독자를

1) 전자파 안전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동영상 제작

확보하고 있는 ‘과학쿠키’ 채널을 통해 방송하였다.

[그림 2-5] 전자파 안전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동영상 제작

[그림 2-6] ‘손선풍기 전자파 발암물질 사실일까?’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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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생활속 전자파 안심하세요‘ 공익광고 광고용 홍보 영상 제작

제

2) 유튜버를 활용한 전자파 측정영상 제작

6

꼭 필요한 제품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서 홍보

장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전자파! 잘 알고 잘 쓰면
새로운 매체로 떠오른 유튜브에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 전자파 동영상을 제작하여

고마운 친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우리

제

생활제품은

7

방영하였다. 올해는 약 13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으므로

장

있는 ‘지식인 미나니’라는 채널을 이용하여 “손선풍기

안심해도 된다’라는 주제로 제작을 하였다. 본

전자파 발암물질 사실일까?”이라는 주제로 유튜버가

공익광고에서는 시청자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도하기

손선풍기, 가전기기, 생활공간 등에서 전자파를 직접

위해 전파돌이 탈을 이용한 영상과 CM송 등을 통하여

측정하고 그 값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며,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제

8
장

제

또한 전자파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3) ‘생활속 전자파 안심하세요’ 공익광고용
홍보 영상 제작

9

4) 전자파 인체안전 가이드북 제작

장

생활공간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제

10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 신청을 통해 선정된 생활

장

제품･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이해하기
전자파를 주제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쉽도록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본

공익광고 형태로 방송을 진행하였다. TV, 휴대전화,

가이드북에는 홈캠CCTV, 어항 여과기 필터,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냉장고 등 우리 생활에

음식물처리기, 가정용 커피머신, 다중 무선충전기

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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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대, 가정용 빔프로젝트, 가정용 게임기, 허리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대국민

찜질기, 유아용 통풍시트,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동

소통 활동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손소독기, 열감지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생각한다. 이러한 활동은 전자파에 대한 잘못된

측정결과를 담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북은 국민들이

정보의 유통으로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전자파 안전에 대해 궁금하거나 우려하는 생활용

인식의 확산을 막고, 일반인들이 전자파 인체영향에

가전제품과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전자파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차단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도 다양한 전자파 리스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유튜브를 활용한 소통 진행, 라이브
방송을 통한 포럼 진행, 공익광고를 통한 일반인들의
관심 유도 등의 활동을 전개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제4절 결론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전자파 인체영향과
관련된 갈등은 단시간에 해결될 주제는 아닐 것이다.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 화상회의,

따라서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정확한

온라인 수업 등이 일상화되면서 전파를 활용한 기기의

정보의 전달을 위한 다양한 소통활동은 지속적이고

사용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파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인체영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사료된다.

막연하게 전자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파와

인체영향이라는

주제는

양자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과
유해하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과 전자파
발생 기기의 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그림 2-8] 우리 주변의 전자파,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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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TC106 MT3

전상봉, 이애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 개정 내용
제3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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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TC106 산하 조직의 구성은 5개의 유지보수팀

제1절 서 론

제

4

(MT, Maintenance Team), 2개의 프로젝트팀(PT,

장

Project Team), 2개의 작업 그룹(WG, Working
IEC TC106은 전자파 인체 영향과 관련한 무선국,

Group)과 IEC/IEEE 공동으로 구성된 3개의

휴대전화, 무선 전력 전송기기 등 0 Hz ~ 300 GHz

공동작업그룹(JWG, Join Working Group), 5개의

5

범위의 다양한 전자파 발생원으로부터 전자파 인체

공동유지보수팀(JMT, Joint Maintenance Team)

장

노출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을 다루는 위원회이다.

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중 유지보수팀인 MT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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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실제 최대 전송 전력을 기반으로 한 적합성 준수에 대한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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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인체 영향 평가에 관한 내용을

조건을 가정하여 평가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다루며 한국을 비롯하여 19개국에서 67명의 위원이

무선국의 최대 출력 전력이 73 dBm 인 경우, 전자파

활동 중이다.

노출량 평가는 73 dBm 출력에 대해서 노출 수준이

IEC TC106 MT3에서는 무선국에서의 전자파

평가되었다. 하지만, 현재 운용되는 무선국들은

노출 측정방법을 다루는 IEC 62232 표준과 무선국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력 제어를 통해

평가에 대한 표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5G NR 서비스는 트래픽 변동에

발행된 IEC TR 62669 문서에 대한 유지보수를

따라 무선국에서의 출력은 상당히 가변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작업반에서의 주요 이슈는 새로운

변한다. 따라서, 대부분 운영 중인 무선국이 전송하는

5G 서비스에 대한 무선국의 전자파 노출평가 내용을

실제 전력은 일반적으로 설계된 전력에 비해 시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례 연구 형태의

평균된 전력이 낮다. 본 평가 방법은 적합성 평가를

내용을 포함하는 IEC TR 62669가 2019년에

위해 실제 최대 전송 전력 또는 등가 등방 복사

발행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IEC 62232 표준의

전력(EIRP, Equivalent Isotropic Radiation

개정을 진행 중이다[1]. 표준 문서는 2019년 12월

Power) 접근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노출에 대한

5G 무선국 전자파 노출량 평가를 포함한 개정 문서가

과대평가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최대 노출

작성되어 각국에 회람이 되었고, 검토 의견을

전력을 이용한 평가 방법은 제도를 운용하는

반영하여 수정된 문서가 2021년 9월 투표가

주체로서는 실제 최대 노출 조건을 증명할 방법이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는 100 % 찬성으로 통과되어

명확하지 않으면 채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이러한

2022년 8월 최종 표준 문서 발행을 준비 중이다.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운용 중에 네트워크

본 고는 IEC TC106 MT3의 IEC 62232 표준의

운영사가 제시한 실제 최대 노출 전력을 넘지 않음을

개정 내용 중심으로 특히, 5G 무선국 전자파 노출량

증명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반영되었다. 실제 최대

평가 표준에서의 핵심적인 개정 내용으로 실제 최대

노출 전력을 이용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노출

transmitted

운영사가 실제 최대 전력 임계값 또는 실제 최대

power)을 이용한 평가방법과 5G NR(New

EIRP 임계값을 제시하고 이를 넘지 않음을

Radio)의 동기신호블럭(SSB, Synchronization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 무선국 설치

Signal Block) 측정을 통한 외삽 방법에 대해서

적합성 보고서에 명확하게 식별되고 문서화 되어야

소개하고자 한다.

한다.

전력(Actual

maximum

그림 3-1은 실제 최대 전송 전력을 기반으로 한
적합성 평가 준수에 대한 순서도를 나타내었다. 실제

제2절 주요 개정 내용

최대 노출 전력을 이용한 평가 방법의 절차는 첫째,
누적 분포 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평가를 통해 CDF 곡선을 구해야 한다.

1. 실제 최대 노출 전력을 이용한 평가 방법

둘째, CDF에서 적용할 실제 최대 노출의 임계값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CDF의 95 % 혹은 90

일반적으로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평가를
위해서 최대 노출 전력을 이용하여 최악의 노출

20

%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결정은 필요에

제3장 IEC TC106 MT3

따라서 정부 혹은 전파 관리 기관 등과의 협의에

포락선은 사용자의 단말기가 무선국을 찾을 수 있도록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셋째, CDF 곡선에서 결정된

무선국에서 보내는 신호로써 모든 빔에 대한 최대

임계값일 때의 출력 전력을 확인한다. 넷째. 결정된

EIRP로 정의된다. Broadcast EIRP의 포락선의

임계값 출력 전력을 무선국의 파라미터로 설정한다.

경우, 전체 자원 그리드(RG, Resource Grid)의 모든

다섯째, 무선국의 출력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자원 요소(RE, Resource Element)가 실제로

한다. 특히,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정부 혹은 전파 관리

Broadcast 신호 일부를 전송하는 RE와 동일한

기관에서 요구할 때 제시 가능해야 한다. 여섯째,

전력을 전송한다고 가정한다. Traffic EIRP

무선국에 대한 특성 파라미터의 변경이 발생하면 셋째

포락선은 모든 신호 유형을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단계로 가서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있는 모든 빔에 대한 신호로 인한 최대 EIRP로

대해서 최근에 5G 무선국에 대한 전력 제어 방법

정의된다. 주어진 방위각 및 고도각에서 Traffic

및 실제 측정을 통해 검증한 결과들이 논문으로

EIRP 포락선과 Broadcast EIRP 포락선의 비율은

제

발표되었다[2-4].

해당 방위각 및 고도각에서 외삽 인자(FextBeam)이다.

장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4

Broadcast와 Traffic 포락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5G NR 외삽 평가 방법

외삽 인자는 현장 측정으로 추정할 수 있다[5]. 평가에

제

5

대한 외삽된 전기장 강도는 아래 식을 사용하여
5G NR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서는 서로 다른
신호를 서로 다른 빔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른 빔의

장

얻거나 자기장 및 전력 밀도에 대한 등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제

전력, 이득, steering 방향, 빔 모양 및 편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호는 Broadcast

6
장

as m t  b r oad cas t × 
extBeam × BW × PR × TDC

신호와 Traffic 신호로 구분된다. Broadcast 신호는
5G 물리적 방송 채널(PBCH, Physical Broadcast

제

여기서, Easmt는 외삽된 전기장 강도(V/m),

7

CHannel) 또는 4G LTE 기준 신호(RS, Reference

Ebroadcast는 가장 강한 Broadcast 신호의 자원요소당

장

Signal)로 구성된 신호로써, 단말기의 트래픽으로

평가된 전기장 강도(V/m), FextBeam는 측정 위치

인한 시간 변동 없이 동기화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방향에서 Traffic EIRP 포락선 대 Broadcast EIRP

무선국에서 사용되는 안정적인 기준 신호를 말한다.

포락선의 비율에 해당하는 외삽 인자, FBW는

Traffic 신호는 무선국이 사용자의 트래픽 데이터를

Broadcast 신호의 전체 반송파 대역폭과 부반송파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향 링크 신호이며, 빔

주파수 간격의 비율, FPR는 실제 최대 노출 방식을

포밍의 경우 트래픽 및 공간적 변동으로 인한 시간

사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1로 설정되는 전력 감소

변동이 발생한다. Broadcast 신호는 사용자 특성과

인자, FTDC는 모든 신호의 최대 듀티 사이클이다.

트래픽 부하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전송하게 된다.

Easmt는 트래픽 빔에 할당되고, Broadcast 신호의

여기서, 기준 신호는 5G NR에서 SSB를 가르킨다.

기여를 포함하여 (실제 또는 이론적) 최대 전송 전력을

Broadcast 및 Traffic 빔에 대한 EIRP 포락선은

가정하여 결정된다. Broadcast 신호에 대한 안테나

외삽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EIRP는 일반적으로 트래픽 빔에 대한 안테나

일반적으로 EIRP 포락선은 방위각과 고도각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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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RP보다 훨씬 낮으므로 Easmt는 보수적으로

장

함수이며 셀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Broadcast E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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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Broadcast 신호가

위상을 높이고 있다. COVID-19 상황에서 방대한

무선국 최대 전송 전력의 소량에만 기여하므로 이

범위의 표준을 비대면 회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가정은 Easmt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표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예상된다.

잘 마무리되어 훌륭한 표준이 발간되기를 기대한다.

5G NR 무선국에 대한 최대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외삽 방법은 기준 신호 측정을 통해 Easmt를 도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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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4

제2절 IEC TC106 WG9 동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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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30 MHz에서 300

5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C 106(TC106:

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radiative WPT에

장

Technical Committee 106) WG9 (Working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절차에 대한

Group 9: Addressing method for assessment

기술보고서는 2021년 2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of wireless power transfer related to human

CD(TR 63377 CD)에 대한 회원국 회람이 있었다.

exposure

and

투표에 참가한 국가는 32개국이며, 18개 국가에서

2019년부터

392개의 comment가 있었다. 편집, 일반적인 사항,

30MHz 이상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radiative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의견이 각각 222개, 108개, 62개

무선전력전송(WPT: Wireless Power Transfer)

있었다. 한국에서는 28개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to

electromagnetic

electric,

International

magnetic

fields)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에 대한

TR 63377 CD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보고서 발행을 작업을 진행 중이며, 4회의 web

Radiative

WPT

시스템은

제

6
장

제

7
장

제

8

narrow

장

meeting 회의가 개최되었다. PT63184(Project

beam-forming systems(단거리/장거리에서 단일

Team 63184: Human exposure to electric,

사용자에게 narrow beam 전송), wide-beam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는 2020년

system(단거리에서 여러 사용자에게 광대역 beam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PAS(Publicly

전송), spatial closed system(closed area에서

available Specification) 출판을 위해 회원국

space diversity(multi-path propagation)으로

제

회람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 5월 PAS 발행하였다.

분류할 수 있으며, TR 63377 CD에서는 이러한

10

PT 63184에서는 발행된 PAS와 회람을 통해 제시된

시스템들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에 의한 노출량인

각국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 표준 출판을 위한

전자파 강도, SAR, power density에 대한 일반적인

제

CDV(comment Draft for Voting)를 위한 작업

평가를 다루고 있다(그림 4-1 참고). TR 63377 CD는

11

중에 있으며, 4회의 web meeting을 개최하였다.

radiative WPT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과 인체

장

제

9
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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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Radiative WPT 시스템

노출량 평가를 진행할 때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인

고려한 평가 절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사항들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부록에는 평가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절차, coupling mechanism, 수치해석 방법,

할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술한 절에서는 평가

연구사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그림 4-2

프로세스, 평가 준비 절차, 평가 방법, 불확정도에

참고).

관하여 기술하였다. Radiative WPT에 대한 평가

Radiative WPT는 다양한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절차는 그림 4-3에서 보인 바와 같이 평가 준비,

다양한 기기들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radiative

측정 또는 계산, 그리고 불확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WPT 기술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평가 준비 절차는 평가를 위한 key parameter,

이를 고려하여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적용할 기준값, 그리고 평가 방법 결정에 있다. 전자파

한다. TR 63377 CD에서도 이러한 노출 환경을

인체 노출량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평가 목적,

[그림 4-2] TR 63377 CD 목차

24

제4장 WPT 시스템 국제 표준화 동향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그림 4-3] Radiative WPT 평가 절차

제

4
장

평가 영역, 그리고 평가할 기기의 RF 특성을 결정해야

거리에서뿐만 아니라 더 먼 거리에서도 나타날 수

한다. Radiative WPT 시스템의 평가는 product

있어서 추가적인 노출량 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

5

compliance와 product installation compliance
라는 두 가지 평가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product

평가 방법은 노출 매트릭스와 평가 방법의 적용

compliance는 WPT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TR 63377

위해 RF 노출량에 대한 정보를 제품 사용자들에게

CD에서는 평가 방법 결정의 프로세스는 IEC
of

RF

장

제

6
장

제공하기 위해 실행한다. 이 경우 평가는 시장에

62232:2017(Determination

Field

출시하기 전에 anechoic chamber, near-field

Strength, Power Density and SAR in the

test lab, SAR lab 등과 같은 적절한 실험실에서

Vicinity of Radiocommunication Base Station

7

수행되어야 한다. WPT 시스템의 제품 설치를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Human

장

위해서는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품의

Exposure)의 7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고

사용자에게 RF 노출량에 대한 노출량 정보를

있다(그림 4-4 참조). 평가는 RF 전자파 강도, power

제공해야 하며, WPT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영역의

density, SAR 또는 이것들의 조합을 평가해야 한다.

총 노출 레벨을 결정해야 한다. 평가는 실내외 상황을

평가 구성을 정의할 때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WPT 시스템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

고려해야 한다. 계산방법과 측정 장비에 대한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는 다른 전자파 노출

요구사항과 검증은 다른 표준들에서 다루고 있다.

소스 및 환경의 가능한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Radiative WPT 시스템에 대한 인체 노출량 평가는

WPT 시스템의 전자파 특성은 기기와의 거리에 따라

계산과 측정 절차를 결합한 평가 방법이며, 이에 관한

달라지며, 그에 따라 노출 영역은 reactive near

연구는 좀 더 필요하다. 인체 노출량 평가는 radiative

field, radiating near field, far field로 분류할

WPT 시스템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될

수 있으며, field 영역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수 있는 모든 거리와 위치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송신

평가를 진행한다. 최대 인체 노출은 송신기와 가까운

안테나의 main lobe 뿐만아니라 side lob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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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Radiative WPT 평가 절차결정을 위한 순서도

포함하는 넓은 영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최근 발행된 ICNIRP, IEEE 기준 추가

불확정도는 평가 물리량에 따라 이미 출판된

- phantom 요구사항 추가

표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따른다.

- 사례 연구 결과에 데이터 및 정보 추가 필요

부록 A는 WPT 시스템의 송신 시스템이 멀리

- uncertainty 내용 추가 및 잘못된 수치 수정

떨어져 있는 경우 tissue layering effect나 해부학적
인체모델의 partial-body resonance에 의한 SAR

현재(2021년 11월 30일)는 각국에서 제시한

증가 가능성을 보상하기 위한 enhancement

의견들에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DTR(Draft

factor에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평가 방법을 기술하고

Technical Report)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2년

있다. 부록 B는 전자파 강도, SAR, power density에

일사분기에 DTR에 대한 각국 회람이 있을 예정이다.

대한 평가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부록 C는 WPT
시스템이 동작 중일 때 주변 사람의 노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출 저감 기술을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록 D는 최악의 노출 상황에서 radiative

제3절 IEC TC106 PT63184 동향

WPT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결합 메커니즘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부록 F는 계산방법, 부록 G는

PT63184는 2018년부터 1 kHz에서 30 MHz에서

900 MHz 대역 시스템과 2.4 GHz 시스템에 대한

대역에서 동작하는 WPT 시스템에 대한 평가 절차에

인체 노출량 평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 표준을 진행 중이다. 표준 발행이 지연되고

각국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있음에 따라 2020년 IEC 사무국에서는 다른 적절한

- 용어 정의: narrow/wideband bandwidth,

결과물 발행을 권고함에 따라 PAS 발행이

power denstiy(PD, SAPD, sPD, psPDn),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회람이 2020년

DRL/ER

10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 실시하였다.

- coupling factor(enhancement factor)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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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의 투표 결과 86.7 %가 PAS 발행을
승인하였으며, 195개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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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PAS 63184 목차
제

63184는 2021년 5월에 발간되었으며, 현재는 PAS

전자파에 의한 직접 효과를 고려한 평가 절차는 그림

승인을 위해 회원국 회람에서 수집된 의견들을

4-6과 같이 기준 레벨 및 기본한계 평가 등 4단계

바탕으로 CDV 준비 중이다.

평가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노출 상황에 따라

PAS 63184는 1 kHz에서 30 MHz 대역에서

적절한 단계를 사용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작하는 WPT 시스템에 방사되는 전자파에 의한

첫 번째 단계는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코일 전류를

인체 노출량에 대해 전자파 강도, 내부 전기장, SAR,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력 밀도, 접촉 전류를 측정 또는 계산을 통해 얻은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주변에서의 입사 전자파를 기준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레벨과 비교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기본한계에

PAS 63184는 평가 절차, 측정, 방법, 수치해석 평가

대한 입사 전자파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본한계에

방법, 측정과 수치해석이 결합한 방법, 평가 사례

대한 입사 전자파 평가는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5 참고).

불균일한 노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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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인체 노출량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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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coupling factor)를 사용한 평가 방법을

기술보고서나 표준을 이용하여 인체 노출량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기본한계에 대한 유도

평가하는 관련 업계나 표준화 위원회에 이바지해야

전기장과 SAR를 측정 또는 계산하여 인체보호 기준

할 필요성이 있다.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PAS 63184에서는 인체 노출량 평가는 측정,
수치해석, 측정과 수치해석으로 결합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예는
부록 I와 J에 소개하고 있다.
PAS 63184 출판을 위해 회원국들에서 제출한
의견 중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이
되는 내용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CDV문서에
대한 회원국 회람이 있을 예정이다.
- WPT 시스템 주변에서의 전기장 측정 및 수해석
방법
- 전기장을 이용한 capacitive WPT system의
평가 방법
- 공간 평균, 시간 평균
- 결합 계수를 이용한 평가 방법
- 수치해석 방법

제4절 결론
Radiative WPT 시스템에 의한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보고서는 2022년에 출판을 위한 DTR에 대한
회원국의 회람이 있을 예정이며, 1 kHz에서 30 MHz
이하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자기 유도 방식을 이용한
WPT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절차에 대한
표준을 작업중인 PT63184에서는 CDV에 대한
회원국 회람이 있을 예정이다. 기술보고서나 표준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국 회람이 시행할
때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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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t WG (JWG) 11 / 12 / 13 활동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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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제2절 본론
제3절 결론

권혁춘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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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 논의 사항도 살펴볼 예정이다.

제1절 서론

장

제

본 고에서는 휴대용 모바일 기기 (이하, 휴대 단말)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6

제2절 본론

장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TC 106
기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
표준화의 주요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론에서는 첫째,

7

IEC TC 106 공동작업그룹 (Joint WG, JWG) 11

장

먼저 새롭게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흡수전력밀도

/ 12에서 진행 중인 APD 인체영향 평가방법 개발

(Absorbed Power Density, APD)의 인체영향

논의 배경, 국가별 규제 개발 현황, 그리고 논의 중인

8

평가방법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며, 이의 논의를

평가방법 (안)을 다룰 것이며 둘째, IEC TC 106

장

촉발시킨 국제 비이온화 방사 보호 위원회 (The

JWG 13에서 논의되는 유럽의 몸통 전자파흡수율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측정 평가 이격

Radiation

글로벌

거리 (피시험기기 (Device Under Test, DUT)와

인체보호기준의 변화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볼

인체 모형 (Phantom) 사이의 측정 이격 거리) 이슈에

것이다. 또한 지난해 9월, 유럽 집행위원회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래 [그림 5-1]은 위 논의들이

(European Commission, EC)를 통해 프랑스

이루어지고 있는 IEC TC 106 기술위원회 산하의

규제기관 (French Frequency Agency, ANFR)의

작업그룹 범위를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Protection,

ICNIRP)의

제

제

9
장

제

10
장

제

이슈 제기로 시작된 휴대 단말 인체영향 평가의

11

실질적 측정 평가 이격 거리 관련하여 표준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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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IEC TC 106의 휴대 단말 관련 표준화 작업그룹
(Joint Working Group (JWG) 11 / 12 / 13)

1. 흡수전력밀도 (APD) 표준화 동향

대한 APD로 표현되는 실질적인 기본한계 값 (Basic
Restriction, BR) 규정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그림

지난 2019년 시작된 5G 이동통신 시대의 도래와

5-2, 5-3]은 새롭게 개정된 ICNIRP Guidelines

함께 mmWave 주파수 대역이 사용 확대되면서

2020의 기준 변경 그리고 휴대폰과 같은 휴대용

2020년 4월, ICNIRP에서는 mmWave를 포함하는

모바일 기기 (Mobile) 및 기지국과 같은 고정형 기기

6GHz 이상 주파수 대역과 관련된 인체보호기준의

(Fixed)에 적용될 수 있는 인체보호기준을 간략히

규정을 20여 년 만에 개정 (ICNIRP Guidelines

구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2020) 하였다 [1]. 특히 본 고에서 다룰 휴대 단말의

최근에는 6GHz 비면허 주파수 대역 (5.925GHz

인체영향 평가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6GHz

~ 7.125GHz, 지역별 국가별 상이)을 주로 이용하는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의 새로운 인체보호기준

WiFi 6E 기술의 출현으로 동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규정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ICNIRP

휴대 단말의 APD 인체영향 평가 논의 및 규제 개발,

Guidelines 1998 [2]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휴대

그리고 이에 대한 인증 적용 [그림 5-4] 등이 미국

단말과 같은 국부 노출 환경에 대한 인체영향 평가의

연방통신위원회

신규 개념으로, 실제 인체 표면에 흡수되는 에너지에

Commission, FCC) 및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그림 5-2] ICNIRP의 인체보호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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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규정 개정에 맞춰 APD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Development Canada, ISED) 등 주요 규제기관을

인체영향 평가방법 표준을 발 빠르게 개발 진행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3]. 물론, IEC에서도 ICNIRP

중이다.

(Innovation,

Science

and

제

1
장

제

Device Types &
Applications

• ICNIRP 1998

2

• ICNIRP 2020 개정

장

BR (Basic Restriction)

BR (Basic Restriction)

<10 GHz : Whole body SAR , 0.08 W/kg
10 GHz – 300 GHz : PD, 10 W/m2

< 300 GHz : Whole body SAR , 0.08 W/kg

RL (Reference Level)

RL (Reference Level)

…

Freq.

E-field
(V/m)

H-field
(A/m)

B-field
(uT)

PD, Seq
(W/m2)

2G300 GHz

61

0.16

0.20

10

3

Freq.

Incident
E-field
(V/m)

Incident
H-field
(A/m)

Incident
PD, Sinc
(W/m2)

2G300 GHz

N/A

N/A

10

……

BR (Basic Restriction)

BR (Basic Restriction)

< 10GHz : Localized SAR,
Head/Body : 2 W/kg, Limbs : 4 W/kg
10 GHz – 300 GHz : PD, 10 W/m2

< 6GHz : Local SAR,
Head/Body : 2 W/kg, Limbs : 4 W/kg
6 GHz – 300 GHz : PD / Local Sab , 20 W/m2

RL (Reference Level)

RL (Reference Level)

Freq.

E-field
(V/m)

H-field
(A/m)

B-field
(uT)

PD, Seq
(W/m2)

2G300 GHz

61

0.16

0.20

10

Freq.

Incident
E-field
(V/m)

Incident
H-field
(A/m)

제
장

제

4
장

제

5
장

Incident
PD, Sinc
(W/m2)

2 G - 6 GHz

N/A

N/A

40

6 G - 300 GHz

N/A

N/A

55/fG0.177

300 GHz

N/A

N/A

20

제

6
장

[그림 5-3] ICNIRP 2020 Guidelines 인체보호기준 규정 개정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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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

11
장

[그림 5-4] FCC의 Interim Guideline (참고: 2021년 TCBC Workshop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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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EC TC 106 JWG 11 / 12에서는 APD에

나. 기본 전제 및 기술 개발 (안)

대한 인체보호기준 검토 및 신규 평가방법 개발에

인체 모형 내부로 전달되는 에너지 전체가 Cube에

대한 필요성 등 표준화 추진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흡수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SAR과 PD 간

5월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발 범위로 표준 규격을

수식 계산에 근거한 변환 인자 (Conversion Factor,

개발하기로 하였다.

CF)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표준 개발 진행 [그림 5-5]
현재는 4MHz ~ 10GHz 주파수 범위까지의 SAR

가. 표준 규격 개발 방향 및 주파수 대역 범위

인체영향 평가 국제 표준인, IEC 62209-1528:2020

- 6GHz ~ 10GHz 주파수 대역 범위에서 공개

및 상용 SAR 측정 장비가 이용 가능한 상황으로

규격서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특히 실제 Validation source 등이 이용 가능하여

PAS) 형태로 개발

SAR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에 이를 기반으로

- 측정 및 수치 계산 방식 등 모두 검토하여 개발

APD 인체영향 평가방법 표준을 개발하자는 의견
합의가 이루어져 규격 초안이 개발 중에 있으며 [그림

예정
- Proof of Concept 설명, Validation,

5-6], 2022년 상반기 내 표준 규격의 최초 안 개발

Uncertainty, Averaging Area 등 기술 내용

및 국가별 회람을 목표로 계획 수립하여 진행 중이다.

포함

이후에는 적용 주파수 범위 확장 (10GHz ~ 300GHz)

- 연계 표준 규격인, IEC 62704 Series 및 IEC

및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s, IS) 규격

63195 Series, 그리고 IEC 622091528 관련

작업을 목표로 이에 대한 신규 인체모델 및 평가방법

표준 참조

등의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5] 기본 개념 및 표준 개발 방향 (참고: IEC TC 106 JWG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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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본 표준 규격 개발로 ICNIRP Guidelines
1998의 실제 제품 인증 적용 관점에서 제기되어 왔던

노출과 국부 노출에 의해 발생했던 인체영향 평가의

제

실질적 차이를 고려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

6GHz 주파수에서의 Transition 효과 (SAR → PD

장

혹은 PD → SAR로의 평가 파라미터 변경)에 대한
제

불연속성 (Discontinuity) 문제 즉, 6GHz 주파수의

2

인체보호기준에 따른 SAR 인체영향 평가와 전력밀도

장

(Power Density, PD) 인체영향 평가 적용 시
제

인체보호기준 값 차이에 따른 실질적 최대 가용

3

출력의 격차를 현실적으로 보정하는 효과가 있을

장

것으로 기대한다 [4]. 이는 ICNIRP Guidelines
2020의 규정 개정으로 전력밀도 평가 측면에서 전신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그림 5-6] 작업중인 APD 인체영향 평가 절차 및 타 관련 표준 규격의 활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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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인체영향 규제 및 표준화 동향

EU Regulation No. 1025/2012 제11조항을
근거로 위 EN 50566:2017 표준 규격의 개정 변경을

지난 2014년, 유럽 내 사용되는 모든 무선 기기에

요구함으로써 인체 밀착 조건 사용을 고려한 0mm

적용되는 전자파 필수 요구사항을 규정한 무선 기기

측정 이격 거리 조건에서의 Body SAR 평가 강제화

지침 (Radio Equipment Directive, RED)이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측정 평가 이격 거리에 대한

발표되었다 [5]. 이를 근거로 2016년 6월 이후부터는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제기하였다. 이후 [그림 5-7]과

모바일, 테블릿, 랩톱 등 휴대용 무선 기기의

같은 휴대 단말의 Body SAR 시험 결과들이 프랑스

인체영향에 대한 평가 기준은 실사용 조건

규제기관 및 IT’IS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실제

(Reasonably Foreseeable Condition of Use,

유럽에서 통용되는 휴대 단말에 대한 시험 결과

제17조항 의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

발표를 기반으로 Body SAR 평가의 측정 이격 거리는

절차로 몸통 인체영향 준수 (이하, Body SAR)에 대한

0mm ~ 5mm 이격 거리에서 Worst Case 조건

측정 평가 이격 거리는 유럽 표준규격 - EN

검증 및 시험 필요성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50566:2017 (휴대 단말의 몸통 사용 조건에 따른

물론 이와 같은 이슈 제기는 실험실 수준에서 휴대

제품 평가 규격)을 적용하여 5mm 혹은 5mm 이내

단말의 Worse Case 사용 조건을 가정하여 시험되는

(a separation distance of 5mm or less)에서 휴대

상황으로 RED의 실사용 조건 허용이라는 전제에

단말들의 인체영향 평가 제품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맞는가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결정도 반드시

하지만, 지난 2020년 9월, ANFR이 본 규정의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EG RE는 본 EN 50566:2017

발표 및 표준 시행에 대해 RED 전문가 그룹 (RE

표준 규격 개정 검토에 대해 유럽 전기표준화위원회

Directive Expert Group, EG RE) 회의를 통해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그림 5-7] 주파수 사용 밴드 별 측정 이격 거리에 따른 SAR 값 변화 예시
(참고: IEC TC 106 JWG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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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ization, CENELEC) TC 106X 표준화

이런 TAS 혹은 TAPD 기술 탑재 휴대 단말에 대한

기구에

해소하기를

알고리즘 검증 평가방법 절차가 IEC TC 106 JWG

요청하였으며, 특히 휴대 단말의 합리적인 사용 수준

13에서 표준으로 개발 완료되고 있어 위 이슈를

및 인체영향 측정 평가 이격 거리에 대한 절차 및

해소하는데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말까지

이슈

제

1
장

제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후 현재는

2

표준화 관점에서 이의 궁극적 해소를 위해서 산업계,

장

학계, 그리고 규제기관들이 참석하고 있는 IEC TC

제3절 결론

106와 CENELEC TC 106X 표준 개발 그룹 間 공동

제

3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Body SAR 인체영향
평가의 실질적인 평가 이격 거리 설정을 위한

장

본 고에서는 휴대 단말의 인체영향 평가 측면에서
ICNIRP Guidelines 2020 공표와 함께 국제적으로

제

지난 11월 IEC TC 106 JWG 13 회의에서 이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APD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의

장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본 이슈에 대한 일정

기술 규제 및 평가방법 표준화 착수 등에 대해 살펴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Ad-hoc 미팅을 구성하여

보았다. 특히나 최근에는 6GHz 주파수 대역을

대응키로 하였다. 휴대 단말 전자파 인체영향의

사용하는 WiFi 6E 기술의 확산 및 5G NR FR2 (6GHz

Worst Case 분석 및 제품 인증 최적화 방안 등을

이상 주파수 대역 사용) 등 다양한 통신 기술이 휴대

핵심 사항으로 측정 평가 이격 거리 (Device와

단말에 적용되면서 APD의 표준 규격 개발은 5G

Phantom) 별 SAR 분석, 휴대 단말 안테나 Detuning

나아가 Sub-THz 주파수 대역을 고려중인 6G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성 분석 그리고 실제 망 동작에서의 휴대 단말

활용될 수 있어 선제적인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출력 수준 (시 평균 및 실제 단말 운용 출력 등) 분석

수 있다.

내용 등을 포함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외에

4

제

5
장

제

6
장

제

또한 유럽 규제기관의 측정 이격 거리 이슈는 IEC

7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관련한 Time Averaging (6분

TC 106 및 CENELEC TC 106X 을 통해 공동 협력을

장

평균 규정), Spatial Averaging (10g 평균 규정),

통해 논의 진행되고 있으며 RED에 근거한 실사용

Reasonably vs. Conservative 용어에 대한 합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인체영향 평가 관점에서 실제 휴대

유권 해석 등 EU 규제 및 지침 문서 상의 용어에

단말의 평균 출력 사용 조건, 안테나 특성, 유럽 국가의

대한 명확한 의미를 제안할 예정이다.

명확한 규정 해석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정확한

한편, 앞서 언급한 RED의 실사용 조건 평가 규제
및 EN 50566:2017 표준규격을 기반으로 6분 평균

제

8
장

제

인체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이 공표되기를 기대해

9

본다.

장

규정에 기반하여 칩셋업체 및 단말 제조업체 등은
휴대 단말 자체적으로 실시간 출력 제어를 통해

제

참고 문헌

10

인체영향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Time Average
SAR (TAS @ 6GHz 주파수 대역 이하) / Time

[1]

ICNIRP

GUIDELINES,

“For

장

limiting

Average PD (TAPD @ 6GHz 주파수 대역 이상)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제

기술을 휴대 단말에 지속 탑재 확대하고 있다. 또한

(100kHz to 300 GHz)”, HEALTH PHYSICS

11
장

118 (5):483-5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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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varying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up
to 300 GHz)”, HEALTH PHYSICS 74
(4):494-522; 1998.
[3] FCC's Interim test guidance in TCB
Conference, April 2021.
[4] D. Colombi, B. Thors, C. Tornevik,
“Implications of EMF Exposure Limits on
Output Power Levels for 5G Devices Above
6 GHz,“ IEEE Antennas and Wireless
Propagation

Letters,

vol.

14,

pp.

1247-1249, Feb.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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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ITU-T SG5 표준화 이슈

김병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제

1
장

개요
SG5 업무 영역의 확대
현재 논의 중인 주요 이슈
결언

제

2
장

제

3
장

제

이들 중 EMF의 인체영향 문제는 WP1의

제1절 개요

4

연구과제인 Q.3(question3)에서 다루는 이슈이다.

장

Q.3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ITU-T를 구성하는 11개 연구반 중의 하나인

인체 노출(Human exposure to electromagnetic

SG5(study group5)는 ‘환경, 기후변화 및 순환경제

fields(EMFs) due to digital technologies)’이라는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circular

폭넓은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economy)’라는 주제를 다룬다. SG5는 또한 낙뢰

ITU-R의 SG1/WP1C와 함께 전자파의 인체 안전성

보호(lightning protection), EMF (electromagnetic

문제를

fields) 및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실무작업반이다.

다루는

공식표준화기구내의

제

5
장

제

6

유일한

장

를 다루는 WP1(working group1)과 에너지 효율

제

7

및 순환경제를 다루는 WP2 등 2개 작업그룹으로

장

구성된다.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그림 6-1] SG5에서 다루는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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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SG5 업무 영역의 확대

로봇(robot),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등으로 그 용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을

전통적으로 ITU-T에서는 전자파 인체노출량

중심으로

수행한

온라인전기자동차(on-line

평가 문제에 있어, 통신기기(telecommunications

electric vehicle, OLEV)로부터 발생하는 저주파

installation)만을 대상으로한 인체 안전성 문제를

자기장 강도의 노출레벨에 대한 인체 안전성 문제에

다루어 왔으나, 원격회의(e-meeting)으로 개최된

대한 부속서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그림

2020년 10월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통신설비

6-2], 다양한 WPT기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주변에서 사용되는 비통신설비 중의 하나인

만큼 이들 주제에 대한 추가 기술기고를 준비할

무선전력전송기술(wireless power transmission

계획으로 있다.

technology, WPT technology)를 사용하는 설비가
전자파 총 노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WPT설비에 대한 인체 노출량 평가 문제를 SG5의
업무 영역(ToR, terms of reference)에 포함시킬

제3절 현재 논의 중인 주요 이슈

필요가 있다’라는 이슈를 제기 하였으며, 격렬한 논쟁
후 WPT기술을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인체 영향

통신기기의 전자파노출 레벨 평가에 관한 이슈에

문제를 SG5의 연구 주제로 포함을 시켰다.

있어서는 성공적인 4차산업혁명을 위한 중요한

주지하다시피 WPT기술은 생활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인 5G/차세대 무선국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로써 일반인들이 영위하는 일상생활 내에서 가장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가까이에서 접하는 유형 중의 하나이다. 현재는

하나가 ‘K.small: Small base stations – impact

휴대전화, 패블릿PC로 대표되는 IT기기에 주로

on the overall exposure level’으로써 이 권고안은

사용이 되고 있지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LTE이후

5G무선국이

[그림 6-2] OLEV 전자파노출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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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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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그림 6-3] 페이딩에 의한 공간평균의 고려 필요성
제

4
시점에서 이전 세대보다 더욱 촘촘하게 설치되는 소형

exclusion zone) of a live antenna), 장기

5G기지국이 전자파 총 노출레벨에 미치는 영향을

노출레벨(long term exposure levels) 관측 시

다루며, ‘K.reflection: Impact of the metallic

평균값(spatial/time

structures for the EMF exposure level’은

첨두값(peak)을 취할 경우 실제 노출량과의 비교

소형기지국 주변에 있는 다양한 반사체들이 EMF

등 무선국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레벨에 주는 영향을 다루는 권고안이다. 또한,

연구(K.peak: Comparison between peak and

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안테나

real

등 차세대 무선국에 사용되는 지향성을 가진 안테나

considerations)들이 진행되고 있다[그림 6-3].

환경에서 형성되는 적합성 경계(compliance

exposure

averaging)이

in

the

long

제

6
장

이들 외에도, 작업장, 지하철 터널[그림 6-4] 등 다양한

determining the compliance boundaries(the

문제를 다루는 권고안인 K.STR_EMF_assess 또한

Guidance

5
장

term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파 발생원에 대한 EMF노출

결정(K.zones:

제

아닌

on

boundary)의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그림 6-4] 지하철 객차 내에서의 전자파노출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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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U-T SG5 Contribution C623: EMF

제정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strength measurements for the WPT system
of electric vehicles and the measurement
results, 2019.

제4절 결언
ITU-T SG5에서는 통신기기로부터 복사되는
전자파에 의한 인체 영향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최근에는 통신기기 주변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비통신기기의 형태인 WPT기기에 대한 인체 안전성
문제도 업무 영역에 포함시켜 연구과제로서 논의하고
있다. WPT기기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탄소배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WPT기기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용도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기들에 대한 선제적인
인체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 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혁명의 인프라가 될 무선국에 대한 인체 영향
평가 역시 ITU-T의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ITU-T SG5 Homepage: https://www.itu.int
/en/ITU-T/studygroups/2017-2020/05/P
ages/default.aspx
[2] ITU-T K-series

Recommendations

–

Supplement 19: Electromagnetic field
(EMF) strength inside underground railway
trai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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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

제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장

1
장

제

2

서 론
가전제품 전자파 측정방법 및 인체보호기준
생활속 제품 전자파 측정 및 분석
결론

제

3
장

제

4
장

제기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대한 인체

제1절 서 론

제

유해성 여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5

대해 생활속 전자파 위원회와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장

최근 방송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신기술이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고

적용된 다양한 융･복합 통신기기 및 가전기기 등이

국내외 기준값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다. 과거 생활

출시되고,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가전제품에 대하여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하여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5G

공개하였으나, 제품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능이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이용 확산으로 무선국 및

추가되어 이전의 제품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중계기, 와이파이 접속장치 등이 급증하고 있다.

측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전파 환경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본 고는 생활속 제품의 측정방법 관련 규격 및

전자파 노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자파에

동향, 21년도 생활 가전제품에 대한 전자파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측정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산하

International

Agency

국제
for

암연구소(IARC,
Research

on

Cancer)는 2002년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가능

제

9

제2절 가전제품 전자파 측정방법 및 인체보호기준

장

물질(2B등급)로 분류하였고, 2011년 5월 휴대전화
전자파(RF,

Radio

Frequency)도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발표한 이후 전자파 위험성에

제

10

1. 생활속 제품 전자파 측정방법에 대한
규격 및 동향

장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하였다.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

생활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은

11
장

국제전기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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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측정 위치: 상단/정면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IEC)의 표준인 IEC 62233 (Measurement

자기장 측정방법은 측정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서

methods

평가해야 하고 독립적인 자기장 발생원을 고려하여

for

electromagnetic

fields

of

household appliances and similar apparatus

최고 측정값을 취해야 한다.

with regard to human exposure)이다. 국내

측정 장비의 최대 잡음 레벨은 한계치의 5 %

기준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미만의 측정값은 무시한다. 최종 값의

[별표2]의 참고규격인 이 표준은 시험 조건을 포함한

90 %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측정 장비의 응답 시간은

거리 및 위치 측정 등 가정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1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EC 62233 부록 A는

전기장/자기장 강도, 자속밀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자속밀도 측정의 시험조건이 정의되어 있으며

규정한다. 고려대상 주파수 범위는 10 Hz ~

대부분의 가전기기에 대한 측정거리, 센서 위치, 동작

400kHz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장 측정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방법은 현재 심의 중이며, 변압기나 전자 회로가

기재되지 않은 이외의 제품은 제어장치를 최고

내장된 기기가 1,000 V 이하 전압에서 동작한다면

설정으로 조정하고 동작 조건을 대표할 수 있을

[그림 7-2] 측정 위치: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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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유도식 주방용 전열기기의 측정거리

4
장

정도로 충분한 시간동안 기기를 동작시켜야 한다.

호위원회(International

그밖에 측정거리는 인체 부위와 접촉한 상태로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

사용하는 기기는 밀착, 그 밖의 기기는 30 cm로

기준과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규정하고 시험은 주변온도 25 ℃ ± 10 ℃에서

and Electronic Engineers, IEEE) 기준이 있다.

실시해야 한다.

Commission

on

IEEE C95.1 기준이 있으며, 새로 개정된 ICNIRP

규정되어 있다. 측정 거리는 기기 가장자리에서 센서

기준과 IEEE C.95-1 기준은 이전 버전보다

표면까지 30 cm 떨어진 위치에서 수직선을 따라

대체적으로 더 완화된 기준이어서 우리나라는

조리구를 그림 7-3과 같이 측정한다. 기기가 벽면에

상대적으로 현행 국제기구의 기준보다는 엄격한

기대어 설계된 경우 뒷면에서는 측정을 하지 않는다.

기준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전자파 인체 노출

동작 모드는 물을 반쯤 채운 스틸조리용기를 조리구

기준은

가운데에 배치한다. 용기의 경우 사용 설명서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며, 일반인/직업인에 대한

권고한 가장 작은 용기를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기준과 국부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조리구를 덮는 가장 작은 표준 용기를 사용하며,

(Specific Absorption Rate, SAR)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동작 조건에 이른 후 측정을 실시한다.

있다. 전자파강도기준은 각 주파수 범위에 따라

mm, 180 mm, 210 mm, 300 mm이다.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규격 및
동향

5
장

제

국제 전자파 인체 노출 기준은 ICNIRP 기준과

유도 전열 장치 측정의 시험조건 또한 부록 A에

이때 표준 조리용기의 밑면 지름은 110 mm, 145

제

전기장강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기장강도,

자속밀도,

6
장

제

7
장

제

고시

8
장

제

9
장

전력밀도

한계치를 규정하면서 그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또한, 전자파흡수율의 경우 임의의 인체 조직 1g에

10
장

대하여 100 kHz ~ 10 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1.6
W/kg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SAR의 최댓값은 규정된

제

11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제 전자파 인체 노출 기준은 국제비전리복사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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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국내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자속밀도(uT)

~ 1Hz

-

3.2×104

4×104

1Hz ~ 8Hz

10,000

3.2×104/f2

4×104/f2

8Hz ~ 25Hz

10,000

4,000/f

5,000/f

0.025kHz ~ 0.8kHz

250/f

4/f

5/f

0.8kHz ~ 3kHz

250/f

5

6.25

3kHz ~ 150kHz

87

5

6.25

0.15MHz ~ 1MHz

87

0.73/f

0.92/f

1MHz ~ 10MHz

87/f1/2

0.73/f

0.92/f

10MHz ~ 400MHz

28

0.073

0.092

1/2

400MHz ~ 2,000MHz

1.375f

2GHz ~ 300GHz

61

1/2

1/2

전력밀도(W/m2)

2

0.0037f

0.0046f

0.16

0.20

f/200
10

전력밀도(W/m2)

<표 7-2>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국내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자속밀도(uT)

~ 1Hz

-

1.63×105

2×105

1Hz ~ 8Hz

20,000

1.63×10 /f

2×105/f2

8Hz ~ 25Hz

20,000

2×104/f

2.5×104/f

0.025kHz ~ 0.82kHz

500/f

20/f

25/f

0.82kHz ~ 65kHz

610

24.4

30.7

0.065MHz ~ 1MHz

610

1.6/f

2.0/f

1MHz ~ 10MHz

610/f

1.6/f

2.0/f

10MHz ~ 400MHz

61

0.16

0.2

400MHz ~ 2,000MHz
2GHz ~ 300GHz

5

1/2

0.008f

0.01f

137

0.36

0.45

3f

ICNIRP에서는 전자파의 인체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인과 직업인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기준을

1/2

2

1/2

10
f/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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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처음 제시하였고 이후 저주파 대역의
개정하였으나,

본 절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우리나라 전파법은 현재까지 더 엄격한 기준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속 제품에서 나오는

1998년도 기준을 따르고 있다. 표 7-1과 표 7-2는

전자파의 세기를 확인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ICNIRP에서 1998년도에 제시한 일반인과 직업인의

위해 2021년도 상반기･하반기에 국민 신청을 통하여

전자파 노출기준 수치를 나타낸다.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에 접수된 전자파 측정대상과

기준값을

완화하여

2010년에

생활속 전자파 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선정된 생활가전
8종, 신체밀착 사용제품 3종, 생활공간 1종의 전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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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측정대상 12종에 대한 종류 및 분류

제

유형

1

측정대상

장

생활가전 제품 (8종) 열 감지기, 커피머신, 빔 프로젝터, 홈캠 CCTV, 가정용 게임기, 음식물처리기, 어항 여과기,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
신체밀착 제품 (3종) 자동 손소독기, 허리 찜질기, 유모차 통풍시트

제

생활공간 제품 (1종) 전기차 충전소

2
장

강도를 측정하고 이에 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그러나 그림 7-5와 같이 분쇄, 순환 및 건조를

7-3은 선정된 측정대상 12종에 대한 종류 및 분류를

위해 모터를 사용하는 음식물처리기와 어항여과기

3

제품은 최대 5.51 % 수준으로 다른 제품군에 비하여

장

나타낸다.

제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타 제품보다 높은

1. 생활 가전제품에 관한 전자파 측정 및
분석

제

수준이며 제품 속에 내장된 모터 및 열선에 의한

4

자기장 발생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장

제

선정된 측정대상 제품에 대해 동작조건, 제품별

5

측정거리(밀착 ~ 30 cm) 등 국내외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장

제품에서
제

발생하는 모든 주파수 성분을 확인하고 발생한 주파수

6

대역에 맞춰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여 해당 주파수
범위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장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림 7-4는 측정거리 30 cm에서
생활가전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자기장
총 노출지수(%)를 보여준다. 빔 프로젝터, 커피머신,
게임기 등 대부분 가전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내외의 낮은 수준이다.

제

7
장

[그림 7-5] 주요 전자파 발생 제품 대한 총 노출지수 (1 Hz ~ 400 kHz)

제

2. 신체밀착 사용제품에 관한 전자파 측정
및 분석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그림 7-4] 생활 가전제품에 대한 총 노출지수 (1 Hz ~ 400 kHz)

11
[그림 7-6] 신체밀착 사용제품에 대한 총 노출지수 (1 Hz ~ 400 kHz)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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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은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6.23 %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미충전 사태에서

전자파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기술한 생활

자기유도 커플링을 위한 전자기파가 외부로 방사되기

가전제품과 같이 허리 찜질기, 유모차 통풍시트

때문에 미충전 상태일 때 더 높은값의 전기장이

제품들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미만의 수준으로

측정된 이유이다.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자동
손 소독기의 제품군도 1 %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3.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에 관한 전자파
측정 및 분석
그림 7-7은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의 측정
사진이며, 그림 7-8은 거치대에 휴대폰과 스마트

[그림 7-7]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 측정

워치를 충전/미충전 상황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기장 노출지수(%)를 보여준다. 선정된 모든

4. 생활공간에 관한 전자파 측정 및 분석

제품은 전자기 유도방식 무선전력 전송 방식을
충전시 송신부(충전기)에서

그림 7-8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전자파

유도커플링(Inductive Coupling)을 위한 비 방사형

인체보호기준 대비 자기장 총 노출지수(%)를

전자기파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수신부와

보여준다. 전기차 충전소 동작 시 충전 기기를 측정한

연결이 되면 자기유도가 시작된다. 충전 중일 때,

결과, 충전기 조작 부분(충전기 정면)에서 전자파 총

즉 자기유도가 시작된 후 측정한 결과값은 최대 3.82

노출지수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 내외 수준으로

%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미충전 상태에서는 최대

측정되었고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이다.

사용하고 있으며,

[그림 7-8]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에 대한 총 노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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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융복합 시설 전자파
강도 측정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서론
28GHz 5G 전자파 강도 측정방법
측정 대상
5G 기반 융복합시설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결론

제1절 서론
28GHz 5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일반
사용자 서비스(B2C) 보다 스마트공장과 같은 융복합

비교하였다.

제2절 28GHz 5G 전자파 강도 측정방법

시설에 대한 B2B 서비스를 위한 28GHz 5G 기지국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48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

28GHz 5G 기지국은 5W 미만의 낮은 안테나

측정방법은 참고문헌 [1]에 기술하고 있다. [1]에서는

출력을 갖지만 EIRP(유효 등방성 복사 전력)는 최대

옥외에 설치되는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강도 측정방법

74 dBm으로 옥외에 설치되는 3.5GHz 5G나 LTE

위주로 다루고 있다.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28GHz

기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현재

5G 기지국은 안테나가 낮은 높이에 설치되고, 주변에

융복합 시설 내에서 28GHz 5G망 활용을 위해

장애물이 많을뿐더러 매우 적은 빔폭의 초고주파수

설치되는 기지국은 대부분 실내에 설치된다. 이로

빔을 사용하여 일정 거리를 벗어나거나 주변에

인해 실내환경에서 생활하는 일반인들에 근접한 곳에

반사체나 장애물이 존재하면 전자파 강도가 급격히

기지국이 설치될 수밖에 없어 전자파 인체영향 우려가

감소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28GHz 5G

높은 상황이다.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위해서는 [1]에서

이에 본 고에서는 28GHz 5G망 기반의 B2B

제시된 측정위치 선정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융복합 시설에 대해 시설

무리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실내에 설치되는

내 이용자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확인하고자 시설

28GHz 5G 기지국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기지국에

내부의 28GHz 5G 기지국 설치장소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LoS(Line-of-Sight)가 보장되는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환경 하에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되, 근역장 영역에서

제8장 5G 기반 융복합 시설 전자파 강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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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28GHz 5G 기지국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지점 선정

제

4
측정되지 않도록 적정한 측정위치 선정하였다. 그림

본 고에서는 28GHz 대역을 수신할 수 있는

8-1은 본 고에서 적용한 측정위치 선정 및 전자파

혼안테나와 수신된 5G 기지국으로부터 SSB

강도 측정을 위한 안테나 위치와 각도를 설정하는

(Synchronization Signal Burst) 신호 레벨을

장

제

5
장

방법을 제시하였다. 28GHz 기지국과 수신 안테나

측정할 수 있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이의 지면 상 이격거리(d)는 다음 식의 범위 내에서

기지국 신호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빔이 수신

결정하도록 제안한다. 여기서, D는 기지국의 안테나

안테나에 집중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수신 안테나

6

크기, λ는 기지국의 파장을 의미하며, A는 지면반사

뒤편에 고용량 데이터를 평균 3Gbps 이상

장

상수(2.56), P는 안테나 공급전력, G는 안테나 이득,

측정시간(1분 이상)동안 연속으로 다운로드하도록

E는 해당 기지국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값(전기장

그림 8-2와 같이 측정환경을 구성하였다. 전자파

강도),  는 자유공간 파동 임피던스(377Ω)을

강도 결과 산출은 수신기로부터 기준신호(SSB신호)

의미한다.

레벨을 측정하고, [1]에 제시된 5G 기지국 전자파

 
≤≤






 



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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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도 계산식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산출된 전자파

8

강도는 인체보호기준과 비교하여 기준 초과여부를

장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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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5G 기반 융복합시설 전자파 강도 측정환경 구성

49

EMF(전자파인체보호)

제3절 측정 대상

제4절 5G 기반 융복합시설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2021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측정결과를 언급하기에 앞서 본 고에서 적용한

28GHz 기지국은 약 300여대이며, 대부분 융복합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산출 방법에 대해 설명이

시설에 설치되어 있다. 주로 설치된 시설은 스마트

필요하다.

공장, 스마트 캠퍼스, 대형 전시회장과 야구장 같은

전자파 강도 측정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후에

복합문화시설, 공항 등 교통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과

비교하여

전자파

본 고에서는 28GHz 5G 기지국이 설치된 35곳의

인체노출량을 평가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융복합 시설 내에 설치된 기지국 설치장소에서 전자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인데, 국내의 전자파 인체보호

강도를 측정하였다. 표 8-1은 융복합시설 유형별

기준은 참고문헌 [2]의 일반인의 전자파 강도 기준을

측정대상을 보여준다. 그림 8-3은 전자파 강도 측정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에 따르면, 본 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측정 대상인 28 GHz 기지국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전기장 강도 61 V/m, 자기장 강도 0.16 A/m,
전력밀도 10 W/m2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중

<표 8-1> 5G 기반 융복합시설 측정대상
구분

스마트
공장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오피스

복합문화
시설

교통
시설

시설 수

7

2

5

19

2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장비
구성이나 분석의 용이성 등으로 전기장 강도를
측정하고

있다.

ICNIRP(International

그러나
Commission

2020년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에서 새롭게
발표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인 ICNIRP Guideline
2020(참고문헌 [3])에서는 2GHz 이상 주파수에

[그림 8-3] 5G 기반 융복합시설 전자파 강도 측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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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전력밀도로만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복합문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28GHz

이 경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10 W/m2가 된다.

기지국이 비교적 동일한 높이(지면으로부터 3 ~

아직 국내에서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ICNIRP

5m)에 설치되어 측정값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에

2020 Guideline으로 개정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비해 복합문화시설은 측정시설 형태도 다양하고,

않았기에 본 고에서는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기지국이 수십m 높이에 설치된 경우도 있어 측정값의

적용하여 전기장 강도 기준으로 결과를 정리하고자

변화폭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최댓값

한다.

기준으로 보아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이내였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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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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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표 8-2와 그림 8-4는 융복합 시설에 설치된
28GHz 5G 기지국 설치장소의 전기장 강도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표 8-2에 제시된 결과는
전기장 강도의 통계처리 결과이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35개 시설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3

<표 8-2> 5G 기반 융복합시설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단위 : V/m]

장

구분

최소

평균

최대

제

스마트공장

0.06

1.95

3.72

장

스마트캠퍼스

0.03

1.69

2.37

제

스마트오피스

0.05

0.83

1.26

장

복합문화시설

0.11

2.09

5.41

제

교통시설

0.07

2.78

3.88

장

4

초과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평균 전기장
강도가 가장 높은 곳은 교통시설로 2.78 V/m(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4.55%)였고, 최댓값이 가장 높은
시설은 복학문화시설로 5.41 V/m(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8.87%)였다.

5

6

※ ( ) 안 값은 전력밀도(단위 : 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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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5G 기반 융복합시설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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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융복합 시설에 설치된 28GHz 기지국은 이용자에
가깝게 설치되어 전자파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전자파 강도는 평균 2 V/m 내외였고,
최댓값을 기준으로 보아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28GHz 기지국들이 다양한 시설에
설치될 예정이고, 스몰셀 장비가 도입되면 설치
형태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융복합 시설은
이용자 가까이 기지국이 설치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융복합 시설 내 전자파 강도
확인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강도 의무측정 보고대상에서 28GHz은
기지국 허가출력이 낮아 제외된다. 본 고에서
실태조사한 35곳의 융복합 시설 내 28GHz 기지국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이내임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전자파 안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실내에 이용자 가까이 기지국이
설치되는 사례가 많기에 전자파 안전을 고려한 기지국
설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5G 기반 융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21-22호, 국립전파연구원, 2021. 11.
[2]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
[3] “ICNIRP Guidelines for Limiting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100kHz

300GHz)”, ICNIR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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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론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international

제1절 서론

Cancer

Research

Center,

제

IARC)는 역학 연구 결과를 근거로 휴대전화

4

전자파를‘2B 등급’의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였으나

장

2021년은 미국 정부가 암 퇴치를 목표로 국가

[3]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차원의 암 관련 법(National Cancer Act, 1971)을

있다. 사람의 암 발생 데이터 분석은 암의 발생 원인을

5

제정 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미국 정부는 이

찾고 암 발병률을 낮추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장

법을 제정한 후, 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암세포가 발생되어 진단되는 시점까지, 또는 약 30년

Institute, NCI)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암의 예방,

정도로 추정되는 암 잠복기 동안 사람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가 가능하게 하여 2019년에는

연구를 위해 추적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암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특히 사람은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췌장암, 식도암, 뇌암 사망률은 1971년과 비교하여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1]. 특히, 뇌암 사망률의 경우

암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온전하게 평가하기란

2005년에 가장 높아졌고 그 후 낮아지기는 했지만

불가능하다. 암의 위험성과 치명률을 고려할 때,

1971년과 비교하여 2019년 현재 여전히 높다고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이 뇌암을 포함하는 암의 발생에

한다. 따라서 뇌암 사망률 증가 원인 분석이 필요

미치는 전자파의 발암성 및 그 기전 연구가

할

1999년부터

필수적이다. 동물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통제된

2017년까지의 한국의 휴대전화 가입률에 따른

환경에서 전자파 노출이 가능하므로, 생체 불확도를

뇌암의 발생률을 국립 암센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려한 동물 실험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2].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는

연구 기간 동안의 전체 뇌암이 발병률에는 변화가

휴대전화 전자파의 발암성 동물 연구의 최종 결과를

제

관찰되지 않았으나 악성도가 높은 신경교종

2018년에 발표하였다. NTP는 실험 계획을 세우던

10

(glioma)과 교모세포종 (glioblastoma)의 발생률이

당시 미국에서 사용되던 CDMA (Code Division

고령층에서 증가되었다. 하지만 휴대전화 가입과

Multiple Access) 및 GSM（Global System for

제

뇌암의 발생률 간의 인과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2].

Mobile Communications) 변조방식의 2G 와 3G

11

국제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휴대전화 전자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NTP는 그룹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제

제

6
장

제

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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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90마리의 암컷과 수컷 마우스와 암컷과 수컷

협의 및 국제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국제 공동

흰쥐를 대상으로 대 연구를 수행하였다. 흰쥐는 임신

연구를 위한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연구 환경 구축

6일 부터 0, 1.5, 3, 6 W/kg SAR의 900 MHz 대역

및 실험 조건을 확인하였다. 동물 실험 수행은 GLP

CDMA와 GSM 전자파에 노출되었고 마우스의 경우

(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규정)

5주령 성체 마우스를 0, 2.5, 5, 10 W/kg SAR의

환경이 구축된, 동물 독성 실험 전문 기관인 한국의

1900 MHz 대역 CDMA와 GSM 전자파에 설치류의

KIT (Korea Institute of Toxicology)와 일본의

전 생애 기간인 약 2년 동안 10분 on/off 방식으로

DIMS (DIMS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하루에 18시간 20분간 노출시켰다. 최종 보고서에

Inc.)에서 맡게 되었다. 또한, 국제 공동연구 수행을

의하면,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수컷 흰쥐에서

위한

악성 심장 초종 (clear evidence)과 뇌의 악성 신경

작성한Considerations for Japan-Korea joint

교종 (some evidence)의 발생률 증가하였다 [4].

animal study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의 회의를

이 최종 보고서 발표 전인 2016년에 일부 결과를

개최하고 협의하였다. 이 초안은 두 나라 이상에서

정리한 NTP 보고서가 대중에 공개 되었다 [5], 이

수행되는 국제 공동 동물 실험 연구가 국제적으로

보고서를 본 전문가들은 sham 노출 그룹의 생존율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감소 및 cage-control 그룹의 부재 등의 다양한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동물

연구의 방법론의 한계와 한 번의 동물 실험으로

실험 시설 (GPL 실험실), 전자파 노출 장비 및 차폐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챔버, 전자파 노출 주파수, 노출 조건, 노출 시간,

NTP 연구 결과의 확인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물 공급 장치, 케이지, 사료, 논문 발표 기준, 연구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 역시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NTP의 휴대전화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를 기초로 28일 독성

전자파 발암성 연구 결과 확인 및 검증을 위한 한일

standard protocol 및 2년 발암성 standard

국제 공동 연구인International Validation

protocol 초안을 작성하고 각국의 운영위원회 회의,

Project of the NTP Study on Carcinogenesis

한일 공동 운영위원회, IAC (International

of

Advisory Committee,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Mobile-Phone

Radio-Frequency

Radiation을 수년간에 걸쳐 준비하고 5년 일정으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서

초안

통해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2019년에 시작하여 현재
3년차 연구를 추진 중이며,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일 국제공동 연구는 NTP 연구를 통해서

제2절 동물 실험 국제 공동 연구

발암성이 확인된 수컷 흰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인체보호 기준의 설정 기준인 동물 전자파 노출 강도

1. 28일 독성 연구

4 W/kg SAR에서 CDMA 전자파의 발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2020년 6월, 28일 독성 연구를 위한 14 페이지

한일 연구자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나라간

분량의 standard protocol28-Day Toxicity
Study in Hsd: Sprague Dawley SD Rats Ex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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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Whole-Body Radio Frequency Radiation at

의견을 제시하였다. 28일 독성 연구 결과에서 또한

a 900 MHz CDMA Signal을 기초로 28일 독성

전자파 노출에 의한 혈액학적 변화 소견이 관찰되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않았다.

NTP에서 사용된 같은 종의 흰쥐를 이용한 연구를

2021년 11월 현재 28일 독성 연구 결과에 대한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수입

peer review를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주문한 4주령 암컷 120마리와 수컷 60마리의 흰쥐

한국과 일본이 협의 중이다. 한국 운영위원회는 28일

(Harlan

KIT에

독성 연구 standard protocol에서 언급된 대로,

도착하였다 (2020. 4. 29.). 8주간의 안정화 과정을

28일 독성 연구의 병리 조직 슬라이드 및 원본

거쳐 12주령이 된 암컷과 수컷을 2:1 비율로 교미시킨

데이터를 두 나라가 교환하는 방식의 peer review

뒤 cage-control, sham 노출 및 RF 노출 그룹으로

범위를 일본 측에 제안하였다. 또한 일본의 샘플 준비

나누어 그룹 당 20마리의 F0 (Initial filial

및 결과 분석 등 연구 전반을 review 할 수 있도록

generation) 임신 모체를 얻었다. 그리고 임신

병리 조직 슬라이드 전체를 검토할 수 있도록

5일부터 임신기간 동안 F0 모체를 전자파에

준비하고 있다. Peer review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노출시켰고, 출산 후 수유 기간 동안은 F0와 F1 (First

2년 연구 샘플 준비 및 결과 분석 수준을 동일하게

filial generation, 수컷)을 동시에 21일간 전자파에

맞추는 계기가 되어 2년 연구 결과 공동 분석이

하루 18시간 20분, 10분 on/off 방식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한국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대하고

노출시켰다. F1 생후 21일(postnatal day 21)에

있다. 향후, 한국과 일본간의 peer review가

그룹 당 10마리씩의 F1을 F0에서 1마리씩 분리하여

종료되면 28일 독성 연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Sprague-Dawley

rat)가

28일간 전자파 노출을 실시하였고 202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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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동물 실험을 종료하였다.
2021년 9월 28일 개최된 한국 연구 운영위원회

제

1. 2년 발암성 연구

7
장

회의에서, 연구를 직접 수행한 KIT 소속의 세부과제
책임자가 28일 독성 실험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RF 노출 그룹 F0의 체온이

8

cage-control 및 sham 노출 그룹 F0의 체온보다

장

낮았다. RF 노출 그룹 F1의 체온은 다른 그룹들의
제

F1의 체온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9

전자파 노출 그룹 F1의 체중이 다른 두 군의 F1의

장

체중보다 낮았고 사료 섭취량도 적었다. RF 노출
제

그룹의 10 마리의 F1 중 2마리의 고환에서
정자생성저하 및 무정자증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10

[그림 9-1] 2년 발암성 연구 standard protocol (완성본 표지)

장

소견은 물 공급 문제로 인한 체중 증가의 감소가
원인이 된 성성숙 (sexual maturation) 지연의

독성 연구의 standard protocol을 기초로 2년

결과로 전자파의 영향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암성 연구의 standard protocol 초안이 2020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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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에 작성되었고 2021년 3월, 한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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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운영위원회 회의 및 IAC 회의를 통해 23 페이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년 발암성 연구 중 전자파

분량의 2년 발암성 연구 standard protocol

노출 챔버의 온도는 standard protocol에 따라

2-year Carcinogenicity Study in Hsd: Sprague

23±3℃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KIT는

Dawley SD Rats Exposed to Whole-Body Radio

동물실 온도를 23℃로 설정하였다. 환경 개선을 위해

Frequency Radiation at a 900 MHz CDMA

앰프 위치를 조정하고 동물실 및 챔버 내부의 온도는

Signal을 완성하였다 (그림 9-1).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2년 발암성 연구 standard protocol 완성에 앞선

한국과 일본은 전자파 동물 실험 중 발생되는,

2020년 9월, 한국과 일본 모두 2년 동물 연구를 위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각각 140마리의 8주령 암컷과 수컷 흰쥐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하고 노출 환경 및 진행 상황을

수입하였다. 5주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13주령이

공유하고 있다 (2021. 4. 30., 2021. 11. 2.) 일본은

암컷과 수컷을 1:1로 교미시켜 cage-control, sham

전자파 노출 17주차에, 동물 케이지의 물 공급용

노출 및 RF 노출 그룹 당 각각 30마리의 임신이

홀과 물 공급 노즐 choke사이의 연결 부분인

확인된 F0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F0를 임신

ceramic grommet이 틀어지는 현상을 개선을 위한

5일째부터 CDMA 전자파에 노출시켰다. 전자파

논의를 제안하였고, 동물의 물 공급을 더 원활하게

노출은 28일 노출 일정에서와 동일한 일정으로 매일

유지할 수 있도록 ceramic grommet을 제거하기로

18시간 20분, 10분 on/off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합의하였다. Ceramic grommet 제거 결정 전,

출산 후 수유기간 동안 F1은 F0와 함께 21일간

ceramic grommet 제거로 인한 전자파 노출 영향이

전자파에 노출되었다. 수유기 이후 그룹 당 75마리의

발생하지 않고, 동물의 사육 및 전자파 노출 환경에

F1을 한 케이지에 한 마리씩 배정하여 2020년 12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한국과

23일, 2년 전자파 노출을 시작하였고 2022년 12월

일본은 ceramic grommet을 제거하고 같은

23일에 2년 동물 전자파 노출 실험이 종료 될

방식으로 노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예정이다 (그림 9-2). 유전 독성 분석은 14주차
전자파 노출 종료 직후인, 2021년 3월 30일에 수행
될 예정이었다. 유전 독성 연구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협의가 있었고, 유전 독성 분석 시료 채취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Isoflurane 마취제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간, 뇌,
혈액 샘플을 이용하여 Commet assay를 수행하고
골수를

채취하여

Micronucleus

assay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micronucleus 염색을
위하여 각각 한국은 giemsa 시약을 일본은 acridine
orange 시약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조직 병리 평가
방법은

한국과

일본

간의

토론과

IAC의

자문회의에서의 토론을 거쳐 맹목 (blind)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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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2년 전자파 발암 연구 일정. 8주령 (4W) 동물 입고
후 5주간의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13주령
(13-14W) 동물 교미 (n=140), 임신 5일부터 임신
기간 (gestation day, GD5-21) 노출, 수유기 노출
(postnatal day, PND0-20)을 거친 후, 대조군,
sham 노출 그룹 및 RF 노출 그룹 각 75마리씩을
대상으로 2년 발암성 전자파 노출이 진행되는 일정
이다 (PND21부터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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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8일에 개최된 국내 연구 운영위원회

연구도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회의에서 2년 발암성 연구 경과를 보고되었다. Cage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control 그룹과 RF 노출 그룹의 F1 체중 변화 및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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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섭취량 등을 보고하였다. NTP 연구 결과와
유사한 정도의 폐사 동물이 비슷한 시기에 관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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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과제임은 자명하므로 국가 차원의 사회적 합의에

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기반한 전자계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에서 규정하는

현재 준용되고 있는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막대한

장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 소모를 주장하는 측과 국민의 건강권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보호차원에서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주장 측면

5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간의 상호이해의 격차와 사회적 갈등의 요소들을

장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로 정의된다. 따라서

살펴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시에는 사전에

판단된다.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게 되는데

동 사안에 대한 그간의 국내상황을 정리해 보면

해당 사업지에 고압 송전시설이 존재할 경우 혹은

2006년도에 한국환경정책연구원(KEI)의 전인수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변 전자계 노출 저감을

박사 등이 발표한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위한 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노출범위 설정방안 연구’에서 일부 유럽국가에서

그러나 현재 극저주파 전자계는 평가를 요하는

지속적인 자계노출의 영향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에

항목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파장애 항목에서

따라 노출 기준치를 ICNIRP의 기준보다 낮추거나

이를 다루고 있다.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과 사전예방적 정책의

제

제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시 적용되고 있는

일환임을 이유로 개발사업에 따른 전자계 노출범위를

고압 송전시설 주변 전자계 노출 기준은 정확히

345kV 송전선 기준, 단독주택지 70~80미터,

계량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다수의

공동주택지는 80~90미터로 제안하고 노출 권고치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묵시적으로 수mG의 기준이

4mG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이후 개발사업시

준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동 기준의

선행되는 사전환경영향평가의 전파장해 분야에서

제

설정 타당성과 학술적 근거 등에 대하여 사업자와

준용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0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기술적, 경제적

전술한대로 제안된 내용의 학술적 타당성 및 강제성의

달성가능성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기준 재설정 등의

효력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이해당사자간에 끊임없이

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이다. 당시의 결정에 기반이

11

이용과 환경권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되었던 외국의 노출 기준은 해당 국가의 환경과

제

9
장

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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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작하면서 발생되어진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ICNIRP의 규정을 기반으로

사업시행자 측은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 4mG를

자국내 자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스위스,

준수하여 협의에 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과학적 증거 혹은 의학적 증거에

이러한 낮은 노출 제한치의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기반하지는 않으나 행정적 목표 수립의 형태로 사회적

비판이 있었고 WHO의 공식 입장과도 차이가 있는

합의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음을 구분해야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의 문제

한다는 판단이다. 환경보건학적 관점에서 생활환경

제기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최근 들어 833mG와

중

원칙

4mG가 혼용되어 제시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Precautionary Principal)을 준용해야 한다는

부분이어서 행정적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주장이 있으나 WHO에서는 공식적으로 극저주파

하였으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전자계를 대상으로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근래에 들어 일정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로

있으며 Fact sheet NO.322에서 새로운 설비를

인한 사업의 인, 허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건설할 때, 저비용으로 노출 저감법의 적용을 고려할

낭비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 부분은

수 있다면서 그 대책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동 사안에 대한 행정당국의 확실한 의사결정 및

자의적인 낮은 노출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은 정당하지

근거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도

않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다. 전자계 노출 제한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반

전자계

문제에

사전주의

환경부 고시 제2017-215호 “환경영향평가서 등

생활환경 중이나 신규 사업을 시행할 때 준수해야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업지구내 전자계

할 전자계 수준 목표설정에 관하여는 현재

환경에 대한 명시적인 시행규정은 없으나 “전파장해”

이행강제성을 가지고 극저주파 전자계를 규제하는

항목에서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것은 일부의 국가이고 그러한 결정들은 이미

사업지 내의 전자계 환경을 측정하고 개발사업 이후의

수립단계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전자계

환경영향평가서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작성하도록 의견제시가 이루어져 왔다. 이것의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국내 사정은 아직 이러한

적법성,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단계 혹은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정이며 특히 사업수행자와 평가 주체 간의 이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 시 필수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시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도

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조사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법령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여 극저주파 전자계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 시 선행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

확실한 명문 규정이 없음이 확인된다.

환경을

예측하여

국내

일부 유럽국가(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 다른

인체보호기준인 833mG가 준용되고 있었으나

나라에 비해 강력한 자계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007년경부터 4mG의 자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기설 송전선에

볼 수 있다. 이는 전술한대로 2006년에 KEI에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신설 송전선 건설 시

발표한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범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국가에서

설정방안 연구’의 결과가 현장에 반영이 되기

신설 송전선로 건설 시 직하지점에서 4mG 혹은

2006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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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G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철거 및 이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국가 경제력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것은 물론 신설 송전선로의 건설 시 주변 지역의

전향적인 국민 복지에 대한 정치적인 선택 등을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행정목표치로서의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어떠한 의학적, 과학적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지중선에 대한 이설과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매립방식 변경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관련

할 필요가 있다.

부처의 명확한 지침 제시가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한

또한 전술한대로 WHO에서는 극저주파 전자계에

것으로 판단된다. 지중화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대해서 아직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유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전자계 저감 대책임에도

각국 정부와 공급자 등은 무비용 혹은 저비용으로

불구하고 현장에서 거부되는 사례는 우려스러운

전자계 노출 저감 노력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점이며 전자계 저감대책의 기술적 대안에 대한 일반

확인된다. 또한 WHO의 Fact Sheet 322의 지침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교환이

자의적인 낮은 노출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은 정당하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사업시행자들의

않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개발사업 추진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을

시 선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묵시적으로 적용되고

제안한다. WHO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위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4mG수준의 노출제한치는

소통(Risk Comminication)의 차원에서 대중과의

확정적인 과학적 증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과

이해 접점을 찾고 해소하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과정이 이루어지지

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않았다는 점 등에서 다소 작위적으로 판단된다고 할

기대된다.

수 있다. 물론 환경보건학적 관점에서 가능한 낮은

또한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위해성

관리는

위해성

평가(Risk

제

Assessment)와 달리 우선순위의 문제, 기술적 해결

7

Management)라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며 이는

장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의 제시라는 원칙은

평가의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존중되어야

전자계

사실을 주목할 때,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저감기준의 제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적용한 것을 행정적 목표치로 설정을 하는 것에는

고조시킬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이나 국토의 효율적

향후 많은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용 측면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판단이다.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행정목표치로서의 낮은 수준의 규제기준을 논의하는

국내에서 발생된 전자계 관련 분쟁사례, 산재신청

것은 선행국가들처럼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등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전자계갈등을 조영 해 보면

경제성 분석, 기술적 달성 가능성, 국토이용의 효율성

여전히 민원인과 사업자 간의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위해도

수 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소통이라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할

또한 기설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이후 거주하는

주제로 판단된다.

노출치를 유도하고 권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위해성

관리(Risk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주민들조차도 경관 및 안전성,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즉,

일부

국가처럼

제

8
장

제

우리나라도

9
장

제

10
장

제

11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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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해야 할 전자계 수준 목표설정은 현 단계에서의
WHO등의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을 원용하여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 전자계 노출수준을 저감하는 노력을
사업자는 시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전자계 노출수준을 정하고
제시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된
이후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라 함은 개발
주체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사업주체들의 활발한 의사
개진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주장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미 관행적으로 준용되고 있는
현재의 저감 목표 수준이나 지중화 추진 등의 대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경관상, 안전상 저해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통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는 WHO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최소한의 비용 부분에 대한
상호이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전술한대로 WHO의 Fact sheet에서 저비용으로
노출 저감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낮은 노출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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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해준
(한국원자력의학원)

제

1
장

2
장

제

3
장

전자기기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자주, 가장
밀접하게

사용되는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IF
대역

전자파를

ELF

4

300Hz~10MHz로

장

휴대전화와 같이 인체에 근접해 사용하는 무선

(10MHz~300GHz)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건강영향에 대한

정의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가정에서

대중의 우려는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다. 전자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IF 대역에는 해당하는 대표적인

5

대한 대중의 우려와 막연한 불안감은 이온화

전자기기로는 가습기 (60Hz/10.5kHz), 인덕션쿠커

장

방사선이나 화학물질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전자파의

(60Hz/30kHz), IH압력밥솥 (60Hz,26,27kH),

인체 영향이 명확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에서

전자렌지

비롯된다. 이러한 전자파 인체노출에 대하여 ICNIRP

(44.6Hz/14.8kHz),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135kHz) 등이 있다. IF 대역 전자파는 집밖에서도

Radiation Protection) 와 IEEE 등의 주요

산업분야의 유전체 히터 실러, 유도 및 플라즈마 히터,

국제과학단체에서

인체보호기준을

방송 및 통신 송신기와 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MRI 시스템, 전자기 신경 자극 장치, 전기 수술기구

매우 엄격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및 기타 의료 기기에도 사용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인체보호기준 이하의 낮은 수준의 전자파 노출이

사이의

제

RF

(<300Hz)와

(60Hz,776Hz[제어부]),

중간주파수

휴대폰충전기

전자파의

인체

6

(148kHz,

장

제

7
장

제

영향

8

연구는

영상표시장치 (VDT: Video Display Terminal)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자파의

사용하는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보고되면서 이슈화 되었다. 중간주파수 인체 영향

것이다.

연구가 시작된 1980-90년대 당시는 컴퓨터

자연유산과의

제

온풍기

건강에 미치는지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직업인과

제

장

연관성이

제

9
장

모니터와 같은 VDT를 사용했는데, 이 VDT의 화면

제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을 중심으로 무선전력전송

주사 (scanning) 주파 수가 20 kHz로 IF 대역이었기

10

(WPT:

때문에

최근

개인

휴대기기에

Wireless

Power

대한

무선충전과

Transmission)이

1990년에

중간주파수

대역에

장

대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 무선전력전송기술

생체영향연구가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제

에서 중간주파수 (Intermediate frequency; IF)

IF 전자파 노출의 인체 영향 연구는 생식 영향, 암

11

전자파를 사용하면서 중간주파수 전자파의 인체

영향

등에

매우

제한적으로

장

이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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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IF 생체 영향 동물실험연구 동향 A. 연도별 보고된 IF 생체 영향 동물연구관련 국제학술논문수,
B. 기 보고된 국제학술논문의 연구분야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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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도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수행된

1990년대까지는 VDT 건강영향 이슈로 IF 대역

초기 생체 영향 연구 외에는 세포실험이나 역학연구가

전자파 영향 연구가 수행되었다가 이후 연구가 거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가정에서 장난감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0년 이후 다시 연구가

포함하여 인덕션쿠커, 전기 조리대 (electric hob)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1A).

등의 IF 대역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제품의 사용이

연구분야는 초기 VDT 유산 영향 우려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무선전력전송기술이

태아(fetus)를 비롯한 생식 및 발달에 대한 영향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IF 전자파에 노출될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종양 발생 및 일반독성 연구가

수 있는 환경이 증가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주로 수행되었다 (그림 11-1B).

같이 IF 대역 주파수 생체 영향 연구는 ELF나 RF

한국을 비롯한 핀란드, 일본 그룹에서 IF 대역

대역 주파수에 비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주파수 생체 영향에 대한 동물연구를 수행했으며,

우리나라도 IF 대역 주파수의 인체 영향에 대한

총 33편의 연구논문 중 20편에서는 IF 주파수가

연구가 시급히 수행되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생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본 보고서는 기존에 수행된 중간주파수 전자파의 생체

내렸으며, 13편의 논문에서는 생체에 부정적이거나

영향에 대해 동물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을

연구동향을 리뷰해 보고자 한다.

내렸다. 13편의 연구논문에서 보고된 IF 대역

문헌조사에 따르면 1988년 이후 국제적으로

주파수가 미칠 수 있는 생체 영향은 일반독성, 태아에

수행되었던 중간주파수 전자파 동물영향연구는

대한 영향, 기타 영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33편이고,

우리나라의

연구내용은 표 11-1에 요약하였다. IF 전자파에 의한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일본 전력연구소의 Nishimura

생체 영향 동물연구결과는 기형 증가, 태아의

그룹, 그리고 핀란드의 Juutilainen 그룹에 의한 것이

뇌중량의 감소, 태반 흡수율의 증가, 사망한 태아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11-1과 같이 1988년부터

증가, 체중 및 태아의 길이의 감소 등의 태아 및 태아

해당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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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대한 영향이 가장 많이 보고 되었으며

동물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그 중 일부 연구에서

(Stuchly et al. 1998, Frölen et al. 1993,

유해한 영향이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IF 대역

Svedenstål et al. 1995, Dimberg 1995,

전자파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오랫동안 활발히

Huuskonen et al. 1998), 호중구의 증가 또는 감소,

연구되고 있는 RF나 ELF 대역 주파수 생체 영향에

일부

및

비해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게스테론 수준의 감소와 같은 일반독성 영향도

많은 생체영향 연구가 수행되어야 생체에 대한 영향을

보고된 바 있다 (Lee et al. 2006, Zhao et al. 2020).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토카인의

증가,

테스토스테론

제

1
장

제

2
장

제

그러나 다른 20편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또는

3

긍정적인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장

있으며, 특히 종양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기존
연구결과에서 유의적인 유해 영향이 보고되지 않고

제

4

있다. 또한 생식 및 발달에 대한 영향은 90년대 초기

장

연구에서는 기형, 사산 등 부정적 영향이 보고된 바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일본, 독일 등에 의해 수행된

제

5

최근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유해성에 대한 증거가

장

관찰되지 않고 있어 (Nishimura et al. 2011, Lerchl
et al. 2021), 생식 및 발달에 대한 향후 추가 연구가

제

6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이후 IF 생체
연구에서는

퇴행성

뇌질환,

장

신경질환,

면역관련질환에 대한 영향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 영향

제

7

<표 11-1> IF 대역 주파수 노출에 의한 생체 영향 동물연구
Reference

Study subject

장

Exposure

Results
제

Effects on general toxicity
Lee et al. SD rats
(2006)
3-week-old, female, and
male rats
12 month ex: Sham (n=20
/sex), EMF (n=20 /sex)
18 month ex: Sham (n=20
/sex), EMF (n=20 /sex)
2-month-old male mice
Sham (n=9), EMF (n=10
/intensity)

20 kHz, 6.5 μT
rms
8
h/d,
5
days/week, 12,
18 months

Zhao et al. KM mice
(2020)
1-month-old male and
female mice
Sham (n=5 /sex), EMF
(n=5 /sex)

47 kHz, ,270 μT
5
h/d,
6
days/week, 12
weeks

8

Increased neutrophils in 12 month-exposed female
rats
Decreased lymphocytes in 18 month-exposed female
rats
No differences in the other parameters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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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the level of TNFα1, IL-62 and IL-1β3 and
decreased the level of testosterone and progesterone
Morphological changes observed in liver, spleen,
ovary, and te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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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Study subject

Exposure

Results

Effects on fetus
Stuchly et SD rat
al. (1988) Sham (n=26)
EMF (n=26)

18 kHz, 5.7 µT,
23 µT, 66 µT
7 h/d, 2 weeks

A significant decrease in maternal lymphocyte count
but within the normal range (66 µT)

Frölen et Pregnant CBA/S mice
al. (1993) G41-G19: Sham (n=154),
EMF (n=211)
G1-G19: Sham (n=111),
EMF (n=142)
G2-G19: Sham (n=99),
EMF (n=117) G5-G19:
Sham (n=98), EMF (n=137)
G7-G19: Sham (n=81),
EMF (n=100)

20 kHz, 15 µT
24 h/d, G1-G19

Increased placental resorption rate (15 µT)
Reduced body mass and length (15 µT)
Increased dead fetuses (15 µT)

Svedenstå Pregnant CBA/S mice
l et al.
G1-G5.5: Sham (n=100),
(1995)
EMF (n=113)
G1-G7: Sham (n=103),
EMF (n=120)

20 kHz, 15 µT
24 h/d G1-G5.5
or G1-G7

Decreased in the length and body weight of living
embryos
Elevation in the level of progesterone and calcium in
exposed dams

20 kHz, 15 µT
24 h/d, G1-G19

Decrease in the whole brain weight (15 µT)
Decrease in DNA level and increase in the activities
of CNP, AChE, and NGF protein in the cortex region
(15 µT)
Reduction of the amount of DNA in cerebellum but
enhanced CNP activity in cortex (15 µT)

Huuskone Pregnant CBA/Ca mice
n et al. Control (n=45), EMF (n=56)
(1998)

20 kHz/60 kHz,
15 µT, 0.1 mT
24 h/d, G0-G18

Increased fetuses with at least 3 skeletal variations
(15 µT)

Kumari et 8-week-old
male
al. (2017) C57BL/6J mice
Sham (n=30), EMF (n=20
/intensity)
(*combined 3 cohorts)

7.5 kHz
12 μT, 120 μT
24 h/d, 5 weeks

Increased sperm motility (120 μT)

Dimberg
(1995)

Pregnant C57/B1 mice
Sham (n=15), ENF(n=15)

Effects on miscellaneous
Win-shw
e et al.
(2015)

Pregnant C57BL/6J mice
5 group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exposure
conditions
in
organogenesis (G7-G17)
and/or adolescent period
(PND9 27-48) (n=6/group)

Kumari et C57BL/6J male mice

66

21 kHz, 3.8 mT
1 h/d, G7-G17,
or
G 7 - G 1 7 +
PND127-PND48

Upregulated expression levels of memory
function-related genes such as NMDA receptors and
their signal transduction pathway molecules in the
hippocampus during organogenesis and adolescent
periods and these changes are transient and recovery
after termination of exposure without histopathological
changes (3.8 mT)

7.5 kHz, 12 or

Mild impairment of learning and memor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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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Study subject

Exposure

Results

120 μT
24 h/d, 5 weeks

in Morris swim task and the passive avoidance task
(120 μT)
Increased mRNA expression of cytokine TNFα (120 μT)

Kleijn et 6 weeks old male Balb/c
al. (2016) mice
Sham (n=12)
Short term EMF (n=12)
Long term EMF (n=20)
Sham (n=16), EMF (n=16)

ELF/IF-EMF (20
–5000 Hz), 10 μT
1, 4, 24 h/day, 1
week or 15
weeks

Increased numbers of neutrophils and CD4 ±
lymphocytes (10 μT)
Significantly lower in POMC expression and plasma
adrenocorticotropic hormone (10 μT)

Rusovan
et al.
(1992)

Female SD rats weighing
200g with crush lesion of
the right sciatic nerve

500 Hz- 2000
Hz, 0.1 mT
3, 4 or 6 days

Increased in the nerve regeneration rate (0.1 mT)

Maaroufi
et al.
(2011)

1-month male Wistar rat
5 groups; Saline (n=8), Iron
overload (IO) (n=8), EMF
exposed (n=6), EMF-IO
(n=6), Sham-without iron
(n=6),

150 kHz, 6.25 μT
1
h/d,
21
consecutive days

Significantly increase of the lipid peroxidation in the
cerebellum (6.25 μT)

al. (2017) Sham
(n=20),
(n=20/intensity)

E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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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2IL-6; Interleukin 6, 3IL-1β; Interleukin 1 beta, 4G; Gestation, 5AchE; Acetylcholine
esterase, 6NGF; Nerve growth factor, 7CNP; 2’, 3’-cyclic nucleotide 3’-phosphodiesterase, 8PD; Postnatal day, 9PND;
Postnatal day,

장

제

6
장

수행한

혈액 등에 이상 반응이 없음을 확인했다. 동일하게

중간주파수 전자파 생체 영향 동물연구의 결과를

6.25mT 강도로 12~18개월 장기간 노출했을 때

리뷰해 보고자 한다. 그림 11-1을 보면 2000년대에는

중성구와 림프구 등 일부 혈액세포 변화를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IF 동물영향 연구가

관측했으나, 추가로 30mT 강도로 12~18개월

수행되었음을

2000년

장기간 노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유의미한 이상이

기본계획을

관찰되지 않았다. 전자파의 종양 발생 및 종양 병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진행에 대한 IF 전자파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발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알

정보통신부에서
수립함에

수

있다.

전자파

따라

연구팀에서

이는

인체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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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물질과 병행 연구도 진행했다. 20㎑ 전자파를

2006년까지 20 kHz IF 생체 영향 동물실험 연구를

흰쥐(그룹당 20마리)에 6.25mT 강도로 하루

9

추진한 연구결과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IF

8시간씩 주 5일간 14주에 걸쳐 단독 노출하거나,

장

대역 주파수에 일반독성, 종양영향, 임신중 태아에

20㎑ 전자파와 유방암 발암물질 DMBA와 병용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물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노출해 유방암 발병율을 비교･관측했다. 대조군별로

10

연구에 대한 결과는 표 11-2에 요약되어 있다. 결과를

IF 전자파를 단독 노출할 경우와 발암물질과 병행

장

살펴보면 일반 독성과 관련 흰 쥐에 각각 일반인과

노출한 경우에 모두 유의미한 발병률 증가를 보이지

직업인의 인체보호기준에 해당하는 6.25mT와

않았다. 폐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이용해 실험한

11

30mT 강도로 90일간 노출했을 때 암발병과 체중,

결과에서도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장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으로

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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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가 생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

기형을 관측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전자파를 흰쥐에 6.25mT 강도로 1일 8시간씩 임신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인 및 직업인 노출

5일부터 18일까지 노출했지만, 태자(태아)의 유산,

수준에서는 IF 전자파가 동물연구에서 유의미한

골격, 내부장기 등과 관련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해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11-2>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IF 생체 영향 동물연구
Reference

Study subject

Exposure

Results

Effects on general toxicity
Kim et al.
(2006)

SD rats
Male and male (n=10)

20 kHz
6.5 µT
8h/d, 5d/week, 90d

No effect

Lee et al.
(2006)

3-week-old SD rats
Female and male (n=20)

20 kHz, 6.5 μT rms
8 h/d, 5 days/week, 12,
18 months

Increased neutrophils in 12 month-exposed
female rats
Decreased
lymphocytes
in
18
month-exposed female rats
No differences in the other parameters

Lee et al.
(2010)

3-week-old SD rats
female and male (n=20)

20 kHz, 30 µT
8h/d, 5d/week,
18 months

No effect

Effects on fetus
Kim et al.
(2004)

Pregnant ICR mice
(n=10)

20 kHz, 6.5 μT
8 h/d, 5 days/week,
G2.5~15.5)

No effect

Lee et al.
(2009)

Pregnant ICR mice
(n=10)

20 kHz, 30μT
8 h/d, 5 days/week,
G2.5~15.5)

No effect

6-week-old female SD
rats
(n=20)

20 kHz, 6.25 µT
16 weeks
Carcinogen (DMBA, 15
mg/rat, p.o.)

No effect

Male
and
female
newborn CD-1 mice
(n=20)

20 kHz, 6.25 µT
6 weeks
Carcinogen (BP, 300
mg/mouse, s.c.)

No effect

6-week-old female SD
rats
(n=20)

20 kHz, 6.25 µT
19 weeks
Carcinogen (DMBA, 100
µg/mouse,
TPA, 4 µg/mouse,
weekly, 19 weeks

No effect

Effects on carcinogenesis
Lee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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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나라별 IF 주파수 동물 노출 장치 A. 한국, B. 일본, C. 독일
제

6
우리나라의 IF 대역 생체영향연구는 IF 대역

주를 이루고, 고강도 노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전자파 생체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을 당시

2010년도 이후 일본, 독일 등에서 수행된 전자파

유일하게 진행된 생체영향 동물연구로 국제적으로

연구는 우리나라 연구그룹보다 동물 수가 많고,

많은 관심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높은 인용도를

노출강도 수준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고용량 무선전력전송을

IF 대역 주파수 생체영향 연구는 중단된 상태이다.

감안하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IF 연구를 수행할 때는

그림 11-2는 한국원자력의학원 (Kim et al.,

고강도 노출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파 노출수준과

2004)을 비롯한 일본 (Nishimura et al., 2019)과

실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일 (Lerchl et al. 2021) 에서 사용한 IF 동물노출

종합해보면 IF 전자파 연구는 최근 IF 대역 전자파

장비이며,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최근 연구를

이용 증가에 따라 건강영향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수행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연구 그룹에서 사용하는

시급해지고 있지만, RF나 ELF 대역 주파수에 비해

전자파노출 장비가 2002년-2006년에 사용된

연구결과가 매우 적으며, 세포수준연구, 다양한 최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비에 비해 큰 규모의

분자분석법 적용, 고강도 노출수준에 대한 공학적인

동물실험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의

고려 등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고강도

학원에서 수행된 IF 생체 영향 연구도 기존

노출을 포함한 다양한 노출조건과 최신연구기법을

동물연구과 비슷하게 비교적 낮은 mT 수준의 노출이

적용한 IF 전자파의 생체 영향 연구가 수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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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사료된다.

Gimm, Y.M.; Yoo, D.S.; Pack, J.K.; Lee,
Y.S. Teratological studies of prenatal ex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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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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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

제1절 극저주파 전자계 대표 연구성과
제2절 사회적 활용 현황

우리나라에서 극주저파 전자계가 사회적 이슈로

기폭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전자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가공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자계가 어린이 암,

심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믿음으로 변전소나 송전탑의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대표적인

이전을 요구하는 등 전력설비 건설 과정에서

극주주파 전자계와 관련된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졌다. 전자계의

연구성과의 사회적 활용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위험성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한다.

<표 12-1>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극저주파 전자계 관련 대표적인 연구과제

72

연구과제

연구기간

전자계 생물학적 영향 연구

1986.05~1988.05

송변전설비주변의 3차원 전자계 해석 프로그램 개발 및 실증시험연구

1996.01~1996.12

자계에 노출된 쥐의 생존/출산 안전성 평가연구

1999.11~2002.08

전력설비 전자기 환경장해 대책 연구

2003.01~2006.12

극저주파 전자계 안전성 평가 및 저감실증기술개발

2002.09~2008.08

전자기 환경장해 실증 및 기술지원 사업

2003.01~2006.12

생활 전자계 환경평가 및 역학조사용 프로그램 개발

2007.01~2008.12

전력설비 전자계 영향분석 및 Management Planning 수립

2008.11~2011.10

전자계 노출량 최소화 기술 개발 및 설비 운용 방안 수립

2008.11~2013.10

생활 및 전기환경 연관 패턴분석 기술

2013.12~2016.09

송전선로 3차원 자계예측 프로그램 및 변전소 자계예측 모델링 기법 개발

2015.10~2018.11

AC/DC 전기환경 설계 고도화 알고리즘 개발

2020.05~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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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극저주파 전자계 대표 연구성과

축소형 모의 시험장을 구축함으로써 수동루프 같은

제

자계 저감 기술 연구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0.2

12

㎜급 Si-Fe 박막 차폐재 시제품도 개발하여 실용화

장

1999년에 시작된 자계에 노출된 쥐의 생존/출산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 송배전선로를 대상으로

안정성 평가 연구에서는 5 [Gauss]급 생물실험용

직하에서의 전계(송전선로 162 개소, 배전선로 143

회전자계 발생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신쥐에 대해,

개소) 및 자계(송전선로 208개소, 배전선로 305개소)

질병 발생, 출산, 새끼의 성장 및 기능 발달 등에

발생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자계가

관한 독성학적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스템은

암 Promotion에 미치는 생물학적 연구에서는

WHO의 Good Laboratory Practice를 만족하는

질환동물인 AKR 마우스를 이용하여 극저주파

시험설비로 4개의 사각형 코일로 구성되어 있고 3층

자기장 노출이 백혈병의 Promoter로 작용하는지를

구조이며 0.1~500 [μT] 2축 자계를 발생할 수 있고,

조사하였는데, 혈액생화학검사, 미소핵분석, 유전자

최대 50마리의 쥐를 수용할 수 있다. 총 96마리의

분석, apoptosis 검사, 조직병리검사 등을 통해

쥐를 24마리씩 4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룹 1은 정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계 노출 그룹과 비노출 그룹

상태에서 발육시키고, 그룹 2는 50 [mG], 그룹 3은

간의 노출량-반응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833 [mG], 그룹 4는 5000 [mG] 자계에 노출시켰다.

보고되었다. 16세 이하 소아암에 전자계가 미치는

노출은 10일간의 임신기간과 40일간의 수유기간

역학 연구에서는 16세 이하 소아함 환자-대조군 역학

동안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그룹 2의 노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2008년

당시

제

13
장

제

14
장

제

15
장

제

16
장

1,000

제

조건은 당시 국내 765 [㎸] 송전선로 하에서의 예상

여명(환자군 500여명, 대조군 500여명)을 선정하여

17

최대 자계 세기를 반영하여 결정되었다. 연구 결과에

평가한 결과 송전선로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장

따르면, 자계 노출이 쥐의 생존 및 출산에 영향을

보고되었다. 인체가 자계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발생하는

유도전류

전자계에

관한

전력설비 전자기 환경장해 대책연구에서는

해석기술을

대국민

소통의

제

개발하였고,

18
장

일환으로

자계노출이 모동물 및 태자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계이해증진센터를 한국전력공사 고창시험센터

모동물의 분만 및 수유 그리고 차세대 동물의 성장

내에 구축하였다.

제

19

및 기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교미

전력설비 전자계 영향분석 및 Management

확인된 Sprague- Dawley 계통의 쥐에 선행 연구와

Planning 수립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자계 저감

동일한 60 ㎐ 자계 강도로 반복 노출한 후 여러 가지

기술인 수동루프와 관련하여 이전 사업에서의 연구

관찰 및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생물학적 영향이

결과를 이용하여 상용 운전 중인 송전선로에

없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8개 고노출 직종 226명을

시범설치하고 자계 저감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대상으로 EMF 노출량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07년

수동루프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WHO 보고서에 게재하였고, 한국인의 생활환경

완료하였는데,

EMF 노출량도 조사하여 2007년 New WHO EHC에

송전선로용 수동루프의 경우 70% 내외의 자계

반영하기도 하였다. 전자계 저감 기술 연구도

저감율을, 수용가 인근에 설치하는 수용가용

병행되었는데, 한국전력공사 고창전력시험센터 내에

수동루프의 경우에는 60% 내외의 자계 저감율을

송전선로

철탑에

장

제

20
장

제

21

가설하는

장

제

2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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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F(전자파인체보호)

달성하였다. 배전, 변전 및 생활환경 자계 차폐기술을

및 송전선로 자계노출량에 따른 위암 및 간암 발생

개발하고 박판형 자기장 차폐재료를 실제 변전소

관련성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하였다. 그리고

또한 거주지 기준 송전선로 이격거리에 따른 위암

주거

분석하고,

및 간압 발생 관련성 분석 결과에서도 유의성이

단기노출영향 관련 전자계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위암 및

장기노출영향 관점에서 전력설비 운영 방안을

간암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전 국민건강보호의

제시하는 등 EMF Management Planning을

수진 자료,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하고, 위암, 간암뿐만

수립하였다. 전자계 세포 영향 메커니즘 규명

아니라

연구에서는 세포변이, 소핵형성, DNA 손상, 유전자

중증환자등록 여부를 중심으로 2013년까지의 대상

수족, 다핵 형성 등 유전사 손상 영향 분석 결과 1

인구 및 노출 자료를 파악한 후, 전국 규모의 후향적

[mT] 이상에서 유전자 수복 분석실험에 대해서만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였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자계 영향이 관찰되었고, 활성산소 및 노화,

송전선로 이격거리를 산출하여 송전선로 근접지역

세포증식, 유전자 발현 영향 분석 결과 1 [mT]

거주 여부에 따른 위암 및 간암 상대위험도를 분석

이상에서 실험한 세포주 특성에 따라 세포증식 및

및 평가한 결과 모두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되었다.

유전자 발현에 대한 전자계 영향이 관찰되었으며,

송전선로 3차원 자계 예측 프로그램 및 변전소

세포막 신호전달 분자, 세포질 칼슘 이동, collagen

자계 예측 모델링 기법 개발 연구에서는 ICNIRP

및 melanin 생성 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IEEE 문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력설비 종사자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전자계 노출 적합성 평가 및

전자계 노출 기준안을 제시하였고, 전압별 및

자원자 민감성 연구에서는 자계 노출 전, 중, 후 구간의

유형별로 대별한 33개의 변전소를 대상으로 자계

real과 sham session에서 EHS군의 자계 인지율의

노출량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고,

노출 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인을 대상으로 전력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계

또한 지중송전선로 뿐만 아니라, 이도 및 고도차를

노출량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ICNIPR 직업인

고려한 가공송전선로 자계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권고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석기술의

전자계의 인체영향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지식

전력설비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변전소 내부의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복잡한 영역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용하여 자계분포를 계산하고 측정 데이터와 비교한

Risk Communication 필요성을 제기하고 소통의

결과, 프로그램 기반의 변전소 자계해석 기술 적용이

일환으로 극저주파 전자계 홈페이지를 제작 및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감지역

자계

노출량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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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암

질환까지

고도화를

확인하였으며,

기하였으며,

모선과

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전기설비 극저주파 전자계

생활 및 전기환경 연관 패턴분석 기술 연구에서는

기술기준 개정방안 연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환자-대조군과 후향적 코호트 방식으로 자계 노출이

전력설비 전자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위암과 간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ELF EMF 장기노출기준 도입 및 대응전략 수립,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생활환경 자계 노출 총량

가공송전선로 노출량 조사 연구, 송변전 설비 전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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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량 최소화 정책방안 수립 연구 등 극저주파

전계 및 자계에 적용하며 지상화 지하의 송전 선로

전자계 관련 정책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및 배전 선로, 전력 분배 장치, 변전소 등을 포함하고

12

있다. 다만, 직업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

제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765

제2절 사회적 활용 현황

제

[㎸]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

13

일환으로 마련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장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전력설비를 대상으로 한
극저주파 전자계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전자계
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다. 국제 수준의 기준설정

제

우리나라의 극저주파 전자계 관리방안 수립에

14

기여하였다.

장

필요성을 요구한 산업계의 입장, 한국전자파학회의
권고기준과 더불어 전자계 정책 연구를 통해 얻은

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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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전기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계 관리를 위한

장

법적 근거 정비에 활용되었는데, 그 결과 산업자언부

[1] IEC62110-Electric and magnetic field

고시 제2004-19호를 통해서 ICNIRP 권고기준인

levels generated by AC power systems -

제

83.3 [μT]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Measurement procedures with regard to

1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9조

public exposure, 2009

유도장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반영되었다. 극저주파
전자계 입법과 관련하여 대 국회 활동에 연구 결과가
활용되었고, 대국민 정보 제공, 정부 정책 지원 등의
전자계 이해 증진 활동을 수행하여 전자계 대국민
인식도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극저주파 전자계 관련 민원 애로 기술

장

[2] “극저주파 전자계 안전성 평가 및 저감실증기술

제

개발“ 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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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 및 전기환경 연관 패턴분석 기술“ 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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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계에 노출된 쥐의 생존/출산 안전성 평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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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고서, 2002

장

및 현장 Risk Communication을 지원함으로써

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

19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극저주파

장

전자파 관련 국제 표준인 IEC 62110 발간에
제

기여하였다. 이 표준은 교류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20

전자계의 인체노출량 측정 절차에 관한 것으로,

장

인체에 전자계가 노출되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

교류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계 및 자계의 측정절차를

21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공공장소에 적용된다.

장

단, 작업자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자계에 노출되는
제

업무 시간은 제외되며, 많은 국가에서 송전을 위한

22

상용 주파수로 사용하는 50 [㎐]와 60 [㎐] 주파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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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EMF 활동 업데이트
방사선 안전에 대한 문화 및 윤리철학
각 기관의 EMF 활동 업데이트
최근 건강 영향 연구 검토
맺음말

코로나 19로 인해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meeting

회의록에

대한

승인

등

회의가

제26차 International EMF Project에 대한 WHO

개최되었으며, WHO의 활동 업데이트와 비전리 복사

IAC (International Adversary Committee)

프로그램, 전자파 복사 보호에 대한 문화 및

meeting은 6월 8일과 9일에 비대면으로 개최

윤리철학에 대한 발표 및 비전리 복사를 이용한

하였다.

application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회의도 전 세계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둘째 날은 120명이 접속하였으며, WHO, IARC,

접속하는 관계로 매일 1시간 30분간 컴팩트하게

ITU, EC DG Research 등 전자파 관련 국제기구들의

진행되었으며, 첫째 날은 NIR (Non Ionizing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가 보고되었으며, 최근 건강

Radiation) 세션으로 134명이 참석하였으며, 짧은

관련 분야별 연구에 대한 검토와 회원 국가인 독일,

시간의 회의로 인해 토론보다는 주로 발표 위주로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근 활동에 대한 보고와

이루어졌다.

논의가 있었다.

WHO Dr. Emilie는 지난 5월에 개최된 제7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
하였는데, 주제는 ‘이 전염병을 끝내고 다음을 예방;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한 세계를 함께

제1절 WHO EMF 활동 업데이트

건설하자’이며, 건강 기술의 현지 생산 강화, WHO
글로벌 전략, 건강 비상 상태에 대한 WHO 대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WHO EMF Project는

및 대응 강화, COVID-19으로부터의 친환경적이고

1996년 발족하여 WHO HQ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회복, 건강한 삶과 웰빙을 위한 글로벌 실행

EMF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 문헌을

계획 등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하였다.

검토하고 건강 위험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

첫째 날은 참가자 소개 및 2020년도 NIR IAC

76

목적으로, 고품질 EMF 연구의 집중 의제를 증진하고,

제13장 제26차 WHO IAC(국제자문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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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2018~22), 이탈리아의 ISS (Italian

제

그리고 리스크 인식,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National Institute of Health)(2018~22)가 계속

16

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60여개국

공동연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조화된 표준을 장려하며,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금년 IAC meeting은

2020~2021년도

NIR

주요

장

활동

계획은

제

26주년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조언과 EMF

비전리복사방호의 프레임워크, 무선 주파수에 대한

17

문제의 공중 및 산업 보건 및 환경 관리와 관련된

모노그래프, NIR에 대한 연구 의제 업데이트, NIR

장

과학적 정보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결과를 상호

노출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지침, 도구 및 정보 제공

검토하고, EMF 노출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한 조정된

등이다. 먼저, 노출량을 평가하여 위험을 특성화하고

18

국제적 대응을 위한 포럼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위해성을 정의하고, 노출-반응 평가를 통해

장

본 프로젝트는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발암 등급 등 전자파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있으며, 정기 기부 또는 목적성 임시 기부로 구분되며

등급과 모노그래프를 작성 등 건강 위험 평가

2020~2021년에는 아일랜드가 추가되어 호주,

프로세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음은

캐나다,

스위스에서

무선주파수 모노그래프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로서,

기부하였으며, 현물로는 네덜란드에서 직원 지원,

2018년도 국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

문서 번역 등을 지원받고 있다. 모든 지원 행위는

결과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였으며, 2019~20년

WHO의 재정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체계적인 심사팀을 구성하였고, 2020~2021년에

이스라엘,

뉴질랜드,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작년에 종료된 호주의
ARPANSA (Australian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 와 영국의 PHE (Public Health
England)이 20~24년까지 재지정되었으며,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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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10개의 체계적 검토 (SR, Systematic

21

Review)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장

WHO에서는 향후 과학적 문헌을 검토한
기술보고서,

Environment

International의

BfS (Bundesamt für Strahlenschutz)(2018~22),

특별호에 게재할 건강 결과 우선순위에 대한 체계적인

스위스의 FOPH (Federal Office of Public

검토, EHC 모노그래프 그리고 RF 연구 의제 등 RF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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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F(전자파인체보호)

노출과 관련된 간행물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분야의 핵심 메시지로서, 항공의 경우 실행 전에

Dialogue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할

handbook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4개국의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일부 내용과 디자인을

필수적이며,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는 리더십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현재 web

관리가 방사선의 안전문화를 제고하는데 핵심 주체가

site 및 Global Health Observatory (Worldwide

되며 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의료의 경우,

EMF Standard)에 대한 업데이트 진행사항과 그리고

광범위한 오류와 실수가 있는데 보고가 제대로

5G에 대한 건강 영향 관련 Q&A를 소개하였다.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환경에 미치는 행동과

한편,

2002년에

발간된

EMF

상호영향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어

통합관리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IRPA-IAEA-WHO

제2절 방사선 안전에 대한 문화 및 윤리철학

IOMP 공동간행물을 통해 건강관리에서 방사선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였으며, 2021년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문화를 강화하는 방안에

78

IRPA (Interantional Radiation Protection

중점을 둔 새로운 지침 원칙 <Enhancing Radiation

Association)의 Bernard le Guen 의장이 방사선의

Safety Culture in Health Care>를 발행하였는데

안전 문화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IRPA에서는 건전한

방사선 방호보다는 방사선 안전 문화라는 용어를

방사선 방호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사용하여 안전이 방호를 뛰어넘는다는 개념을

첫 지침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방사선 안전 문화는

세웠다. RSC (Radiation Safety Culture)를 만들고

의료, 연구 및 원자력 산업 간의 개념적인 목표의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이해소통, 교육과

차이는 없으며,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행동과

훈련이다. 또한 방사선 안전문화의 수준과 질을

태도에 의해 정의된다. 항공, 원자력 산업, 의료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도구들의 조합이

제13장 제26차 WHO IAC(국제자문위원회) 회의

필요하다. 이를 위해 책임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표준을 알아야 하며, 이해소통 전략을

제3절 각 기관의 EMF 활동 업데이트

제

12

수립해야 한다. 조기경보, 학습, 모니터링, 감사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과

역량이

유지되어야

하며,

반드시

장

1.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제

13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현장 문화 (field

장

culture)를 개발하는 것은 문제를 예측하고, 환자,

먼저, IARC의 Joachim Schüz는 발암 물질을

가족, 제조업체, 규제기관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분류하는 절차에 대해 도식화하여 설명하였으며,

약속 (commitment)을 얻는 것이다. ICRP는 많은

현재 Group 1에는 121개, Group 2A에 88, Group

분야에 방호와 안전에 잘 적용될 수 있는 4가지 핵심적

2B에 313개 그리고 Group 3에 499개 물질로

윤리가치와 3가지 절차적 가치를 정의하였는데, 즉

분류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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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가치의 핵심은 선행, 사리분별, 정당성, 위엄

RF 전자파는 2011년에 암, 특히 glioma에 대해

즉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존중이며, 절차적

제한된 증거가 있다고 하여 Group 2로 분류하였다.

가치는 책임성, 투명도, 포괄성이다.

최근, 암 관련 bioassay와 발암기전에 대한 새로운

제

한편, WHO에서는 NIR의 윤리적 철학을

증거들과 Mobi-kids, COSMOS 등 유용한 정보를

16

정립함에 있어서 IR의 윤리적 철학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암 관련 역학연구 결과들을 비추어

장

벤치마킹하고 있고, ICRP의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볼 때, 자문그룹에서는 2020~2024년도 재평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부분은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전자파와 관련하여 안전에

RF

EMF를

포함하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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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재평가를 권고하였다.

대한 철학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저자가 평상시

†https://monographs.iarc.who.int/adviso

주장하는 EMF Risk culture 확산에 있어서도 중요

ry-group-to-recommend-priorities-for�the-

논리가 될 수 있어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iarc-monographs-during-2020-202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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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

IARC에서는 암 관련 역학연구의 필요성을

장

제기하고 RF의 장기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떤 노출 수준에서 위험의

20

크기와 이러한 레벨에 얼마나 노출되는지에 대한

장

연구,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 IARC GliMoRi
제

2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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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역학연구와 관찰된 뇌암 발생 시점 추세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

간의 일치성, 장기적이고 상세한 개인별 휴대폰 이용

및 표준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5G의 EMF

정보, 고품질 노출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측면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앱은

강조하고 사업자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영어를 비롯하여 아랍어, 중국어,

언급하였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로 제공되고 있고,
모든 모바일 운영 체제(iOS, Android, Windows

2. ITU

및 Blackberry)와 호환된다. 그리고, ITU EMF 권장
사항 및 주요 국제 EMF 표준에 대한 링크를 포함되어

ITU에서 EMF 활동은 ITU-T Study Group 5
(환경, 기후변화 및 순환경제), ITU-R WP1C

있다.
ITU-T K.52 (Guidance on complying with

(스펙트럼 모니터링), ITU-D Q7/2 (전자파

limits

인체노출과 관련한 전략과 정책)에서 다루어지고

electromagnetic)와 K.100 (Measurement of

있다.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to

for

human

exposure

to

determine compliance with human exposure
limits when a base station is put into service
fields)의 개정 초안이 작성되었다.
ITU-R에서는
Handbook

spectrum

monitoring

(www.itu.int/pub/R-HDB-23)의

Chapter 5.6에 NIR 측정에 대해 언급하고 제한치와
노출지수를 설명하고 NIR 측정기기 및 전기장 측정
표준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다.
ITU-D의 SG 2 Q7/2는 지난 3월 26에 업데이트
되었으며, 6월에 “Implementing 5G for good:
do

EMFs

matter?”를

ITU-R에서는

출시하였다.

WHO-ILO-ITU

또한

공동으로

“Establishing a Dialogue on Risk from
Electromagnetic fields”를 개장하는데 기여할
ITU-T에서는 ITU-T K.91 (Guide on EMF and

것을 약조하였다.

Health)를 업데이트하고, ITU EMF Guide 관련
Mobile App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모든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 및 정부에 적합한 전자기장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리소스를 제공하고, EMF와

3. ARPANSA (Austrai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

건강과의 관계, 그리고 휴대전화 및 기타 무선 기술의
ARPANSA에서는 일반인이 안전하다는 것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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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도록 하는 것과 직업인의 경우 안전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ARPANSA의 표준이
호주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되고

제4절 최근 건강 영향 연구 검토

제

12

있는지를

언급하였다. 즉, 일반인에 대해 통신 소스들이

장

1. 동물 및 세포실험

제

안전함을 확인하는 표준으로 강행 규정으로 하고
부처에서

Italy의 Maria Rosaria Scarfi는 2020년 1월부터

산업보건과 안전 규정에 따라 표준이 적용될 수 있다.

12월까지 발표된 동물 및 세포실험 연구논문 중

ARPANSA의 표준은 2002년도에 만들어 졌으며,

EMF-portal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개발의 필요성과

자료를 중심으로 총 72개, 즉 정자기장 (9.7%),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먼저 기술적으로

50~60 Hz 자기장 (34.7%), 중간주파수 (1.4%),

2002년 이래 약 8000개 이상의 관련 연구가

무선주파수 (54%)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있으며,

직업인에

대해서는

관련

(www.emf-portal.org)에

13
장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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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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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간주파수 (300 Hz~10 MHz) 세포실험 논문은

업데이트된 RF 지침을 발표하였다. ICNIRP의

없으며, 1개의 동물실험으로 사이토카인과 호르몬

새로운 지침은 연구발전을 고려하고, 광범위한

생산 그리고 기관 형태에 대한 논문으로 인체영향이

제

근거를 포함하여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무선주파수 전자파에

16

ARPANSA는 공개적 협의에 기여하였고, ICNIRO

대한 23개의 동물실험과 8개의 세포실험 결과, 8개의

장

지침은

자원자실험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였다.

진행되었으며,

호주의

ICNIRP에서는

새로운

2020년

지침을

개발하도록

촉발하였다. ARPANSA는 2020 ICNIRP 지침을

결론적으로 몇몇 논문은 품질 문제로 인해 건강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새로이 변경되는

위험 평가에 유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실험

주요한 사항으로 첫째, 새로운 표준의 제한치는

절차(EM/생물학적)로 인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유사하지만 이전 표준과 비교하여 더 정확하고 신체

하였다. 여전히 질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EMF의

내 에너지 흡수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설명하고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를 위한 연구와 새로운 신기술에

있으며, 둘째, 6 GHz 이상의 높은 주파수에서 RF

대한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지난

노출에 대한 추가 제한이 있으며, 이는 5G 등의 미래

제25차 회의에서도 동일하게 내린 결론이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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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새로운 표준의 6가지
핵심은 ① 최근까지의 과학적 연구를 고려 ②
보수적인 철학을 유지 ③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보호하도록 설계 ④ 5G를 포함한
모든 소스에 적용 가능 ⑤ 복합노출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 ⑥ 순간에서 장기노출까지 어떤 지속시간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장

2. 역학연구
제

20

역학연구에 대한 검토는 IARC의 Isabelle

장

Deltour가 작년에 이어 발표하였는데, 2020년에서
2021년도 발표된 논문들을 검토하였으며, 극저주파

제

노출에 대한 연구는 노출관련 연구 (Baaken et al,

21
장

Radiat Prot Dosimetry, 2020) 및 운동신경 질환
(Chen et al, AJE, 2020)에 대한 것이며,

제

무선주파수에 대한 연구는 6 GHz 이상의 주파수의

22

직업적 노출에 대한 건강 영향 (Karipidis et al,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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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EE, 2021)과 뇌종양 즉 glioma에 대한

이루어졌다. 금년도 특이한 사항으로는 IAC

연구결과를

캐나다의

meeting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Villeneuve 등의 Environmental Research에

이슈 사항, 즉 ‘마이크로파가 Havana의 미대사관

발표한 glioma 발생률 경향에 대한 생태학적

직원들에게 해를 끼쳤는가?’에 대해 미국 펜실베니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발표하였는데, 1992~2015년

대학의 Foster 박사가 발표가 있었다. 이는

도 모든 연령에 대해 N=43,350 glioma 발생과

2016년부터 쿠바 Havana의 미대사관 직원들이

노출은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연간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은

분석하였는데, 관찰된 발병률은 Hardell et

아마도 극초단파 공격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외신을

al(2014), Interphone(2010)의 최초 노출 연령에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진 내용이었다. 이것에 대한

대해 OR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가설로는 직접적인 microwave energy, acoustic

검토하였다.

2021년

energy 혹은 대량 심인성 질환 등을 언급하며 실제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좀처럼

제5절 맺음말

정제되지 않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난 4월 백악관 직원의 유사사례로 인해
다시 이슈화 되어 소개 차원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는 비대면 회의이기에

82

것 같다.

작년에 비해 기술적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으며, 전

이틀에 걸친 제약된 시간 내의 회의지만, 각국에서

세계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회의를

진행되는 주요 EMF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주로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정보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제13장 제26차 WHO IAC(국제자문위원회) 회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논의된 내용들을 잘

제

정리하여 Risk communication 활동과 정책 지원

12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장

참석자 모두는 비대면회의로 인한 아쉬움을
제

남기고 내년에는 대면 회의를 기약하며 회의를

13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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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CISPR 위원회 소개
제2절 2021년도 주요 회의결과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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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CISPR 위원회 소개

장

CISPR는 전자파장해(EMI) 측정･평가 관련 기본
규격(Basic standard)과 가전기기, 정보기술기기

제

4

(ITE), 멀티미디어기기 등 특정 제품 및 제품군에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1))

장

산하의 국제무선장해

대한 표준(Product and product family standard)

특별위원회(CISPR2))는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비의도적

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

전자파로부터 무선서비스를 보호하고 전자파로부터

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EMC 기준으로

5

기기들이 내성을 갖도록 하는 전자파적합성(EMC) 관련

CISPR 표준을 준용하고 있어 CISPR는 전자파적합

장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1934년 최초의

성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

공식회의를 개최한 이래로 매년 표준 규격을 제정하기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방송 통신

현재 CISPR는 산하에 6개의 소위원회(Sub‐

서비스 장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Committee)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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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IEC/CISPR 산하 소위원회 역할 및 담당 표준

CISPR
A

제

8

CISPR 16-1-1∼6
CISPR 16-2-1∼4
[기본규격] 전자파장해 측정 및 통계적 방법
CISPR/TR 16-3
CISPR/TR 16-4-1
CISPR 16-4-2
CISPR/TR 16-4-3
각 제품 표준(product standard)과 제품군 표준(product family standard)에 기준이 되는 CISPR/TR 16-4-5
기본 측정 방법과 측정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하는 위원회
CISPR 17
IEC 61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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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2) (프) Comit International SSScial des
Perturbations RadioSlectriRues
(영) International sS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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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IEC/CISPR 산하 소위원회 역할 및 담당 표준

CISPR
B

CISPR
D

[제품규격] 산업용･과학용･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 산업용기기, 가공전력선, 고저압기기 및 전
기철도로부터의 장해
산업, 과학, 의료용(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고주파 이용기기, 전기철도 등에 대한
전자파 장해 기준을 논의하고 제･개정하는 위원회
[제품규격] 자동차 및 내연엔진의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전자파 방해
자동차 및 내연기관 내 기기의 전자파와 자동차에 설치된 수신기의 보호에 관한 전자파 장해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하는 위원회
[제품규격] 가정용 공구, 조명기기 등 가전기기의 전자파 장해

CISPR
F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조명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방해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과
가전기기의 전자파 내성에 관한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하는 위원회
[일반규격] 무선서비스 보호를 위한 허용기준

CISPR
H

CISPR
I

무선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다른 소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준의 검증 및 주거환경과 산업환경에
대한 일반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하는 위원회
[제품규격] 정보기술기기(ITE), 멀티미디어 및 방송 수신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전파 통신용 수신기를 제외한 각종 방송 수신기, 정보기술기기(ITE), 멀티미디어기기에 대한
전자파 방해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및 전자파 내성에 관한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하는 위원회

IEC/CISPR 산하 모든 소위원회는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행사항 점검을 위해

CISPR 11
CISPR/TR 18-1∼3
CISPR/TR 28
CISPR 37
CISPR 12
CISPR 25
CISPR 36
CISPR 14-1
CISPR 14-2
CISPR 15
CISPR/TR 30-1∼2
CISPR/TR 16-2-5
CISPR/TR 16-4-4
CISPR/TR 31
IEC 61000-6-3
IEC 61000-6-4
IEC 61000-6-8
CISPR/TR 29
CISPR 32
CISPR 35

제2절 2021년도 주요 회의결과

매년 CISPR 총회와 함께 소위별 전체회의(Plenary

2021년도 CISPR 소위별 회의는 전자회의로 11월

meeting)와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를 1회

8일부터 9일,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고,

개최하며 작업반 회의를 추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CISPR 총회(plenary meeting)는 11월 18일부터

또한, 새롭게 제안되어 추진되고 있는 일부
프로젝트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작업을 위한
특별그룹(ad-hoc group)을 구성하거나 CISPR 내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스웨덴의 Ms Bettina Funk 의장이 주관한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위원회 간은 물론 다른 IEC 산하 기술위원회(TC)와
공동 작업을 위하여 JTF(joint task force)나

① CISPR 주요 개발 현황 검토

JWG(joint 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CISPR 의장은 스웨덴의 Ms Bettina F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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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 WPT

기술의

경우

다양한

응용

부의장은 중국의 Mr Junqi Zheng, 간사는 영국의

어플리케이션 및 산업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Mr Stephen Colclough, 보조간사는 영국의 Mr

상황으로, 단일 기술로써 CISPR에서

Mick Maghar가 담당하고 있다.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각 SC 별로 사용

제1장 국제표준화 위원회

- CISPR는 6 GHz 이하 대역에서만 제품

관점에 따라 표준 정의 추진
◦ 증가하는 기기 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Increased number of devices)

상용화에 따라 40 GHz까지 주파수 대역

- 최근 생활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확장 추진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RF 방해에

제

EMC를 적용하였으나, 5G 이동통신의

1
장

제

◦ CISPR 소위원회별로 6 GHz 이상 대역

2

표준화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대한 회람문서 회람 예정
- 최근 환경에 맞는 전자파 측정을 위한

- 기본 표준 담당 위원회(CISPR A)에서는 6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

GHz

마련 추진

측정방법에 대해 검토 추진

◦ 전자파 환경에 대한 용어 정의(Environment

장

이상 대역 측정장비,

제

시험장,

3
장

- 무선통신 서비스 보호 위원회 CISPR

definitions)

H/WG8에서는 5G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에

제

- 각 SC 별로 사용하는 제품군에 대한 EMC

대한 간섭 분석 추진

장

환경 정의가 상의하므로, 운영위원회

◦ 5G 주파수 및 기술 도입에 따른 전자파

(Steering)에서는 통일된 용어 정의를 위해

내성(EMS) 규격 제정 제안을 위한 개발 추진

기존에 DC로 회람된 환경 정의에 대한 각

타당성 검토 결정

및

로봇

관련

제

5
장

◦ (우리나라 대응) 산업체, 지정시험기관들과

SC 별 의견 회람을 요청
◦ 무선기기

4

사항(Radio

device/Radio module, Robots)

협력하여 6 GHz 이상 대역의 전자파를

제

6

측정･분석하여 표준화 대응 추진

- CISPR 표준 내 무선기능을 탑재한 기기에

- 5G 이동통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대한 측정방법 추가 개정작업 진행 중이며,

따라 6 GHz 이상 대역 EMC 표준 개정

산하 SC 별 무선기능 적용된 제품의

시 측정방법 및 허용기준에 대한 기고 추진

장

제

7
장

측정방법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청

③ 무선망 보호를 위한 규제 이슈

제

- 각종 로봇에 대한 정의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및 분류를 완료하였으며, IEC

◦ CISPR 표준에는 무선서비스 보호 등을 위해

EMC zone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분류사항

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근거들이

확인 후 각 SC에서는 개발 추진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음. 허용기준 근거를 알

8
장

제

9

수 없어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란 있음

② CISPR 측정 주파수 범위 최대 40
GHz까지 확장 검토

- 유럽의 각 규제기관 (스위덴PTS외 5개)에서
최근 잦아지는 무선 간섭 사례에 따라, 표준

제

10

제/개정시 관련 내용을 유념하여 개발할

◦ 5G 이동통신, 5GHz 무선랜, 고속 네트워크

것을 요청(허용기준 선정에 대한 논쟁이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6 GHz 이상 대역 EMC

있으며, 관련 사항은 추후 운영위에서 검토)

표준 개발 추진 필요성 검토

장

장

제

11

-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근거가 되는

장

표준도 함께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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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전자파적합성)

◦ (우리나라 대응) 산업체, 지정시험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규제 및 허용기준 제정을 위한
표준화 적극 대응 필요
- 글로벌 가전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관련 내용이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음에 따라 해외 동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추진 필요

④ CIS/A와 CIS/I의 1 GHz 이상 대역의
측정방법 차이에 대한 이슈 검토
◦ (우리나라 대응) 산업체, 지정시험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규제 및 허용기준 제정을 위한
표준화 적극 대응 필요
◦ CISPR/I 제품의 특성상 안테나 높이 및
Absorber 위치에 대해 16시리즈와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측정방법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
◦ 차기 일정
- CISPR 차기 회의는 2022년 10월 28일 ∼
11월 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예정
※ Covid19 및 개최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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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A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제2장

A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김정환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2절 2021년도 주요 회의결과

(교정기술원)

제

1
장

제

2
장

제

3
표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야외시험장을 비롯한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측정 시설 및 측정 장비에 대한 규격과 평가방법,
시험

CISPR A는 전자파장해 측정 및 통계적
처리방법(Radio-interference
and

statistical

장

measurements

methods)

소위원회(SC,

항목별

측정방법,

(reproducibility)과

측정의

제

4

재현성

장

반복성(repeatability)을

높이기 위한 측정불확도(measurement uncertainty)

제

5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Subcommittee)로, 전자파적합성(EMC) 평가를

CISPR A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위한 측정과 관련된 기본표준(basic standard)을

CISPR A의 의장(Chair)은 이탈리아의 Mr.

담당하는 IEC CISPR 산하 위원회이다. 각 제품

Beniamino Gorini, 간사(Secretary)는 미국의 Mr.

장

제

6
장

<표 2-1> CISPR A 소위원회(Subcommittee) 구성
구분

제

7

역할

WG 1

EMC 측정기기 규격
(CISPR 16-1시리즈, CISPR 17 개정)

장

WG 2

EMC 관련 측정기술, 통계 처리방법 및 불확도 규격
(CISPR 16-2/-3/-4시리즈 개정)

제

SAC, FAR 대용시험장에서 중간크기 EUT 볼륨의 사용(CIS/H)

장

JWG 5
JWG A-SITE-VAL

시험장 검증법의 공동 작업반(CIS/D)

AHG 1

30 MHz 이하 시험장 및 안테나 교정

AHG 2

30 MHz 이하 측정방법 및 불확도

AHG 4

EUT 크기 규정

JTF-A/H
JTF JTF-A/I

9
장

제

10

I 소위 표준의 측정방법을 16시리즈에 추가하기 위한 프로젝트 (CIS/I)

JTF REV

전자파 잔향실 기반의 측정･평가 기본규격(IEC 61000-4-21)에 대한 보완(SC77B)
TME Waveguide 기반의 측정･평가 기본규격(IEC 61000-4-20)에 대한 보완(SC77B)

JAHG 6

제

전자파잔향실(RVC) 측정방법을 대용 시험 방법으로 CISPR 16-4-5에 추가하기 위한 프로젝트(CIS/H)
* 해산 예정

JTF TEM
JMT MU

8

장

제

11

IEC 61000-1-6(Measurement uncertainty)의 공동유지보수반 (TC 77)

장

EUT 케이블 배치 및 케이블 단말 (C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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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전자파적합성)

Nicholas Abbondante가 담당하고 있으며, WG

케이블 단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JAHG 6은

1의 컨비너(Convenor)는 핀란드의 Mr. Janne

이탈리아의 Mr. Beniamino Gorini와 일본의 Mr.

Nyman, 간사는 영국의 Martin Wiles(미국의 Drew

Kunihiro Osabe가 공동 컨비너를 수임하고 있다.

Frana 후임), WG 2 컨비너는 독일의 Mr. Jens

대용 시험방법 사용에 대한 조건을 다루는 JTF A/H의

Medler, 간사는 호주의 Mr. Yu Ji 가 담당하고 있다.

경우 독일의 Manfred Stecher와 이탈리아의

또한 AHG 1 컨비너는 오스트리아의 Alexander

Beniamino Gorini가 공동 컨비너를 수행하고 있다.

Kriz, AHG 2 컨비너는 독일의 Mr. Jens Medler,

또한 TC 77과 CISPR A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AHG 4 컨비너는 독일의 Manfred Stecher가

측정불확도 보수작업반 JMT MU는 이탈리아 Mr

담당하고 있다.

Carlo Carobbi가, CISPR D와 시험장 검증법을

CISPR A는 각 제품군 표준에서 규정된 측정기기

논의하는 공동작업반 JWG A-SITE-VAL은 미국의

및 측정방법을 기본규격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Mr Craig Fanning가 컨비너를 맡고 있다. 이들 중

소위원회에 공동 작업반(JTF, Joint Task Forces)을

몇 개의 공동작업반은 임무완수/활동중단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JTF A/I 공동 컨비너는 이탈리아의

담당 소위원회의 요청과 CISPR S의 결정에 따라

Beniamino Gorini와 미국의 Andrew Griffin이

해산될 예정이다.

컨비너

CISPR A의 활동에 대응하는 국내 EMC

(co-convenor)는 네덜란드의 Dr. Ramiro Serra와

기준전문위원회 A 소위원회는 교정기술원(전

독일의 Dr. M. Magdowski가 수임하고 있다. JTF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김정환 의장을 중심으로

TEM의 경우 독일의 Dr. D. Hamann가 컨비너를

충북대학교,

담당하고 있다. CISPR H에 연관되어 대용시험장인

삼성전자,

SAC와 FAR에서의 중간크기 EUT 체적의 사용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하여 논의하는 공동 실무반(Joint Working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CTK, HCT, KCSS,

Groups)인 JWG 5의 공동 컨비너는 독일의 Mr.

피앤이,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hilo A. Kootz와 Mr. Jens Medler가 맡고 있으며,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의 21명 전문가가 활동하고

CISPR I와 관련하여 연관되어 EUT 케이블 배치와

있다.

담당하고

있다.

JTF

REV

공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G전자,

위니아전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표 2-2> CISPR A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

92

번호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명

1

CISPR 16-1-4 AMD2 Ed.4

30 MHz 이하의 시험장 검증방법

AFDIS(FDIS승인)
CIS/A/1323/CDV

2

CISPR 16-1-6 amd2 Ed.1

루프안테나 교정방법 추가

CFDIS(FDIS회람)
CIS/A/1362/FDIS

3

CISPR 16-2-3/AMD2 Ed.4

30 MHz 이하 방사성방해 측정방법

4

CISPR 16-1-4 Ed.5

주전원선 단말에 대한 규격 도입

진행단계(관련문서)

PRVC(RVC(CDV 투표결과) 준비)
CIS/A/1344/CDV
CD(CD회람)
CIS/A/1353/CD

제2장 A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CISPR A에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MHz이하에서의 방사성 방출 측정에 대한 불확도

제

및 CISPR/1317/DC에 식별된 항목들을 추가하기

1

위한 보수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됨.
’CISPR

제2절 2021년도 주요 회의결과

기술문서‘인 CISPR

TR

장

16-3에
제

SAC(반무향실)과 FAR(완전무향실)의 비교평가

2

(CIS/A/1349/INF) 및 기타 항목에 대하여 CISPR

장

H소위에서 제공한 자료를 포함하기 위한 보수작업을

1. 2021 CISPR A 총회

제

시작하기로 합의됨.

3

CISPR F소위에서 제기한 CDNE와 관련된
2021년 CISPR A소위 총회는 Zoom을 이용하여

이슈(CISPR

16-2-1

Ed

장

3.1의 CDNE법에

2021년 11월 8일에 진행되었으며 18개국의 대표

폴리스틸렌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해석문서 발행

제

73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제안)가 발행된 정오표에 의하여 해결되었기 때문에

장

2021년 문서 활동은 아래의 표와 같이 총 3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4

2019년 상하이 회의에서 논의된 CISPR 16-2-1의
보수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없음을 결정함.

제

5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이 없는 ‘중간크기 EUT의

장

방사성 방출 측정’을 논의하는 JWG5 을 해산할
것인지 또는 참여할 전문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서가

제

6

각 국가위원회에 회람될 것임.

장

‘방사성 방출시험을 위한 전자파 잔향실 사용’을
논의하는 JWG A/H의 임무가 완수되었기 때문에

제

이를 해산하고 H소위에 통지하기로 합의함.

가. 2021 CIS/A 총회 주요 결정 및 변경
사항
‘방사성 방출시험을 위한 전자파 잔향실 사용’에
관한 표준문서 CISPR 16-4-5 Ed1 Amd2의
편집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정오표를 발행하기로
합의됨.
CISPR H소위로부터의 CISPR 소위 A, H,
I사이에서 CISPR 16-2-3에서 모든 케이블에
CMAD(공통모드 흡수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정 요청을 이미 ‘케이블 단말 및 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JAHG6에 일임하기로 결정함
(CIS/A/1346A/RQ).
’측정 계기 불확도‘ 문서인 CISPR 16-4-2에 30

7
장

A소위 WG1(작업반 1)은 영국의 Mr. Martin
Wiles를 새 간사로 추천하였음.

제

8
장

나. 주파수 영역 확장에 대한 업무 진행사항
18 GHz ~40 GHz 주파수 영역에서의 시험방법

제

및 시험장과 계측기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를 위하여
업무의

범위와

CIS/A/1242/DC

보완될

출판문서에

(CIS/A/1234/INF)가

9

대한

장

각

제

국가위원회에 회람되었다. 또한 ‘18 GHz ~40 GHz

10

주파수영역에서의 측정 계측‘과 ‘18 GHz ~40 GHz

장

주파수영역에서의 측정법과 불확도‘를 다루기 위한
제

두 ad-hoc 그룹을 만들기 위하여 CIS/A/1347/Q도

11

회람되었으며 두 AHG에 우리나라도 2인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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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기로 함. 다음 과정으로는 다음의 문서를

마. 다른 IEC 위원회/소위원회와의 협력

개정하기 위한 DC문서들을 회람할 것임.

JTF TEM(77B/A소위)은 IEC 61000-4-20 Ed.

(WG1 담당) CISPR 16-1-1, CISPR 16-1-4,
CISPR 16-1-5, CISPR 16-1-6

3에 대한 FDIS를 2021년말까지 회람할 예정이며,
JTF REV(77B/A소위)는 IEC 61000-4-21 Ed.

(WG2 담당) CISPR 16-2-3, CISPR 16-4-2

3에 대한 1st CD를 준비하고 있으며,
JTF JMT MU(77/A소위: 측정불확도)는 IEC

다. 새 업무 분야

61000-1-6 Ed. 2에 대한 1st CD 준비를 하고 있음.

지난 10년간 개정/보완이 없었던 문서에 대한 장기

2021년 7월 28일 JMT MU 1차 회의가 영상으로
열렸으며, 2021년 11월 30일 2차 회의가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진행되었음. 주로 개정 범위,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측정 불확도를 conformity
assessment와 decision rule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conformity assessment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국제기구나 문서(예 ISO/IEC
17025)가 널리 통용되고 있고 기본표준인 IEC
61000-1-6의

scope에도

부합되지

않아

부결되었고 다만 decision rule에 대하여는 CISPR
16-4-2등에 기술된 compliance assessment를
위한 기본 규칙 수준에서 논의될 전망임. 또한 이

라. CISPR S/IEC 사무국 관련 사항
출판된 CISPR 32 Amd1 Ed.2에 대하여 I 소위가
제공한

설명(CIS/A/1325/INF)을 A소위에서

논의하였으나 1 ㎓ 이상의 주파수에서의 측정법에
대한 기본표준(CISPR 16-2-3)을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의 주요 이슈는 CISPR 32에서 채택하고
있는

height

scan을

기본표준인

CISPR

문서에서 다루는 측정 불확도에 포함할 불확도 요인
항목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며 특히 측정 반복도
(Type-A불확도: repeatability)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논점임. 3차 회의는 2022년 3월 23일에
개최될 예정.

바. 다른 CISPR 소위원회와의 협력

16-2-3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IEC 지침

B 소위가 CIS/B/736/INF에서 제기한 30

107에 충돌되는 것으로 A소위는 판단하고 CISPR

MHz이하에서의 측정에 대한 논제에 대하여 A

S(Steering

소위에서는 해결책을 제공할 것임. 작업반 1에서

Committee)에

의뢰하기로 하였음.

보고하고

판단을

적합한 능동 환상안테나(active loop antenna)가
가용하나 사전증폭기 포화를 피하기 위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미 언급하였음.
D 소위와의 공동작업반인 JWG A-SITE-VAL은
30 MHz 이하에서의 방출에 대한 CISPR 3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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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서 시험장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계속하여
F소위 관련하여 CDNE법에 폴리스틸렌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CISPR 16-2-1 Ed 3.1의
출판하였으며,

제

위한 계측과 시험방법 및 18 GHz ~ 40 GHz 대역의

협력하고 있음.

정오표를

모든 CISPR 소위에, 30 MHz이하의 방출 측정을

CISPR

1

방사성 방출 측정을 위한 계측과 시험방법에 대한

장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것임.
제

16-1-1에

불연속방해분석기 검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것임.

2

2. 2021 CISPR WG1

장

A 소위 DC문서를 F 소위에 INF문서로 회람할 것임.
F 소위 관련하여 방사성 방출 시험에 잔향실 사용에
관한 CISPR 16-4-5 Amd 2 Ed. 1이 출판되었으며

2021년 11월 9일과11월 10일에 CISPR A소위

제

3

WG1(작업반 1)회의가 virtual로 개최되었다.

A 소위에서는 JWG A/H TEM을 해산하기로 함.

CISPR 16-1-4 Amd.2 Ed. 4.0 (30 MHz이하

중간크기 EUT의 방사성 방출 측정 관련하여 CISPR

시험장 검증, Project Leader Alex Kriz): 1323

16-4-5 수정에 대한 작업을 하는 JWG5의 계속적인

CDV에 대한 주요 comments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업무를 지지하는지 또는 이를 해산할 것인지를 묻는

하였으나, 이 내용이 미리 회람되지 않아서 반대가

질의서를 각 국가위원회에 회람하기로 합의함.

있었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서 RVC를 회람하고

장

제

4
장

제

I 소위 관련하여, 주전원선 단말과 케이블 배치에

2022년 3월 말까지 FDIS draft를 작성할 계획임.

5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JAHG6은 (2021년 6월 28일

전류 프로브 교정시의 측정불확도에 대한 제안:

장

~ 6월 29일 web meeting, 2021년 9월 28일과

전류 프로브 교정시에 사용하는 jig의 삽입 임피던스

29일에 web meeting을 개최하여 CISPR 16-1-4의

측정법, 결과 및 불확도에 대한 Fujii(일본)의 발표가

제

6
장

주전원선 단말에 대한 규격에 대한 1st CD에 대한

있었음. ‘Shunt-Thru’법을 VNA에 적용하는 것이

각국 NC의 comment에 대한 observation과 관련

최상의 결과를 주었다. 이 측정방법에 대한 재현성을

2nd CD 초안 내용(문구)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살펴보기 위하여 RRT(상호비교시험)을 구성하기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2nd CD(CIS/A/1353/CD)를

하였고

작성하여 회람중 (2021. 10. 01 ~ 2021. 12. 24).

(artefact(CO only), protocol 등)을 준비하여 한

다음회의는 2022년 1월경에 개최될 예정. 주전원선

참가기관별 한달기간으로 2022년 9월말까지

제

단말 사용 및 케이블 배치에 대한 CISPR 16-2-3의

마무리하기로 함.

장

1st CD는 케이블 배치에 대하여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여 2022년 중반쯤 회람될 예정임.

2022년

3월말까지

RRT

제

7

material

장

8

CISPR 16-1-6 수정안 (Time domain법):
제

복잡한 과정을 피하기 위하여 VNA에 내재된

9

CISPR 32 자료를 CISPR 16 시리즈(기본 표준)로

time-domain 관련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전하는 작업은, JTF A/I가 CISPR 16 시리즈에

발표와 논의가 있었음. NEC simulation을 사용하여

포함시킬 CISPR 32에 있는 공통적인 시험 셋업 및

바이코니컬 안테나 특성에 대하여 한 계산에서

요구조건을 식별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CISPR 32

time-gating이 일종의 smoothing 효과가 있음을

Amd1을 검토하여 CISPR 16 출판문서에 포함될

보여주었으며 time-gating parameter 설정에

문구를 식별할 것임. 다만 1 GHz 이상에서의

주의하여야 함. 또한 주파수대역 양 끝단에서

제

측정법(height scan 관련)은 제외될 것임.

일어나는 효과는 아직 해결하여야 할 과제임. 2021년

11

장

제

10
장

장

12월말까지 구상(제안)을 회람하고 필요한 AH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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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합하는 새로운 측정법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WG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한 DC문서를 2022년

현재로는 A 소위 작업반 1은 CISPR 16-1-4(시험장

6월말까지 작성하기로 함. ANSI에서는 시험장

평가)에 대하여 아무일도 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는

평가뿐 아니라 안테나교정(1 ㎓이상의 주파수

Guide 107와 충돌하는 것으로 CISPR 32를

대역)에도 시간영역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18

개정하거나 정당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에

㎓ ~ 40 ㎓대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음.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CISPR S의 역할임.

결정할지는

2022년

1월에

결정하여

18 ㎓ ~ 40 ㎓ 주파수대역 방사성 방출 측정 :

기타: 1. A new concept of the standard

2021년 1월에 AHG 회의가 있었음. PL인 Q.

antenna using two homogeneous antennas,

Ye(중국)의 발표가 있었으며 다음 회의는 2022년

2. Proposal of Compact-Standard Antenna

3월에 예정(실제 일정은 Doodle을 이용하여 2021년

Method (C-SAM), 3. Proposal to add Calculable

말까지 확정하고 2022년 5월 DC문서(3개의

Loop antennas into CISPR 16-1-5 and CISPR

TF(WG1, WG2, 안테나교정(WG1))를 예정하며, 각

16-1-6, 4. Maintenance of CISPR 16-1-1 Ed.

TF당 하나의 DC 문서)를 목표로 하며, 다음 회의

5.0: Table 14 Test pulses N. 2 & 3,

안건초안은 2021년 말까지 IEC collaboration

Interpretation sheet to CISPR 16-1-1 Ed. 5.0에

tool(AHG21 space 확보)에 올리고 통지할 예정이다.

대한 논의 결과 안건 1~3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CISPR 16-1-1(측정기기)과 16-1-4(시험장 및

INF를, 안건 4는 DC문서를 회람하고 안건 5는

안테나)를 우선하고 16-1-5(시험장 평가법)와

CISPR 16-1-1유지보수에 삽입할 최종 문구안을

16-1-6(안테나 교정법)는 추후에 추진할 계획임.

2022년 1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음.

5.

CISPR 32/AMD1 ED2 Amendment 1에 대한
논의:이는 CISPR 32 Amd1 Ed2에서 1 ㎓ 이상의
주파수에서 방사성 방출 측정에 사용하는 height
scan에 대한 것으로 I 소위에서는 1 ㎓ 이상에서는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 분석

EUT 자체에 의한 beam peak가 발생하여서
수신안테나 높이에 따라 수신신호의 변동이

1. CISPR 16-1-4/AMD2 ED4

발생함으로 height scan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1325 INF), A 소위에서는 시험시 TT(turn table)에

가. 기본정보

흡수체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height pattern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즉 TT에 흡수체가 없는

분과

CIS A/WG1

프로
젝트

CISPR 16-1-4/
AMD1/FRAG2
ED4

현재 상태

AFDIS

완료
시기

2022.10

FAR나 FSOATS는 OATS처럼 동작함. 또한
sVSWR측정에 의한 시험장 적합성 평가시와 실제
시험시 흡수체 배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CISPR 32의 height scan은 방사성 방출
측정에 대한 기본 표준인 CISPR 16-2-3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후에 새로운 시험장 평가법과 그에

96

표준(안) 명칭
Site validation below 30 MHz
(영문)
표준(안) 명칭
30 MHz 이하의 시험장 검증방법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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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2. 유한(실제) 급전 갭 폭(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 CISPR 16-1-4에 30 MHz 이하의 주파수에서
사용되는 시험장의 유효성 검증방법 추가

제

델타 갭이 사용됨) 영향,

1

3. 수신 루프안테나의 균일한 자기장과 자기장

장

영향의 위상차.”

◦ Ottawa CISPR/A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제

같음(CISPR/A/1061/RM 10.6.1 참조)
◦ 이 프로젝트는 9 ㎑에서 30 ㎒의 주파수

2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장

영역에서 시험장 검증을 위한 자료를 소개하며,

◦ 2018년 2월(CISPR/A/1249/RR)

이 주파수영역에서의 검증은 한 쌍의

◦ 2018년 2월(CISPR/A/1250/CD) 회람

환상안테나를 이용하며 정규화시험장 감쇠량법

◦ 2018년 9월(CISPR/A/1270/CC)

(NSA)과 기준시험장법(RSM)을 사용함

◦ 2018년 9월(CISPR/A/1270A/CC)

제

3
장

◦ 2018년 11월(CISPR/A/1270B/CC)

제

방사성 방해 측정절차가 소개될 것이며, 두

◦ 2019년 6월 2ndCD (CIS/A/1299/CD) 회람

장

프로젝트는 시험 set-up과 측정거리 등에

◦ 2019년 9월 2ndCD 검토의견 (CIS/A/1307/

◦ CISPR 16-2-3을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에서는

대하여 긴밀히 조율될 것

4

제

CC) 회람, 2019년 10월 상하이 회의에서 검토

◦ 측정거리 3 m와 5 m에서는 시험장감쇠량이 이론
NSA의 ± 4 dB 이내에 있어야 하며, 10
m 측정거리에서는 이 ± 4 dB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합성시험
불확도 산정에 반영시키도록 요구함
◦ Hx, Hy, Hz 모든 set-up에 대하여 각각
반영하여야 하며, 국내시험장에 대하여 어느

5

◦ CISPR 16-1-4/AMD2 ED4으로 변경됨

장

◦ 2020년 7월 10일 검토수정의견(CIS/A/
1307A/CC) 회람

제

6

◦ 2020년 9월 18일 CDV (CIS/A/1323/CDV)

장

회람 (2020년 12월 11일 마감예정)
◦ 2021년

11월

12일

RVC

회람

제

7

(CIS/A/1357/RVC), 89 %로 FDIS로 승인.

장

방향으로 대응할지가 관심사임
◦ 프로젝트 리더: 오스트리아의 A. Kriz
◦ CIS/A/1323/CDV에

대한

2. CISPR 16-1-4 ED5(주전원선 종단)

제

한국의견

8

KR-19에 대한 검토결과 참고 (향후 과제).

장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에 대해
KR NC가 CIS/A/1327/RVC에서 제공한
입사각으로 인한 부하 전류 변동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었으며 향후 개정을 위해 고려됨.
KR NC CIS/A/1327/RVC 의견:
1. 루프 안테나 정의의 자유 공간 자기장 안테나
계수: 평면파 입사 방향(전기장 편파 w.r.t.

가. 기본정보
분과
현재 상태

CIS A/JAHG6

프로
젝트

2CD

완료
시기

CISPR 16-1-4/
ED5

제

2022.12

장

9

표준(안) 명칭 Antennas and test sites for radiated
(영문)
disturbance measurements

제

10

표준(안) 명칭
방사성 방해 측정 안테나 및 시험장
(국문)

장

제

급전점 위치): 주석 끝에 있는 부록의 그래프

11

및 다이어그램 참조,

장

97

EMC(전자파적합성)

나. 주요 내용
◦ 이 프로젝트는 CISPR 16-1-4 4.0판의

◦ VHF-LISN에 대한 정의 3.1.30 추가

수정으로 시작되었지만 3차 수정이 허락되지

◦ RGP에 대한 약어 3.2 추가

않아 5.0판으로 이전하였음.

◦ JAHG6에서 수행한 RRT 결과를 기반으로

◦ JAHG6에서 수행한 RRT 결과를 기반으로

98

CMAD에 대한 정의 3.1.7을 수정.

CMAD에 대한 8.1항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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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D 대신 VHF-LISN으로 EUT의 AC

3. CISPR 16-1-6 Ed.1.0 Amd2

제

주전원 선을 종단하는 것은 주 전원선이 시험
체적(예: 턴테이블 중앙)을 떠나는 지점에서
방사성 방해 측정의 반복성과 재현성을
향상시킴. 이것은 VHF-LISN이 EUT AC
주전원

케이블에

제어된

임피던스를

제공하기 때문임.
◦ 주전원 케이블 종단 장치의 명세 추가
- 평형형 VHF-LISN 요구사항 (Table 9)
- 불평형형 VHF-LISN 요구사항 (Table 10)

1

가. 기본정보

장

분과

CIS A/WG1

프로
젝트

CISPR 16-1-6
Ed.1.0 Amd2

제

현재 상태

CFDIS

완료
시기

2022.03

장

2

표준(안) 명칭
EMC Antenna Calibration < 30 MHz
(영문)

제

표준(안) 명칭
30 MHz이하 전자파적합성 안테나 교정
(국문)

장

3

제

4

나. 주요 내용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장

현재

◦ CISPR 16-1-16 Ed. 1.0 (2014)에 있는 9

JAHG6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주전원선 단말을

㎑ ~ 30 ㎒ 주파수영역에서 사용되는 loop

포한시키는 것에 대한 각 NC의 의견을 물음(

안테나 교정법에 3가지의 추가적인 loop

CIS/A/1265/DC)

안테나교정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2017년

1월

CISPR

16-1-4에

- 3-안테나법 (Three-Antenna Method(TAM))

◦ 2020년 10월 케이블 단말을 포함시키기 위한

- 전류 프로브를 사용하는 표준 전자기장법

CISPR16-1-4 Ed.4 (2019-01)의 개정에 대한

(Standard

질의(CIS/A/1326/Q)

CPM (Current Probe Method)로 명칭

12월

주전원선

종단

규격

◦ 2020년 12월 1차 CD 회람(CIS/A/1333/CD)
9월

6
장

Method(SFM))에서

제

검토의견서

7
장

- 송신 loop 안테나의 자기장 안테나 인자를
사용하는 표준

작업시작(CIS/A/1332/RR)
◦ 2021년

제

변경됨(A/1221/CD)

◦ CIS/A/1331/RQ
◦ 2020년

5
장

◦ 명확한 지지가 없었음(CIS/A/1294/INF)

Field

제

발간

(CIS/A/1352/CC)
◦ 2021년 10월 2차 CD 회람(CIS/A/1353/CD)

제

- 안테나법 (Standard Field Method

8

(SFM))에서 Standard Antenna Method

장

(SAM)으로 명칭 변경됨(A/1221/CD)
제

◦ 한국 NC에서는 앞의 방법(CPM)과 같은 원리의

9

방법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5.2.4 Current

장

Probe Method (CPM) and 5.2.5 Standard
antenna

method

had

better

제

be

10

categorized as Standard Antenna Method

장

(SAM) with;
1. loop current measurement using

제

11

current probe (CPM in 5.2.4.),

장

99

EMC(전자파적합성)

2. Magnetic field antenna factor of the
Tx antenna, though not necessarily
having to be Tx, it could be Rx

◦ 2018년 1월 CIS/A/1245/CC
◦ 2018년 9월 3rd CD문서(CIS/A/1272/CD)
회람(2018. 12. 21.까지)

antenna. (Standard antenna method

◦ 2019년 2월 검토결과 확정 (CIS/A/1288/CC)

in 5.2.5)

◦ 2019년 8월 CDV (CIS/A/1300/CDV) 회람

◦ 용어

변경제의

(2016

CISPR회의에서

원안으로 추진):“magnetic field antenna
factor” to“magnetic antenna factor”
◦ NSA validation 절차에 사용될 한 쌍의
안테나를 위한‘Two antenna method
(TWOAM)’가 추가됨
Dr. Kriz가 2016년 항저우회의에서 제안

NC에서는

◦ 2020년 10월 16일 CIS/A/1300/CDV에 대한
투표결과 (CIS/A/1327/RVC) 회람. 100 %
찬성으로 FDIS으로 진행이 통과됨.
◦ 한국 NC제안 : Further investigations
should be on 1. Free-space magnetic field

※ Seibersdorf Laboratories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 한국

(2019.10.25. 마감)

CISPR

16-1-6의

scope에서 벗어나는 문제 제기

antenna factor of a loop antenna
definition:Plane wave incident direction
(E-field polarization w.r.t. feed point
position): See the graph and diagram in

◦ 한국 NC에서는 loop 안테나의 feed gap

the Annex at the end of comments, 2.

(급전점)의 입사 평면파에 대한 상대적 위치에

Finite (real) feed gap width (In the analysis

따라 자기장 안테나 인자가 달라지는 현상에

delta-gap is usually used.) effect, 3.

대하여 comment하고 loop 안테나 자기장

Uniform H-field in the receive loop

안테나인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정방법에

antenna vs phase difference in the H field

있어서도 이의 영향에 대하여 언급할 것을

effect. If necessary, the definition should

제시함 (2019.10.25.)

be more precise and accordingly those
contributions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yet

taken

into

consider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 CISPR 16-1-6 (EMC antenna calibration)

uncertainty evaluation. : These topics are

프로젝트가 시작된 CISPR/A/1117/INF를

noted and will be considered for future

따라서 CISPR 16-1-6:2014에 3가지의

revisions.

추가적인 loop antenna 교정법이 제안됨
(A/1151/RR)
◦ 2016년 4월 1st CD문서(A/1157/CD) 회람,
9월 검토 확정(A/1185/CC)
◦ 2017년 3월 수정 검토확장(A/1185A/CC);
2017년 4월 30일까지 수정 문서(CD)를 회람
◦ 2017년 7월 2nd CD문서(A/1221/CD) 회람

100

not

◦ 2021년

11월

19일

FDIS

회람

(CIS/A/1362/FDIS), 2021.12.31. 투표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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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SPR 16-2-3 Ed. 4.0 AMD2
가. 기본정보
분과

CIS A/WG2

현재 상태

PRVC
CDV투표결과
회람준비

프로
젝트

CISPR 16-2-3
Ed. 4.0 AMD2

완료
시기

2022.09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제

◦ 2018년 2월 프로젝트 시작(A/1252/RR)

1

◦ 2018년 3월 CD 문서(A/1254/CD) 회람,

장

2018년 9월 검토 확정(A/1271/CC) 수정검토

2

◦ 2018년 10월 부산회의에서 Z 방향 측정
이상의 거리에서 측정할 경우 외삽법적용

표준(안) 명칭
30 MHz 이하 방사성방해 측정방법
(국문)

준비
제

◦ 2019년 2월 2nd CD (CIS/A/1289/CD) 회람

장

* KR NC comment KR-10:‘Feed point of the

16-2-3을 위한 측정법을 만듦
◦ 다음의 기술적 관점에 대하여 고려할 것 임

5
장

antenna plane direction.’에 의거 2019년
상하이회의에서

2건의

발표가

제

있었으며,

6
장

‘Definition (3.1.31 from 1299/CD) and
figure for the feed point position will be

제

added. It will require to use either one
of the two middle positions.’로 우리의견이

- 시험장: OATS, SAC

반영됨. 국내에서도 추가 연구 및 입증 실험이

- 측정거리: 3 m, 10 m, 기타

필요하여 추진예정.

(CISPR 16-1-4 Clause 4.3.2)

제

receive antenna shall be specified for each

- 측정주파수: 9 ㎑ to 30 ㎒

- 측정 안테나: 직경 60 cm 환상안테나

4

◦ 2019년 9월 검토의견 (CIS/A/1308/CC) 회람

1 ㎓ 에서 방사성방해 측정에 관한 CISPR

대한 IEC/PAS 62825에 기반하여 CISPR

3
장

◦ 2018년 11월 수정 검토확정(A/1271B/CC)

◦ 2019년 10월 검토 수정확정 (CIS/A/1308A/CC)

화면 TV의 방사성 방해 측정법 및 한계치에

제

여부에 대한 논의, 제시된 의견반영 2nd CD

◦ 야외시험장이나 전자파반무향실에서 30 ㎒ ~
16-2-3 7.3항과 150 ㎑ ~ 30 ㎒에서 플라즈마

장

포함하기로 하고, 30 m 측정거리 및 10 m

Measurement method for radiated
표준(안) 명칭
disturbance measurements below 30
(영문)
MHz

나. 주요 내용

제

확정(A/1271A/CC)

◦ 2021년

8월

13일

7
장

제

CDV

회람

8
장

(CIS/A/1344/CDV), 2021년 11월 5일

- 측정수신기 및 감지기: CISPR 16-1-1, QP

투표마감

(CC_CIS_A_1344_CDV

- 측정안테나 높이 스캔: 없음

NC일부의견 미전달)

:KR

제

9
장

- 높이 및 거리에 대한 환상안테나 기준점
- 수신안테나 방향: X, Y, Z
- EUT 회전: 360 도
- 측정기준을 위한 EUT 경계면
- 기타: 안테나와 수신기사이의 케이블 등

5. 18 ㎓ ~ 40 ㎓ 주파수에서의 방사성
방출에 대한 업무(work items) 준비

제

10
장

◦ WG1
제

- CISPR 16-1-1: 시험 계측기 사양

11

- CISPR 16-1-4: 시험장 및 안테나 사양

장

101

EMC(전자파적합성)

- CISPR 16-1-5: 시험장 검증법

검증에 대한 기존 sVSWR법과 시간영역

- CISPR 16-1-6: 안테나 교정법

sVSWR 측정에 대한 연구와 측정결과 2건을

- ETSI TS와 ANSI C63.4-2014를 기반으로

기고하였음.

추진하기로
- TD SVSWR (ANSI ~ 18 ㎓) 방법 검토

6. 2021년 기타 검토 문서

- 18 ㎓까지 검증된 시험장은 18 ~ 40 ㎓
범위에서 검증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 18 ~ 40 ㎓ 시험장 검증방법에 대한
연구조사 필요함.
- 2019년 10월까지 전문가그룹(2018년
한국 Mr. Keum을 추천하였으나 2018

1. CIS/A/1330/Q: Maintenance of the
Technical Report IEC TR 61000-1-6 Ed.
1, Measurement Uncertainty (2020. 12.
04 ~ 2021. 01. 15)
2. CIS/A/1334/Q:

Questionnaire

on

WG1 회의록에 누락) 구성하여 2020년

acceptance of new stability dates for

5월까지 각국 NC의 comment를 받기위한

CISPR/A managed publications(2020.

DC 문서 회람하기로. (PL: Ye Qiongyu)

12. 25 ~ 2021. 02. 05)

◦ WG2

3. CIS/A/1333/CD: CISPR 16-1-4 ED5:

- CISPR 16-2-3: 방사 측정법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 CISPR 16-4-2: 측정 불확도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 WG1 활동(시험장, 검증, 수신기, 안테나

methods - Part 1-4: Radio disturbance

등)과 연계하여 FAR, height scan 및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

turntable 회전 등에 대하여 2020년

Antennas and test sites for radiated

5월까지 DC문서 준비, 2020년 11월까지

disturbance measurements (2020. 12. 25

각국 NC 회람하여 의견수렴 (PL: Mr.

~ 2021. 03. 19)

Gorini). 이 DC 문서작업을 할 작업반(task

4. CIS/A/1342/DC:

Proposal

for

the

force) 구성. 컨비너가 CIS A 간사에게

Amendment of CISPR 6-1-5 - Proposal

adhoc 그룹 설립을 요청하고 참여를

to add Calculable Loop antennas into

요청하기로 함.

CISPR 16-1-5 (2021. 04. 30 ~ 2021. 06.

◦ AHGx 만들어 FCC, ANSI, ETSI 등 기존
표준을 benchmarking 하기로 함
◦ SC-A WG1, WG2과 SC-H와 조율하여
추진(2019년 9월 말)
◦18 ㎓ ~ 40 ㎓대역에서의 방사성 방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AHG21회의가 2021년 11월
3일에 개최예정이었는데 연기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18 ㎓ ~ 40 ㎓대역 시험장

11)
5. CIS/A/1341/DC: Proposal for the next
maintenance of CISPR 16-1-6, proposal
to add Calculable Loop antennas into
CISPR 16-1-6 (2021, 04. 30 ~ 2021. 06.
11)
6. CIS/A/1340/DC: Proposal for the next
maintenance of CISPR 16-1-6: Revision
on items of three-antenna metho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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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antenna method using the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principle of Compact-Standard Antenna

Part 1-6: Radio disturbance and

Method above 1 GHz (2021. 04. 30 ~ 2021.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 EMC

06. 11)

antenna calibration (2021. 11. 19 ~

7. CIS/A/1339/DC: CISPR 16-1-6: Edition

제

1
장

제

2021. 12. 31)

2

1.1 2017-01 Update Figure C.10 and

장

Table C.3 (2021. 04. 30 ~ 2021. 06. 11)
제

8. CIS/A/1347/Q: Proposal to establish

3

Ad-hoc Groups to work on topics for

장

measurement instrumentation, method
and uncertainty in the frequency range

제

18 GHz to 40 GHz, approval of Convenors

장

4

and Call for Experts (2021. 07. 16 ~ 2021.
08. 27)

제

5

9. CIS/A/1344/CDV: CISPR 16-2-3/AMD2
ED4:

Amendment

method

for

2:

장

Measurement

radiated

disturbance

제

6

measurements below 30 MHz (2021. 08.

장

13 ~ 2021. 11. 05)
10. CIS/A/1353/CD: CISPR 16-1-4 ED5:

제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7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장

methods - Part 1-4: Radio disturbance

제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

8
장

Antennas and test sites for radiated
disturbance measurements (2021. 10.

제

01 ~ 2021. 12. 24)

9

11. CIS/A/1355/DC: Proposal for the next

장

maintenance of CISPR 16-1-6, proposal
제

to add Two-antenna method to CISPR

10

16-1-6 (2021. 11. 12 ~ 2021. 12. 24)

장

12. CIS/A/1362/FDIS: CISPR 16-1-6/AMD2
제

ED1: Amendment 2 -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11

immunity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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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광주과학기술원)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2절 2021년도 주요 회의결과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 분석

전양배(한국과학기술원)
안중선(LS Electric)

제1절 소위원회 개요
CISPR B는 산업･과학･의료용 전자파발생기기,
대전력 산업용 전기설비 및 고전압(Interference

구분

역할

WG7

ISM 기기 – 현장(In situ) 측정 및 대형/대전력 기
기의 측정

AHG3

반도체 전력 변환기(SPC)

AHG4

무선 전력 전송(WPT)

relating to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CISPR B의 의장은 독일의 Dr. Bernd Jäkel, 간사는

radio-frequency apparatus, to other heavy

일본의 Mr. Hirokazu Tokuda, 부간사는 일본의 Mr.

industrial equipment, to overhead power

Satoru Ozaki가 담당하고 있으며, WG1의 컨비너는

lines, to high voltage equipment and to electric

영국의 Mr. Steve Hayes, 간사는 독일의 Dr. Bernd

traction)관련 소위원회로 기기, 전기철도에 대한

Jäkel, WG2의 컨비너는 한국의 안희성, 간사는 일본의

전자파 장해, 산업/과학/의료(ISM)용으로 이용되는

Mr. Kunihiro Kawasaki, WG7의 컨비너는 한국의

전파응용 장비, 기타 산업용 중장비, 가공 전력선,

전양배와 중국의 Ms. Ye Qiongyu이 공동으로 맡고

고전압 장비, 전기철도 등에서 발생되는 혼신 문제에

있으며, AHG3의 컨비너는 일본의 Mr. Yasutoshi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비통신용의 ISM 장비, 고출력

Yoshioka, AHG4의 컨비너는 일본의 Mr. Fumito

반도체 조절 소자 등의 장비들로부터 발생되는

Kubota가 수임하고 있다.

전자파에 대한 방출 허용기준과 측정 방법의 규정
및 개정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CISPR B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CISPR B의 동향을 연구하고 대응하는 한국의 EMC
기준전문위원회 B 소위원회는 광주과학기술원 김강욱
의장을 중심으로 대림대학교, KAIST, 드웰링, 한국철
도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삼성전자, LS

<표 3-1> CISPR B 소위원회(Subcommitte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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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LG전자, 현대로템, ICR, HCT, 이앤알,

구분

역할

KC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

W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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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립전파연구원, 한

WG2

가공 전력선, 고전압 장비와 전기 철도와 관련전자
파 장해 연구 (CISPR 18 시리즈 개정)

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20명의 전
CISPR B에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세부

제3장 B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표 3-2> CISPR B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제

1

진행단계
(관련문서)

장

무선전력전송(WPT) 한계치 및 측정방법

CDV 승인
(CIS/B/763/CDV)

제

CISPR 11 FRAG2 ED7

용어정의, 부속서 및 기타

CDV 진행
(CIS/B/777/CD)

3

CISPR 11 FRAG3 ED7

WPTAAD(WPT at a distance) 기기의 무선 빔 요구사항

CDV 진행
(CIS/B/778/CD)

4

CISPR 11 FRAG4 ED7

로봇 측정 요구사항

CDV 진행
(CIS/B/779/CD)

5

CISPR 11 FRAG5 ED7

유선 네트워크 포트 요구사항

CDV 진행
(CIS/B/780/CD)

6

CISPR 11 FRAG6 ED7

1 GHz 초과 대역의 복사성 방출 요구사항

CDV 진행
(CIS/B/781/CD)

장

7

CISPR 11 FRAG7 ED7

무선 주파수 구동 제품 요구사항

CDV 진행
(CIS/B/782/CD)

제

8

CISPR 37 ED1

현장(In situ) 측정 및 규정된 시험장(Defined sites)의 측정방법

CD 진행
(CIS/B/783/CD)

장

번호

프로젝트 번호

1

CISPR 11 FRAG1 ED7

2

프로젝트명

2
장

제

3
장

제

4

5

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회람되고 2020년 4월까지 CDV 진행

장

되었으나 다시 부결되었으며, 2020년 6월
CISPR/B/ AHG4 회의에서 핵심적인

제2절 2021년도 주요 회의결과

제

7

내용을 기준으로 5 fragment로 나누어
개별로

CDV를

진행하자는

장

제안을

Convener가 하였으며, 2020년 9월 17일
CISPR B 소위원회 회의는 COVID-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전환되었으며, 각 WGs 및 AHGs 별 개별
진행되었다.

①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 국제표준 개발
◦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에 이용할 전자파
적합성 허용기준, 측정방법 등에 대한

8

화상회의에서 이에 대해 Future approach

장

방안으로 채택함
- 관련 회의는 2021년 1월 7일~8일, 4월

제

20일~21일, 10월 12일~13일 총 3차례에

9

걸쳐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함

장

제

<위원회 초안 내용>

10

◦ 무선전력전송 주파수는 20 ㎑, 60 ㎑, 85 ㎑,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148.5 ㎑(전기/전자기기에 한정) 대역을

- 9 ㎑ ∼ 30 ㎒ 대역 방사성 방해 위원회

이용하나

3차 표준안(3rd CDV)이 2019년 12월까지

제

CISPR/B에서는

장

제

ITU-R

11

SM.2110-1의 권고주파수를 수용하지 않고,

장

105

EMC(전자파적합성)

19~25 ㎑, 79~90 ㎑만 반영하며 55~57 ㎑,
63~65 kHz 대역은 Table A의 Footnote에만

작업 진행하기로 결정함
◦ f1: Requirements for air-gap wireless
power

반영하기로 함
◦ 산업용은 22 ㎾급 이상과 이하, 가정용은 1

transfer

B/663/CD,

(WPT)

B/671/CC,

(관련

문서:

B/678/CD,

㎾ 이하, 7.7 ㎾ 이하, 7.7 ㎾ 초과로 구분하여

B/686/CC, B/687/CDV, B/699A/RVC,

150 ㎑ 이하와 초과대역 전기장의 세기를 규정

B/710/CD, B/717A/CC, B/737/CDV)

- 종전 위원회 투표안과 차이점은 가정용(B급)의

◦ f2: general maintenance issues, as for

경우 148.5 ㎑ 대역이 삭제되었으며, 7.7 ㎾

example revision of definitions and

초과는 85 ㎑ 대역에 대한 기준만 규정하고

annexes (관련문서: B/739/CD, B/757/CC,

그 외 주파수는 7.7 ㎾ 이하와 같이 규정

B/761/CD, B/772/CC, B/777/CDV)

◦ 산업용 150 ㎑ ∼ 30 ㎒ 대역의 전기장의 세기

◦ f3: requirements for radio beam wireless

기준은 24.5 ∼ 3 dBμA/m (10 m 측정거리)로

power transfer (WPT-AAD) equipment

규정

(관련문서: B/740/CD, B/750/CC, B/778/CDV)

◦ 가정용 150 ㎑ ∼ 30 ㎒ 대역의 전기장의 세기

◦ f4: requirements when performing

기준은 CISPR 16-4-4(전파 간섭 확률 분포를

emission measurements

고려한 모델링)에서 계산한 기준 (28.52 ∼

(관련문서:

-10.76 dBμA/m)과 현행 CISPR 11의 2종

B/754/CD, B/768/CC, B/779/CDV)

B급 기준(14.5 ∼ -7 dBμA/m) 등이 제안됨
◦ 종전 위원회 투표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30
㎒ 이하 대역 전도성 방해 기준과 측정방법이

B/741/CD,

on

robots

B/751/CC,

◦ f5: requirements for wired network ports
(관련문서:

B/742/CD,

B/753/CC,

B/758/CD, B/771/CC, B/780/CDV)
◦ f6: requirements for Group 1 equipment

포함되어 있음
◦ 무선전력전송 인버터와 부하단(코일)의 전도성

in the frequency range above 1 GHz

방해 기준 검토

(관련문서:

B/743/CD,

B/755/CC,

- 기기별 임피던스가 상이하여 일정한

B/759/CD, B/769/CC, B/781/CDV)

측정방법을 마련할 수 없으며, 방사성

◦ f7: requirements for radio enabled

방해로 전자파를 측정하므로 필요성이

products (관련문서: B/744/CD, B/756/CC,

없다는 의견을 수용함

B/760/CD, B/770/CC, B/782/CDV)
◦ 올해 주요 회의로는 2021년 1월 20일 ~ 22일

② CISPR 11 ED7 개정 논의

WG1 화상 회의, 2021년 5월 10일 ~ 12일
WG1 화상 회의, 2021년 6월 17일 ~ 18일

◦ 2016년 6월 CISPR 11 개정을 위한
검토보고서(CIS/B/661/RR)

회람

이후,

CISPR B분과 총회시 기 계획된 사항에 따라

2019년 10월 상해 총회시 CISPR 11의 유지

f1~f7을 ED7으로 통합하며, FDIS(‘22년 2월

보수를 결정 하였고, 이후 다수의 논의 주제

예정) 준비하여, ’22년 12월 IS 발행 예정임.

문제로 fragments(f1~f7)로 분할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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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1 화상 회의가 진행 되었으며,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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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후 AMD1 및 AMD2 ED7에 무선 전력 전송의

④ WG2(CISPR TR 18 시리즈) 개정 논의

제

9 ㎑ ~ 150 ㎑ 및 150 ㎑ ~ 30 ㎒ 복사 방출,
WPT 전도방출, RF beam, CISPR 28 내용

◦ WG2에서는 유지보수 진행 주제로, CISPR/TR

반영 등을 추가 개정 주제로 논의하기로 함

18-1(RI Lateral Profiles for 1 000 kV OHTL)

1
장

제

및 CISPR/TR 18-2(Measurement condition)

③ 현장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 추진 논의

2

2건이 있으며, 올해는 COVID-19의 영향으로

장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Smart
◦ 무선충전식 전기자동차, 대형 의료기기, 산업용

Grid의 CISPR Guidance 및 상호운용성

전력설비 등 시험실에서 측정이 어려운 기기에

(Interoperability)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임

제

3
장

대한 방사성 방해, 전도성 방해 등의
현장측정방법 마련을 추진
- WG (Working Group) 7로 통합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의장을 맡아

제

4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 분석

장

진행하고 있음
◦ 현장시험방법을 규정 시험장(Defined site)과

제

5

1. CISPR 11 FRAG1 ED7

장

실제 제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방법(In-situ)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세부
시험방법 마련을 추진
- 규정 시험장(Defined site)에서는 전도성
방해와 방사성 방해 측정을 추진
- 설치된 상태(In-situ)에서는 방사성 방해
위주로 측정을 추진하나 방사성 방해의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전도성
방해로도 측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규정 시험장 (Defined site)의 시험결과는
형식시험으로 인정하지만, 설치된 상태
(In-situ)의 시험결과의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
◦ 대상 기기를 대형, 대전력, 이동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을
규정하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는 현장측정에서 전도성 방해를

가. 기본정보
분과

CIS B/WG1

현재 상태

RVC

제

6

프로젝트 명 CISPR 11
/표준번호 FRAG1 ED7
완료
시기

장

2022.09

제

7

Fragment 1: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Radio-frequency
표준(안) 명칭 disturbance characteristics - Limits and
(영문)
methods
of
measurement
Requirements for air-gap wireless
power transfer (WPT)

장

제

8
장

표준(안) 명칭
무선전력전송 (WPT) 요구사항
(국문)

제

9
장

나. 주요 내용
◦ WPT 기기에 대한 방출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제

10

정립을 목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CIS/

장

B/737/CDV도 2020년 9월 최종 부결되었고,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기고하였음

737/CDV 문서 내용을 FRAG1 내부에서 다시

제

- 2020년 7월 8일 화상회의에서 전도성 방해

5개의 세부 Fragment로 나누어, Fragment

11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을 WD에 반영

1(a)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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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ments for air-gap wireless

나. 주요 내용

power transfer (WPT))에 대한 내용을

① 개요: CISPR 11 ED7 개정 일반 사항

CIS/B/763/CDV로

통과시켜

AFDIS

◦ (배경) CISPR 11의 유지보수 필요성에 따라,

(Approved for FDIS) 단계로 2021년 10월

2019년 중국 상해 CISPR 총회시 각 국의

화상회의에서 의결함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할 사항을 7개의 소
주재로 분할하여 진행하기로 함. Fragment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2는 Miscellaneous,

◦ 2013년 12월 캐나다 총회에서 일본 제안으로
WPT를 CISPR 11에 반영하기로 한 이후,

definitions

and

annexes 내용으로 용어정의, 부속서 및 기타
나머지 개정 내용을 다룸

주파수 및 허용기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대립으로 2018년 2월 CIS/B/687/CDV가

② 용어 정의

부결 되었음. 수정 보완된 CIS/B/737/CDV

◦ ‘small equipment under test(small EUT)’

또한 2020년 9월 최종 부결됨에 따라 CISPR

용어 정의 변경. CISPR 16-2-3: 2019에서

11 ED7의 개정 내용을 5개의 Fragments로

3 m 측정 거리에 대한 체적 사용을 위해 용어

구분하여 개정 추진하기로 함.

정의 변경함. ‘equipment under test, either

◦ 2021년

CISPR/B

positioned on a table top or standing on

총회(화상회의)에서 CIS/B/763/CDV 결정함.

the floor, which, including its cables, fits

11월

17일

개최된

in a cylindrical volume of 1,5 m in
diameter and 1,5 m height (as measured

2. CISPR 11 FRAG2 ED7

from the floor), 탁상 설치용 또는

가. 기본정보
분과
현재 상태

CIS B/ WG1
CDV

바닥설치용으로, 케이블을 포함하여 직격 1.5
프로젝트 명 CISPR 11
/표준번호 FRAG2 ED7
완료
시기

2022.12

표준(안) 명칭 Fragment 2: Miscellaneous, definitions
(영문)
and annexes
표준(안) 명칭
용어정의, 부속서 및 기타
(국문)

m 및 바닥으로부터 1.5 m 높이인 원통 체적에
적합한 EUT’
◦ ‘associated equipment(AE)’ 용어 정의 추가.
apparatus that is not part of the system
under test, but needed to help exercise
the EUT, 시험 대상 시스템의 일부는 아니지만,
EUT 동작에 도움이 필요한 보조기기‘
◦ ‘fundamental

frequency(fundamental

ISM frequency) 용어 추가. ’frequency on
which the ISM equipment operates, ISM
기기 동작에 사용되는 주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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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용 기준

환경으로부터 감결합 되어야 함. 보조기기로

◦ Table 3 (class A group 1기기의 d.c. 전원포트

연결되는 케이블이 시험 체적 밖으로 확장될

전도 방해 허용 기준)에서 정격 용량 20 kVA

수 없는 경우, 보조기기는 EUT 구성 주변의

초과에서 75 kVA 이하, 75 kVA 초과 기기에

허원(Imaginary circle)내에 위치해야 함.

대한 허용기준 적용시 주석 추가 ‘전압 허용기준

◦ CMAD 사용: 공통모드흡수장치는 전도 방출

또는 전류 허용 기준을 적용함’

제

1
장

제

2

측정에 사용하지 않음을 명시

장

◦ 전도 방해 측정: 바닥 설치용 기기에 대해서는
④ 측정 요구사항

제

방사 측정에 사용된 구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3

◦ 의사 DC 회로망(DC-AN): 저압 DC 전원

OATS(야외시험장) 또는 SAC(반무반사실)에서

포트의 방해 전압측정을 위해 기존 CISPR 11

시험하고, 기준 접지 평면 위 또는 주변에서

ED 6.2에서 제시하던 Annex I 내용을

측정하도록 함. 또는 차폐룸에서 차폐룸 바닥 또는

제

삭제하고, CISPR 16-1-2: 2014 + AMD1:

벽면을 기준 접지 평면으로 사용 하도록 함

장

2017의 150 Ω 의사 전원 델타 회로망을

◦ FAR 측정: 완무반사실에서 30 ㎒ ~ 1 ㎓ 대역

적용하는 것으로 명기함 [DC-AN을 CISPR

측정시, 3 m 측정거리는’small EUT’에

11에서 먼저 제시하여 적용하였으며, 측정법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함을 명기

장

4

제

5
장

대한 기본규격(Basic standards)인 CISPR
16-시리즈에서 해당 측정설비 및 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CISPR 11의 Annex I를

⑤ 부속서
설명한 Annex B (Informative)를 삭제함,

모드(Unsymmetrical Mode: DM) 방해 전압

해당 내용은 이미 CISPR 16-1-1 및 CISPR

측정법(Mthode A)은 삭제되고, 공통모드 및

16-2-1에 설명되어 있음

유지됨]
◦ 30 MHz 이하 대역의 루프 안테나 사용: 루프

제

7
장

복사 방해의 측정과 관련된 규정을 명기한

제

Annex C에서, 공식 적용에서 복사 방출 측정
결과가 대수(logarithmic) 단위로 표현

안테나의 중앙 높이가 1.3 m가 되도록 명기

되더라도, 공식 적용시 선형(linearly) 값으로

[기존에는 루프 안테나의 가장 낮은 지점의

전환되어야 함을 명시

위치를 1 m로 명기하였으며, 일반적인 루프

◦ Annex D: 30 ㎒ ~ 300 ㎒ 대역의 산업 무선

안테나 직경이 60 cm임을 감안하여 동일한

주파수 기기로부터의 방해 전파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나, 루프 안테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

Annex D(Informative)를 삭제함, 해당

측정값이 상이해지는 것을 감안하여 높이

내용은 오래전의 기술내용이며, 산업/과학/

통일함]

의료기기에 대해 특별한 사항이 아니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측정에서 제외되거나 시험

장

◦Annex C: 무선 송신기의 신호 발생에서 전자파

안테나의 설치에서 접지면으로부터 루푸

◦ 보조기기 배치: 보조기기가 시험 체적에

6

◦ Annex B: 스펙트럼 분석기 사용의 주의사항을

삭제하는 것임. 함께 제시되었던 부대칭

차동모드 방해 전압 측정법(Method B)만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삭제함

11

◦ Annex E: 특정 지역의 무선 서비스 보호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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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CISPR 권고사항(Informative)에 대해,

fragments(f1~f7)로 분할하여 개정 작업 진행

안전 관련 무선 서비스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 2021년 10월: CIS/B/777/CDV 문서 발행

설명한 Annex F를 이동시켜 Table E.2를

◦ 2021년 1월 20일 ~ 22일, WG1 화상 회의

추가함(Project 25, TETRA1, IDRA, DIMRS,

◦ 2021년 5월 10일 ~ 12일, WG1 화상 회의

TETRAPOL, EDACS, FHMA, CDMA-PAMR,

◦ 2021년 6월 17일 ~ 18일, WG1 화상 회의

GoTa, Air-Ground-Air operation(AGA))

◦ 2022년 2월, WG1 화상 회의 예정

특정 미약 무선 서비스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에
대해, Annex G의 내용을 Table E.3로

3. CISPR 11 FRAG3 ED7

이동하며, Amateur Radio Services 주파수
대역을 2 300 ~ 2 450 ㎒로 수정하고, Radio
Astronomy 6 650 ~ 6 675.2 ㎒를 신규 추가함
[Annex F 및 Annex G는 삭제]
◦ Annex H: CISPR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양산(series produced) 기기의 통계적 평가를
설명한 부속서 H 삭제 [IEC 61000-6-3 및
6-4의 삭제와 동일하게, 제품군 규격인 CISPR
11에서 해당 내용이 명기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가. 기본정보
분과

CIS B/ WG1

현재 상태

CDV

프로젝트 명 CISPR 11
/표준번호 FRAG3 ED7
완료
시기

2022.12

Fragment 3: Requirements for radio
표준(안) 명칭
beam wireless power transfer (WPTAAD)
(영문)
equipment
표준(안) 명칭 WPTAAD(WPT at a distance) 기기의 무선
(국문)
빔 요구사항

의견으로, 각국 투표를 진행하여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11.8.~11.19 기간의
CISPR 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지침서 형태로
IEC EMC 웹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함]
◦ Annex I: 반도체 전력 변환기의 직류 전원
포트에 대한 방해 전압 평가에 사용되는 의사
회로망(AN)에 대해 설명한 부속서 I를 삭제
[관련 정보는 CISPR 16-1-2 및 CISPR
16-2-3에 명기되어 있음. CISPR 11 8.2항
참조]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2016년 6월 CISPR 11 개정을 위한
검토보고서(CIS/B/661/RR) 회람
◦ 2019년 10월 상해 총회시 CISPR 11의 유지
보수를 결정 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논의 주제
문제로 ED7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개별

110

나. 주요 내용
① 개요
◦ Fragment 3는 Requirements for radio
beam wireless power transfer (WPTAAD)
equipment

내용으로

일정

거리에서

무선전력전송을 하는 기기에 대한을 내용을
다룸
② 용어 정의
◦ ‘Radio beam wireless power transfer
(RBWPT) 용어 정의 추가, ’the transfer of
electrical energy from a power source
to an electrical load via electromagnetic
waves, 전자파를 통해 전원으로부터 전기적
부하로 전기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비고
추가: RBWPT는 한 곳에서 RF 에너지를

제3장 B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생산하지만(예: WPT 소스 장치), 이 에너지는

4. CISPR 11 FRAG4 ED7

제

다른 곳에서 사용됨(예: WPT 클라이언트 장치)

1

가. 기본정보
③ 측정 요구사항
◦ RBWPT 기기의 세부 시험 요구사항을 명기함.
일반 측정 절차는 CISPR 16-2-3을 참고하며,
WPT 소스 장치는 최대 전력에서 시험모드로
동작하고 설치되어야 함. WPT 소스 장치의 측정
배치는 일반적인 설치 조건으로 턴테이블의
수직 축 중심에 놓여야 함. WPT 클라이언트

장

분과

CIS B/ WG1

현재 상태

CDV

프로젝트 명 CISPR 11
/표준번호 FRAG4 ED7
완료
시기

제

2

2022.12

표준(안) 명칭 Fragment 4: Requirements
(영문)
measurements of robots

장

for

제

3

표준(안) 명칭
로봇 측정 요구사항
(국문)

장

장치는 제조자의 최악 시험배치 조건으로

제

동작/배치/설치되어야 하며, 턴테이블에 위치

나. 주요 내용

위치 해야 함. 측정은 안테나의 수직/수평 방향

① 개요

모두 측정되어야 하고 또한 EUT와 함께
턴테이블은 완전히 회전 되어야 함.

◦ Fragment

4
장

4는

Requirements

for

제

5

measurements of robots 내용으로 각종

장

로봇의 EMI 측정시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룸

④ 부속서

제

6

◦ Annex A: 기기 분류의 예로 ’inductive or
radoi beam wireless power transfer’를
’Wireless

power

transfer/charging

equipment’로 대체함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2016년 6월 CISPR 11 개정을 위한
검토보고서(CIS/B/661/RR) 회람

장

② 적용 범위
◦ 적용

범위에

로봇

관련

내용

추가.

제

산업/과학/의료용의 로봇이 CISPR 11의

7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그 예로, 용접

장

로봇, 스프레이 로봇, 조작 로봇, 공정 로봇,
제

조립 로봇, 의료 로봇, 교육 및 실험 로봇을

8

명기함. 반면, 비행 로봇, 가정용 도움 로봇,

◦ 2019년 10월 상해 총회시 CISPR 11의 유지

장난감 로봇, 오락 로봇은 다른 CISPR 규격의

보수를 결정 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논의 주제

적용 범위임을 설명 로봇, 오락 로봇은 CISPR

문제로 ED7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개별

11에서 제외함

장

제

9
장

fragments(f1~f7)로 분할하여 개정 작업 진행
◦ 2021년 10월: CIS/B/778/CDV 문서 발행

제

③ 용어 정의

◦ 2021년 1월 20일 ~ 22일, WG1 화상 회의

◦ 로봇 용어 추가함. ‘robot: actuated

◦ 2021년 5월 10일 ~ 12일, WG1 화상 회의

mechanism programmable in two or

◦ 2021년 6월 17일 ~ 18일, WG1 화상 회의

more axes with a degree of autonomy,

◦ 2022년 2월, WG1 화상 회의 예정

moving within its environment, to

10
장

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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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 intended tasks, 의도한 임무를

인해 방출량이 한계치 만족을 못한 경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그 환경 내에서 움직이며, 자율

통해 로봇의 동작 팔/구성의 특정 부위로부터

각도의 두 개 이상의 축으로 프로그램 할 수

한계 거리에 측정 안테나를 재위치하여 방출

있는 작동 매커니즘’

측정 재실시하고 해당 재측정 결과 및 조사

◦ 산업 로봇 용어 추가함. ‘industrial robot:
automatically controlled, reprogrammable,
multipurpose manipulator, programmable

◦ EUT의 배치에서 로봇의 이동부는 시험 동안
정상 동작으로 자유롭게 움직 일 수 있음

in three or more axes, which can be either

◦ 고정 로봇의 경우, 모든 경우에 설치 지침서를

fixed in place or mobile for use in industrial

준수하여야 하며, 안정된 로봇 동작을 확신할

automation applications, 산업 자동화

수 있도록, 로봇은 견고하게 고정되고 절연을

응용에 사용되기 위해, 자동제어, 재프로그램

유지하거나 전용 접지점에 접지연결하는 등의

가능, 다목적 조작기, 3축 이상으로 프로그램

설치 지침서에 설명된 조건을 충족하여

가능, 고정 또는 이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전기조건을 충족해야 함

◦ 의료 로봇 용어 추가 함. ‘medical robot:

◦ 이동 로봇은 요구되는 높이에 따라 접지

robot intended to be used as medical

평면으로부터 절연지지 되어야 하며, 측정이

electrical

medical

복사성 인지, VCP 기준을 가진 전도성인지,

electrical system, 의료용 전기 기기 및

VCP가 없는 전도성인지 여부에 따라 또한

시스템으로 사용되도록 한 로봇’

바닥 설치용인지 탁상설치용 EUT 여부에 따라

equipment

or

◦ 정격 부하 용어 추가 함. ‘rated load:

15 cm, 40 cm, 80 cm 높이로 EUT를 지지함

maximum load that can be applied to

◦ 셋업 방법으로 바닥 설치용 로봇에 대해, 그림

the mechanical interface or mobile

3-2 및 3-3에 설명되어 있으며, 바닥설치용

platform in normal operating conditions

및 탁상/벽면 설치용으로 구성된 로봇의 셋업

without degradation of any performance

예로 그림 3-4 및 3-5에 설명됨

specification, 성능 사양의 저감 없이, 일반
동작 조건에서 기구적인 인터페이스 또는 이동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부하
④ 측정 요구사항
◦ 복사 방출 측정시, EUT 경계는 로봇의 모든
고정부의 풋프린트 및 연결되는 EUT 케이블을
모두 둘러싼 가작 작은 원형이 되어야 하며,
정상 동작에서 움직이는 로봇의 모든 부분은
무시함. 그 예로 그림 3-1 설명. 하지만, 로봇
동작 동안 EUT 경계 바깥의 동작 팔/구성으로

112

내용을 시험성적서에 명기하도록 함

제3장 B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그림 3-1] 확장 가능하고 움직이는 팔을 가진 로봇의 복사 장해 측정을 위한 EUT 경계면 결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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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바닥 설치용 로봇 시스템의 전도 방해 측정을 위한 일반적인 시험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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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바닥 설치용 로봇 시스템의 복사 방해 측정을 위한 일반적인 시험 셋업

[그림 3-4] 조합(바닥/탁상설치) 로봇 시스템의 전도 방해 측정을 위한 일반적인 시험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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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조합(바닥/탁상설치) 로봇 시스템의 복사 방해 측정을 위한 일반적인 시험 셋업

⑤ EUT(로봇)의 부하 조건
◦ 사용설명서에 따라, 의도된 동작의 대표 정상
사용상태의 부하조건 및 동작 모드에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함

장

제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6
장

◦ 2016년 6월 CISPR 11 개정을 위한
검토보고서(CIS/B/661/RR) 회람

제

◦ 2019년 10월 상해 총회시 CISPR 11의 유지

7

◦ 로봇의 적합성 평가는 고정형 로봇은 표 3-3에

보수를 결정 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논의 주제

장

명기된 동작 모드로, 이동형 로봇은 표 3-4의

문제로 ED7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개별

동작 모드로 시험해야 하며, 각 동작모드는

fragments(f1~f7)로 분할하여 개정 작업 진행

개별적으로 시험되어야 함. 방출 한계치와

◦ 2021년 10월: CIS/B/779/CDV 문서 발행

관련하여 최대 방출 레벨을 산출하는 동작모드

◦ 2021년 1월 20일 ~ 22일, WG1 화상 회의

결정시 엔지니어링 분석(로봇의 특성 및 설계의

◦ 2021년 5월 10일 ~ 12일, WG1 화상 회의

측정/분석을 모두 포함)을 해야 하며, 최종

◦ 2021년 6월 17일 ~ 18일, WG1 화상 회의

측정은 그때의 모드에서 시험되어야 함

◦ 2022년 2월, WG1 화상 회의 예정

제

8
장

제

9
장

◦ 시험 대상 로봇의 특정 설계, 구조 및 기능에

제

10

기반하여, 다른 동작 모드가 상당한 양의 방출을

장

생성하는 경우, 그 다른 동작 모드를

제

11

표 3-3 및 3-4에 언급된 모드에 추가하여 시험

장

평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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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고정형 로봇의 동작 모드

<표 3-4> 이동형 로봇의 동작 모드

32의 내용을 반영하여 CISPR 11 ED7에 허용

5. CISPR 11 FRAG5 ED7

기준을 추가 예정임

가. 기본정보
분과
현재 상태

CIS B/ WG1
CDV

프로젝트 명 CISPR 11
/표준번호 FRAG5 ED7
완료
시기

2022.12

표준(안) 명칭 Fragment 5: Requirements for wired
(영문)
network ports
표준(안) 명칭
유선 네트워크 포트 요구사항
(국문)

② 용어 정의
◦ 유선 네트워크 포트 ‘wired network port:
port

for

the

connection

of

a

communication device / system intended
to be interconnected to widely dispersed
systems by direct connection to a
single-user or multi-user network, 단일
사용자 또는 다중 사용자 네트워크에 직접

나. 주요 내용

연결되어 광범위하게 분산된 시스템 상호간에

① 개요

연결 되도록 의도된 통신 연결 포트’ 용어 정의를

◦ Fragment 5는 Requirements for wired
network ports 내용으로 기존 CISPR 11 ED.

◦ 음성, 데이터, 신호 전달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6.2 표준에서는 유선 통신 포트에 대한 별도의

CATV, PSTN, ISDN, xDSL, LAN을 포함한

전도 방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CISPR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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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시험장에서 측정하는 그룹1 기기의 전도 방해 허용기준(유선 네트워크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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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차폐/비차폐 케이블을 포함 할 수

◦ 전류 및 전압 방해 허용기준은 비대칭 의사

있으며, 통신 사양 일부로 AC/DC 전원 신호를

회로망(Asymmetric Artificial Network,

전달할 수 있음

AAN) 사용에서 도출된 값이며, 시험 대상 유선

7

네트워크 포트의 150 Ω 공통모드 임피던스

장

◦ 시험 대상 시스템의 구성품 상호 연결을
목적으로 한 포트(예: RS-232, RS-485, IEC
61158 적용범위의 필드 버스, IEEE 1284 병렬

값을 가짐
측정

길이 등 기능 사양 내에 사용되는 포트 등)는

32:2015/AMD1:2019 Table C.1 참조

규격에서

‘telecommunication

또는

제

◦ 전압 및/또는 전류 허용기준 적용은 사용되는

프린터, USB, IEEE 1394 화재 선로, 최대 선로
유선 네트워크 포트로 고려되지 않음. 많은 제품

제

절차에

따라

다름.

8
장

CISPR

제

◦ 그룹 2기기를 시험장에서 측정시 동일

9

허용기준을 적용함

장

network port‘로 정의됨
제

④ 측정 요구사항
③ 허용 기준
◦150 kHz ~ 30 MHz 대역에 대한 유선 네트워크

10

◦ 상호접속케이블의 구성에 대해, 유선 네트워크

장

포트에 대한 전도 방출 측정 수행시, EUT의

포트의 전도 방출 허용기준을 제시함. CISPR

구성은

CISPR

32와 동일. 표 3-5 참조

따르도록 함

제

32:2015/AMD1:2019를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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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② 용어 정의

◦ 2016년 6월 CISPR 11 개정을 위한

◦ ‘highest internal frequency, highest
fundamental frequency generated or

검토보고서(CIS/B/661/RR) 회람
◦ 2019년 10월 상해 총회시 CISPR 11의 유지

used within the EUT, or the highest

보수를 결정 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논의 주제

frequency at which it operates, EUT내에서

문제로 ED7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개별

사용되거나 발생되는 최고 기본 주파수 또는

fragments(f1~f7)로 분할하여 개정 작업 진행

EUT를 동작시키는 최고 주파수’ 용어 추가

◦ 2021년 10월: CIS/B/780/CDV 문서 발행
◦ 2021년 1월 20일 ~ 22일, WG1 화상 회의

③ 허용 기준

◦ 2021년 5월 10일 ~ 12일, WG1 화상 회의

◦ 1 GHz ~ 6 GHz 대역의 복사 방해 허용기준을

◦ 2021년 6월 17일 ~ 18일, WG1 화상 회의

추가함. 주파수 영역은 1 GHz ~ 18 GHz로

◦ 2022년 2월, WG1 화상 회의 예정

설명하고, 현재 6 GHz ~ 18 GHz 대역은 별도의
허용기준을 요구하지 않음
◦ CISPR 32와 동일하게, 내부 최고 주파수에

6. CISPR 11 FRAG6 ED7

따라 측정 최고 주파수를 결정. 내부 최고

가. 기본정보
분과
현재 상태

CIS B/ WG1

주파수를 모르는 경우 6 GHz까지 측정 주파수
프로젝트 명 CISPR 11
/표준번호 FRAG6 ED7

CDV

완료
시기

2022.12

표준(안) 명칭 Fragment 6: Requirements for radiated
(영문)
emissions above 1 GHz
표준(안) 명칭
1 GHz 초과 대역의 복사성 방출 요구사항
(국문)

범위가 6 GHz를 초과하는 경우의 허용기준은
별도 명기 없음. 적용 주파수 범위 기준은 표
3-6 참조
◦ Group 1의 Class A 및 Class B 기기에 대한
1 GHz ~ 6 GHz 대역의 복사 방해 허용기준은
표 3-7 참조. 측정은 두 종류의 검파기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정의된 검파기 대신 첨두
검파기 결과 값이 사용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① 개요

◦ 1 GHz 초과 대역의 방출 측정시, 고압 정전
사고와 같이 아크 및 스파크에 의해 생성된

◦ Fragment 6는 Requirements for radiated

방해에는 첨두치 검파기 허용기준을 적용하지

emissions above 1 GHz 내용으로 기존

않음. 장치가 정전기를 생성하는 서브시스템을

CISPR 11 ED. 6.2 표준에서는 Group 2

제어하거나 포함하고 있을 때 또는 인덕터의

기기에 대해서만 1 GHz ~ 18 GHz 대역의

전류를

복사 방해 허용기준을 명기하였으나, Group

제어하거나 포함하고 있을 때 해당 방해가

1기기에 대해서도 CISPR 32와 동일한 허용

발생하기 되며, 이러한 아크 및 스파크로부터의

기준을 추가 예정임

방해에는 평균치 검파기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제어하는

기구적인

스위치를

그 외 다른 방해는 첨두 및 평균치 허용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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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복사 측정이 요구되는 최고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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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시험장에서 측정되는 그룹 1 기기에 대한 복사 방해 허용기준

제

5
장

제

6
장

제

모두 적용함
◦ 3.1.17항에 정의된 EUT의 크기 기준을

허용기준 아래로 최소 6 dB 이상 EUT의 방출을

고려하여 3 m 또는 10 m 거리에서 측정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민감한 측정

할 수 있으며, 기준거리와 다른 경우 다음 공식에

시스템을 사용하여 10 m 측정을 적용할 수도

따라 허용기준을 반영함

있음(1 GHz 초과대역의 측정은 기준거리가

‘10 m 허용기준 = 3 m 허용기준 – 20*log(10

3 m임)

/3)’ (모든 허용기준은 dBµV/m 단위로 표현)

7

◦ 수신 안테나에 대해, 명시된 검파기로 적용되는

장

제

8
장

제

9

◦ SAC 및 OATS는 추가적인 전파흡수체가 요구

장

될 수 있음
④ 측정 요구사항
◦ 1 GHz 초과 대역 측정을 위해, CISPR
16-1-1에 정의된 스펙트럼 분석기 또는 측정
수신기가 사용되어야 함

제

10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장

◦ 2016년 6월 CISPR 11 개정을 위한
검토보고서(CIS/B/661/RR) 회람

◦ 1 GHz ~ 18 GHz 대역에 대해, CISPR

◦ 2019년 10월 상해 총회시 CISPR 11의 유지

16-1-4에 명기된 안테나가 사용되어야 함.

보수를 결정 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논의 주제

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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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ED7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개별

제어 기능 및/또는 전원 공급을 사용 할 수

fragments(f1~f7)로 분할하여 개정 작업 진행

있는 하나 이상의 무선 장치 또는 플러그인

◦ 2021년 10월: CIS/B/781/CDV 문서 발행

무선 모듈을 포함하는 비무선기기 (호스트)’

◦ 2021년 1월 20일 ~ 22일, WG1 화상 회의

(비고:

◦ 2021년 5월 10일 ~ 12일, WG1 화상 회의

원격제어용(외장기기가 호스트가 될 수

◦ 2021년 6월 17일 ~ 18일, WG1 화상 회의

있으며 또는 그 반대로도 가능) 또는 외장

◦ 2022년 2월, WG1 화상 회의 예정

기기와 데이터 교환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내장된

무선기기의

사용은

◦ ‘radio device: assembly consisting of one
or more radio transmitters and/or

7. CISPR 11 FRAG7 ED7

receivers, capable to function on a

가. 기본정보
분과

stand-alone basis with or without

CIS B/ WG1

현재 상태

CDV

프로젝트 명 CISPR 11
/표준번호 FRAG7 ED7
완료
시기

2022.12

표준(안) 명칭 Fragment 7: Requirements for radio
(영문)
enabled products
표준(안) 명칭
무선 주파수 구동 제품 요구사항
(국문)

additional

accessories,

무선

장치:

추가적인 액세서리와 함께 또는 없이
독립형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송/수신기로 구성된 조립품
◦ ‘radio module: assembly consisting of
one or more radio transmitters and/or
receivers, intended to be incorporated
in a host equipment’, 무선 모듈: 호스트

나. 주요 내용

기기와 결합되도록 의도된 한 개 이상의

① 개요

송/수신기로 구성된 조립품

◦ Fragment 7은 Requirements for radio

◦ ‘radio transmitter’: device producing

enabled products 내용으로 무선 통신 기능을

radio-frequency energy intended to be

포함한

요구사항을

radiated by an antenna for the purpose

명기함(제목/용어 변경됨: Requirements for

of radiocommunication, 무선 송신기:

equipment with radio functionality)

무선통신 목적으로 안테나에 의해 무선 주파수

제품의

세부

에너지가 생성되어 방사 되도록 의도된 장치
② 용어 정의
◦ ‘equipment with radio functionality’:
non-radio equipment (host equipment)
including one or more radio devices or

③ 허용 기준
◦ 무선 기능이 있는 기기는 Annex X의 추가
요구사항을 적용함 (표 3-8)

plug-in radio modules that can use host
control

function(s)

and/or

power

supply‘, 무선 기능이 있는 기기: 호스트의

120

④ 측정 요구사항
◦ 무선 기능이 있는 기기는 Annex X의 추가

제3장 B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표 3-8> 시험장에서 측정되는 그룹 1 및 그룹 2 기기에 대한 전압/전류 방해 허용기준(안테나 포트)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요구사항을 적용함

6

모드 또는 수신 모드에서 평가 되어야 함. 대체

장

방법으로, EUT는 송신 모드의 무선 기능으로
⑤ 부속서 X (무선 기능이 있는 기기에 대한

제

평가 될 수 있음, 이때 6.2.2항, 6.3.2항 또는

7

추가적인 요구사항)

6.4.2항의 방출 한계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 방출 시험시 EUT의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우, EUT의 무선 주파수에서 발생됨을

명기. 비무선 기능의 경우, EUT의 구성은

설명하고, 해당 내용은 무시함. 1 GHz 초과

제

7.5항에 명기된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무선

대역의 복사 방출 허용기준 적용시, EUT의 내부

장

기능은 EUT의 일반 동작조건으로 구성되어야

최고 주파수 결정에 무선 기기의 주파수(무전

함. 구성 내용은 선정 이유를 포함하여 시험

장치, 무선 모듈, 무선 부품/회로)를 고려해야 함

성적서에 함께 기록되어야 함

장

8

제

9

◦ 전도 방출 시험시, EUT는 6.2.1항, 6.3.1항,

장

(비고: 무선 기능의 송신 모드는 사용된 무선

6.4.1항 또는 표 X.1에 따라 무선 기능을 대기

기술에 적용되는 무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드 또는 수신 모드로 평가 되어야 함. 대체

제

측정 수신기의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

방법으로 EUT는 송신 모드의 무선 기능으로

10

체인의 무선 송신 주파수 억제 필터를 포함하여

평가 될 수 있으며, 이때 방출 한계치를 충족하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못하는 경우, EUT의 무선 주파수에서 발생됨을

◦ 복사 방출 시험시, 무선 기능이 있는 EUT는
6.2.2항, 6.3.2항 또는 6.4.2항에 따라 대기

장

제

11

설명하고, 해당 내용은 무시함.

장

EUT가 3 m 초과 길이의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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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안테나에 연결되는 포트가 있는 경우,

나. 주요 내용

Table X.1의 Class A 또는 Class B의

① in situ measurement (현장측정) 방법 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함. CISPR 32에 명기된

◦ (배경 1) 우리나라는 2015년 신시내티

측정절차(Table A.11, A.12, C.4.1.6) 중

회의에서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전자파

하나를 적용함

측정방법을 AHG4에 기고하여 CD 문서의
Annex로 추가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AHG4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Convener인

◦ 2016년 6월 CISPR 11 개정을 위한

Dr.

Fumito

Kubota가

일방적으로 별도의 CD 문서로 진행한다고
결정하여 2016년 항저우 회의에서 중국의

검토보고서(CIS/B/661/RR) 회람
◦ 2019년 10월 상해 총회시 CISPR 11의 유지
보수를 결정 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논의 주제

의료기기와 함께 별도의 AHG을 만들기로
합의함

문제로 ED7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개별

◦ (배경 2) 2016년 항조우 회의에서 중국이 대형

fragments(f1~f7)로 분할하여 개정 작업 진행

의료기기(MRI, CT 등)에 대한 현장측정에 있어

◦ 2021년 10월: CIS/B/782/CDV 문서 발행

기존의 주어진 기준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실측

◦ 2021년 1월 20일 ~ 22일, WG1 화상 회의

환경이 너무나 많아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 2021년 5월 10일 ~ 12일, WG1 화상 회의

요구하였음. 또한, CISPR는 현재 현장측정 시

◦ 2021년 6월 17일 ~ 18일, WG1 화상 회의

Type Approval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 2022년 2월, WG1 화상 회의 예정

제조사에 너무 많은 인증 비용을 발생시켜 산업
보급 확산에 큰 지장을 주므로 이를 개선하는

8. CISPR 37 ED1

방향도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
◦ (배경 3) 2017년 블라디보스토크 회의에서

가. 기본정보
분과
현재 상태

중국의 대형 의료기기 (MRI, CT 등)와

CIS B/WG7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CISPR 37
ED1

우리나라의 대전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에 대한

CD

완료
시기

2022.12

간에 연계성이 매우 높으므로 둘을 합쳐 하나의

표준(안) 명칭 Limits and methods for measurements
(영문)
in situ and at defined sites
표준(안) 명칭 현장 측정 및 규정된 시험장에서의 측정을 위
(국문)
한 시험법 및 한계치

각각의 AHG5와 AHG6가 구성되었으나, 상호
WG

(Working

Group)으로

만들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2018년 부산회의에서
의결됨
※ CIS/B/783/CD

◦ 대용량 및 대전력 기기의 용어 정의
◦ In situ measurement를 Type Approval
하기 위해 제안된 ｢Defined Site｣ 용어 정의
◦ ｢Defined Site｣ 구성 방법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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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시험장(Defined site) 허용 범위

이견이 커 다시 협의하기로 조율함

- 규정 시험장(Defined site)의 구성 범위

◦ 2021년 7월 화상회의에서 ｢Large size/ High

◦ In situ measurement에서는 CE Test를 하지

power에 대한 정의에 너무 많은 의견이

제

1
장

개진되어 대안으로 ｢ Limits and methods

않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 2021년 7월 화상회의에서 ｢Large size/ High
power에 대한 정의에 너무 많은 의견이
개진되어 대안으로 ｢ Limits and methods

제

for measurements in situand at defined

2

sites｣로 대체하기로 함

장

◦ 차기 회의는 2022년 4월 7~8일 개최예정
제

for measurements in situand at defined

3

sites｣로 대체하기로 함

장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제

① CISPR/B/WG7(ISM 기기 – 현장 측정방법과

장

4

대용량/대출력 기기의 측정방법)
제

◦ 2015년 4월 미국 신시내티의 WG1/AHG4

5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전력 무선전력전송

장

기기의 전자파측정방법을 기고하며, CD
문서의 Annex로 인용을 요구

제

6

◦ 2016년 5월 중국 항조우 회의에서 중국은 대형

장

의료기기 (MRI, CT 등)에 대한 현장측정에 있어
기존의 주어진 기준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실측

제

7

환경이 너무나 많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장

요구
◦ 2017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회의에서

제

우리나라의 의견과 중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8

현장측정방법(AHG5),

대형･대전력

장

측정방법(AHG6)으로

나뉘어

기기

AHGs를

제

구성하기로 함

9

◦ 2018년 10월 우리나라 부산회의에서 두

장

AHGs가 공통점이 너무 많으므로 굳이 2개의

제

AHGs를 가져가지 말고 하나의 WG (Working

10

Group) 7으로 통합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이

장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음
제

◦ 2020년 7월 화상회의에서 ｢Defined Site｣

11

정의와 구성을 일본이 제안했으나 국가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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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완수(성균관대학교)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2절 2021년도 주요 회의결과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분석

김원진(HCT)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자기장 방출성능 검증방법을 제정하는 TF LF를 두고
있다. WG2는 기존의 12V/24V 시스템과 더불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차 및

IEC CISPR 산하 D 소위원회는 자동차 및 내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고전압 구성부품과 전기차에

기관 구동장치, 전기자동차의 전기･전자 장비 그리고

탑재되는 충전 장치의 검증 방법에 대한 표준을

모든 자동차용 전기･전자 부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담당하고 있다. 또한, CISPR A 소위원회와 함께

방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위원회이다. 이와 더불어,

전장품 및 차량용 챔버의 검증방법에 관한 논의를

자동차 및 전장품의 전자파 내성과 관련된 국제표준은

하는 공동 작업반 (JWG)을 운영하고 있다.

ISO TC22 SC32 WG3에서 담당하고 있다.

ISO TC22 SC32 WG3에서는 차량 레벨의

D 소위원회 산하에는, 도로나 야외의 건물에서

내성(ISO 11451 시리즈), 부품 레벨의 내성(ISO

사용되는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11452 시리즈), 부품 레벨의 과도성능(ISO 7637

다루는 작업반인 WG1과, 자동차에 직접 장착되거나

시리즈) 및 차량/부품 레벨의 정전기 내성(ISO

및 인접 차량의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및

10605) 등의 국제표준 20여 종을 담당하고 있다.

시험방법을 다루는 작업반인 WG2가 있다. WG1은

CISPR D 소위원회 및 ISO TC22 SC32 WG3의

30MHz 이상의 전기장 방출성능에 대한 국제표준

구성과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30MHz 이하의

구분
D 소위원회

역할
자동차 및 내연기관의 전기･전자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전자파 장해

W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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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G2

자동차 탑재 및 인접 자동차의 수신기 보호 (CISPR 25 개정)

JWG
자동차용 시험장에 대한 시험장 검증기준 수립 (CISPR 12 / 25 / 36)
A-SITE-VAL
ISO TC22
SC32 WG3

124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전자파 내성 (ISO 11451 시리즈, ISO 11452 시리즈, ISO 7637 시리즈, ISO
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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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2
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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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Mike

르노삼성자동차, 유라코퍼레이션, 에스엘, LG전자,

Beetlestone이, 간사는 독일의 Mr. Holger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Hirsch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각 프로젝트의

만도, 부산테크노파크, 이앤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컨비너로는 WG1의 ‘CISPR 12’는 영국의 Mr. Mike

DEKRA 한국, 코스텍,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CISPR

D

의장은

영국의

Mr.

Beetlestone이, WG1의 ‘CISPR 36’은 미국의 Mr.

디티앤씨, 아이스펙, 에이치시티 등 총 29명의

Don Seyerle가 담당하고 있으며, WG2의 ‘CISPR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6
장

제

7
장

제

25’ 및 ‘시험장 검증방법’ JWG는 미국의 Mr. Craig

8

Fanning이 담당하고 있다. ISO TC22 SC32 WG3의

장

컨비너는 프랑스의 Mr. Ariel Lecca가 담당하고
있다.

제2절 2021년도 주요 회의 결과

제

9

그리고, IEC CISPR D분과 및 ISO TC22 SC32

장

WG3의 국제표준 대응은 EMC 전문위원회 D

CISPR D분과 국제회의는 ISO TC22 SC32 WG3

소위원회(간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담당하고

회의와 함께 8개월 주기로 소집되는데, ‘21년에는

있으며,

의장과

COVID-19로 인해 대면회의는 취소되었고, 3월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승렬 의장이 공동 수행하고

1일부터 12일, 6월 14일부터 22일, 10월 18일부터

있다. 그 외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29일까지 3차례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독일,

자동차안전연구원,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한국 등 13개국 약

성균관대학교

나완수

한국전파진흥협회,

KAIST,

제

10
장

제

11
장

125

EMC(전자파적합성)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현재 자동차

이 외에 차량 전자파 내성에 대한 공통(ISO

전자파 적합성 국제 표준의 재개정 현황은 다음과

11451-1 Ed.5), 차량 전자파 내성 ALSE 방법(ISO

같다.

11451-2 Ed.5), 휴대용 송신기에 대한 차량 전자파

차량의 전자파 방출을 담당하는 CISPR D WG1

내성(ISO 11451-3 Ed.4), 부품 전자파 내성에 대한

회의에서는 CISPR 12 Ed.7 개정 안건으로 실차

공통(ISO 11452-1 Ed.5), 부품 자기장 전자파

시험장 검증 기준 수립, 전기차 충전 모드 시험 시

내성(ISO 11452-8 Ed.3), 부품 전원/신호선

셋업, 전기차의 전자파 장해 시험 시 첨두-준첨두

과도성능에 대한 공통(ISO 7637-1 Ed.4) 등이 신규

허용 기준의 완화계수 강화에 대한 재검토가

개정하기로 결정되어 프로젝트 리더가 WD 초안

계속되었고, 현재 4th CD 문서(CIS/D/474/CD)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C2X에 대한

까지 검토가 완료되어 5th CD로 진행할 예정이다.

EMC TR(Technical Report) 신규 제정의 공동

CISPR 36은 첨두치 검파기 추가, Annex B 불확도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NP 업데이트 작업중으로

내용 수정 등이 반영된 AMD1 WD 문서 초안 작업이

’22년 6월까지 WD 문서를 회람할 예정이다.
차기 정기 회의는 ’22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완료되어 차기 회의에서 논의 예정이다.
전장 부품의 전자파 방출을 담당하는 CISPR D

싱가폴에서

대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WG2 회의에서는 CISPR 25 Ed.5 개정 안건으로

COVID-19로 대면회의가 취소될 경우 일정을

5G와 GNSS 주파수와 그에 대한 허용 기준 추가가

조정하여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CISPR

검토되었고, CDV 문서(CIS/D/466/CDV) 검토

12 5th CD 문서의 검토를 위해 ‘21년 12월 9일부터

완료 후 FDIS 문서(CIS/D/477/FDIS) 작업까지

10일까지 CISPR D WG1 추가 회의가 온라인으로

완료되어 곧 발행 예정이다. WG2는 향후 개정

진행될 예정이고, ISO TC22 SC32 WG3도 ’21년

작업으로 CISPR 25 Ed.5의 방대한 양을 Ed.5 발행

10월 온라인 회의에서 진행하지 못한 잔여 안건의

이후 세부 Part로 분리하는 작업을 준비중이다.

논의를 완료하기 위해 ’22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ISO TC22 SC32 WG3 회의에서는 실차 하네스
인가법(ISO

11451-4

Ed.4)의

DIS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실차 잔향실법(ISO 11451-5 Ed.1)은

온라인으로 추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1년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기술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WD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휴대용
송신기기에 대한 부품 전자파 내성(ISO 11452 –9
Ed.2)의 FDIS 작업을 완료하여 발행하였고,

1. CISPR 12 전기차 첨두-준첨두 허용
기준 완화계수 검토 현황

실차/부품 정전기 내성 시험방법(ISO 10605
Ed.3)은 2차 CD 문서가 검토중이다. 부품 전원단

◦ 추진 배경

과도성능(ISO 7637-2 Ed.4)은 DIS 투표까지

- CISPR 12 FDIS 투표 부결(‘18.10월) :

진행되었으나 본문에 신규 추가된 A1, A2, A3, C2,

스위스, 독일, 이스라엘, 스웨덴, IARU는

C3 펄스(Ford pulse)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내연기관의 첨두/준첨두간 환산계수 20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 프로젝트가 취소될

dB를 전기자동차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예정이다.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STF 구성(‘19.5월) : WG1은 STF(한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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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국, STF 리더: 영국)를 구성하여,

통해 첨두 허용 기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전기차의 구동 조건, 충전 조건의 측정

동의

결과를 분석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함. STF는
STF 활동 보고서(N539, N552)를 배포
- STF는 ’20년 11월부터 ‘21년 3월까지 추가
활동을 추진하여 전기차 주행 모드와 충전

1

- STF 전문가들은 주행 모드에서 첨두-준첨두

장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완화계수 강화의
제

필요성을 못느낌

2

◦ STF 보고내용 2차(N552)

장

모드에 대한 첨부-준첨두 측정 결과에 대한

- STF는 ’21년 3월 회의에서 2차 활동 결과를

차이를 분석하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

보고하며, 전기차 충전 조건에 대해 4개국

내었으며, 완화계수에 대한 검토 결과를

21개

보고(N552)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결과 첨두-준첨두

◦ STF 보고내용 1차(N539)

제

차량의

데이터를

제

3

분석하여

장

측정 결과의 차이는 3~10 dB가 가장

- STF의 대다수는 충전하는 동안 주거환경에

많으므로 완화계수 20 dB는 적절하지 않은

오랜 시간 정지해 있기 때문에 충전 조건에서

것으로 결론을 도출함. 그러나 완화계수 10

간섭 가능성이 크므로, AC, DC 충전

dB 또는 6 dB 변경에 대한 합의는 없었음

조건에서 더 많은 데이터 확보 및 연구를

- 5개국 27개 차량의 전기차 주행 조건(20

제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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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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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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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기차 충전 조건(AC, DC)에서 첨두-준첨두 측정 결과 분석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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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전기차 주행 조건(20 – 50 km/h or Creep)에서 첨두-준첨두 측정 결과 분석 히스토그램

– 50 km/h or Creep mode)에서의

만족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사분위 그래프로

첨두-준첨두 전자파 장해 측정 결과를

표현하는 분석

분석한 히스토그램을 통해 20 dB 이상의

첨두-준첨두 완화계수가 현재 20 dB일 때와

차이가 지배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

0, 6, 13 dB일 때와 비교하여 적합한

차량보다 라디오 주파수에 더 영향을 줄 수

완화계수를 제안

사용하여

- 완화계수가 20 dB일 때 첨두 허용 기준은

있다는 데이터는 없었다고 보고
- STF는 전기차 주행 조건은 첨두-준첨두

만족하지만 준첨두 허용 기준을 불만족하는

완화계수를 변경없이 유지하는 것을, AC,

사례가 많으므로 현재 완화계수 20 dB는

DC 충전 조건에 대해서는 6 dB에서 10 dB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완화계수를 강화하는 것을 제안

허용기준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 전기차

주행/충전

조건에

대한

독일

준첨두

6 dB 이내의 완화계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N566)

제안(사분위 그래프에서 2사분위 영역에

- Horst Behnke(독일 법제처)는 STF의

데이터가 없어야 적합한 완화계수로 판단)

데이터 분석이 첨두-준첨두 전자파 장해

◦ 향후 계획

측정 결과 간 차이만 분석되었으며, 준첨두

- ‘21.6월 온라인 회의에서 STF 제안에 따라

허용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하지 않았기

전기차 주행 조건의 첨두-준첨두 완화계수는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

기존 20 dB를 유지하고, 충전 조건의

- 전기차 충전 조건에서 첨두-준첨두 전자파
장해 측정 결과가 첨두-준첨두 허용 기준을

128

기법을

첨두-준첨두 완화계수만 10 dB로 강화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으나

제4장 D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제

1
장

제

2
장

제

3
20 dB

장

13 dB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6 dB

0 dB
제

7
[그림 4-3] 전기차 충전 조건(AC, DC) 첨두-준첨두 측정 결과와 첨두-준첨두 허용기준 만족 여부 분석 그래프

장

제

- ’21년 10월 회의에서 주행 조건, 충전 조건의

검증방법의 부재로 신규 수립 필요성 제기

완화계수 모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다수

- STF 구성(‘19.5월) : WG1은 TF(한국 포함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재논의하였으나 의견

8개국, 리더 : 미국)를 구성하여, 시험장

조율을 이루지 못하고 완화계수에 대한 여러

검증방법을 수립하기로 결정

제안을 포함하는

5th

CD 문서를 배포하여

전문가 검토 의견을 수렴할 예정

8
장

제

9
장

- STF 보고내용
- 시험장 검증 셋업 제안 : CISPR 12 차량

제

전자파 장해 측정방법과 유사한 검증셋업을

2. CISPR 12 시험장 검증방법 검토 현황

10

검토중으로 차량 대신 롱 와이어 안테나를

장

송출 안테나로 사용하여시험장 감쇠량을
◦ 추진 배경
- CISPR 12에 사용되는 시험장에 대한

제

측정하는 방식

11

- 기준 시험장은 OTS를 기준으로 하고, OATS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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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롱 와이어 안테나를 이용한 차량 시험장 검증 셋업

및 ALSE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기준 값과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추진
- ‘20년

- 시험장 검증의 판정은 CISPR 25와 같이

오스틴

회의에서

STF

활동

보고(N540)를 한 후 OTS, OATS, ALSE

90% 이상 허용 오차 ± 6 dB 이내일 것을
요구사양으로 검토 중

모든 시험장에서 시험장 검증할 수 있는

- 일본은 OTS, OATS, ALSE 시험장 및

방법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그라운드 재질에 따른 시험장 검증 결과를

11월부터 매월 온라인 STF 회의 진행(N549)

리뷰함

- STF는 ‘21년 10월 시험장 검증에 대한
Informative annex 초안을 제안(N584)
◦ 시험장 검증기준 부속서 주요 내용

3. CISPR 12 전기차 충전모드 셋업 STF
진행 현황

- CISPR 25 시험장 검증에 사용되는 롱 와이어
안테나를 송출 안테나로 사용

◦ 추진 배경

- 송출 안테나의 위치는 1 m 위에 떠 있는

- ‘21년 5월 온라인 회의에서 독일은 전자파

1 m x 2.5 m 접지면(이 접지면은 바닥

장해 시험의 AC, DC 충전 조건 셋업을 좌우

그라운드에 접지되지 않고 1 m 위에 떠

대칭이 되도록 변경하고 셋업 편차가 큰

있음)에 고정하여 총 9개 위치하여 10 m

전기차 충전 케이블의 Z-folding 셋업을

또는 3 m 떨어진 수신 안테나에서 시험장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N538)

감쇠량을 측정함 (1 m x 2.5 m 접지면은

- 전기차 충전 조건에 대한 셋업은 유럽 법규

차량을 모사하고, 송출 안테나로 사용되는

ECE R10과도 연관된 사항이므로 신중히

롱 와이어 안테나는 차량의 와이어 하네스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독일,

모사)

프랑스, 영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STF를 구성하여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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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1월 회의에서 STF는 전기차 충전
모드 별 충전 케이블 Z-folding 방법과
Z-folding

사례에

따른

EMI

영향

결과(N579)
조사하고

그에

따른

EMI

1

영향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N579)하였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와인딩이 겹칠 때 케이블

전기차 충전 조건에서 전자파 장해 시험에

커플링에 의해 80 MHz 대역에서 공진이

대한 셋업과 본문 수정안을 제안(N580)

발생하여 EMI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 충전 조건 충전 케이블 Z-folding STF 검토

제

- Z-folding 시 와인딩 간격에 대한 사례를

장

제

2
장

있음을 보고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그림 4-5] Z-folding 사례 – 우측 셋업은 와인딩이 서로 겹쳐 케이블 공진이 발생하는 경우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그림 4-6] Z-folding에 따른 EMI 시뮬레이션 결과 – 와인딩 간극이 겹칠 시 80 MHz 공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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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view

Top view

7
800 mm

7

+200 mm
-0 mm

10,0 m ± 0,2 m
1

(3,00 m ± 0,05 m)

10,0 m ± 0,2 m
(3,00 m ± 0,05 m)

Extraneous length
Z-folded

1

6

2

4

5

100 mm

6

+200 mm
-0 mm

4

2
500 mm max

5

3
500 mm max

-

3
Extraneous length
Z-folded

800 mm

+200 mm
-0 mm

[그림 4-7] 충전 인렛 위치 별 충전 조건 셋업 STF 제안 – Z-folding 사양 구체화

- N538에서 독일은 전자파 장해 시험 시 차량
좌, 우에서 측정하는 안테나에 대칭이 되도록

간격(50 mm)에 대한 Z-folding 사양을
구체화하는 것을 제안

충전 케이블 및 AN을 셋업하고 Z-folding을

◦ 충전 조건 셋업 STF 검토 결과(N580, N586)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으나, STF는 충전

- Z-folding에 대한 요구사양을 구체화하여

모드 1~4에 대해 Z-folding 방법을

Z-folding 차이로 인한 측정 결과의 차이를

유지하기로

Z-folding의

저감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유럽 법규

폭(500~ 1,000 mm)과 케이블 간 와인딩

ECE R.10에도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그림 4-8] 전기차 무선 충전 조건 시험 셋업에 대한 STF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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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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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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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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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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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그림 4-9] 전원 공급 케이블의 방사성 전자파 장해 측정 영향 및 저감방안 제안(한국)
제

4

검토하기에는 DIS 진행 일정이 부족하다고

추진 예정
- STF는 무선 충전 조건 셋업에 대해 Primary
device 및 차량은 두께 150 mm 이내의

장

판단하여 차기 개정 검토사항으로 추진하기로
제

결정

5

비금속, 비자성체 지지대 위에 설치하고,
Off-board power unit에서 Primary
device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은 그라운드

장

5. CISPR 25 전기차 WPT 시험 셋업 STF
진행 현황

제

6

플레인 위에 바로 위치하는 것으로 제안

장

- Primary device와 Second device 사이의

◦한국은 ’21년 5월 온라인 회의에서 논의한 CDV

에어 갭은 시험 계획서 및 보고서에

코멘트에서 CISPR 12와 같이 CISPR 25에도

기재하도록 함

전기차 무선 충전장치의 시험 셋업을 포함하는

7

것을 제안

장

4. CISPR 25 전원 공급 케이블의 방사성
전자파 장해 측정 영향 논의 결과

제

◦ 한국, 영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STF를

제

구성하여 GA(Ground Assembly)를 제외한

8
장

차량에 탑재되는 무선 충전장치 VA(Vehicle
◦ 한국은

‘21년

6월

온라인

회의에서

Assembly)의 시험 셋업을 검토하기로 함

전원공급장치와 시험 테이블 위의 배터리 또는

◦ ‘21년 6월 온라인 회의에서 STF는 무선

LISN를 연결하는 전원 공급 케이블 공진에 의해

충전장치의 시험 셋업에 대한 3가지 방안을

방사성 전자파 장해의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제시하고, 향후 각각의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수 있음을 보고함(N384)

최종 시험 셋업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케이블 임피던스를 높여 공진을 저감하여

- 검증 방안 1: 전자파 장해 측정에 영향을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미치는 GA와 VA 코일을 사용하지 않고

검토하여

Sinusoidal power amplifier를 충전

본문

제안하였으나,

Note로
기술적

추가할

것을

변경사항을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치에 바로 연결하여 셋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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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움

- 검증 방안 2: GA와 VA 코일을 시험 테이블
위에 바로 셋업하는 방식으로 실제 조건에

◦ WG2는 CISPR 25 5th 개정의 일정 상 FDIS에

가장 가깝지만 GA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WPT 셋업을 포함할 수 없으며, 차기 6th Ed.

노이즈 영향과 무선 충전 주파수와 그

개정 아이템으로 STF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하모닉스 영향을 회피할 수 없음
- 검증 방안 3: GA와 VA 코일을 차폐하거나

6. ECE R10 리아종

시험공간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검증 방안
2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나 시험 셋업이

◦ 유럽 법규 ECE R10은 ’21년 10월까지
Informal document, ‘22년 4월까지 Formal

검증 방안 1

검증 방안 2

검증 방안 3

[그림 4-10] WPT 시스템의 전자파 장해 시험 셋업에 대한 STF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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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그림 4-11] C2X EMC에 대한 부품, 차량 검증 방법(N3034)

working document, ‘22년 10월까지 Final
formal working document 작업을 진행 예정
◦ 개정 확정 내용
- 차량 전자파 장해 협대역 측정법의 대체

장

제

- e-Call 기능에 대한 차량 내성 시험 ALSE법

5

검토

장

- 부품 전자파 내성 시험 시 충전 조건에 대한
제

동작 조건 및 허용 기준 명확화

방법인 FM 밴드 차량 안테나 RFI 측정법

- 전자파 내성 ALSE 법 주파수 확장 (~ 6GHz)

삭제

- 차량 정전기 내성 도입 검토

6
장

제

- 부품 전자파 내성 시험 방법인 스트립라인
방법 삭제
-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추가

7

7. C2X에 관한 EMC 기술 보고서 진행
현황

장

- 충전 조건에 대한 부품 과도전압 내성 셋업의
명확화
◦ 현재 검토 중 내용
- 부품 전자파 내성 시험 방법에 잔향실 법
추가
- 비 주거환경에 대한 전기차 충전 조건(AC,
DC) 전도 방출 시험의 허용 기준 완화
- 전기차 충전 조건에 사용되는 충전 케이블
사양, 셋업의 구체화

제

8

◦ ’20년 3월 오스틴 회의에서 C2X에 대한 EMC

장

TR을 한국과 중국이 공동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신규 제정하기로 함. ’21년 10월 온라인

제

9

회의에서 TR NWIP 초안 리뷰를 진행하고

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 NWIP 초안(N3034)에는 C2X(DSRC-IEEE

제

802.11p), C-V2X(Cellular/PC5), GNSS 등

10

차량에서 사용되는 C2X/V2X 통신에 대한

장

- 전자파 방출 시험 시 FFT 허용

전자파 내성 시험 시 부품과 차량에서 고려해야

- 자율주행 자동차 ADAS 기능에 대한 차량

할 기술적인 내용과 EMC 검증 시 권고하는

11

셋업 및 시험 시나리오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

장

전자파 내성 시험 ALSE법 검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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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시험 셋업에 대한 내용은 TR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C2X에 대한 EMC 고려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22년 4월 회의까지 WD 초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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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하기로 결정

부속서 추가 (부속서 G)
◦ ’21년 3월에 진행된 온라인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분석

- [전기차 첨두-준첨두 허용 기준 STF 활동
보고] 전기차 구동 모드는 첨두-준첨두 측정

1. CISPR 12 Ed.7

값의 차이가 20 dB 이상이 가장 많으며,
전기차 충전 모드는 6~8 dB 차이가 가장

가. 기본정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함. 전문가 투표

분과

CIS D/WG1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선택)

CISPR 12
Ed.7

결과 전기차 구동 모드에 대해서는 기존

현재 상태

ACD
(’21.11)

완료 시기

2022.11

것으로, 전기차 충전 모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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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두-준첨두 완화계수 20 dB를 유지하는
완화계수를 10 dB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벨기에, 이탈리아 7개국은 10 dB 변경에
찬성하였고,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IARU 6개국은 6 dB
변경에 찬성)

나. 주요 내용
◦ 자동차, 보트 및 내연기관 등에 의해
주거환경에서 30 MHz에서 1,000 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사용되는 방송 수신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CISPR 12 Ed.7은 2009년에
개정된 Ed.6.1의 유지보수 작업 결과로서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개선 외에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됨
- 전기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PHEV)의 충전 모드 테스트 셋업 추가
- 차량에 대한 안테나 기준위치 재정의

136

- CD 문서(CIS/D/467/CD)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연기관이 없는
기기에 대해 CISPR 14를 참조 문구
추가[독일], ② 제품 별 규격 적용 순서도에
가정용 기기 추가[덴마크], ③ CISPR 12,
CISPR 25, ISO 11451/2 내 ALSE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는 제안[한국]에 대해 ISO
표준 정의를 사용하기로 결정, ④ AMN,
AAN, OATS 등 CISPR 16을 참조하는
용어의 정의 삭제를 제안[CA]하였으나
CISPR 16의 의미와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유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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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5월에 진행된 온라인 회의의 주요 내용은

그라운드의 상호 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다.

챔버 바닥에서 150 mm 상승[한국]시키는

- [전기차 첨두-준첨두 허용 기준 STF 활동

것으로 변경, ⑨ DC 충전 모드에서 최소

보고] 전기차 충전 모드를 추가한 전자파

충전전류 값을 80%에서 20%로 변경하는

장해 적합성 판단을 위한 수정된 순서도를

것에 대해 유럽 법규 ECE R10에서

제안하였으며, 전기차 충전 모드에 대한 PK

논의중으로 추후 결정하기로 함

허용기준을 10 dB 강화한 그래프를 제출
- [독일] 전기차 첨두-준첨두 허용 기준

제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① 충전 모드

첨두-준첨두 완화계수는 재검토되어야

시험에 사용되는 AAN의 커먼모드 임피던스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결

사양의 변경[독일], ② 측정 불확도에 관한

- CD 문서(CIS/D/467/CD) 검토 주요

부속서를 Normative에서 Informative

내용으로는 ① 안테나 타입에 대한 문구를

변경에 대해 WG1은 IEC 규칙에 위배되지

CISPR

않음을 공지하고 전문가 투표를 통해

맞추어

수정(GB), ② OTS 시험 대상에 boats
추가(US), ③ 시험 셋업에서 차량과 안테나의
위치

설명

명확화(GB)하자는

제안에

2

다음과 같다.

통해 전기차의 구동 조건 및 충전 조건의

에

제

◦ ’21년 6월에 진행된 온라인 회의의 주요 내용은
- CD 문서(CIS/D/467/CD) 검토가 계속

AMD.2

1
장

장

완화계수에 대해 STF와 다른 분석 기법을

16-1-4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Informative로 변경하기로 결정
◦ ’21년 10월에 진행된 온라인 회의의 주요

제

6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

vehicle/boat/device midpoint 문구를

- [전기차 첨두-준첨두 허용 기준 STF 활동

추가하여 구체화, ④ 차량 전자파 장해 측정

보고] ‘21년 5월 회의에서 독일이 제안한

시 Height scan법 적용[CA] 제안은

전기차 충전 조건의 충전 케이블 셋업을

7

부결되어 향후 검토하기로 결정, ⑤ 대수 주기

측정방향에 대해 좌우 대칭이 되도록

장

안테나 및 하이브리드 안테나의 측정 거리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한 STF 검토 결과를

기준을 안테나 레퍼런스 포인트로 정확히

다음과 같이 리뷰함. 유럽 법규 ECE R10의

하도록 명기[CA]하는 것에 대해 동의, ⑥

셋업을 고려하여 Z-folding 방법을 계속

전기차 충전 모드 셋업이 좌우 측정 방향에

유지하되, Z-folding의 방법에 따라 방사성

대해 대칭되도록 변경[독일]하는 제안에

전자파 장해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 모드 STF에서 추가

시뮬레이션

검토하여 논의하기로 결정, ⑦ 전기차 무선

Z-folding의 폭(0.5~1.0 m)과 와인딩

충전 모드 셋업에서 Off-board power

간격(50 mm 이상)에 대한 충전 케이블 셋업

unit의 CM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AMN과

요구사양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제안

Off-board power unit 사이에 CMAD를
추가[한국]하기로

결정,

⑧

Primary

device는 무선 충전 시스템과 챔버

결과로

제

제

8
장

제

9

제시하였고,

장

제

10
장

- 전기차 구동 및 충전 조건의 첨두-준첨두
완화계수에

대해

네덜란드가

제

제안한

11

절충안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논의가 계속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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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군을

dB를 유지하고, 충전 조건 첨두-준첨두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전기차가 포함되는

완화계수에 대해서는 10 dB를 유지해야 함

그룹 2에 대해 구동 조건은 첨두-준첨두

- [시험장 검증 STF] STF는 OTS, OATS,

완화계수 13 dB를, 충전 조건은 첨두-준첨두

ALSE 및 바닥 그라운드의 재질 별 모든

완화계수 6 dB 적용을 제안

전자파 시험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독일] 구동 조건 첨두-준첨두 완화계수는

중. 시험장 바닥에서 1 m 공중에 위치한

13 dB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함

차량을 모사한 접지면 위에 롱 와이어

[프랑스]

첨두-준첨두

안테나를 본딩하여 송출 안테나로 사용하고,

완화계수는 이전 회의 결정대로 10 dB로

9개의 위치에서 수신 안테나로 값을

유지되어야 하며, 구동 조건의 첨두-준첨두

측정하여 시뮬레이션 기준 값과 비교하는

완화계수에 대해서는 13 dB로 강화하는

방법으로 시험장 검증 부속서 초안을 제출

충전

조건의

것에 동의
[캐나다] 충전 조건은 미국의 FCC 규칙과
같이 첨두-준첨두 허용 기준이 동일해야 함.

◦ ’07년에 Ed.6이 발간되고 ’09년 CISPR 12

[미국] 전기차 구동 조건의 첨두-준첨두

부속서를 개정한 Ed.6.1이 발간된 후 ’14년 5월

완화계수는 20 dB가 타당한 것으로

Ed.7을

STF에서 리뷰했으나, 표준이 다음 단계로

D/404/INF, D/422/RM, D/415/RR). 주요

진행되기 위해서는 절충안에 대한 타협이

개정사항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충전

필요하며, CISPR 25의 첨두-준첨두 허용

모드를 반영하는 것임.

기준의 차이도 13 dB이므로 그보다 강화된

개정하기로

결정(D/399/DC,

◦ 1st CD문서(CIS/D/417/CD)는 ’14년 5월에,

완화계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

2nd CD문서(CIS/D/427/CD)는 ’15년 11월에

[IARU] 다른 표준과 동일하게 준첨두 허용

진행되었으며, 3rd CD(CIS/D/428A/CC)는

기준만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

’16년 5월에 승인

[영국] 구동 조건의 첨두-준첨두 완화계수

◦ ’18년 4월부터 CDV 회람결과(CIS/D/444/RVC),

20 dB 및 충전 조건 첨두-준첨두 완화계수

P멤버 72.2% 찬성(기준 : 66.7% 이상), 전체

10 dB 제안을 계속 유지할 경우 CDV 또는

20.8% 반대(기준 25% 이하)로 가결

DIS 단계에서 부결이 예상되며, 구동/충전

◦ ’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FDIS(CIS/D/449/FDIS)

조건 완화계수 0 dB 제안 역시 부결이

를 회람하였으며, 12월 회람 결과(CIS/D/454/RVD)

예상되므로 절충안에 동의해야 함

P 멤버 60.0% 찬성(기준 : 66.7% 이상), 전체

[스웨덴] 구동 조건에 대한 첨두-준첨두

33.3% 반대(기준 25% 이하)로 부결

완화계수를 10 dB로 강화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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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19년 2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CISPR 12

절충안에 동의

Ed.7의

[한국/일본/중국] 이전 회의에서 결정한

(CIS/D/458/Q) 결과, CD단계에서부터 재검토

대로 구동 조건 첨두-준첨두 완화계수는 20

하는 것으로 의결(CIS/D459/RQ)

후속처리

방안에

대한

문의

제4장 D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 ’19년 5월 바르셀로나 회의 및 ’20년 3월 오스틴

작업을 완료하여 ‘22년 2월 내 발행 예정으로

회의에서, FDIS 문서를 보완하여, ’20년 6월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3rd CD(CIS/D/467/CD)를 회람하고,

- 신규 주파수 밴드 추가

‘20년 10월까지 국가 코멘트(D/468/CC)

- 디지털 방송 및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허용

제

1
장

제

기준 및 리시버 설정값 정의 추가

접수함
◦ ’21년 3월, 5월 온라인 회의에서 CD 문서를
보완하여 ‘21년 7월부터 9월까지 4th CD

- 측정불확도 부속서 추가

(CIS/D/474/CD)를 회람

- Ed.4의 전반적인 개정 등

◦4th CD에 대한 국가 코멘트를 ’21년 11월 온라인

2

- 부속서 F의 TEM cell 시험방법 삭제

◦ ‘21년

3월

온라인

회의에서

장

제

3

CDV

회의에서 검토하고, ‘21년 12월까지 5th CD를

(CIS/D/466/CDV) 문서를 논의하였으며

회람할 예정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차기 회의는 ’21년 12월(온라인 추가회의),

- [독일, 영국, 중국] ETSI TS 138 101-1을

‘22년 4월(대면 또는 온라인 회의)에 진행될 예정

근거로 5G 주파수를 추가하고 권고

장

제

4
장

허용기준은 4G와 동일하게 설정함

제

5

- [프랑스] GPS L1(1,559 - 1,610

2. CISPR 25 Ed.5

장

MHz)/L2(1,215 – 1,300 MHz)/L5f

가. 기본정보

(1,164 – 1,215 MHz), BDS, B1li(1,559

분과

CIS D/WG2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선택)

CISPR 25
Ed.5

– 1,610 MHz), Galileo E1(1,559 –

현재 상태

CFDIS
(’21.11)

완료시기

2022.02

GLONASS G1(1,559 – 1,610 MHz)/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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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 MHz)/E5(1,164 – 1,215 MHz),

제

(1,215 – 1,300 MHz) 서비스 전 GNSS

7

주파수를 추가하고, 허용 기준을 설정

장

- [JTF] CISPR 25 시험장 검증 JTF는

제

Reference measurement mothod를

8
장

이용하여 1 ~ 6 GHz 시험장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차기 개정에서 다루기로 보고

제

- [일본] 1 GHz 이상 전자파 장해 측정에

9
장

정면으로만 방사 패턴이 형성되므로 안테나

◦ ‘16년 10월 Ed.4 개정 직후부터 Amd.1을
추진하였으나 변경범위가 확장되어 ’18년
부산회의에서

진행하였으며,

6
장

사용되는 혼 안테나 특성상 안테나 개구부

나. 주요 내용

10월

제

‘20년

Ed.5로

변경하여

8월부터

CDV

문서(CIS/D/466/CDV) 검토 작업을 거쳐

제

후방과 시험장 흡수체 간 1 m 이상 거리

10

확보하는 조건을 삭제하기로 함

장

- [일본] 48 V 시스템의 동작 전압 범위
제

허용오차를 하한치 4 V(44 V까지 허용)에서

11

0 V(48 V)로 수정

장

‘21년 10월 FDIS 문서(DIS/477/FDIS)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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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AC 충전 조건 시험 시 동작 전류를
정격의 80 % 이상 설정해야 하는 조건에

하한 변경

대해 시험 계획서를 통해 변경을 허용하도록

- [한국] 전기차 무선 충전 모드 셋업에 대한

요구하였으나 유럽 법규 ECE R10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Small T

연관된 내용으로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F(한국, 중국, 일본, 독일)를 구성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예정

작업하기로 결정

- [일본] 시험 테이블 본딩 스트랩 간격은 300

◦ ‘21년

6월

온라인

회의에서

CDV

mm인데 다른 스트랩 간격을 사용해도

(CIS/D/466/CDV) 문서에 대한 논의를

시험장 검증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이

완료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건의 삭제를 요구하여 전문가들 논의 결과

- [스페인] 측정 불확도에 대한 부속서

300 mm 간격은 유지하되, Customer/Supplier

J/K/M은 Normative가 아닌 Informative

동의 하에 기준 접지면 측면과 로드 안테나

로 이 표준에 필요없으므로 삭제하고, 추후

카운터 포이즈의 본딩 스트랩을 허용한다는

CISPR/A와 CISPR 16-4-2에서 논의하여

문구를 추가

추진할 것을 제안 [WG2] IEC 규칙에 따르면

◦ ‘21년 5월 온라인 회의에서 CDV CIS/

140

주파수와 동일하게 1 GHz에서 108 MHz로

불확도에

대한

부속서가

반드시

(D/466/CDV) 문서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주요

Normative일 필요는 없으므로 부속서

결과는 다음과 같다.

J/K/L/M 모두 Informative로 변경하여

- [프랑스] 전기차 고전압 부품 셋업 시 기준

CIPSR 25에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접지면 위에 바로 놓을 수 있게 허용하는

- [한국] 중국이 제안하여 Scope에 추가된

것을 제안 [WG2] 고전압 전장품은 보통 엔진

“스퓨리어스 방사에 대한 요구사양은 이

블록, 알터네이터와 같이 바디에 바로

표준에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마운팅 되지 않고 스트랩을 통해 바디에

보완할 것을 제안. [WG2] CISPR 25는 차량

접지되므로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

탑재 수신기에 대한 간섭을 다루는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 계획에서 특별히

표준이므로 외부 표준에 의해 스퓨리어스

명시되지 않을 시 서포트 위에 설치하는

방사가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내에서

것으로 결정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험 계획에서

- [중국] 전기차 구동 모터 인버터 중 듀얼

스퓨리어스 방사의 제한에 대해 협의되지

다이나모가 필요한 사양이 있으므로 이에

않았다면 무선 법규나 표준을 따름”이라는

대한 요구사양 및 시험 셋업의 추가를 제안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

[WG2] 금번 제안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 [한국] 외부 전원 공급기가 시험장 바닥을

중요한 이슈이므로 TF 구성하여 향후

통해 시험 테이블 기준 접지면 위의 차량용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배터리에 연결되는 전원 공급선에 의해

- [일본] 전기차 고전압 부품의 커플링 감쇠

방사성 전자파 장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측정 주파수 범위에 대해 캘리브레이션

수 있음을 기고하고, 이 영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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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의 예를 본문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제

내 주석으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 [프랑스,

◦ ’16년 10월 CISPR 25 4판이 발행되었고 ’17년

1

일본] 본문의 주석으로 추가하는 것에 동의

10월 코리겐덤 1이 발행되었으나, 디지털 방송

장

[미국, 영국] 전원 공급선 뿐만 아니라 고전압

및 모바일 서비스 대역 및 허용 기준 추가, FDIS

쉴드선, 다른 도체에 대한 영향도 검토가

단계에서 접수된 기술제안, 등을 포함한

필요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반영하기 어려움

Amd.1를 진행키로 ’18년 1월에 국가 별

[WG2] 향후 작업 아이템으로 추진하는

의견요청(D/441/DC)하였으며, ’18년 4월

것으로 결정

의견 수렴(D/442/INF)하여 진행하기로 결정

- [무선 충전 셋업 TF] 한국, 일본, 중국, 독일

회의에서 Ed.5로

현황을 리뷰함. 차량 시스템과 외부

논의하고, ’19년 2월에 검토 보고서를

시스템으로 구성된 무선 충전 시스템에서

제출(CIS/D/456/RR)
◦ ’19년

2월

CISPR

25

Ed.5의

검토의견을 수렴(CIS/D/460/CC)

4

제

5
장

◦ ’20년 8월 CISPR 25 Ed.5의 CD 문서
(CIS/D/466/CDV)를 발간하여 10월까지

제

6

검토의견을 수렴

회람하였고, ’21년 10월 온라인 회의에서 FDIS

◦ ‘20년 8월부터 CDV 문서(D/466/CDV)가

문서(DIS/477/FDIS)에 대해 승인하고 향후

회람되어 ’20년 11월 온라인 회의, ‘21년 3월,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5월 온라인 회의를 통해 문서 검토를 완료하고

- [WG2] 5판의 양이 방대하므로 차기

제

CD

3개의 셋업 방안을 도출하여 검증할

◦ ‘21년 8월부터 9월지 FDIS 초안 문서를

3
장

장

문서(CIS/D/457/CD)를 발간하여 5월까지

셋업을 추가할 예정

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배제하고 차량 시스템만 검증하기 위해
계획이며, 차기 개정에 부속서 H에 검토한

2
장

◦ AMD의 변경범위가 확장되어 ‘18년 10월 부산

4개국으로 구성된 무선 충전 셋업 TF 검토

무선 충전 주파수 및 하모닉스 영향을

제

장

제

7
장

FDIS 문서 초안을 작섬

개정에서 5개의 Part로 분리하는 것을

◦ ‘21년 10월 FDIS 문서(DIS/477/FDIS)

제안함. Part 1에서는 4.5.6절 내용과

검토를 완료하고, ‘22년 2월 내 발행 예정이며,

8

부속서 A/E/G/H/I의 공통 내용을 포함,

차기 회의는 ’21년 4월(대면 또는 온라인

장

Part 2에서는 5절, 부속서 B/C/D의 차량

회의)에 진행될 예정

제

제

수신기 및 안테나를 이용한 측정방법을

9

포함, Part 3에서는 6.1절 ~ 6.4절의 전도

장

방출 내용을 포함, Part 4에서는 6.1절,
제

6.2절, 6.5절의 방사 방출 내용을 포함, Part

10

5에서는 부속서 J/K/L/M의 불확도 내용을

장

포함, Part 5에서는 전기차 고전압 시스템에
제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분리

11

작업을 진행할 예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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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O 11451-4 Ed.4

◦ ‘21년 9월 DIS 승인 투표(N3013) 결과 P멤버
16개국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21년 10월

가. 기본정보

온라인 회의에서 DIS 코멘트 논의 완료

ISO TC22/
프로젝트 명 ISO 11451-4
SC32/WG3 표준번호 (선택)
Ed.4

분과
현재 상태

DIS

완료 시기

2022.04

Road vehicles – Vehicle test methods for
표준(안) electrical disturbances from narrowband
명칭 (영문) radiated electromagnetic energy - Part 4:
Harness excitation methods
자동차 – 협대역 방사성 전자기 에너지에서 발생
표준(안)
하는 전기적 외란에 대한 실차 평가 방법 – 하네
명칭 (국문)
스 여기법

- 캘리브레이션

절차에

대한

부속서를

Normative에서 Informative로 변경하는
제안 부결
- [독일] 캘리브레이션 한 주파수 스텝 사이의
시험 주파수 보간에 대한 문구 변경
- [프랑스, 한국] 부속서 B의 전달 임피던스에
대한 수식 보완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19년 10월에 NP 등록 ‘20년 NP 승인됨 후

나. 주요 내용
◦ 부품 하네스 여기법 ISO 11452-4에 대응하는

◦ ’20년 8월에 CD 문서 회람되어 10월까지 CD

자동차 하네스 여기법으로 ‘20년 4월에 Ed.5

투표(N2912) 진행함. ‘20년 11월 온라인

개정이 완료되어 발간된 ISO 11452-4의 개정

회의에서 CD 코멘트(N2937) 논의 완료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Ed.4 개정이

하였고, 2nd CD 진행하기로 결정함.

시작됨. 시험 주파수의 확장, TWC(Tubular

◦ ’21년 1월에 2nd CD 투표(N2953) 진행 후

Wave Coupler) 시험법 등을 반영 예정

‘21년 3월 온라인 회의에서 2nd CD 코멘트

◦ ‘21년 1월 2nd CD의 투표(N2953) 결과 찬성

(N2968) 논의 완료하였고, DIS 진행하기로

13개국, 코멘트 포함한 찬성 3개국으로 DIS
진행하기로 승인
◦ ’21년 3월 온라인 회의에서 2nd CD(N2968)
코멘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 인젝션 프로브 위치의 허용 오차를
10 mm에서 50 mm로 완화
- [프랑스] 모니터링 프로브 위치(DUT에서 50
mm 떨어질 것) 요구사양에 대한 완화 문구를
추가
- [영국] 프로브 전달 임피던스에 대한 부속서
B를 Normative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으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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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에 NP 승인됨

결정
◦ ’21년 4월 DIS 문서(N2976) 등록하여 6월부터
9월까지 DIS 투표(N3013)를 진행
◦ ’21년 10월 온라인 회의에서 DIS 코멘트
(N3014) 논의 완료 후 FDIS 투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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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O 11451-5 Ed. 1.0

illumination은 Informative annex에

제

도입

가. 기본정보
ISO TC22/
프로젝트 명 ISO 11451-5
SC32/WG3 표준번호 (선택)
Ed. 1.0

분과
현재 상태

1

- Fast field multi-probe measurement,

CD

완료 시기

2023.03

Road vehicles – Vehicle test methods for
표준(안) electrical disturbances from narrowband
명칭 (영문) radiated electromagnetic energy - Part 5:
Reverberation Chamber
자동차 – 협대역 방사성 전자기 에너지에서 발생
표준(안)
하는 전기적 외란에 대한 실차 평가 방법 – 잔향
명칭 (국문)
실 방법

장

New substitution method는 문서 보완
제

진행 예정

2

- New TLS method, Cavity mode

장

method with tunable monopole은
제

독일이 측정 데이터를 보완하여 리뷰 예정

3

◦ 현재 CD 문서(N3012) 및 CD 검토

장

의견(N3041)이 접수되어 ‘22년 4월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제

4
장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나. 주요 내용
◦ OVRS(Off-vehicle Radiation Source) 인가

후 12월에 NP 등록 후 ‘19년 3월에 NP 승인

각도에 한계가 있는 (특히, 고주파에서) 기존

◦ ’19년 5월 바르셀로나 회의에서 초안 작성을

ALSE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와

위해 WG3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작업반을

관련된 기존 표준(IEC 61000-4-21 및 ISO

결성하여 ‘20년 3월 오스틴 회의에서 WD 초안

11452-11)의 교정 절차, 작업 공간의 정의 등을

문서(N2861)와 기술문서 (N2832, N2833,

보완하기 위해 신규 제정을 추진

N2873,

N2889)의

제

6
장

리뷰를

제

7
장

확장, 시험장 로딩 이펙트, 시험 레벨 제어 등에

- Fast stirring technic
(Vibrating

N2888,

5
장

진행하였으며, Working volume, 저주파

◦ 잔향실 방법의 주요 기술항목으로는
- VIRC

제

◦ ’18년 10월 부산 회의에서 독일은 NP 설명

Intrinsic

Reverberation Chamber) method
- Fast field multi-probe measurements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논의하였고, ’20년 9월

8

◦ ‘21년 3월 온라인 회의에서 WD 문서에 대한

장

- New substitution method

5개국 코멘트(N2966) 논의를 진행하였고,

- New closed loop method

’21년 7월부터 9월까지 CD 문서(N3012)를

- Direct illumination method등이 있음

회람하여 국가 코멘트(N3041) 접수하여 ‘22년

◦ ’21년 3월 온라인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제

WD 문서를 회람하여 국가 의견 접수 완료

제

9
장

4월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제

같다.

10

- 5개국(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의

장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Fast
제

stirring technic, VIRC method, New
closed

loop

method,

11

Direct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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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O 11452-9 Ed. 2.0

소스에 대한 부속서 F 추가
◦ ‘21년 1월 preFDIS 문서(N2951)이 회람되어

가. 기본정보

’21년 3월 온라인 회의에서 큰 변경 없이 FDIS

ISO TC22/
프로젝트 명 ISO 11452-9
SC32/WG3 표준번호 (선택)
Ed. 2.0

분과
현재 상태

PUB

완료 시기

2021.10

Road vehicles – Component test methods
표준(안) for
electrical
disturbances
from
명칭 (영문) narrowband radiated electromagnetic
energy -- Part 9: Portable Transmitters
자동차 – 협대역 방사성 전자기 에너지에서 발생
표준(안)
하는 전기적 외란에 대한 부품 평가 방법 – 휴대
명칭 (국문)
용 송신기기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1년 4월까지
SC32에 DIS 투표 개시에 대한 의견 제출 예정
◦ ‘21년 9월 FDIS 투표(N3015) 결과 찬성
15개국 만장일치로 FDIS 승인되었으며, ’21년
10월 발행되어 Ed.2 개정 완료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18년 2월 NP 승인
◦ ’18년 3월 Milpitas 회의에서 개정 방향 논의

나. 주요 내용
◦ 차량 내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용

◦ ’18년 10월 부산 회의에서 2차 WD 검토 완료

송신기기류 의한 142 MHz부터 6 GHz까지

◦ ’19년 2월 CD 투표 착수하여 5월 바르셀로나

전자파 내성 시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ISO

회의에서 코멘트 검토 후 8월까지 편집 TF가

11452-9 Ed.2는 ’12년 5월에 제정된 초판의

추가 수정하여 2nd CD 진행하기로 의결

유지보수 작업 결과로서 표준에서 명시하고

◦ ’19년 10월 2nd CD 투표를 위한 초안 작성

있는 표현의 개선 외에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 26 MHz – 5.95 GHz에서 142 MHz – 6
GHz로 주파수 변경
- 상용 무전기를 사용한 시험 방법의 삭제
- ISO 11452-1의 변조 사용

완료
◦ ’19년 12월 2nd CD 투표 결과 찬성 8개 국가,
코멘트 포함 찬성 7개 국가(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불참 12개 국가로 2nd
CD 승인
◦ ’20년 5월 Pre DIS 문서(N2892) 회람되어

- 그라운드 플레인 치수의 명확화

’20년 10월까지 투표 진행한 결과 P멤버

- DUT powered by a shielded power

만장일치로 DIS 진행

system 시험 시 사용하는 HV-AN, AMN,
AAN 소개 추가
- HV power supply system 시험 셋업 추가
- DUT, 커넥터, 하네스 시험의 명확화

◦ ‘20년 11월 온라인 회의에서 DIS 문서
코멘트(N2915, N2919) 논의 완료하여 ’21년
5월 FDIS 진행을 위한 DIS 문서 승인
◦ ‘21년 7월부터 9월까지 FDIS 회람하여

- Net power에 대한 부속서 추가

투표(N3015) 진행 결과 만장일치로 승인되어

- 마이크로웨이브 광대역 다이폴 안테나와 HF

’21년 10월 발행 완료

광대역 슬리브 안테나에 대한 부속서 C 추가
- 임의 파형 발생기를 사용한 광대역 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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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차 WD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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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O 7637-2 Ed. 4.0

Verification load 조건에 대해 본문과

제

부속서가 일치하도록 수정을 요청하여 가결

가. 기본정보
ISO TC22/
프로젝트 명 ISO 7637-2
SC32/WG3 표준번호 (선택)
Ed. 4.0

분과
현재 상태

DIS 투표

1

◦ ’21년 10월 온라인 회의에서 DIS 투표 결과를

완료 시기

2022.07

Road vehicles – Electrical disturbance by
표준(안) conduction and coupling -- Part 2:
명칭 (영문) Electrical transient conduction along
supply lines only
표준(안) 자동차 – 전도성 및 커플링에 의한 전기적 외란
명칭 (국문) – 전원선에 흐르는 전기적 과도 전도성능

장

리뷰하였고, 신규 포드 펄스의 본문 유지 방안에
제

대해 여러 절충안을 논의하였으나 전문가들의

2

타협을 이루지 못하여 컨비너는 프로젝트의

장

취소를 SC32에 제안할 것으로 결정
제

- ‘21년 3월 온라인 회의에서 2nd CD 국가

3

코멘트 검토를 완료하고 DIS 애드혹 그룹을

장

운영하여 DIS 문서 작업 완료 후 ’21년
6월부터 9월까지 DIS 투표 실시

제

4

- DIS 투표 결과 찬성 11(69%), 반대 5(28%)로

나. 주요 내용

2/3 이상의 찬성 요구 조건은 만족하였으나

◦ 12V, 24V 및 48V 시스템이 적용되는 차량에서

1/4 이하 반대 요구 조건을 불만족하여 DIS

전도성 과도성능(방출 및 내성) 시험 방법 및

부결됨. 반대 국가는 독일, 벨기에, 일본,

절차를 규정한다. ISO 7637-2 Ed.4는 2011년

스웨덴, 스위스 5개국으로 포드 펄스의

3월에 개정된 Ed.3의 유지보수 작업 결과로서

재현성 문제로 본문의 도입을 반대하고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개선 외에

Informative annex로 변경할 것을 코멘트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됨
- 12V 인가 파형 추가 (포드 A1, A2, A3,
C2, C3 펄스)
- 48V 파형 추가 (48a/48b)
◦ ‘21년 3월 온라인 회의에서 2nd CD

유지와 DIS 진행을 전문가 투표를 통해
승인하였기에 DIS 투표 찬성 의견 개진

포드 펄스는 재현성이 떨어지는 개발 목적의

- [중국] 7637-2에 사용되는 AN 임피던스

펄스”라는

표기 제안하여 가결
- [중국] 48a, 48b 펄스의 Tr 허용 오차와

제

7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너레이터에 사용되는 소자의 허용 오차

6
장

장

DIS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요

주기, 릴레이 특정 모델을 추가 및 펄스

제

온라인 회의를 통해 포드 펄스의 CD 본문

위해 “기존 펄스만 적합성 판단에 적합하며,

- [독일] 포드 펄스에 사용되는 스위치의 교체

5
장

이유로 반대 의견 제시하였으나 ‘21년 3월

- 포드 펄스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조율하기

그래프 제출

제

- 한국은 CD 단계에서 반대 국가와 동일한

문서(N2893)의 국가 코멘트를 검토 완료하여

명확화 [한국] AN의 임피던스 테이블과

장

취지의

문구

제

8
장

제

삽입을

9

제안[영국]하였으나 부결됨. 컨비너는 포드

장

펄스의 시험방법은 본문에 유지하되,
재현성에 문제가 되는 펄스의 사양은

제

10

Informative annex로 옮기는 절충안을

장

제안하였으나 부결됨
- 컨비너는

전문가

간

의견

조율이

제

11

불가능하므로 SC32에 프로젝트 취소를

장

제안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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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17년 10월 NP 승인
◦ ’18년 3월 Milpitas 회의에서 개정방향 논의
후 1차 WD 검토 완료

7. ISO 10605 Ed. 3.0
가. 기본정보
ISO TC22/ 프로젝트 명
SC32/WG3 표준번호 (선택)

분과

◦ ’18년 10월 부산 회의에서 2차 WD 검토 완료
◦ ‘19년 5월 바로셀로나 회의와 ’20년 3월 오스틴
회의에서 CD 문서를 검토하여 ’20년 5월에
2nd

CD 문서(N2893) 등록

◦’20년 7월 투표 진행 결과 찬성 8개 국가, 코멘트
포함 찬성 4개 국가(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현재 상태

2nd CD

완료 시기

ISO 10605
Ed. 3.0
2023.09

Road vehicles – Test methods for
표준(안)
electrical distubances from electrostatic
명칭 (영문)
discharge
표준(안)
자동차 – 정전기에 대한 간섭 시험 방법
명칭 (국문)

반대 4개 국가(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불참
12개 국가로 2nd CD 승인
◦ ‘21년 3월 온라인 회의에서 2nd CD 검토
완료하여 DIS 투표 진행 결정
◦ DIS 투표 결과 신규 펄스의 본문 도입 반대를
이유로 찬성 11(69%), 반대 5(28%)로 DIS 부결
◦ ’21년 10월 온라인 회의에서 컨비너는
타협안을 제안하였으나 전문가들의 타협을
이루지 못함. 컨비너는 더 이상 프로젝트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프로젝트 취소를
SC32에 제안하기로 결정

나. 주요 내용
◦ 차량/부품의 정전기 내성 시험법의 3차 개정이
’19년 9월에 착수하여 현재 2nd CD
문서(N3011) 검토중이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속서에 있던 Field coupling plane
시험법의 본문 이동
- ESD 제너레이터의 셋업 위치 변경 (바닥
→ 기준접지면)
- ESD 시험 자동화에 대한 부속서 추가
- 측정 불확도에 대한 부속서 추가
◦ ‘21년

3월

온라인

회의에서는

WD

문서(N2797)에 대한 코멘트(N2817, N2849,
N2865)에 대해 논의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독일] 8.4.2절 간접 시험법에 150 pF HBM
모델 추가하는 것을 제안 [WG3] 관련 그래프
를 변경
- [독일] 8.4.4절 간접 시험법의 시험 간격을
ESD 제너레이터 요구사양에 맞춰 50
ms에서 100 ms로 수정 제안 [WG3] 시험
간격 요구사양을 “50 ms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 ESD 제너레이터 사양은 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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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9월 2nd CD 투표(N3019) 결과 찬성

10회에서 20회로 변경
◦ ‘21년 4월 CD 투표 결과 찬성 17개국
만장일치로 승인

1

1개국으로, 승인되었고, ’21년 10월 회의에서

◦ ‘21년 6월 온라인 회의에서는 CD 코멘트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일] Discharge tip과 Electrode의 용어

- [일본] ESD 기중 방전 시험 시 재충전 시간을

를 하나로 통일 제안 [WG3] Discharge tip

고려하여 제너레이터 사양을 초당 10회에서

으로 용어 통일

20회로 변경 [WG3]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므

- [프랑스] 기준접지면의 두께/재질에 대한 사

- [일본] 방전 캐패시턴스/저항의 오차를 감안

[WG3] IEC 61000-4-2와 일치하므로 부결

하여 사양에 ”typical’ 단어 추가 [WG3]

2
장

제

3
장

제

4

“Nominal“ 추가하기로 결정

속도에 대한 문구를 삭제 [한국, WG3] 속도

- [일본] ESD 방전 전류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및 가능한 빨리 접근해야 한다는 문구 유지

위해 제너레이터의 리턴 케이블을 금속체에

- [프랑스] DUT 서포트에 대한 용어/사양 통일

서 10 cm 이격하거나 팽팽하게 잡아당길

[WG3] Insulating blocks로 용어로 통일하

것을 제안 [WG3]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고 두께는 50 mm로 함

부결

- [스위스] 시험 셋업 그림에 Bleed-off 저항

제

로 부결

양을 다른 ISO 표준과 일치시킬 것을 제안
- [영국] 기중 방전 시험법에서 방전 팁의 접근

장

2nd CD 코멘트 검토를 일부 진행하였으며, 회의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

제

5
장

제

6

- [일본] ESD 제전에 사용되는 Bleed-off 저항

장

추가 [WG3] 시험 테이블의 기준접지면과

의 허용 오차(± 20 %)를 표기하기로 결정

PE 그라운드 사이의 Bleed-off 저항 삭제,

- [일본] Indirect test의 셋업 그림에서 ESD

ESD 건의 그라운드는 PE 그라운드에 바로

제너레이터의 위치를 기준접지면 edge로

7

수정 [WG3] 기준접지면 edge 포함 와이어

장

연결되도록 변경
- [프랑스] Field coupling plane method의
최소 방전 회수를 통일 [WG3] 최소 3회
방전하는 것으로 수정

대한 레이트 코멘트 1건(N3043), 2nd CD에

최소 100 mm 이상일 것“ 요구사양 추가

대한 레이트 코멘트 1건(N3040)을 발표할 예정

검증의

셋업을

◦ ’19년 3월 NP 착수하여 ‘19년 9월 NP 승인

따라 재논의 예정

◦ ‘20년 3월 오스틴 회의에서 WD 문서 (N2797)

CD 검토를 마치고

를 회람하기로 결정

9
장

CD 문서(N3011)

제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WG3] 추후 IEC 61000-4-2 개정 결과에
2nd

제

IEC

61000-4-2의 개정 검토안과 동일하게 변경

1st

8
장

◦ 잔여 코멘트는 ‘22년 1월 추가 온라인 회의에서

mat의 사이즈 조건 추가 [WG3] ”DUT보다
ESD

제

의미하므로 수정 불필요
논의할 예정이며, 한국은 기고문 및 1st CD에

- [스위스]

제

하네스 양쪽 기준접지면 모두 시험하는 것을

- [영국] Unpowered test에서 Dissipative

-

제

11개국, 코멘트 포함 찬성 5개국, 반대

10
장

제

코멘트(N2817, N2849, N2865)에 대해

11

논의하여 ’20년 10월 2nd WD 문서(N292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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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진행됨
◦ ‘21년 3월 온라인 회의에서 WD 문서 검토
완료 후 4월 1st CD 문서(N2972)가 회람되어
6월까지 투표(N2982)가 완료됨.
◦ ‘21년 6월 온라인 회의를 통해 2nd CD를
진행하기로 하여 9월까지 2nd CD 문서(N3011)
회람하여

투표(N3019)를

진행하고

코멘트(N3039, N3040) 접수
◦ ‘21년 10월 온라인 회의부터 2nd CD 문서에
대한 코멘트를 논의중이며, ’22년 1월 온라인
추가 회의 및 ‘22년 4월 대면 회의까지 2nd
CD 검토를 계속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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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F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성관영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2절 2019년도 주요 회의결과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분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Georg Jacob Kloska, 간사는 호주의 Ms. Suba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

Ananth이 담당하고 있으며, WG 1 컨비너는 영국의

4

Mr. Fabio Scalon, 간사는 영국의 Mr. Richard

장

CISPR F 소위원회는 가정용 및 유사한 목적의

Huqhes, WG 2 컨비너는 영국의 Mr. Peter Archer

전기모터 구동 및 전열기기, 조명 기기, 저전력 반도체

및 네덜란드의 Ms. Konika Banerjee, 간사는

제어 장치 및 유사한 기기로부터 전자파 방해와

네덜란드의 Mr. Pierre A. Beeckman이 담당하고 있다.

내성에 대한 허용기준 및 특정 측정 방법의 국제

CISPR F의 표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EMC

제품군 표준화을 담당하고 있는 IEC CISPR 산하의

기준전문위원회 F 소위원회는 한국화학융합시험

소위원회이고, CISPR F 소위원회의 회원국은

연구원 성관영 의장과 한국광기술원, 계양전기, 위니아

P-멤버 18 개국 및 O-멤버 25개국이다

전자,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제

5
장

제

6
장

제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AI스마트광융복합
CISPR F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표 5-1과
같다.

7

협동조합, 한국전파진흥협회 시험인증원, HCT,

장

CTK, KC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

CISPR F의 의장은 독일의 Dr. Stephan Marcus

기술시험원, 한국ICT조명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제

8
장

<표 5-1> CISPR F 소위원회 구성
구성

F 소위원회

WG 1
WG 2

제

주요 임무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조명기기 등에 대한 전자
파 방해 및 내성 표준화

전기모터와 접촉 장치를 포함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조명기기

9

의장단

장

Chair: Mr. Stephan Kloska(DE)
Vice-Chair: Mr Fabio Scalon(GB)
Secretary: Ms. Suba Ananth(AU)
Assistant Secretary:
Mrs. Petra Heilmann Hansen(AU)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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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Convenor: Mr. Fabio Scalon(GB)
2nd Convenor: Zeng Bo (CN)

제

11

Convenor: Peter Archer (GB)
2nd Convenor: Ms. Konika Banerjee(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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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20명
이 활동하고 있다.

1. CISPR F 소위원회 프로젝트 현황 및
2021 Plenary회의 주요 결정사항
CISPR F 소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증인 프로젝트를
요약하면 표 5-2와 같으나 CISPR 14-1/AMD1/

제2절 2019년도 주요 회의결과

FRAG5 ED6 프로젝트는 이번 Plenary회의에서 취
소가 결정되었고 CISPR F 소위원회 담당 국제표준의

CISPR F 소위원회 회의는 2021년 11월 15일

유지보수 작업시 현재 버전에서 CISPR 14-1의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Amendment 1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호주, 미국, 일본, 유럽 등 P-멤버 15개국의

2021 Plenary회의에서 결정한 유지보수 현황은 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유지보수 일정과 향후 진행

5-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CISPR 14-2:2020 ED3

예정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은 기존의 2022년에서 2023으로 변경하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CISPR 15/AMD1 ED9 이다.
◦ WG1(가정용기기) 회의이력 등 컨비너 보고
- CISPR F WG1 회의 이력은 중국 상해 (2019.
10. 22 ~ 23, 2일) 9개국 29 전문가 참석,

<표 5-2> CISPR F소위원회의 유지보수 현황
Project
Reference

관련문서 및
2021 진행현황

작업반

프로젝트
리더

예상
발행일

CIS/F/769/CDV
CISPR 14-1/AMD1/FRAG5 ED6
2CD완료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Requirements for
(2021.11.15.
household appliances, electric tools and similar
Plenary회의에서 프로젝트
apparatus - Part 1: Emission
취소 결정)

WG1

Fabio Scalon

2023-01

CISPR 15/AMD1 ED9
Amendment 1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 lighting and similar equipment

WG2

Peter Archer

2024-03

CIS/F/800/RR
Project open

<표 5-3> CISPR F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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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발행날짜

유지보수 일정

유지보수 팀

진행중인 프로젝트

CISPR 14-1:2020 ED7

2020-09-07

2023

WG1

CISPR 14-2:2020 ED3

2020-08-31

2023

WG1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

CISPR 15:2018 ED9

2018-05-15

2024

WG2

CISPR 15/AMD1 ED9
(CD 단계)

CISPR TR 30-1:2012 ED1

2012-08-24

2023

WG2

CISPR TR 30-2:2012 ED1

2012-08-24

2023

WG2

제5장 F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독일 Munich (2020. 2. 11 ~ 13, 3일)

loop antenna 방법을 모두 도입하고

- CISPR F WG1 발행 표준은 CISPR

장

- 유도조리기구에 적용된 자기장 허용기준을

CISPR 14-2:2020 Ed. 3.0(유지보수:

유도형 무선전력전송(IPT)에도 확장 적용

제

2

◦ CISPR 14-1:2020 ED7.0의 유지보수 작업을

2023)
- WG1에서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CISPR
14-1:2020의

유지보수

작업과

Amendment 1의 준비 및 2020 edition에
추가하는

Item과

기존의“CISPR

CISPR

제

B&F

IH유도조기기기를 CISPR11에서 다루던

유지보수 작업과 Amendment 1의 준비

것을 CISPR14-1로 이전하는 작업을 한바와

- CISPR 14-1:2020 ED7.0의 유지보수
작업과 Amendment 1의 사전 준비 작업
- 가정용 전자레인지를 현재 CISPR 11에서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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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제안
- 가정용

전자레인지를

CISPR14-1로

제

6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CISPR 11에서

장

다루는 ISM기기 요구사항과 APD detector

CISPR 14-1로 이전 준비

사용하는 대체 시험방법이었음

◦ CISPR 14-2의 표준 개정 작업 Item
- CISPR 14-2:020 ED3.0의 유지보수
작업과 Amendment 1의 사전 준비
ED6“

제

- 영국NC 등의 일부 NC들의 동의가 있었으나

7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향후 각국 NC에

장

의향 질문 문서 준비하기로 함

제

◦ CISPR 14-2:2020 ED3.0의 유지보수 작업을

프로젝트의 취소 협의
- CIS/F/769/CDV 문서 투표 결과 19개국
57.9%)로

장

같이 가정용 전자레인지도 CISPR 14-1

◦ CISPR 14-1의 표준 개정 작업 Item

참여

4

JWG에서

14-2:020의

14-1/AMD1/FRAG5

장

◦ 가정용 전자레인지를 현재 CISPR 11에서
- 2006년에

◦ CISPR

3

각국 NC의 피드백을 받기로 결정

Cancel 문제는 2021 Plenary회의에서
CISPR

제

WG1은 RR(Review Report)문서를 발행하여

CISPR 14-1로 이전 협의

결정하고

장

시작하기 위해 WG1의 권고안 승인하고

14-1/AMD1/FRAG5 ED6“ 프로젝트의

투표

1

동일한 허용기준을 제안

14-1:2020 Ed. 7.0(유지보수: 2023)와

논의

제

- 60 cm loop antenna 3 m법과 10 m 법에서

9 전문가 참석

11개국

찬성하여(찬성율

통과기준

66.7%이하로서

CDV문서 Reject 되어(CIS/F/784/RVC
문서 2019-9-20)
- 이번 Plenary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는 최소
결정

8
장

시작하기 위해 WG1의 권고안 승인하고
WG1은 RR(Review Report)문서를 발행하여

제

각국 NC의 피드백을 받기로 결정

9

◦ WG2(조명기기) 회의 이력 및 컨비너 보고

장

- CISPR F WG2 회의 이력은 중국 상해(2019.
제

10. 22 ~ 23, 2일) 9개국 25 전문가 참석,

10

2020. 3. 17 비대면 회의(15명 참여)에서

-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9 ㎑ ~ 30 ㎒.주파수

CISPR 15 AMD 1을 위한 CD문서 초안과

범위의 자기장 측정에서 large loop

RQ에 대한 observation 준비 및 2020. 7.

antenna system(LLAS) 방법과 60 cm

7 비대면 회의(12명 참여)에서 CISPR 15

장

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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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 1을 위한 CD문서 각국 검토회신에
대한 observation 진행, 2020. 9. 28 ~
29 비대면 회의에서 CISPR 30-3 개정 논의
◦ CISPR F WG2 발행 표준 향우 예상일정은

- 2021-03-19에

CD문서

발행되었고

2021-06-11까지 각국 NC 회람
- 2회에 걸쳐 WG2 비대면 회의를 통해 각국

- CISPR 15:2018, 유지보수: 2024

의견을 검토하여 CC문서(CIS/F/803A/CC)

- CISPR TR 30-1:2012, 유지보수: 2023

2021-07-16 발행

- CISPR TR 30-2:2012, 유지보수: 2023
- CISPR 15:2018/ISH1:2019, 유지보수:
2024 동작 모드로서의 색상 변경(Colour
shifting)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Worst case

- 2nd CD는 준비 중이고 2022년 2월 중순
발행 예정
◦ P-멤버 참여 검토 및 승인
- CIS/F

P-member
탈퇴국

회의

모드 평가에서 이를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공유하고

추가 설명 제공하는 것으로 이 문서는 CISPR

P-member 유지 승인

없이

참석현환을

현재와

같은

◦ 다른 CISPR/IEC 소위원회 또는 I-Member와

15 AMD1 ED9로 대체
◦ CISPR 15 / AMD 1 ED9 프로젝트

협력 및 liaison 검토
- IARU (A-Liaison/I-Member): IARU의

주요내용(현재 CD단계)
- ELV 램프의 전원 인터페이스 이외의 로컬

발행 문서 공유: 동일한 선박에 위치한 LED

유선 포트 측정 이외는 전도 방해에 대한

Lighting에서 해상 통신 시스템에 대한 간섭

전압 프로브 방법 삭제

사례, 특히 VHF 대역은 문서 5B/298에

- 주파수 범위 1 – 6 ㎓에서 함체 포트의 방사
방해에 대한 허용기준 및 측정 방법 도입
- 단일 캡 램프용 원추형 금속 하우징의 테스트

언급된 조사에서 일부 LED 조명의 방사성
방출에 의해 영향 가능성
- SC 77B (Internal Liaison): CIS/F 표준과
관련된 SC 77B의 표준을 공유하고 SC

set-up
- 유선 네트워크 포트의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77B에서진행중인

프로젝트

IEC

케이블의 배열이 수정 및 케이블 길이

61000-4-2

Ed.3

개정(MT12),

IEC

1,0m로 연장

61000-4-6 Ed.5

개정(WG10),

IEC

- 대형 피시험기기에 대한 전도성 방해에 대한

61000-4-20 Ed.3 개정(JFT TEM)과
광대역

측정 방법 명확화

방사내성

측정기술

IEC

CD:

61000-4-41 Ed.1 제정(WG10) 현황 공유

2021-03-22, CDV: 2023-03-01, FDIS:

◦ CIS/H/JWG-6 (with SC 77A)의 9 kHz ~

- Amendment

1

작업일정은

2023-12-01, IS: 2024-03-22
- 6개의 Task Force 구성: 전압/전류 프로브
방법, 시험셋업 조건 최신화 및 조화, 30

152

◦ CISPR 15 Ed 9.0의 Amendment 1 현재 상황

150 kHz 범위의 IEC 61000-6-3 Generic
표준 개정 논의사항 공유
- CIS/H와 TC77

SC77A는 JWG-6를

㎒ 이하 LLAS 및 60 cm 루프 안테나,

구성하여 IEC 61000-6-3 Generic 표준에

유지보수, 콘 측정 설정. CISPR TR 30-3

9 kHz ~ 150 kHz 범위 허용기준에 대해

제5장 F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작업 진행 중

대응

제

- 현재 IEC 61000-6-3 개정 작업에 집중하고
CDV 준비가 되는 시점에 IEC 61000-6-8

1

2. 2021년 프로젝트 주요 내용 요약

장

작업 시작 예정
- CIS/F는 CIS/H 간사에게 INF문서와 같은
보고서 회람을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
◦ CIS/F는 CIS/A 문서(클릭 분석기 검증에 대한

◦ 가정용 기기, 전동공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DC)를 INF와 같은 형식으로 회람을 요청하는

전자파 방출 표준 CISPR 14-1 ED7.0과 내성

것으로 결정

표준 CISPR 14-2 ED3.0은 모두 2020년도에

◦ 향후 대응방안

새로운 버전이 발행 되어 현재는 공식적으로

- CISPR 14-1 및 14-2 가정용기기 및

제

1) CISPR 14-1 및 CISPR 14-2 진행 예
정인 프로젝트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없으며

2
장

제

3
장

향후

전동공구 전자파표준은 향후 유지보수 및

Amendment 1 개정 프로젝트 사전 단계임

Amendment 1 개정 작업이 진행될

◦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방해 적용 표준

예정이므로 통신기능이 융합된 기기를

변경(CISPR 11에서 CISPR 14-1로 적용범위

고려하여 현재 6 ㎓까지 규제하고 있으나

이전)

7 ㎓ 또는 9 ㎓까지 규제 주파수 확대

- 2006년

제

4
장

제

5
CISPR

B&F

장

JWG는

예상되므로 사전 정보 파악 및 우리나라

CIS/F/432/INF 문서에 요약된 대로 CISPR

NC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

11 및 CISPR 14-1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

제

6
장

- 현재 CISPR 11에서 규제중인 가정용

- CISPR 14-1과 관련된 결론은 CISPR 11,

전자레인지를 CISPR 14-1로 이전하는

14-1 및 15가 제품군 표준이며 더 이상

문제는 우리나라도 적극 찬성 할 필요가 있고

전자파 현상 지향적이지 않고 사용 환경

7

위주임

장

전자레인지의 APD detector 시험방법
(일본 NC에서 제안)은 현재 사용현황이
유명무실하므로 삭제 제안 필요

제

- 유도(IH) 조리기구의 처리: CISPR B&F

제

JWG는 이러한 유형의 기기를 CISPR

- 조명기기의 CISPR 15 Ed9.0에서 현재

11에서 삭제하고 30 ㎒ 미만의 주파수

Amendment 1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현재

범위에서 기술적인 변경 없이 CISPR

CD문서 발행 완료) 특히 대형 피시험기기의

14-1에 모두 추가할 것을 권장하지만 30

정의 및 시험 셋업 명확화, 6 GHz까지 방사성

㎒ 이상의 요구 사항은 조정하였음

방해 주파수 확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 전자레인지의 처리: JWG 논의 결과 당시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당분간 전자레인지를 CISPR 11 적용범위에

개진하여 대응

두기로 하고, CISPR 11에서 CISPR 14-1로

- 2021-11-30(화) CIS/F WG2 회의 예정,

전환하면 다른 유형의 마그네트론 구동 ISM

2021-12-9 및 202112-14 CIS/F WG1

기기에 대한 관련 허용기준 및 시험 규정이

회의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전문가 참여하여

CISPR 11에 남아 있기 때문에 CISPR 11의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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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모든 관련 조항만 복제해야 한다는 결론

Amendment 1 개정이고 CD단계임

- 2006년 당시는 가정용 전자레인지를 CISPR

◦ 2021-03-19

11에서 CISPR 14-1로 옮기지 않은 중요한

CD문서(CIS/F/801/CD)가

이유는 APD 검출기가 CISPR/A에서 개발

발행 되었고 각국 NC의 회람과 코멘트 사항

중이고 두 가지 다른 제품 표준에서 새로운

검토

검출기를 병렬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CIS/F/803A/CC)가 발행 되었으며 현재는

않기 때문이었음

2번째 CD단계를 진행 결정되어 2nd CD 문서

- 이제 APD 검출기의 사용이 CISPR 11에

결과를

2021-07-16

CC문서

작업 중임

포함되었으므로 CISPR SC/F는 가정용

◦ CD문서(CIS/F/801/CD)의 주요 개정 사항

전자레인지를 CISPR 14-1로 이동하여

- ELV 램프의 전원 인터페이스 이외의 로컬

변환할 것을 제안

유선 포트 측정 이외는 전도 방해에 대한

- 이 작업은 또한 CISPR 14-1의 적용범위를

전압 프로브 방법 삭제

내성 표준 CISPR 14-2와 일치시켜야 하고

- 주파수 범위 1 – 6 ㎓에서 함체 포트의 방사

- CISPR SC/F는 CISPR 11 및 CISPR 14-1의

방해에 대한 허용기준 및 측정 방법 도입

적용범위에 두 표준 간의 전자레인지 전환을

- 단일 캡 램프용 원추형 금속 하우징 셋업

논의하기 위해 임시 JWG를 설정할 것을 제안

- 유선 네트워크 포트의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 CISPR/F WG1 작업반에서 향후 계획 중인

케이블 길이 1,0 m로 연장

프로젝트는 다음 표 5.4와 같음

- 대형 피시험기기에 대한 전도 방해에 대한
측정 방법 명확화

2) CISPR 15 표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 CISPR/F WG2 작업반에서 향후 계획 중인
프로젝트는 다음 표 5.3과 같음

◦ 조명기기의 전자파 방출 표준 CISPR 15
ED9.0은 2018년에 새로운 버전이 발행 되어

<표 5-4> CISPR F소위원회의 WG1 프로젝트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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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목표 3-5년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작업을 완료할
목표 날짜

현재상태

진행 보고서

무선 지원 제품 테스트 포함
개선

CISPR 14-1 Ed. 7.0
유지보수

2024

진행 중

CISPR 14-1의 차기 유지보수를 위한
사전 프로젝트 작업

30 ㎒ 이하 LLAS 및 60 cm CISPR 14-1 Ed. 7.0
루프 안테나 시험방법 도입
유지보수

2023

진행 중

CISPR 14-1의 차기 유지보수를 위한
사전 프로젝트 작업

DC 전원 공급 기기와 관련된
요구사항

CISPR 14-1 Ed. 7.0
유지보수

2023

진행 중

CISPR 14-1의 차기 유지보수를 위한
사전 프로젝트 작업

정보 부록에서 모든 유사 규제 CISPR 14-1 Ed. 7.0
문구 삭제(예: 80-80 규칙)
유지보수

2023

진행 중

CISPR 14-1의 차기 유지보수를 위한
사전 프로젝트 작업

무선 지원 제품의 무선 기능
CISPR/F의 CISPR
내성 시험 포함 개선
14-2 Ed. 3.0 유지보수

2024

진행 중

CISPR 14-2의 차기 유지보수를 위한
사전 프로젝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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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CISPR F소위원회의 WG2프로젝트 진행 현황

제

1

전략적 목표 3-5년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작업을 완료할
목표 날짜

현재상태

진행 보고서

장

무선 지원 제품 시험

CISPR 15 Ed. 9.0
유지보수

2023

진행 중

CIS/F/801/CD
두 번째 CD문서 준비 중

제

정보 부록에서 모든 유사 규제
문구 삭제(예: 80-80 규칙)

CISPR 15 Ed. 9.0
유지보수

2023

진행 중

CIS/F/801/CD
두 번째 CD문서 준비 중

장

전압 프로브 방법을 삭제하고
VP/CP/CVP 시험방법을
CISPR 16과 정렬

CISPR 15 Ed. 9.0
유지보수

2023

진행 중

CIS/F/801/CD
두 번째 CD문서 준비 중

제

기본표준 CISPR 16에 지정된
설정 및 시험으로 방법 조정

CISPR 15 Ed. 9.0
유지보수

장

2023

진행 중

CIS/F/801/CD
두 번째 CD문서 준비 중

30 ㎒ 이하 LLAS 및 60 cm
루프 안테나 시험방법 도입

CISPR 15 Ed. 9.0
유지보수

2023

진행 중

CIS/F/801/CD
두 번째 CD문서 준비 중

제

조명기기 모듈(드라이버)의
방출시험을 위한 기준
설정(호스트 방식) 개발

CISPR TR 30-3 개발

2023

진행 중

2

3

4
장

CISPR TR 30-3의 다음 유지보수를
위한 사전 프로젝트 작업
(측정 안 공유 완료)

제

5
장

나. 주요 내용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분석

제

◦ LED 조명등의 신 조명기기 출현으로 복잡한

6
장

조명기기 요구사항을 반영한 CISPR 15 Ed.9.0

1. CISPR 15:2018 Ed.9.0 의
Amendment 1 프로젝트

전면개정판이 2018년 8월 발행되어 현재 운영 중
유지보수

가. 기본정보
분과

CIS F / WG2

현재 상태

CD
(CIS F 801e
CD))

제

◦ 2019-05-10 CIS/F/766A/RQ문서 발행으로
승인하였고

7

2020-04-03

장

RQ문서(CIS/F/766A/RQ)에서 CISPR SC F
프로젝트

완료시기

CISPR
15/AMD1
ED9
미정

CISPR
15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Limits and methods of
표준(안) 명칭
measurement of radio disturbance
(영문)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 lighting and
similar equipment)
CISPR 15 (전자파적합성 - 조명기기 및 유
표준(안) 명칭
사기기의 전자파 방해 측성의 허용기준과 측
(국문)
정방법)

WG2에서 CISPR 15:2018에 대한 수정 제안

제

및 추가 유지 관리 항목 요청하여 P멤버 20개국

장

8

중 총 16개국과 3개국의 O멤버가 응답하여
제

Amendment 1 프로젝트 진행 결정
◦ 2021-03-19

9

RR문서(CIS/F/800/RR)로

장

프로젝트 CISPR 15/AMD1 ED9를 시작하여
CD 문서작업 및 각국 NC회람, 제안된 목표

제

10

날짜는 CD: 2021-03-22, CDV: 2023-03-01,

장

FDIS: 2023-12-01, IS: 2024-03-22로
정해짐

제

11

◦ CIS/F/WG2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에 전압

장

프로브 시험방법 삭제, 주파수 확장(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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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캡 램프용 원추형 금속 하우징의 설정,

방사성 방출로 남겨두고 측정 셋업의 선로에

유선 네트워크 포트의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결합되고 EUT의 무선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케이블의 배치 수정, 대형 조명기기 시험방법

생성된 주파수의 전도 전송에 대해서는 이

명확화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

제외가 미적용 됨

◦ CD문서(CIS/F/801/CD) Amendment 1
개정은 이전 버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 primary

function과

function은

- ELV 램프의 전원 인터페이스 이외의 로컬

정의된다는 것에서 사용 안내서에 특정 하는

프로브 방식 제거

기존에

secondary

중요한 기술 변경 사항이 포함됨
유선 포트의 전도 방해 측정을 위한 전압

제조자에

의해

것으로 변경
- ISM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조명

- 주파수 범위 1 ~ 6 ㎓에서 인클로저 포트의

기기(ITU 전파 규정의 결의 63(1979)에

방사 방해에 대한 한계 및 측정 방법 도입

정의됨)는 CISPR 15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 단일 캡 램프용 원추형 금속 하우징의 시험
설정
- 유선 네트워크 포트의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문구는 삭제 됨
- “test arrangement” 용어 정의는 삭제
- “advertising

sign”은

“simple

케이블 배치 수정, 케이블 길이가 1,0 m로

advertising sign”으로 변경하고 이는

연장

광고나 교통싸인 길안내 싸인용 조명을

- 매우 큰 피시험기기에 대한 전도 방해에 대한
측정 장치가 명확화
◦ 적용범위 개정
- 광고 싸인을 “단순 광고 싸인”으로 변경하고
그 예로서 비상용 싸인과 내부 발광 싸인을
추가
- ISM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조명
기기(ITU 전파 규정의 결의 63(1979)에
정의됨)는 CISPR 15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문구는 삭제 됨

의미함
- “restricted ELV lamp”는 기존에 제조자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에서 사용 안내서에 특정
하는 것으로 변경
◦ 로컬 유선 포트 평가의 허용기준 및 방법에서
“표 5 - 로컬 유선 포트의 방해 전압 제한:
ELV 램프의 전원 공급 장치 인터페이스 이외의
로컬 유선 포트” 삭제
◦ 함체 포트 평가를 위한 허용기준 및 방법에서
“표 7 - 직경이 다른 LLAS를 사용하여 시험

- dynamic displays는 CISPR 15에서 제외

할 수 있는 최대 피시험기기 치수”의 EUT 치수

- 이 표준의 방출 요구 사항은 스퓨리어스

변경 및 비로란 추가

방사를 포함하여 ITU에서 정의한 무선
송신기의 의도적인 전송에 적용되지 않고
다음의 참고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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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개정

◦ 주파수 범위 30 ㎒ ~ 1 ㎓ 방사성 방해
- 표 9는 다양한 방사성 방해 측정의 옵션을
제공함. 원래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검증해야

- 참고 사항으로 이 적용범위 제외는 의도된

하는 상황에서는 원래 선택한 옵션을

송신기 방출로 제한되며, 이는 EUT를

사용하여 다른 시험 방법을 적용하여 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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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직경이 다른 LLAS를 사용하여 시험 할 수 있는 최대 피시험기기 치수
UUT의 최대 치수, D
m

제

1

Loop antenna 지름
m

D ≤ 1.6

2

D ≤ 2.4

3

D ≤ 3.2

4

장

제

2
장

비고: 3개의 표준화된 루프 안테나 직경 각각에 대해 최소 피시험기기 치수가 주어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LLAS가 작은
EUT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더 높은 노이즈 플로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가능한 가장 작은 크기의 LLAS를 적용하는
것이 좋음
소형 피시험기기가 대형 LLAS에서 시험되는 경우(즉, 3 m 또는 4 m LLAS에서 시험되는 1.6 m보다 작은 피시험기기 또는
4 m LLAS에서 시험되는 2.4 m보다 작은 피시험기기)에 LLAS는 측정 기기의 노이즈 플로어보다 최소 10 dB의 여유를 두고
EUT에서 생성된 방출을 감지할 수 있음

제

3
장

제

<표 5-7> 30 ㎒ ~ 1 ㎓ 주파수 범위에서 관련 측정법과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Testing method

Reference

Frequency range
MHz

OATS or SAC
(10 m 거리)

CISPR 16-2-3

30 ~ 230
230 ~ 1000

4
장

Quasi-peak limits
30 dB(μV/m)
37 dB(μV/m)

제

5

OATS or SAC
(3 m 거리)

CISPR 16-2-3

30 ~ 230
230 ~ 1000

40 dB(μV/m)
47 dB(μV/m)

장

FAR
(3 m 거리)

CISPR 16-2-3

30 ~ 230
230 ~ 1000

42 to 35 dB(μV/m)
42 dB(μV/m)

제

TEM-waveguide
CDNE method

IEC 61000-4-20

30 ~ 230
230 ~ 1000

30 dB(μV/m)
37 dB(μV/m)

CISPR 16-2-1

30 ~ 100
100 ~ 200
200 ~ 300

64 to 54 dB(μV)
54 dB(μV)
54 to 51 dB(μV)

6
장

제

7
장

* 허용기준에서 xx to xx는 대수적 증감
* TEM-Waveguide는 IEC 61000-4-20의 6.1절에 따라서 케이블 접속이 없고 EUT 최대크기 제한(1 GHz에서 EUT 최대크기는
측정 주파수의 1파장, 1 ㎓에서 300 mm임). TEM 도파관에서 얻은 결과는 10 m 거리에서 OATS 기반 허용기준과 비교하기
위해 전계 강도로 변환됨
* 300 ㎒까지 CDNE 방법과 허용기준은 내부 클럭 주파수가 30 ㎒ 이하에 적용. 이 경우 300 ㎒ ~ 1000 ㎒ 요구사항 만족으로
간주. CISPR 15 Ed.8.0 보다 더 엄격해짐. 200 ㎒ ~ 300 ㎒ 대역 마진 증가(300 ㎒에서 10 dB까지)
* CDNE 방법에서 CISPR 16-2-1의 EUT 크기 제한은 적용하지 한고 최대 EUT 크기는 3 m x 1 m x 1 m (l x w x h)

제

8
장

제

9
장

과도한 불확실성을 방지해야 함. 시험

- 30 ㎒ ~ 1 ㎓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및

보고서에는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고 어떤

방법에서 비고 추가: 미국에서 조명 기기는

10

허용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명시해야 함.

비소비자(non-consumer) 또는 소비자

장

- TEM 도파관에서 얻은 결과는 10 m

기기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CISPR

거리에서 OATS 기반 허용기준과 비교하기

32:2015+A1 2019의 Class A 및 Class A

위해 전계 강도로 변환됨

B 기기 범주와 유사

제

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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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두값 및 평균값으로 표 5-9와 같음

◦ 주파수 범위 1 ㎓ ~ 6 ㎓ 방사성 방해 확장
- 표 9는 다양한 방사성 방해 측정의 옵션을

- FSOATS는 RGP 또는 FAR에 RF 흡수기가

제공함. 원래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검증해야

있는 SAC/OATS일 수 있고 CISPR

하는 상황에서는 원래 선택한 옵션을

16-2-3의 특정 세부사항 참조
-1 ㎓ ~ 6 ㎓의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및 방법에서

사용하여 다른 시험 방법을 적용하여 유발된
과도한 불확실성을 방지해야 함. 시험

비고

보고서에는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고 어떤

비소비자(non-consumer)

허용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명시해야 함.

기기로 분류되고 CISPR 32:2015+A1 2019의

- TEM 도파관에서 얻은 결과는 10 m

Class A 및 Class A B 기기 범주와 유사

거리에서 OATS 기반 허용기준과 비교하기

추가:

미국에서

조명

기기는

또는

소비자

◦ EUT 작동에서 주전원 포트 공급 전압

위해 전계 강도로 변환됨

- 정격전압 범위가 다음 중 하나 인 범위의

◦ 1 ㎓ 이상의 방사성 방해 측정 주파수 범위

단상 기기 인 경우
∙ 100 V ~ 127 V 시험은 이 범위 내의

확장
- 1 ㎓ ~ 6 ㎓의 주파수 범위에서 방사성 방출

하나의 공칭 전압에서 시험 수행, 권장

측정을 수행해야 하는 최고 주파수는 최고

시험 전압은 120 V

클록 주파수(Fc)에 의해 결정되며 표 5-8과

∙ 200 V ~ 240 V 시험은 이 범위 내의

같음

하나의 공칭 전압에서 시험 수행, 권장

- 1 ㎓ ~ 6 ㎓의 주파수 범위에서 방사성 방해

시험 전압은 230 V
∙ 100 V ~ 240 V 시험은 100V ~ 127V

허용기준 및 측정 방법은 전기장 성분의

<표 5-8> 방사성 방해 측정 최대 주파수 요구조건
Highest clock frequency (Fc)

Highest measurement frequency

Fx ≤ 108 MHz

1 GHz

108 MHz < Fx ≤ 500 MHz

2 GHz

500 MHz < Fx ≤ 1 ㎓

5 GHz

Fx > 1 GHz

5 x Fx up to a maximum of 6 GHz

<표 5-9> 1 GHz 이상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Frequency range
MHz

Testing
Method

Testing
Distance m

1 000 ~ 3 000
3 000 ~ 6 000
1 000 ~ 3 000
3 000 ~ 6 000

FSOATS

3

Detector Type /
bandwidth

Measurement
distance
m

Average
1 MHz

50

Peak
1 MHz

70

54
74

1000 MHz에서 최고 클록 주파수(Fc)에서 파생된 가장 높은 필수 측정 주파수까지의 주파수 범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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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표준화된 전도성 방해 측정 방법의 개요
Interface

허용기준

전원공급 인터페이스

Table 1

전원 공급 인터페이스 이외의 유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예: 통신 또는
데이터 전송용)

로컬 유선 포트 - ELV 램프의 전력
공급 인터페이스

제

1

기준

150 kHz ~ 30
MHz

CISPR 16-1-1 (리시버)
CISPR 16-1-2 (AAN, CVP)
CISPR 16-2-1 & 8.4(측정 방법)

Table 3a

150 kHz ~ 30
MHz

CISPR 16-1-1 (리시버)
CISPR 16-1-2 (전류 프로브)
CISPR 16-2-1 & 8.4(측정 방법)

9 kHz ~ 30 MHz

CISPR 16-1-1 (리시버)
CISPR 16-1-2 (보조 장비: AMN)
CISPR 16-2-1 & A.5.1(측정 방법)

150 kHz ~ 30
MHz

CISPR 16-1-1 (리시버)
CISPR 16-1-2 (전류 프로브)
CISPR 16-2-1 & 8.5.2.2(측정 방법)

Table 5

장

CISPR 16-1-1 (리시버)
CISPR 16-1-2 (보조 장비: AMN)
CISPR 16-2-1 (측정 방법)

9 kHz ~ 30 MHz

Table 2

Table 1 또는
Table 4

로컬 유선 포트 - ELV 램프의 전력
공급 이외의 인터페이스

주파수 범위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a 시험 중인 EUT 포트와 선택한 시험 방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은 표 2 또는 표 3 또는 둘 다임

장

범위 내의 하나의 공칭 전압 또는 200V
~ 240V 범위 내의 하나의 공칭 전압에

이 측정에 포함됨

제

6

◦ EUT의 동작 및 시험 조건

장

서 시험 수행, 그러나 각각의 전압에서

- 동작 모드는 EUT가 다른 동작 모드에서

두 번 시험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보고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깜박임(flashing), 작동

에 기록

중인 조명, 광 변조에 의한 통신, 색상 이동,

- 정격전압 범위가 다음 중 하나 인 범위의
삼상 기기 인 경우
∙ 200 V ~ 240 V 시험은 이 범위 내의

모드(worst-case

mode)에서

측정을

장 시험 전압은 220 V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속, 세류(trickle),

시험 전압은 400 V
- AC 또는 DC 전원에서 작동할 수 있는 EUT는
두 조건 모두에서 측정
- 정격 주파수 범위가 50 ㎐와 60 ㎐를
포함하는 경우 50Hz 또는 60Hz에서 측정을
수행해야 하고 다른 주 주파수에서의 방출은

제

8

수행해야 하고 참고로 충전 중 일부 배터리
기술

하나의 공칭 전압에서 시험 수행, 권장

7
장

비상, 충전 등의 경우 최악의 작동

하나의 공칭 전압에서 시험을 수행, 권
∙ 380 V ~ 450 V 시험은 이 범위 내의

제

즉,

토치,

비상

조명

장

등의

제

대기, PWM 등에서는 다중 충전 방식을

9

사용할 수 있음

장

- worst-case는 특정 모드의 적어도 하나의

제

반복 간격에 걸쳐 모든 동작 모드를 사전

10

스캔하거나 허용기준에 비해 가장 높은 진폭

장

방출을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정을
제

사용하여 찾을 수 있음

11

- 최대 전자파 방해는 종종 다른 색상 및/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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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표준화된 방사성 방해 측정 방법의 개요
시험방법

허용기준

주파수 범위

기준

LLAS

Table 8

9 kHz ~ 30 MHz

CISPR 16-1-1 (리시버)
CISPR 16-1-4 (안테나 및 시험장)
CISPR 16-2-3 (측정 방법)

Loop
antenna

Table 9

9 kHz ~ 30 MHz

CISPR 16-1-1 (리시버)
CISPR 16-1-4 (안테나 및 시험장)
CISPR 16-2-3 9.3.3(측정 방법)

OATS/SAC

Table 10

30 MHz ~ 1 GHz

CISPR 16-1-1 (리시버)
CISPR 16-1-4 (안테나 및 시험장)
CISPR 16-2-3 9.3.3(방사 측정 방법)

FAR

Table 10

30 MHz ~ 1 GHz

CISPR 16-1-1 (리시버)
CISPR 16-1-4 (안테나 및 시험장)
CISPR 16-2-3 (측정 방법)

TEM

Table 10

30 MHz ~ 1 GHz

CISPR 16-1-1 (리시버)
IEC 61000-4-20 (측정방법 및 장비)

CDNE

Table 10

30 MHz ~ 300 MHz

CISPR 16-1-1 (리시버)
CISPR 16-1-2 (CDNE)
CISPR 16-2-1 (CDNE 측정 방법)

FOATS

Table 11

1 GHz ~ 6 GHz

CISPR 16-1-1 (리시버)
CISPR 16-1-4 (안테나 및 시험장)
CISPR 16-2-3 (방사 측정 방법)

상관색 온도(CCT)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LED 드라이버의 모든 채널을 작동하여
캡처할 수 있고 적용되는 채널 수는 LED

- 선정 이유는 시험성적서에 기재
◦ EUT의 안전화 시간

드라이버/LED 광원 아키텍처에 따라 다름.

- 측정에 앞서, EUT의 일부인 광원 또는

최대 전자파 방해는 종종 지정된 CCT 범위의

램프를 포함하는 EUT는 안정화될 때까지

중간에서 흰색 및/또는 CCT 설정을

작동되어야 하고 달리 명시되지 않았거나

선택하여 캡처할 수 있음

사용 지침에 지정되지 않은 한 가스 방전

- 예를 들어 색상(RGB) 설정을 위한 3개의
LED 스트링과 CCT 설정을 위한 2개의

160

CCT가 선택될 수 있음

기술을 포함하는 EUT의 경우 30분 안정화
시간이 적용

냉백색 및 온백색 LED 스트링에 전원을

◦ 전도성 방해 측정 방법에서 측정 장비 및 방법

공급하는 5채널 LED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요약 재정리하여 표 5-10과 같이 표로 추가함

색상 변화 및 CCT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음.

◦ 전원 공급 이외의 유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따라서 시험 중인 조명 기기가 다른 색상

전도성 방해 측정

또는 CCT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지정된

- 전원이 아닌 유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예:

CCT 범위의 중간에 흰색 및/또는 단일

통신 또는 데이터 전송)에서의 방해 전압

제5장 F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측정은 CISPR 32에 명시된 비대칭

연결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EUT는 면적이

의사전원망(AAN)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1 ± 0,05) ㎡인 직사각형 1 ㎡ 루프를 가진

AAN은

단일 도체 wiring 외부 인터페이스 각각을

기준

접지면에

결합되어야

하며(부록 B 참조) CISPR 16-2-1에 명시된

제

1
장

구성하여 시험

측정 방법을 적용, 사용 지침에 케이블 LCL이

- 지지판을 사용하여 이 1 ㎡ 루프를 설정할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Cat. 3 LCL이 적용

수 있고, 피시험 시스템, 즉 하나 이상의 1

- 전원이 아닌 유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예:

㎡ 루프에 배열된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신 또는 데이터 전송)에서의 방해 전류

포함하는

피시험기기는

측정은 KN 16-2-1에 명시된 전류

준수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영역에

프로브(CP) 방법을 사용, 동축 또는 차폐

맞도록 배열

제

2
장

제

요구사항을

3
장

케이블의 경우에만 외부 보호 절연을

- 다중 1 ㎡ 루프가 있는 EUT의 LLAS 시험

제

끊고(차폐 노출) 케이블 스크린과 RGP

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부록 C에 추가

장

사이에 물리적 연결이 있는 150 Ω 저항을

◦ 9 ㎑ ~ 30 ㎒의 루프 안테나 방사성 방해 측정

연결, 150 Ω 저항은 스크린의 외부 표면에서

- 루프 안테나 측정은 CISPR 16-1-4:2019의

접지까지 ≤0.3 m이어야 하고 전류

4.3.2에 명시된 대로 소형 안테나(예:

프로브는 CISPR 16-1-2:2014의 5.1에

60cm)로 3 m 거리에서 측정

따라야 함
- 결합된 전압 및 전류 프로브 측정은 표 2와
표 3의 허용기준과 CISPR 32:2015의

4

제

5
장

- 루프 안테나의 가장 낮은 부분은 RGP 위로

제

6

1 m 높이

장

◦ 1 ㎓ ~ 6 ㎓ 방사성 방해 측정

C.4.1.6.4에 설명된 결합된 CVP/CP

- FSOATS 또는 OATS/SAC에서 방사성 방해

방법을 사용하여 평형 비차폐 케이블 및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CISPR 16-2-3의

7

불평형 케이블에 적용할 수 있음, 실제로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이 적용되고 EUT

장

차동 모드 제어 신호의 방해는 무시할 수

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부록 C에 추가

있으므로 생성된 공통 모드 방해만 측정

-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할 때 VBW는 1 ㎒

◦ “전압 프로브 측정 방법” 삭제: 전압 프로브의
측정 불확도가 높아 시험방법에서 삭제하고
전류 프로브 측정법으로 대체
◦방사성 방해 측정 방법에서 측정 장비 및 방법을
표 5-11과 같이 요약 재정리
◦ LLAS 방사성 방해 측정 9 ㎑ ~ 30 ㎒의 EUT

8

이상이고 권장 RBW는 3 ㎒
◦ 단인 캡 안정기내장형 램프 전도성 방해 측정을

제

위한 EUT 배치

9

- 램프는 적절한 램프 홀더에 장착되고 그림

장

5-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추형 기준
하우징에

장착하고

원추형

제

하우징은

원추형의 가장 가까운 부분이 RGP에서 40

- 사용 설명서에서 외부 유선 인터페이스가

cm 거리에 있도록 테이블 위에 위치시킴

쌍극자를 유발할 수 있음)에 의해 EUT에

제
장

셋업
단일 도체 케이블(루프 및 관련 자기

제

10
장

제

(그림 5-2참조).

11

- 기준 하우징의 램프는 그림 5-4에 주어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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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광학 창이 위치하는 등기구와

피시험기기의 전원 공급 단자는 (0.8 ± 0.05)

유사하게 측정되어야 하고, GU10 총검

m 떨어져 있어야 하고 (1.0 ± 0.05) m의

캡(IEC 60061-1)이 있는 안정기 내장

유연한 3심 또는 2심 케이블의 2개의 전원

램프는 GU10 램프의 하우징(도전성 또는

도체 연결

비전도성)의 둘레와 접촉하는 전기 전도성
호스 클램프 유형 고정 장치에 장착

- 피시험기기의 전원 케이블이 AMN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긴 경우, 1.0

- 호스 클램프의 너비는 (9 ± 1) mm입니다.

m를 초과하는 이 케이블의 길이는 0,3

호스 클램프 고정 장치는 AMN의 접지

m에서 0.4 m 사이의 길이로 묶음을

단자에 연결해야 하고 적절한 램프 홀더와

형성하도록 리드에 평행하게 앞뒤로 접혀야

함께 전도성 호스 클램프는 GU10 램프의

하고, 피시험기기와 AMN 사이의 주전원

기준 등기구 역할 수행

케이블은 최소한 1.0m의 최소 길이가

◦ 유선 네트워크 포트의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케이블 배열(전력 공급 케이블의 배열)

되도록 직선 배선으로 연결
- 노이즈 완화 장치가 전원 공급 케이블에

- 9 ㎑ ~ 150 ㎑ 및 150 ㎑ ~ 30 ㎒ 주파수

포함되어 있고 1.0 m보다 긴 경우 노이즈

범위에서 CISPR 16-1-2에 지정된 요구

완화 장치를 유지하면서 전원 공급 케이블은

사항을

의사전원회로망

1.0 m로 조정하고 마찬가지로 전원 공급

(50Ω/50μH + 5Ω AMN)의 출력 단자와

케이블이 1.0 m보다 짧은 경우 전원 공급

충족하는

[그림 5-1] 단일 캡 램프용 원추형 금속 하우징(A.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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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등기구(그림 B.1a), 내부/장착/교체 가능 모듈(그림 B.1b) 및 단일 캡이 있는 자체 안정기 또는 독립 가스 방전 램프 그림
B.1c)에서 전도성 방해를 측정하기 위한 배치

케이블은 1.0 m 길이로 연장

조정, 마찬가지로 연결 케이블이 1.0 m보다

케이블 배열(전력 공급 케이블 이외의 배열)

짧은 경우 연결 케이블은 1.0 m 길이로 연장

- 케이블 길이 요구 사항은 (1.0 ± 0.05)

◦ 로컬 유선 포트의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케이블

따라 배열
- 노이즈 완화 장치가 포함 되어 있고 케이블이
1.0 m보다 길면 노이즈 완화 장치을

9

유지하면서 연결 케이블 길이를 1.0 m로

◦ 유선 네트워크 포트의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m이고 케이블은 주어진 해당 시험 방법에

제
장

제

10
장

배열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고 길이가 3 m
미만인

인터페이스는

전도성

제

방해를

11
장

평가하지 않고,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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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의 길이는 0.8 m ± 20 % 또는 사용

커넥터에 가까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설명서에 표시된 최대 허용 케이블 길이 중

10 cm 이상 간격 유지(그림 5-2 참조), EUT

더 짧은 길이여야 하고 케이블은 일직선으로

쪽에 커넥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케이블이

배열

서로 10 cm 이상 간격 유지하는지 확인 필요

- 네트워크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로컬 유선
포트의 케이블에 대해서 노이즈 완화 장치가

- 등기구의 모듈 시험시 배치는 다음 그림

연결 케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노이즈

5-2와 그림 5-3과 같이 하고 이 모듈은

완화 장치를 유지하면서 연결 케이블을 해당

등기구 내부 부품, 등기구 장착 및 교환 가능한

길이로 조정

모듈일 수 있고 이 모듈이 EUT가 됨

- 네트워크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로컬 유선
포트 이외의 케이블에 대해서 노이즈 완화
장치가 연결 케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방해 완화 항목을 유지하면서 연결 케이블을
해당 길이로 조정
◦ 측정 프로브의 배치
- 전류 프로브 측정을 위해 전류 프로브는
피시험기기로부터 (30 ± 5) cm의 거리에
위치하고 전류 프로브는 공통 모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피시험기기에 연결된
인터페이스의 모든 리드를 포함
- 예를 들어 그림 5-3은 모듈에 대한 이 원칙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등기구의 로컬 유선
포트에서 전도 측정에 적용
◦ 등기구의 배치
- 기준 접지면을 제외한 모든 전도성 표면은
피시험기기에서 최소 0.8 m 떨어져 있어야
하고, 기준 접지면은 최소 2 m x 2 m의
치수를 가져야 하며 시험 중인 시스템(EUT,
AuxEq 및 모든 케이블) 경계의 투영을 넘어
최소 0.5 m 확장
- 모든 AMN과 AAN은 낮은 임피던스 연결을
통해 기준 접지면에 연결(CISPR 16-2-1에
따름) 되어야 하고 AMN과 AAN에서 EUT로
이어지는 케이블은 EUT와 AMN/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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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전도성 방해에 대한 측정 배치(대형 EUT와 같은 경우)

◦ 대형 조명기기 EUT의 전도성 방해 시험 배치

피시험기기의 시험 중인 시스템 배치의 예를

- 대형 EUT의 시험은 그림 5-4와 같이

보여준다. 그림 5-5 및 그림 5-6에 있는

배치하고 등기구의 형태에 따라 수직으로

지지판은 기존과 같고 1 ㎡ 루프에 여분의

배치 할 수도 있으나 그림 이외의 구체적인

케이블이 있는 경우 해당 케이블은 LLAS

설명 문구는 추후 작업 예정

외부에 배치되고 비유도성으로 접혀야 함

◦ CISPR 16-2-3에 따라 OATS, SAC, FAR에서
LLAS를 이용한 방사성 방출 측정을 위한 시험

로딩 및 종단

배치

- 케이블로 피시험기기에 연결되는 외부 유선

◦ 30MHz 이하 측정에 대한 EUT, 보조 장비 및

인터페이스가 있는 EUT의 LLAS를 이용한

관련 장비의 배치

방사성 방출 측정시 케이블 로딩 및 종단은

- CISPR 16-2-3에 규정된 피시험기기, 보조

그림 5-5 및 그림 5-6와 같이 실시

장비 및 관련 장비를 배치하기 위한 일반
원칙은 방사 방해 측정 방법을 적용(표 5-11
참조)
- 피시험기기, 보조 장비 및 관련 장비의
배치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공
- 단일 도체 케이블로 피시험기기에 연결되는
외부 유선 인터페이스가 있는 피시험기기;
그림 5-5 및 그림 5-6 참조
- 단일 도체 케이블로 피시험기기에 연결되는
외부 유선 인터페이스가 있는 피시험기기를
위한 피시험기기 배치: 그림 5-5 및 그림
5-6은 외부 유선 인터페이스가 단일 도체
케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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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LLAS 측정에서 케이블 로딩 및 종단(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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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019-05-10 CIS/F/766/RQ문서 발행으로
CISPR

15

ED9.0의

유지보수

승인,

020-04-03 RQ문서(CIS/F/766A/RQ)에서
CISPR SC F WG2에서 CISPR 15:2018에 대한
수정 제안 및 추가 유지 관리 항목 요청하여
P멤버 20개국 중 총 16개국과 3개국의
O멤버가 응답하여 Amendment 1 프로젝트
진행 결정
◦ 2021-03-19

RR문서(CIS/F/800/RR)로

프로젝트 번호 CISPR 15/AMD1 ED9를
시작하여 CD 문서제출 등을 위한 제안된 목표
날짜는

CD:

2021-03-22,

CDV:

2023-03-01, FDIS: 2023-12-01, IS:
2024-03-22로 정해짐
◦ 2021-03-19에

CD문서(CIS/F/801/CD)

발행되었고 2021-06-11까지 각국 NC 회람
◦ 2회에 걸쳐 WG2 비대면 회의를 통해 각국
의견을 검토하여 CC문서(CIS/F/803A/CC)
2021-07-16 발행 되었고 두 번째 CD단계로
진행 예정
◦ 2nd CD는 준비중이고 2022년 2월 중순 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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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2절 2021년도 주요 진행 상황
제3절 프로젝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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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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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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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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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제어를 위한 공통의 허용기준과 측정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

4

방법에 대한 표준화와 이러한 요구규격의

장

CISPR 일반 방출 허용기준에 반영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서비스들이 제한된

◦ 제품 위원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무선서비스

공간 내에서 수많은 전기･전자 제품들과 같이

보호를 위한 방출 허용기준 결정을 위한 CISPR

5

결합 및 방해 모델에 대한 표준화

장

사용되고 있어, 복잡해지고 있는 전파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허용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활성화되고 전파 이용 장비의

◦ 무선서비스

특성에

대한

제

데이터베이스

제

유지보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30 ㎒ 이하에서 복사성

◦ CISPR 산하 소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불요전자파 방출에 대한 허용기준 개정과 더불어 5G

무선주파수 방해 제어를 위한 허용기준 제안에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고속 광대역 신호를 사용하는

대한 평가 및 CISPR 제품 표준에 포함 여부

첨단 장비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한 전파환경을

검토

6
장

제

7
장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6 ㎓ 이상에서 허용기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IEC CISPR 산하 H 소위원회는 “무선서비스

기기는 물론 무선서비스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보호를 위한 허용기준(limits for the protection

있으며, 전자파장해 또는 간섭은 무선서비스의 성능

of radio services)”을 담당하는 표준화 위원회로,

저하는 물론 인접 장비의 오동작이나 고장을 초래하기

무선서비스 보호를 위해 각국의 무선서비스

때문에 국제 표준화에서 다루고 있는 허용기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기･전자 회로로 구성된

동향 파악과 분석, 그리고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방해에 대한 허용기준을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제정한다. IEC 홈페이지에 제시된 CISPR SC H의
담당 역할 및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

H 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전기･전자

8
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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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IEC 산하 CISPR H 소위원회에는 우리나라를

장

비롯해 2021년 11월 20일 기준으로 33개국이

◦ 주어진 전자파 환경에서의 동작 및 사용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투표권이 있는

제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전기･전자

P-member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1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무선주파수 방해에 대한

22국(Austria, Australia, Canada, Switzerland,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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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IEC CISPR H 소위원회 구성

China, Germany, Denmark, Estonia, Finland,

임무로 하며, IEC 61000-6-3(주거환경), IEC

France, United Kingdom, Israel, Italy, Japan,

61000-6-4(산업환경), IEC 61000-6-8(상업 및

Republic of Korea, Netherlands, Norway,

경공업 환경) 등 전자파 방출 관련 공통 표준(generic

Russian Federation, Sweden, Thailand, United

standard)의 제･개정 등 CISPR H 소위에서

States of America, South Africa)이며, 단순히

진행되는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여만 하는 O-member 국가는 12개국(Belgium,

CISPR H 소위원회 산하 WG8(Limit validation,

Belarus, Czech Republic, Spain, Ireland, India,

modeling and statistics of complaints)에서는

Mexico, New Zealand, Poland, Portugal,

CISPR TR 16-4-4의 유지보수와 CISPR TR

Slovakia, Turkey)이다. CISPR H 소위원회의

16-4-6의 신규 제정을 추진하며 방출 기준설정의

간사국은 우리나라에서 맡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당화 및 근거 수집, 6 ㎓ 이상 허용기준 모델 개발,

독일의 Thilo A. Kootz (BNetZa), 부위원장은

전파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작업을

영국의 Martin A. Wright, 그리고 간사는

담당한다. (그림 7.1)에서와 같이 WG8 산하에는 여러

우리나라의 권종화 책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가지 작업반들이 있으며, 허용기준 신규 제정

황정환 책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담당하고 있다.

관련하여

CISPR H 소위원회는 (그림 7.1)과 (표 7.1)과 같이

신설되었다. AHG9에서는 6 ㎓ 이상 주파수

구성되어 있다.

대역에서의 허용기준 제정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AHG9과

AHG10이

CISPR H 소위원회 산하 WG1(A survey of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허용기준을 제정하는 업무를

EMC product standards on emission)에서는

담당하고, AHG10에서는 허용기준 제정을 위한

제품

모델에 요구되는 무선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안

표준(product

standard)에서

EMC

방출(emission)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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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CISPR H 소위원회 조직별 주요 역할 및 위원장단
조직

제

주요 역할

위원장단

1

Liaison

WG 1

방출에 대한 EMC 제품 표준 조사:
공통 표준(IEC 61000-6-3, -4, -8 등) 재개정 담당

WG 8

허용기준 검증, 모델링 및 불만사항 통계:
기술문서 16-4-4 개정 및 16-4-6 신규제정, 6 ㎓
방출모델 개발 담당

Martin A. Wright (영국)
Nikola Kiwull (독일)

AHG9

6 ㎓ 이상 주파수대역에 대한 허용기준 모델과 허용기
준 제안

Nikola Kiwull (독일)
Thilo A. Kootz (독일)

제

Martin A. Wright (영국)
Nikola Kiwull (독일)

장

AHG10
JWG 5
(SC/A & SC/H)

무선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용시험시설 SAC 및 FAR에서 중간 크기의 피시험기
기 영역의 사용 (CISPR/A 관리)

JWG 6
9 ㎑ ~ 150 ㎑ 대역에서의 요구사항
(SC/H & SC77A) (TC77 산하 SC77A와 협력)

Andrew Griffin (미국)
Bernd Jäkel (독일)

장

IARU
제

2

IARU
ITU_R

장

3

제

Jens Medler (독일)
Thilo A. Kootz (독일)

IARU

Frank Deter (독일)
Cedric Lavenu (프랑스)

IARU

4
장

제

5
장

CISPR SC A와 공동으로 구성된 JWG5에서는

표준의 적절한 적용을 준비, 즉 제품 표준에 대한

EMC 대용시험시설에 대한 표준을 담당하며, 특히

시험 적용을 목적으로 일반 표준을 개정하고 제품

중간크기의 피시험기기에 대해 대용시설, 즉

및 제품군 표준에 대한 적용을 준비한다.

제

6
장

제

SAC(Semi-Anechoic Chamber) 및 FAR(Fully

IEC에서 관리하는 모든 표준에는 표준에 대한

Anechoic Room)에서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CISPR

폐지, 인준, 수정 및 개정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TR 16-4-5를 개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날짜를 표시하는 표준 유효기간(Stability date)를

지난 2년 동안 JWG5 활동이 거의 없어 2021년

서문에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준유효기간은

제

CISPR A 회의에서 JWG5를 해체하는 것에 대해

3년에서

장

Questionnaire를 회람하기로 하고 SC H에서는

표준유효기간 이전에 수정 또는 개정을 처리해야 할

2021년 12월 31일까지 Q 문서가 아니고 INF 문서로

때는 검토 일정을 앞당기고 조정된 일정에 따라

회람하기로 하였다.

표준유효기간을 수정할 수 있다. IEC CISPR SC

12년

사이로

정해지며,

7
장

8

위원회가

TC77 SC77A와 공동으로 구성된 JWG6에서는

H에서 담당하고 있는 표준은 (표 7-2)에서와 같이

IEC 61000-2-2의 최신 개정안을 수용하기 위해

6개이다. 3개는 기본 표준(basic standard)에

제

9
장

제

10

9 ㎑ ~ 150 ㎑ 대역에서 장비로부터의 방출에 대한

해당하는 기술문서(TR)인 CISPR TR 16-2-5,

허용기준 개발과 차동 모드 및 공통 모드 장해에

CISPR TR 16-4-4, 그리고 CISPR TR 31이며, 현재

대해 CISPR 16 시리즈의 측정 장비 및 방법을

CISPR TR 16-4-6을 신규로 제정하기 위한

제

사용하여 새로 개발된 허용기준에 대한 방출 측정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다른 3개는 공통

11

위한 적절한 방법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개발된

표준(generic standard)으로서 IEC 61000-6-3,

장

장

171

EMC(전자파적합성)

<표 6-2> CISPR H소위원회 담당 표준의 표준유효기간(stability date)
번호

표준 번호

버전

발간일

표준유효기간

1

CISPR TR 16-2-5

Ed 1.0

2008. 07. 09

2022

2

CISPR TR 16-4-4

Ed 2.0

2007. 07. 16

2023

3

CISPR TR 16-4-4:2007/AMD1

Ed 2.0

2017. 06. 29

2023

4

CISPR TR 16-4-4:2007/AMD2

Ed 2.0

2020. 04. 23

2023

5

CISPR TR 31

Ed 2.0

2012. 09. 18

2022

6

IEC 61000-6-3

Ed 3.0

2020. 07. 30

2022

7

IEC 61000-6-4

Ed 3.0

2018. 02. 07

2023

8

IEC 61000-6-8

Ed 1.0

2020. 07. 30

2023

IEC 61000-6-4, 그리고 IEC 61000-6-8이다.
COVID-19 판데믹으로 인해 표준화 작업이 다소

발행일과 표준유효기간은 (표 7-2)와 같다.
CISPR H 소위원회에서는 표준 제정의 효율을

표준의

높이기 위해서 주요 표준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효기간을 1년 정도씩 연장하였다. IEC CISPR SC

합의된 위원회 문서(CD) 초안이 나올 때까지는

H에서 담당하는 현재 사용 중인 버전의 표준에 대한

비공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CISPR H

지연되었으며

2021년

회의에서

각

<표 6-3> CISPR H에서 진행 중인 공식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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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프로젝트 번호
(담당 WG)

과제명

진행단계

1

CISPR 16-4-6 Ed1.0
(WG8)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Statistics of complaints

CD 단계
(CIS/H/437/CD)

2

CISPR TR 31
Ed3.0 (WG8)

Database on the characteristics of radio services

RR 단계
(CIS/H/434/RR)

3

IEC 61000-6-3
/AMD1/FRAG1 ED3
(WG1)

EMC - Part 6-3: Generic standards - Emission standard for
equipment in residential environments: Missed Items

RR 단계
(CIS/H/439/RR)

4

IEC 61000-6-3
/AMD1/FRAG2 ED3
(JWG6)

EMC - Part 6-3: Generic standards - Emission standard for
equipment in residential environments: Conducted Emission
Requirements range 9 ㎑ – 150 ㎑

CD 단계
(CIS/H/440/CD)

5

IEC 61000-6-3
/AMD1/FRAG3 ED3
(WG1)

EMC - Part 6-3: Generic standards - Emission standard for
equipment in residential environments: Radiated Magnetic
Emissions Requirements below 30 ㎒

RR 단계
(CIS/H/439/RR)

6

IEC 61000-6-3
/AMD1/FRAG4 ED3
(WG1)

EMC - Part 6-3: Generic standards - Emission standard for
equipment in residential environments: Requirements on DC
power supply port

CD 단계
(CIS/H/444/CD)

7

PWI TR CIS/H-1

Collection of justifications and rationales in emission limit
setting

PWI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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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CISPR SC H 리에종(Liaison) 현황
Liaison 유형

Internal
IEC Liaison

Liaison A
I-member

위원회

제

담당자

1

위원회 담당 업무

장

TC22

Benno Weis

Power electronic systems and equipment

TC26

Joe Krueger

Electric welding

TC77

Bernd Jakel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C82

Y. Yoshioka

Solar photovoltaic energy systems

CISPR A

B. Gorini

CIGRE

W.A. Radasky

International Council on Large Electric Systems
European Broadcasting Union

3

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장

EBU

Martin Wright
Jean-Luc Detrez

ETSI

B. Gorini

IARU

Martin Sach
Tore Worren

International Amateur Radio Union

ITU-R

P. Aubinea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Radio-communication
Bureau

ITU-R/SG1

P. Aubineau
G. Meindl

ITU - Radio-communication Bureau - Study Group 1: Spectrum
Management

ITU-T/SG5

P. Aubineau
Fumito Kubota
B. Gorini

2
장

Radio-interference measurements and statistical methods

ECMA

ITU-R/SG1 WPT

제

제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제

4
장

제

5
장

Issues on Wireless Power Transmission (WPT)
제

ITU - Telecommunication Bureau - Study Group 5: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circular economy

소위원회에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표 7-3)과

있으며, 2019년에 6 ㎓ 이상 방출 신호원에 대한

같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CISPR 16-4-4 표준 중

정보를 수집하고 동시에 6 ㎓ 이상 신호원 모델을

불만사항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다.

6
장

제

7
장

표준인 CISPR 16-4-6을 제정하기 위한 내용이고,

현재 IEC 제품(군) 및 공통 표준에서는 90년대

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전자파장해로부터 무선서비스를

중반에 각국에서 접수된 불만 사항(complaints)에

장

보호하는데 필요한 무선서비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설정된 허용기준을 사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2020년에 발행된 공통

있다. 그러나 전파의 이용이 많아지고 아날로그에서

표준인 IEC 61000-6-3을 개정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디지털로, 고정형에서 이동형으로 기술이 발전됨에

세부 주제에 따라 4개 세부과제로 분리되어 진행

따라 기존의 허용기준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중이며 CDV 단계에서 통합하여 표준을 개발할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저주파수대역 전파를 이용하는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CISPR SC H에서 6 ㎓ 이상

제품군 위원회에서는 기존 허용기준에 대한 기술적

주파수대역에서의 방출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와 재설정을 위해 EMC 허용기준을 담당하는

선행연구 차원에서 2018년 4월에 WG1에서 시작한

H 소위원회와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표 7-4)는

PWI TR CIS/H-1 프로젝트로, 방출 허용기준 설정에

현재 CISPR H 소위원회와 리에종(Liaison)을 맺고

관한 선행연구 및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표준화 위원회 현황이며, 향후 이러한 협력은

8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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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andemic)으로 인해 따라 국내외적으로 인적

또한 IEC CISPR 및 TC77는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이 위축되었고, 더불어

불요 전자파로부터 무선서비스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IEC CISPR SC H 표준화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있으며, 따라서 CISPR SC H에서는 무선서비스에

주었다. 2020년에는 취소되었던 CISPR SC H

대한 DB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다. CISPR TR

총회(Plenary Meeting)가 다행히 올해는 비대면

16-4-4의 불요전자파 간섭 모델을 기반으로

회의로 2021년 11월 9일에 약 62명의 전문가가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전자파 방출 허용기준을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보고서는 2021년

산정하는 방법에서는 각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CISPR SC H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주요 프로젝트

무선서비스 DB 자료를 근거로 장비별로 주파수대역에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IEC CISPR H
소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무선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IEC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적합성(EMC) 주제를

① CISPR 16-4-4: 불만사항 통계 및 전파
서비스 보호를 위한 허용기준 산정 방법

다루는 EMC Zone (www.iec.ch/emc)에서 제공
하고 있다.

◦ 표준:

CISPR

16-4-4:

Statistics

of

complaints and a model for the
calculation of limits for the protection

제2절 2021년도 주요 진행 상황

of radio services
◦ 담당: WG8 & AHG9
◦ 관련 문서: CIS/H/288/DC,

5G 이동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무선서비스가

CIS/H/290/INF, CIS/H/322/DC,

상용화되고, 기존 ISM 대역 전파이용 기기를 포함해

CIS/H/326/INF, CIS/H/347/RR,

다양한 분야에서 전파의 이용이 많아짐과 동시에

CIS/H/348/CD, CIS/H/362A/CC,

광대역 신호를 고속으로 사용하는 전기･전자 제품이

CIS/H/382/RR, CIS/H/384/CD,

많아짐에 따라 전자파적합성(EMC) 관리의 중요성이

CIS/H/385/CD, CIS/H/388/CC,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CIS/H/389/CC, CIS/H/402/DTR,

6 ㎓ 이상 주파수대역에서도 불요 전자파에 의한

CIS/H/407A/RVDTR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 무선서비스를

있다. 새로운 전파 환경에서 전자파적합성 확보를

산정방법에

위해 150 ㎑ 이하 및 6 ㎓ 이상에서의 방사성 방출

(complaints)과

허용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현재 사용 중인

통계적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하여

허용기준에 대해서도 장비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허용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

요구들이 많아져 CISPR H 분과에서의 활동에 관심이
커지고 프로젝트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COVID-19의 범유행

보호하기
대한

위한

허용기준

표준으로

불만사항

불요전자파

간섭모델과

◦ CISPR 16-4-4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요전자파
간섭모델과 통계적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9
㎑ ~ 150㎑ 대역에서의 전도성 방출에 대한
허용기준 산정에 대한 예제를 부속서 C와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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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그림 6-2] CISPR16-4-4 부속서 E에서 제시한 허용기준 산정 결과

5
장

반영하여 2020년에 발행 완료.

16-4-4 5.7절을 기반으로 5G 무선서비스

- 부속서(Annex) C: Model for estimation

보호를 위한 허용기준 산정방법에 대한

6

of radiation from photovoltaic (PV)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현재 부속서(Annex E)로

장

power

㎓ 대역(6~40 ㎓) 허용기준에 대한 표준화가

generating

systems

and

installations

제

제

진행 중임.

7

- 부속서(Annex) D: Model for the

- 부속서 E는 5G 무선서비스 보호를 위한

estimation of radiation from in-house

허용기준에 관한 독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extra low voltage (ELV) lighting

하고 있으며, 제시된 허용기준은 FCC15와

제

installations

ETSI TS 103 569의 허용기준과 유사함.

장

◦ IEC EMC 표준에는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이

◦ WG8에서 여러 개별 확률 요소를 사용하는

6 ㎓까지만 제정(단 CISPR 11에서는 일부

CISPR TR 16-4-4에 약간의 진전이 있음.

제품에 대해 18㎓ 허용기준 정의)되어 있음.

불요전자파 간섭에 대한 확률 모델을

5G 상용화 등 6㎓ 이상 주파수대역에서의

구축하는데 두 가지 철학적 접근이 있으며

전파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허용기준을 6 ㎓

개정된 표준에서 사용할 방법을 정해야 함:

이상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2017년부터

하나는 모집단 내 간섭 사례의 수를 추정하는

6 ㎓ ~ 40 ㎓ 대역 허용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고, 다른 방식은 개별 수신기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임.

간섭 확률을 평가한 다음 이 확률을 모집단에

◦ 2020년에 신설된 WG8 산하 AHG9에서 ㎓
대역 허용기준 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CISPR

장

8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적용하는 것임.

장

◦ 6 ㎓ ~ 40 ㎓ 주파수 범위에서 CI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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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부속서(Annex) E에서 제시한 6~40 ㎓ 주파수대역에서의 허용기준
주파수 대역
[㎓]

측정시설

측정거리
[m]

검파기 유형 /
Bandwidth

주거환경에서의 허용기준
[dB(V/m)]

6.0 ~ 40.0

FSOATS/FAR

3

평균 / 1 ㎒

50 – 54

6.0 ~ 40.0

FSOATS/FAR

3

첨두 / 1 ㎒

70 – 74

* 주파수의 로그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

시작됨. CISPR TR 16-4-4의 유지관리에 대한

허용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

CIS/H/368/DC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② CISPR 16-4-6: 불만사항 통계
(Statistics of complaints)

◦ 모든 NC가 CISPR TR 16-4-4의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CIS/H/376/INF)
하였으며 이러한 유지보수를 위해 4절의 내용은

◦ 표준: CISPR 16-4-6: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상당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불만사항에 대한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자료 수집을 다루기 때문에 CISPR TR

Statistics of complaints

16-4-4에서 4절을 제거하고 별도의 새

◦ 담당: WG8
◦ 관련

간행물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네덜란드 NC)
문서:

CIS/H/396/NP,

CIS/H/409A/RVN, CIS/H/437/CD
◦ CISPR16-4-4에는
허용기준

소위원회 내에서 간섭 불만 사항이 보고되는

전자파적합성(EMC)

제정에

◦ 본 프로젝트의 또 다른 이유는 CISPR 및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불만 사항을 적절하게

사용되는

분석하고 관련 CISPR 간행물에 적절한

불만사항(Complaint)과 불요전자파 간섭

변경사항을 적용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모델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않기 때문으로 새로 제안된 CISPR 표준은

불만사항 관련 내용은 표준의 제목과 차이가

허용기준과

있어 별도의 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지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정보가

프로젝트임.

포함되어야 함.

◦ 불만사항

관련

내용은

현재의

시험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기술

◦ CISPR 16-4-6 초안인 CISPR/H/437/CD가

아날로그디지털)에서

2021년 11월 5일까지 회람되었으며, 표준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 지역이나 국가에서

초안에 대한 NC의 의견에 대해 WG8 컨비너가

장비의 시장 접근을 위해 널리 채택하고 있어

2022년 2월말까지 정리하고 WG8에 회부하여

CISPR 표준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를 할 예정임.

동향(고정이동,

도구이므로 이와 관련된 표준이 필요함.
◦ 2018년 CISPR/H에서는 CISPR TR 16-4-4
4:2017의 기본 검토를 위한 초기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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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ISPR TR 31: 전파 서비스 특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 표준: CISPR 31: Database on the
characteristics of radio service

④ IEC61000-6-3: (공통 표준) 주거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방해
표준

Emission

◦ 관련 문서: CIS/H/434/RR, CIS/H/435/CD

commercial

◦ CISPR H에서는 6 ㎓ 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environments

standard
and

for

위해 6 ㎓ 이상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 관련 문서: CIS/H/356/CD, CIS/H/357/CD,

신호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IEC

제

3
장

CIS/H/358/CD, CIS/H/363A/CC,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
◦ 데이터베이스는

2
장

light-industrial

◦ 담당: WG1

다루는

제

residential,

적용되는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특성을

1
장

◦ 표준: IEC61000-6-3 Generic standards –

◦ 담당: WG8 AHG10

- 무선서비스의

제

제

4

CIS/H/364A/CC, CIS/H/365A/CC,

장

CIS/H/375/INF, CIS/H/383/CD,

웹사이트

CIS/H/390/CC, CIS/H/400/CDV,

(http://www.iec.ch/emc/database)의

CIS/H/413/RVC, CIS/H/439/RR,

5

CIS/H/440/CD, CIS/H/444/CD

장

EMC 영역(EMC Zone)에서 스프레드시트
파일형식으로

제공되며,

제

데이터베이스의

◦ 주거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기기에 대한

목적은 전기 또는 전자 장비, 시스템 및

전자파적합성 공통 표준(generic standard)

6

설비로부터 방출되는 장해에 대한 허용기준의

◦ CISPR/H는 IEC 61000-6-3를 개정하면서

장

도출과 규격에 관한 특성을 제시하는 것임.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적으로 전자파 환경을

◦ AHG10은 CISPR/H/404A/INF에 수집된

주거용과 상업 및 경공업 환경으로 분리하고

출력을 고려했으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러한

전문가용 기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변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덜 논쟁적인 입력을

2020년에 IEC 61000-6-3을 개정하고 IEC

포함하는 문서를 준비하는 중이며, 나머지

61000-6-8을 새로운 표준을 발표. 이러한

제

항목은 추가 작업이 필요함.

과정에서 CISPR/H는 기존 공통 표준에 추가로

장

◦ CISPR TR 31 개정안인 CISPR/H/435/CD

포함해야 할 요구사항들이 제기되었으며 본

문서가 2021년 10월 15일까지 회람되었으며,

프로젝트에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 작업이 진행

위원회 문서에 대한 각국의 NC 의견이 정리된

중임.

CISPR/H/443/CC 문서가 2021년 10월
29일에 회람되었음.

제

7
장

8

제

9
장

◦ 2020년에 발표된 표준에 다음 4가지 내용이
제

포함될 예정이며, 주제별로 별도로 진행한 후

◦ CISPR H 총회에서는 CISPR/H/443/CC에

CDV 단계 이후 통합될 예정임. 또한 IEC

대해 WG8 컨비너가 2022년 2월말까지

61000-6-3 (주거환경)에서 반영된 주요

정리하고 추후 WG8에 회부하여 논의를 할

내용은 추후 IEC 61000-6-4 (상업 및 경공업

예정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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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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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와 IEC 61000-6-8 (산업환경)에도

장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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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G1) 2020년 IEC 61000-6-3에

(CIS/H/444/CD) 프로젝트는 CD 단계이며,

반영되지 못한 내용 보완: CIS/H/413/RVC

FRAG1과

FRAG4

프로젝트도

위원회

참조

문서(CD)를 2022년 2월 28일까지 준비 중임.

㉯ (FRAG2) 9 ㎑ ~ 150 ㎑ 대역 전도성 방출
요구사항 (JWG6 담당): CIS/H/299/INF,
CIS/H/342/Q,

CIS/H/369/RQ,

CIS/H/428/DC, CIS/H/431/INF 참조

⑤ IEC 61000-6-8: (공통표준)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문 기기의
전자파 방해 표준

㉰ (FRAG3) 30 ㎒ 이하 방사성 자기장 방출
요구사항:

CIS/H/336/DC,

– Emission standard for equipment in

CIS/H/379/INF 참조
㉱ (FRAG4) DC 전원 포트 요구사항:
CIS/H/359/DC,

◦ 표준: IEC 61000-6-8 Generic standards

CIS/H/370/Q,

CIS/H/377/RQ, CISPR/1393/INF 참조
◦ 현재 FRAG2(CIS/H/440/CD)와 FRAG4

commercial and light-industrial locations
◦ 담당: WG1
◦ 관련 문서: CIS/H/355/NP,
CIS/H/367A/RVN, CIS/H/381/CD,

[그림 6-3] IEC61000-6-3 표준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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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H/391/CC, CIS/H/401/CDV,

- 주전원 통신 시스템(mains communicating

CIS/H/414/RVC
◦ 상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문가용
standard)이며,

완료되었음.
◦ 국내 H소위원회에서 2020년에 새롭게 제정된
IEC 61000-6-8 표준을 분석하고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 시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검토된 내용을 기반으로 2022년에
신규 국가표준(KS C 61000-6-3)을 제정할
예정임.

주파수 대역

◦ 담당: JWG6 (CISPR SC A & CISPR SC H)
◦ 관련 문서: CIS/H/429/INF, CIS/H/440/CD
◦ 9 ㎑ ~ 150 ㎑ 주파수대역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개발을 목표로 CISPR SC A와 공동으로
JWG6를 구성하여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현재
13개국(AT, DE, DK, FI, FR, IE, IL, IT, JP,
NO, RU, US, ZA) 및 1개 기관(IARU)에서
4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에는 총 5회의 Web-meeting이 개최하였음.
◦ JWG6 회의 주요 결과
- 규범적 허용기준(normative limits)에 대한
합의
주파수 대역

허용 기준, QP detector

9 ㎑ ~ 50 ㎑

120.5 dB(μV) ~ 110 dB(μV)

50 ㎑ ~ 150 ㎑

104 dB(μV) ~ 80 dB(μV)

주파수의 로그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
모든 측정은 CISPR 16 시리즈를 준용

제

권고된 적분 전압 레벨(IVL), AV
detector

9 ㎑ ~ 50 ㎑

120.5 dB(μV) ~ 110 dB(μV)

50 ㎑ ~ 150 ㎑

104 dB(μV) ~ 80 dB(μ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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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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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JWG6에서는 현재 IEC 61000-6-3 개정

4
장

표준에 대해 작업이 진행 중이며, IEC
61000-6-3

⑥ JWG6 on the introduction of
requirements in the frequency
range 9 – 150 ㎑

장

levels, IVL)”에 대한 합의

IEC

61000-6-8 2020년에 표준으로 발행이

1

권고된 적분 전압 레벨(integral voltage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공통
표준(generic

제

systems)의 보다 나은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CDV가

제

준비되는 대로 IEC 61000-6-8에 대한 개정

5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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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비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제안

6
장

◦ 설비에 대해 빠르고 간단한 전자파적합성
점검(Rapid check on installations)에 대한

제

7

지침 개발에 대해 노르웨이 국가위원회에서

장

제안 (CIS/H/438/INF)
- 설치자가 반드시 EMC 전문가일 필요는

제

8

없으며, 따라서 장비 설치 전후에 전자파

장

환경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포괄하는
지침을 설치자에게 제공할 필요

제

- 목표는 완료된 설치가 합당한 EMC 기대치를

9

충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므로

장

개발하고자 하는 지침은 표준을 대체하는

제

것이 아니라 표준을 보완하는 것임.

10

- 기술보고서는 설치된 장비 또는 시스템에

장

적용되며, 방사성 평가와 전도성 평가를 모두

제

포괄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11

설치 전에 전자기 환경을 평가하는 방법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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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완료 시 설치로 인한 방출을 평가하는
방법이 포함

제3절 프로젝트 현황

- 기술보고서는 설치가 합당한 EMC 기대치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1. CISPR 16-4-6 ED1

비EMC 전문 설치자가 설치 전에 장비의
환경과 설치 완료 시 방출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가. 기본정보

신속한 시험방법 및 관련 허용기준을 정의
- 기술보고서는 설치된 장비 또는 시스템이

분과

CIS H/WG8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CISPR
16-4-6
ED1

현재 상태

프로젝트
승인

완료시기

2022. 11

담당 WG

WG8

프로젝트 리더

Thilo A.
Kootz (독일)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새로 설치된
장비가 EMC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신속한 검사를 지정
- 기술보고서에는 설치된 장비의 전자기 방출
측정에 대한 시험방법과 허용기준이 포함
◦ 주요 설비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현장에서의 측정방법의
여러 가지 문제(측정 불확도, 전파 이용 등)를
고려할 때 표준이나 규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Uncertainties, statistics and limit
표준(안) 명칭 modelling – Statistics on radio frequency
(영문)
interference (RFI) and verification by
measurements in the field
불확도, 통계 및 허용기준 모델링 – 무선 주파
표준(안) 명칭
수 장해(RFI)에 대한 통계 및 전자기장 측정에
(국문)
의한 검증

어려운 것으로 논의
◦ 기본적으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며

기술문서나 지침 형태로라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 (CISPR Chair)
◦ CISPR SC H 회의에서는 노르웨이 제안에 대해
CISPR 총회(Plenary meeting)에서 보고하고
프로젝트 진행 여부 및 담당 위원회 등에 대해
논의를 제안하기로 함.
◦ 2021년 CISPR 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노르웨이
NC에서 설비 점검에 대한 지침 문서에 대한
제안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CISPR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나. 주요 내용
◦ 관련 문서: CIS/H/368/DC,
CIS/H/376/INF, CIS/H/396/NP,
CIS/H/409/RVN, CIS/H/409A/RVN,
CIS/H/437/CD, CIS/H/446/CD
◦ 담당 위원회: WG8 (Convenor: Thilo A.
Kootz)
◦ 주요 논의 사항
-본

프로젝트는

CISPR/TR16-4-4에서

불만사항 관련 내용을 별도 문서로 분리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CISPR/TR16-4-4에
포함되어 있던 불만사항 접수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문서인 CISPR/TR16-4-6
으로 제정할 계획임.
∙ 2018년 CISPR/H에서는 CISPR TR
16-4-4 4:2017의 기본 검토를 위한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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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시작됨. 이는 CISPR TR 16-4-4

MT7에서 다루어 왔으나 작업반 개편을 통해

의 유지관리에 대한 CIS/H/368/DC에

새롭게 설립되는 작업반 WG8(작업반장:

자세히 설명

영국 Martin A. Wright)에서 신규 제정을

∙ CIS/H/376/INF에서 모든 국가위원회
는 CISPR TR 16-4-4의 유지관리를 시

제

1
장

추진하며, 2021년 8월 13일에 CD
제

문서(CIS/H/437/CD)가 회람

2

작하기 위한 전적인 지원을 나타내었으

∙ CISPR 16-4-6 범위는 전자기 환경에서

며, 유지보수를 위해 네덜란드 NC는 4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 전기･전자 장비,

절의 내용은 CISPR TR 16-4-4의 허용

시스템과 설비, 기기의 무선 주파수 간섭

기준 모델링 부분과 상당히 단절된 것으

(RFI) 가능성 제어를 위한 CISPR 표준

로 보이는 불만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을

사용의 효과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한 통계

다루기 때문에 CISPR TR 16-4-4에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준비에 적용

제

4절을 제거하고 별도의 새 간행물에 포

∙ 이해 당사자가 RFI의 근본 원인을 확인

장

함해야 한다고 제안
관한

내용을

3
장

4

고된 RFI 사례 또는 “중요한 RFI 시나리

비롯하여

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전자파장해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대해 주어진 전자기 환경에서 전기장 세

전자파장해의 가능한 원인, 장해접수에서

기 측정에 적용

수집해야 할 항목들, 수집된 항목들을 이용한
분석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전자파장해의

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이는 보

- 제안된 NP 문서에는 전자파장해 접수의
중요성에

장

제

5
장

제

6

- 위원회 문서(CD)에 대한 국가위원회 의견은

장

CIS/H/446/CC로 발행되었으며, WG8

관련해서는

컨비너가 간사 의견(Observation of

CISPR의 복사성 방출 제품에 관한 표준

Secretary)을 2022년 2월말까지 작성한 후

7

WG8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장

원인과

및 무선 수신기 내성 표준의 내용에 부
합되도록 장해 원인에 관한 내용이 수정
될 예정임.
∙ 제안된 NP 문서에는 전자파장해를 접수

- 국내에서도 간섭 불만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제

조사가 필요하며, 안전한 전파환경 구현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8
장

분석하고

하는데 사용되는 표에 대해 표의 내용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의도성･비의도성

형식이 정의되어 있으며, 전자파장해 원

전자파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인에 관한 내용수정에 맞추어 해당 표의

이를 위해 H 소위원회에서 간섭 불만사항

내용과 형식도 수정될 예정임.

관련 표준 진행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추후

- CISPR/TR16-4-6 NP에 관한 투표가

제

제

9
장

제

국가표준으로 제정 예정임.

10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66%의 찬성율로

장

NP가 통과되었고 약 40여개의 의견이
제

접수됨.

11

- CISPR/TR16-4-6 신규 제정은 유지보수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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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밀접하게 배치된 소스 및 라디오 수신 설치를 위한 기본 RFI 모델

[그림 6-5] 무선 송신기 모듈이 내장된 전기･전자 장치와 무선 수신기 장치 사이의 RFI 결합 경로

나. 주요 내용

2. PWI TR CIS/H-1

◦ 주요 내용:

가. 기본정보

- 본 프로젝트는 방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분과

CIS H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

현재 상태

-

완료시기

-

표준(안) 명칭 Collection of
justifications and
(영문)
rationales in emission limit setting
표준(안) 명칭
방출 허용기준 설정의 정당화 및 근거 수집
(국문)

기준설정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와 그런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본 프로젝트 결과는
CISPR/TR 16-4-4에 반영될 예정임.
- 본 프로젝트의 결과는 방출 허용기준 개발과
관련된 배경과 지원 정보로 사용되는 기술
보고서로서, 다른 CISPR 문서에 사용된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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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에 대한 정당성과 근거가 포함될

CIS/H/435/CD, CIS/H/443/CC

제

◦ 담당 위원회: WG8 (Convenor: Thilo A.

예정임.
- 수년에 걸쳐 CISPR 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Kootz)

새로운 허용기준이나 허용기준 수정을

◦ 주요 내용:

결정하기 위한 자체 프로세스를 설정했으며,

- 본 프로젝트는 전파 서비스의 특성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널리 공유되지 않았으며 표준의 최종

제시

사용자를 위해 투명하게 문서화되지 않았음.

- IEC CISPR 및 TC77는 전기전자기기로부터

- 본 프로젝트의 결과 문서는 절차를 완전히

발생되는 불요 전자파로부터 무선서비스

1
장

제

2
장

제

3
장

정보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CISPR

파라미터를 포함하여 모든 새로운 허용기준

SC H에서는 무선서비스에 대한 DB를

제

설정 근거를 포함해야 하며, 향후 CISPR은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음.

장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CISPR TR 16-4-4에 따라 향후 방출

∙ H/329/INF 문서는 IEC WEB 페이지

허용기준을 개발할 계획임. 또한, CISPR TR

(http://www.iec.ch/emc/database)

16-4-4가 적용되지 않은 과거의 허용기준

에서 제공되는 무선서비스의 CISPR DB

설정 근거도 포함될 예정임.

에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국

4

제

5
장

가별 NC는 무선서비스 DB에 대한 의견

제

6

이나 의견을 CISPR SC H 위원장단에

3. CISPR TR 31 ED3

장

보낼 수 있음.

가. 기본정보

∙ 방출 허용기준을 40 ㎓로 확대할 계획이
므로 이에 맞춰서 무선서비스 관련 DB

7

는 확정되어야 하며, 현재 DB는 아마추

장

어 무선 시스템 ㎓의 경우 최대 2 ㎓ 및

분과

CIS H/WG8

현재 상태

CC 단계

완료시기

2022. 9

프로젝트 리더

Martin A.
Wright
(영국)

담당 WG

WG8

제

CISPR TR
31 ED3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8
장

∙ ITU-R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했으

표준(안) 명칭 Database on the characteristics of
(영문)
radio services

며, 무선서비스 DB에 삽입하기 위해 최

표준(안) 명칭
(국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NC에 요

전파 서비스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

10 ㎓로 한정되어 있음.

제

대 40 ㎓ 주파수 범위의 무선서비스 및

9
장

청하는 DC를 발행하기로 함.

나. 주요 내용
◦ 관련 문서: CIS/H/371/INF,
CIS/H/372/DC, CIS/H/397/INF,
CIS/H/403/INF, CIS/H/404/INF,
CIS/H/423/DC, CIS/H/434/RR,

제

- CISPR/1392/INF에서 CISPR 운영위원회는

10

A 및 H 소위원회에 주파수 범위 6 ㎓ ~

장

40 ㎓의 요구사항과 측정방법을 생성하는
제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따를 것을 요청하였으며,

11

SC/H/341/DC 문서는 허용기준 제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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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활동의 역할(Terms of Reference)

IEC
61000-6-3/A
MD1/FRAG1
ED3
IEC
61000-6-3/A
MD1/FRAG2
프로젝트 명 ED3
CIS H/WG1
표준번호 IEC
61000-6-3/A
MD1/FRAG3
ED3
IEC
61000-6-3/A
MD1/FRAG4
ED3

을 명확히 하기 위해 SC/H에서 순환
되었으며 주로 긍정적이라고 답변 되었음.
- 새로운

허용기준이

결정되거나

기존

허용기준이 유효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CISPR/TR 16-4-4에 기술된 방해 모델이
사용해야

함.

그것은

기본적으로

분과

무선서비스에 대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최대 허용 가능한 간섭 신호의 세기를
추론하고 이 수치에 다른 확률 계수를
적용하여 허용기준을 도출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무선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전자기장 강도에 대한 허용기준을
계산할 수 있음. 이후에는 적절한 수학적
방법(예: 평균)을 적용하여 개별 한계를
사용하여 최종 허용기준에 대한 곡선을
정의할 수 있음.
∙ 새로운 주파수대역에서의 허용기준 제
정은 CISPR/TR 16-4-4에 포함시키기

현재 상태

RR & CD
단계

완료시기

2023.07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표준(안) 명칭 Part 6-3: Generic standards - Emission
(영문)
standard for equipment in residential
environments
전자파적합성 (EMC) - 제6-3부: 일반 표준
표준(안) 명칭
– 주거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방
(국문)
해 표준

위한 방해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
므로, 고려하는 주파수대역에서의 무선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보완되어야 함.
- 2012년에 발행된 국제표준을 근거로

나. 주요 내용
◦ 관련 문서: CIS/H/299/INF,
CIS/H/336/DC, CIS/H/342/Q,

2019년에 국가표준(KS C CISPR31:

CIS/H/359/DC, CIS/H/369/RQ,

전파서비스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으로

CIS/H/370/Q, CIS/H/377/RQ,

제정되었음.

CIS/H/379/INF, CIS/H/413/RVC,
CIS/H/428/DC, CIS/H/431/INF,

4. IEC 61000-6-3/AMD1/FRAG1~4
ED3

CIS/H/439/RR, CIS/H/440/CD,
CIS/H/444/CD, CISPR/1393/INF
◦ 담당 위원회: WG1 (Convenor: Andy Griffen)

가. 기본정보

◦ 주요 내용:
- 본 프로젝트는 주거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공통
표준(generic standard) 개정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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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Stresa에서 개최된 ‘16년
CISPR SC H 총회에서 방출 관련 일반
표준인

IEC

61000-6-3과

IEC

61000-6-4에 150 ㎑ ~ 30 ㎒ 주파수
대역에서의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에 대
한

DC를

준비하기로

합의

- 2020년에 발표된 표준에 다음 4가지 내용이

제

포함될 예정이며,
- FRAG1:

1

2020년 IEC 61000-6-3에

장

반영되지 못한 내용 보완
제

- FRAG1: 9 ㎑ ~ 150 ㎑ 대역 전도성 방출

2

요구사항 (JWG6 담당)

장

- FRAG1: 30 ㎒ 이하 방사성 자기장 방출

(CISPR/H/307/RM 참조).
∙ CISPR SC H는 150 ㎑ ~ 30 ㎒에서 자

제

요구사항

3

기장에 대한 CISPR 11의 허용기준을

- FRAG1: DC 전원 포트 요구사항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간주하기로 하

- 주제별로 별도로 진행한 후 CDV 단계 이후

였으며, 전기장 허용기준은 향후에 고

통합될 예정임. 또한, IEC 61000-6-3

제

려하기로 합의하고 방출 관련 일반 표

(주거환경)에서 반영된 주요 내용은 추후 IEC

장

준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함.

61000-6-4 (상업 및 경공업 환경)와 IEC

∙ AC 주전원 포트는 CISPR 표준의 범위

61000-6-8 (산업환경)에도 반영할 예정임.

내에 있는 대부분 장치에 전력을 공급

- 현재 FRAG2(CIS/H/440/CD)와 FRAG4
프로젝트는

장

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세계의 많은 지

(CIS/H/444/CD)

역에서 동일한 용도로 LV 및 ELV 공공

단계이며, FRAG1과 FRAG4도 위원회 문서

DC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

(CD)를 2022년 2월 28일까지 준비 중임.

4

제

5
장

CD

제

6
장

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CISPR 운영위

- JWG6에서 담당하고 있는 “9 ㎑ ~ 150 ㎑

원회에서는 모든 CISPR 소위원회가 담

대역 전도성 방출 요구사항” 관련 위원회

당 표준에 DC 전원 공급 포트에 대한

문서(CIS/H/440/CD)에서는 저전압 AC

7

요구규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시작

전원포트에서의 전도성 요구사항에 9 ㎑ –

장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음.

150 ㎑ 대역에 대한 규격(표 7-6)을 추가로

(CISPR/1393/INF 참조)

제시하였으며 부속서에 9 ㎑ – 150 ㎑

- CISPR/H는 IEC 61000-6-3를 개정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적으로 전자파 환경을
전문가용 기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문서(CIS/H/444/CD)에서는 DC 전원

2020년에 IEC 61000-6-3을 개정하고 IEC

포트에 대한 정의와 함께 회의에서 논의된

61000-6-8을 새로운 표준을 발표. 이러한

요구사항(표 7-7)을 규정하고 있음.

포함해야

제기되었으며

본

할

요구사항들이

프로젝트에서

내용들에 대해 작업이 진행 중임.

해당

8
장

기술하고 있음.
- DC 전원 포트 요구사항에 대한 위원회

추가로

제

대역에서의 허용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거용과 상업 및 경공업 환경으로 분리하고

과정에서 CISPR/H는 기존 공통 표준에

제

제

9
장

제

10

- H소위원회에서 2020년 IEC 61000-6-3

장

표준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
제

시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검토된

11

내용을 기반으로 2022년에 기존 국가표준

장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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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61000-6-3)을 개정할 예정임. 또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표준 추진
방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국내 의견을
취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DC 전원
포트에 대해서는 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표 6-6> 저전압 AC 전원포트에서의 9 ~ 150 ㎑ 대역 전도성 요구사항(CIS/H/440/CD)

<표 6-7> 전도성 방출에 대한 요구사항, 직류(DC) 전원 공급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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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희(CTK)
조성정(KCSS)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2절 2021년도 주요 회의결과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분석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위한 가이드에 관한 작업들이다.

제1절 소위원회 개요

제

4

CISPR I 소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임무는 다음과

장

같다.
CISPR I는 정보기기, 멀티미디어, 수신기의

CISPR I 의장은 미국의 Mr. Ghery Pettit, 간사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일본의 Mr. Kazuyuki Hori, 보조간사는 일본의

5

equipment,

Fujio Amemiya가 담당하고 있으며, MT 7 의장은

장

receivers)

영국의 Mr. Trevor Morsman, MT 8 의장은 영국의

of

information

multimedia

technology

equipment

and

소위원회로 정보기기, 방송수신기, 멀티미디어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을 책임지고 있는 IEC CISPR 산하

제

Mr. John H. Davies가 담당하고 있다.

6

그리고 CISPR I의 표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EMC

장

기준전문위원회 I 소위원회는 씨티케이 홍장희

위원회이다.
주요

제

업무는

정보기기,

방송수신기,

제

의장을 비롯하여 위니아전자, 삼성전자, LG전자,

멀티미디어기기의 간섭 및 내성에 대한 측정방법과

AI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합,

구미대

기준에 대한 표준 제･개정, 측정방법과 기준의 확립을

HCT,

에이디티

비브이

씨피에스

7

EMC센터,

장

코리아,
제

8
장

<표 7-1> CISPR I 소위원회(Subcommittee) 구성
구분
MT 7

제

역할

9

멀티미디어기기 EMI 표준 개정 (CISPR 32)

장

MT 8

멀티미디어기기 내성 표준 개정 (CISPR 35)

JTF A/I

CIS/I 측정방법에 대한 기본 측정방법 추가

제

JAHG 6

EUT 케이블 배치 및 케이블 단말 (CIS/A)

10
장

<표 7-2> CISPR SC I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 번호

과제명

진행단계

1

CISPR 32 ED3

WPT, 30 MHz 이하 측정법 등

I/567/CD, ACD

2

CISPR 35 ED2

멀티미디어기기 내성 평가방법 개정

I/636/ACDV, TCDV

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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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연구원, KCSS, 피앤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② 무선기기가 동작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자파와 대역 외 잡음 및 하모닉 성분들에

GCA 한국,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립전파연구원,

대한 측정방침에 관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21명이 활동하고 있다.

상정되어 이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

CISPR I 분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표
7-2와 같다.

2) MT 8 (CISPR 35 - 유지 보수)
2020년 CIS/I/636/CDV 문서로 CISPR 35
Ed2.0가 투표를 위해 회람되었으나 오스트리아,

제2절 2021년도 주요 회의결과

벨기에, 일본,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7개국의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이에 각국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음.

1. CISPR I Plenary

본 문건은 다시 한번 2022년 재정비된 후 다시
한번 투표문서로서 회람될 예정.

가. 일시 : 2021년 11월 16일
나. 장소 : On-line (Zoom)

시 기준을 “C”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다. 주요 내용

만들 것이라 “B”로 적용해야 함. (AT06)

1) COVID 19로 인하여 CISPR 32 와 CISPR
35의 유지 보수 기한을 연장함.
CISPR 32 :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
CISPR 35 :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
2) 나머지 안건들은 각 Working Group 회의에서
정리하기로 함.

2. MT7, MT8 회의 (On-line meeting)
가. 일시 : MT7 : 2021년 12월 20일 예정
MT8 : 2021년 12월 02일 ~ 12월 03일
나. 장소 : On-line (Zoom)
다. 주요 내용
1) MT7 (CISPR 32)
① 2020년 CISPR 32의 3rd Edition이 발행되어
각국에 배포되었으며 각국에서 제시한
의견들에 대한 반영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회의
진행 예정.

188

① Analog/Digital 포트에 대한 서지 시험적용

→ 일부분 인정되었으며 K21이 업데이트되면
그에 따라 부록 F에 반영될 예정.
② CISPR 32에서는 무선기기에서 사용하는
의도적 사용 주파수를 측정에서 배제하였으나,
CISPR 35에서는 무선기기에 대한 내성
특성을 시험하고 있음. 이것은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을 이미 다른 표준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한 멀티미디어 기기는 시험해야 할 많은
기능이 있어서 무선에 대한 내성 시험까지
진행하는 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며,
무선기기에 대한 내성 시험을 제거하는 것이
좋음. (AU06)
→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문서는 명확히 될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것은

무선

인터페이스의 평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CISPR S의 요청이었다. 또한, CISPR
35에서는 어떻게 시험해야 할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미 일부 무선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제7장 I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시험을 시행함으로 선들이 실제 상황으로

시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③ CISPR 35는 Multimedia 기기에 대한 내성

동작하도록 보장하며, 동일한 케이블

시험 표준인데 여기서 Multimedia라는

플랜트에서 여러 개의 라인을 동작하도록

용어는

아니며,

하는 것도, 이를 수행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Multimedia 기기는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벡터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항상 사용되는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표준의 시험 대상 기기를

것은 아니며 오히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

Multimedia기기에서

Audio/video,

수 있으며, 단일 라인만 조작하고 혼선이

communication

없고 상한치를 가져도 결국은 매우 큰

equipment라고 바꾸어서

SNR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테스트를

이제

information
technology

특정

and

제품군이

사용해야 함. 참고로 본 표준에 상응하는 안전
표준 IEC 62368-1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사용함. (CN 01)
→ 인정되지 않는다. CISPR 32와 CISPR 35는
MME(Multimedia

Equip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잘 확립되어있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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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 내성과 전도 내성 시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장

4

하였으나, A.4 수정된 시험 레벨과 판단기준을
나타내는 표 A.2에서 동축 케이블에 연결되는

제

5

그룹1 제품에 대해서는 방사 내성과 전도 내성
시험들을 적용하지 않음. A.2와 배치하고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시험을 진행하기가

그룹2 제품들도 시험을 진행해야 함. (CN 14)

결과 시험 가능한 곳이 없었음.

2
장

제

white noise 시험을 진행하게 되어있음.

별로 없으며, 중국에서 10 시험소에 문의해본

제

⑤ 부록 A의 A.2 적용성에서 함체 포트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그룹2에 해당하는 제품은 본

1) 시험소에서 본 시험기기를 갖추고 있는 곳이

1
장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음.

④ XDSL 모뎀 제품에 대해서는 A Gaussian

어려움.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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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지 않음. 이전에 WG4/MT8에서
여러 번 논의했으며, 이것은 저렴한

제

라디오에 대한 기준완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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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MME(Multimedia Equipment) 제품에 무선

2) 본 시험의 목적은 종단 누화(Typical far end

기능을 포함하는 것은 표준 사용자들에게

crosstalk : FEXT)를 방지하고자 시험을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남고

하는데 요즘은 이것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표준에서 무선

등 기술로 예방하고 있어서 본 시험을 하지

기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않아도 됨.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3) 본 시험을 위한 장비를 구매하기가 어렵고

생각함. MME가 무선 기능을 가질 때 MME의

구매해서 운영하더라도 시험소마다 시험

주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내성 시험 실행 시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움.

무선 기능과 비 무선 기능의 조합의 영향을

따라서 본 시험을 제거하는 것이 좋음. (CN

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해석되며, 무선

02)

기능에 조합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은

→ 인정되지 않음. 실제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유럽 ETSI에서 제공하는 무선 EMC 표준 (예:

측면에서 이를 수행하기는 매우 쉬우며

ETSI EN 301 489-x)이 적용될 수 있음. 비

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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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제

10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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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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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주기능을 평가하는 기본은 부록 A와 I를

⑨ 본문 표 2.4의 서지 시험 기준은 CISPR 24와

제외한 CISPR 35에서 다루어짐. 만약 이러한

IEC 61000-6-1과 같이 대칭 포트뿐만 아니라

의도가 아니라면 명확한 지침을 주어야 함.

비대칭 포트에 대해서도 1.2/50(8/20) 파형도

추가적으로 제품과 제품군 표준에서 일관성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함. (JP 06)

있는 실행을 위한 기본으로써 그러한 부록이

→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일본(및 그 밖의

일반적 EMC 표준을 위하여 먼저 개발된

누구라도)은

것인지 의문 사항이며, 이러한 것들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정의되고 정리되어야 함. (DE 03)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인터페이스가

5%

→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CDV가 MT8로부터

⑩ 부록 F.2.3.1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전송율 10

입력과 최근 ETSI 요구안의 변화를

Gbits/s에 대해서 5 %의 에러율을 만족하기는

기초하여 발행된 이후, 무선 부록은

IEEE 802.3bz 규정에 따르는 2.5 Gbps/5G

개선되었으며. ETSI 요구사항의 변경된

BASE-T를 가진 노이즈 저항 때문에 어려움.

부분은 MT8과 EU 위원회의 피드백에

그러므로 “supports data rates greater

기초한다. 참조 문헌은 업데이트된 ETSI

than or equal to 10 Gbits/s”를 “supports

규정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었음.

data rates greater than or equal to 2.5

⑦ 부록 L 삭제 및 시험 발생기 교정 차이와 6개

Gbits/s로 수정해야 함. (JP 08)

이상의 전도체를 가진 미차폐 대칭 선들에

→ CISPR 35 내에서 5 % 요건은 대기 수준

시험을 위한 다른 임피던스의 CDN과 같이

이상이므로 노이즈 저항 요건은 관련이

IEC

없음.

61000-4-5:2005와

61000-4-5:2014+AMD1:2017의

IEC
두

⑪ DC 포트가 DC 분배망에 연결되는지 일반

버전의 서지 시험규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AC/DC

부록을 수정하여야 함. (IT 05)

구별하여 시험을 적용해야 하며 DC 분배망에

서플라이

모듈에

연결되는지

→ 인정되며, 우리는 두 에디션 사이의 이슈를

연결 시 비대칭(asymmetry) 시험을 해야 하고

더 잘 강조하기 위해 부록 L을 수정하고

AC/DC 서플라이에 연결되는 경우는 공통

TC77로 보내 INF를 만들 예정.

모드(Common mode) 시험을 해야 함. (NL

⑧ 4.1.2절의 간접 기능에서 라우터의 네트워크
기능을 간접 기능 방법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190

어떤

08)
→ 인정되지 않으며, 테이블이 어떤 포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 부록

유형에

적용되는지는

정의(3.1.13)는

F에서는 간접 방법으로 라우터를 사용할 수

명확함. Ie DC 네트워크 포트 요건은 표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본 문장을 삭제해야 함.

3에 정의되어 있으며 AC/DC 전력변환기

(JP 05)

AC 포트는 표 4에 정의되어 있음. 다음

→ 인정되지 않으며, 이 요구사항은 다음

개정에서는 DC 네트워크 테스트 방법을

버전에 추가된 서지 요구사항을 검토할

개선하기 위해 DC 네트워크의 정의를

예정.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Noted : 정의에

제7장 I 소위원회 표준화 동향

명확히 나와 있음. CISPR 35 ED2.0 (CIS

보고서에 특정 요인 중 어떤 것이 평가되지

636e CDV) Table 3 DC network. 그러나

않았는지, 그리고 시험 중 EUT 기능을

DC network에 대하여 어떻게 시험을

평가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기록해야 함.

1
장

⑮ CISPR 35 부록 I.5 에 대체 배제 밴드 내용

할지는 명확한 연구 필요.
⑫ 무선 기능에 대한 시험은 유럽 CE 마킹에 대한

추가. 무선 시스템이 표 I.1 또는 표 I.22에

내용이며, 무선 기능 시험에 대한 논의를

정의된 것과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특정

중단해서 관련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막아야

국가에서 해당 무선 기술에 대한 배제 대역을

함. (NL 15)

얻기 위해 표 I.1 또는 표 I.2의 값 n을 관련

→

제

제

2
장

제

3

대한

국가 요건에 적용하여 대체 배제 대역을 계산할

국제표준이므로 무선 기능의 시험 방법을

수 있음. 예를 들어, OBw, CHW와 같은 다른

다루어야 함. 이 표준은 무선 성능을 다루지

시스템 특성의 변화에 대한 유사한 접근법을

제

않음.

취해야 하지만, 값들은 수년 동안 서로 다른

장

인정되지

않으며,

MME에

⑬ 시험 시 특수한 케이블로 시험을 통과한 경우
특수한 케이블을 제품 일부로 소비자에

장

4

무선 기술을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계수 n은
변경되지 않아야 함.

제

5

제공되어야 하며 시험 성적서와 사용자
설명서에 기록하고 정보를 제공. (NL 18)
→ 인정되지 않음. 6.1/6.2의 단어를 수정하여
인증을 추가.
⑭ 4.1.2절에서는 AE를 통한 모니터링 방법이

Country

: Republic of Korea

RadioTechnology

: RLAN 5

CHW(MHz)

: 80

장

제

6
장

Factor n: 4 (from Table Clause I.1.1)

빠져 있음. 그리고 일반적이고 판정 기준들

OFR(MHz)

외에 특수한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모니터링을

The n using the methods defined in I.4.2

7

위하여 명시된 방법을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

this gives:

장

그 이유와 대신 사용한 대용 방법을 성적서에

Extension Value(MHz): 320

기술해야 함. (US 18)

Lower Exclusion Band (MHz)

→ 원칙적으로 인정함. 두 번째 문장은
시험소에서 표준에 정의된 것과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 4 892,5 to 5 617,5

Upper Exclusion Band (MHz)

제

제

: 4 572,5

8
장

: 5 937,5

⑯ CISPR 24에서의 SPL 시험 조합 문제에 대하여
제

TFT를 구성하여 진행 – 일본 의견

문장을 삽입한다. “이 문서의 많은 부록은

⑰ EFT/B 시험 시 반복률 100 kHz 적용 문제는

8에서 발견된 일반적인 성능 기준을 특정

TC 77B에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 후 적용 여부

기능 유형에 맞추며, 부속서는 모니터링

결정

9
장

제

10

해야 할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 및 허용

장

가능한 결과를 판정 기준을 식별한다. 특정
제

EUT 시험 중 해당 기준에 대해 이러한 요인

11

중 하나 이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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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기 회의 일정

특히 상호 변조 제품과 관련하여 무엇이 있고,
제외되지 않은 것인지와 이를 결정하는 방법이

2022년 2월 중 2 일정도 온라인 회의로 예정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
③ 이 의제는 MT7 온라인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이슈로서 제시될 예정.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분석
2) CISPR 32의 현재 범위
본 표준의 방출 요구 조건은 ITU-R 무선 규정에

1. CISPR 32 유지 보수 관련 문서

따라 작동되는 무선 통신 장치로부터 의도된 전송이나
이러한 의도적인 전송과 관련된 어떠한 spurious

가. 기본정보

방출에도 적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음. 우리는 현재

분과

MT7

프로젝트

CISPR/I/525
/RR

현재 상태

진행중

완료시기

2024.9.

Multi-Media equipment Radio
표준(안) 명칭
disturbance characteristics - Limit and
(영문)
method of measurement
표준(안) 명칭 멀티미디어 기기의 전자파 방사 특성 – 측정
(국문)
제한치 및 방법

나. 주요 내용
1. 무선 송신기를 탑재한 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의
정보성 부록 추가안

CISPR 32에서 이러한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분명한 결론은 ITU-R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며, ITU-R SM.329-12: 2012에 포함.
3) ITU-R SM.329-12: 2012 정의
① Spurious 방출
필요한 대역폭을 벗어나는 주파수 또는
주파수의 방출은 해당 정보의 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소 될 수 있다. 가짜 방출에는
고조파 방출, 기생 방출, 상호 변조 생성물
및 주파수 변환 생성물이 포함되지만, 대역
외 방출은 제외.

본 문서는 CISPR 32 Ed3.0의 CD 초안 작성 시,

② 대역 외 방출

포함할 주제 중 하나로서 특정 형태의 무선 기술을

변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한 대역폭을 바로

탑재한 제품의 시험 방법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기

벗어난 주파수 또는 주파수에서 방출되지만,

위한 정보성 부록 추가에 대하여 각 국가의 의견을

spurious 방출은 제외

묻고 있음.

③ 원치 않는 방사
spurious 방사와 대역 외 방사로 구성됨.

1) 배경
① 그러한 제품은 항상 CISPR 32의 적용 범위에

필요한 대역폭을 바로 벗어나지만, 대역 외

있었지만, 해당 범위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방출이

표준의 한계는 그러한 장치의 의도적인 전송에

도메인을 제외한 주파수 범위. 출처에 따라

적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음.

정의된 대역 외 방출은 대역 외 도메인에서

② 부속서 초안에 대한 특정 회원 의견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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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역 외 도메인
일반적으로

우세한

sp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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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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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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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ITU-R SM.329-12: 2012 정의

제

발생하며, 그 정도는 덜하지만, spurious

of Band 방출 및 필수 대역폭 내의 모든

도메인에서 발생하며, spurious 방출은

방출 ITU-R 정의 내에서 상호 변조 제품은

spurious

spurious 방사이기 때문에 CISPR 32의

영역뿐만 아니라 대역 외

도메인에서도 발생
⑤ Spurious 도메인(배출물)

제

7

요건에서 제외.

장

② 다음 내용에 동의하고 그대로 적용할지에 대한

spurious 방출이 일반적으로 우세한 대역 외

문제

영역을 벗어난 주파수 범위

상기 ①의 내용에 동의한 경우 송신기를

⑥ 필요한 대역폭

6
장

제

8
장

활성화한 상태에서 테스트하고 EUT가

특정 등급의 방출에 대해 특정 조건에서

전송하지 않을 때 필요한 대역폭과 원하지 않는

요구되는 품질과 속도의 정보 전송을

도메인의 방출이 사라지면 방출은 제외된

9

것으로 간주하여 무선 기술표준을 적용함.

장

보장하기에 충분한 주파수 대역의 폭.

제

참고: WPT의 경우 ISM 대역에 속하는
4) ITU-R 정의를 CISPR 32 범위에 적용
① 다음 내용에 동의하고 그대로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
- 의도적 전송
논리적으로 Out of Band 도메인의 Out

제

배출물만 제외됨. 따라서 우리는 배출물이

10

CISPR 32의 요건에 따라 제외 여부를

장

식별하는 배제 대역 등 또는 기타 수단을

제

정의할 필요가 없음.

11

③ 다음 내용에 동의 여부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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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②의
내용은 또한 비무선 회로의 신호와 상호

2. CISPR 35 유지 보수
(CISPR/I/540/DC)

작용하는 송신 신호에서 발생하는 상호 변조
방사(의심 방출)도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
④ 채널화 시스템에 대한 시험 방법
- 채널화된 무선 기술이 있는 EUT에 대한
테스트 방법
- 할당된 스펙트럼 내의 한 채널에서 작업하는
동안 측정해도 되는지 여부.
- 할당된 스펙트럼 전체(예: 여러 채널)를
커버하는 밴드 제거 필터로 측정 장비를

가. 기본정보
분과

MT8

프로젝트

CISPR/I/540
/DC

현재 상태

진행중

완료시기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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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거나 필요한 채널 대역폭만 보호해도

나. 주요 내용

되는지 여부.

1. CISPR/I/636/Comments
CISPR 35의 Ed2.0에 대한 FDIS를 위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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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나, 총 투표국가 27개 국가 중 25 % 이하의

유지 보수 제안
◦ 2016년 CISPR/I/525/RR 문서로서 CISPR
32 유지 보수에 대한 문서를 회람 검토함
◦ 2019년 12월까지 CISPR 32

3월 13일에 CISPR/I636/CDV 문서로 투표를

Ed. 2.0의

FDIS를 발행
◦ 2020년 12월까지 CISPR 32 Ed. 2.0의 유지
보수를 완성할 계획

반대가 되어야 함에도 25.9 % 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부결.
따라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 투표 반대 국가의 의견들과 그 밖의
국가들에서 나온 의견들이 모두 조율되어 수정된
CDV를 만드는 작업이 2022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 2020년 10월 2일 CISPR 32 3rd Edition 이

2023년 하반기에 FDIS로 발행 될 것으로 예상됨.

각 국가에 회람되어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함

주요국들의 의견은 앞부분에서 다루었으므로

◦ 2020년 10월 31일 CISPR 32 3rd Edition

참고.

에 대한 각 국가의 의견이 문서화됨
◦ 2021년 11월 16일 CISPR 32 3rd Edition의
유지 보수 기간을 2024년으로 연장.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2014년 CISPR/I/476/NP 문서로서 CISPR
35 유지 보수 제안
◦ 2016년 CISPR/I/527/RVD CISPR/I/522/
FDIS (CISPR 35 1st Edition에 대한 투표문서)
문서로서 CISPR 32 유지 보수에 대한 문서를
회람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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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6일까지

CISPR/I/540/DC

제

문서로 CISPR 35 Ed1.0의 보수 작업내용을

1

회람하여 의견을 수집.

장

◦ 2019년 4월8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

관련된 의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

2

◦ 2019년 CISPR/I/620/CD 문서로 만들어져

장

회람되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해
제

미팅에서 논의하였음.

3

◦ 2020년 3월 13일 CISPR/I636/CDV로 투표

장

문서회람.
◦ 2020년 7월 24일 CIS/I/641/RVC로 투표

제

4

결과 부결

장

◦ 2021년 2월 26일 수정된 CDV 문건으로
재투표 시행 예정

제

5

◦ 2021년 11월 16일 CISPR 35 Ed2.0을

장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기간을 연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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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식

제1절 위원회 개요
제2절 2021년도 주요 회의 결과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 분석

(한국전파진흥협회)
김희수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성관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1절 위원회 개요

주파수의 지속적 증가와 집적화에 따른 전자파 환경이
점점 악화하고 있어 전자파 방출은 150 kHz이하
대역의 표준과 허용기준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TC77은 전력기기나 전기전자 기기의 성능을

현재는 전력망 품질평가를 위한 측정방법 등의 개선이

저하하지 않도록 전자파적합성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등의 새로운 전력

설립된 IEC 산하 기술위원회이고, 전기전자

네트워크 출현에 부합하는 저주파 전자파 분야

기기(가정용 기기, 상업용 및 산업용 기기), 정보기기,

국제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향후 공공 전력 시스템에

전력계통(HV, MV, LV)등 관련 분야의 전 제품 및

연결되는 기기의 방사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및 이론이

시스템에 대한 전자파 장해, 내성 측정 방법 및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평가기술에 대한 표준을 담당하고 있다.
TC77 위원회의 주요 표준화 임무는 다음과 같다.

현재 TC77 전자파적합성 기술위원회의 전체 구성
및 작업반 구성은 그림 8-1과 같다.

- 전자파적합성(EMC) 분야에서, 특히 제품
위원회의 일반적인 적용에 중점(수평 기능)
-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일반적인 내성 관련
표준 개발

◦ TC77 기술위원회
TC77 기술위원회에서는 제품위원회에 의한
일반적인 적용 및 용도에 강조를 둔 EMC 분야 규격

- 9 kHz 이하 대역에 대한 적합성 레벨 개발과

및 기술보고서(TR) 개발 및 용어의 정의, 일반

일반적인 방출 관련 기본표준, 일반표준 및

환경에서의 EMC, 기능 안전성 관점에서 EMC 표준

제품(군)표준 개발

개발을 담당한다. 회원국은 P-회원 29개국 및 O-회원

- 9 kHz 초과 대역에서 CISPR 10에서 다루지

24개국 간사국은 독일이며 의장은 Mr. Ade Ogunsola

않는 방출 관련 표준 개발(예: mains signaling)

(NG) 및 간사는 Mr. Klaus-Peter Bretz (DE) 및
보조간사는 Mr. Bernd Jäkel (DE)이다. 표 8-1과 같이

TC77 및 SC77A 표준분야에서 제품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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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일반표준을 개정하는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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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TC77 위원회 구성
제

◦ SC77A(저주파수 현상) 소위원회

7

표 8-2, 표 8-3, 표 8-4 및 표 8-5와 같이 공공

SC77A 소위원회는 9 kHz 이하 저주파수 현상에

저압 배전 시스템(LV) 및 설비에서의 9 kHz 이하의

관한 EMC 표준화를 담당하고 회원국은 P-회원

저주파 방해 평가 기준 및 내성시험 방법의 표준을

27개국 및 O-회원 20개국이고 간사국은 프랑스이며

개정 및 제정하는 작업반, 프로젝트팀, 타 위원회와

의장은 Mr. Emmanuel De Jaeger (BE) 및 간사는

협력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다.

장

제

8
장

Mr. Cédric LAVENU (FR) 및 보조간사는 Mr.

제

9

Hervé ROCHEREAU (FR) 이다.

장

제

10
장

<표 8-1> TC77 기술위원회 구성 작업반
Working Group

작업내용

Convener

WG13

IEC 61000-2-5 Generic EMC 표준의 유지보수

Mr. Bernd Jäkel (DE)

JMT MU

CIS/A 소위원회와 관련된 측정불확도

Carlo Carobbi

제

11
장

197

EMC(전자파적합성)

<표 8-2> SC77A 구성 작업반
Working Group

작업내용

Convener

WG1

고조파와 기타 저주파수 방해

Mr. Benno Weis (DE)

WG2

전압 동요와 기타 저주파수 방해

Mr. S Mark Halpin (US)

WG6

저주파수 내성시험

Ms. Claudia Imposimato (IT)

WG8

배전망에 존재하는 방해와 관련된 전자기 환경

Mr. Xavier Yang (FR)

WG9

전력품질 측정방법

Mr. Michael Schwenke (DE)

Project Teams

작업내용

Project Leader

PT 61000-3-18

현재 IEC 61000-3-2 및 / 또는 61000-3-12에서 다루지 않는
LV 배전 시스템에 연결되는 장비의 고조파 방출 제한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 특성 평가

Mr. Scott Mercer (CA)

<표 8-3> SC77A 구성 프로젝트팀

<표 8-4> SC77A 구성 Joint Working Groups
Joint Working Groups

작업내용

Convener

JWG 6

CISPR H에서 관리하는 9 kHz – 150 kHz 주파수 범위의 요구사항
소개

Mr Frank Deter (DE)
Mr. Cédric LAVENU (FR)

JWG 12

TC 8에서 관리하는 DER 및 부하 제어에 사용되는 주파수 측정 요구
사항

Mr. Philippe Alibert (FR)

<표 8-5> SC77A 구성 Ad-Hoc Group
Project Teams

작업내용

Project Leader

AHG 10

SC 77A 표준의 측정불확도

Mr. Emmanuel De Jaeger (BE)

◦ SC77B(고주파수 현상)

기기류, 전동공구, AV, 정보기기, 조명기기 등에서의

SC77B 소위원회는 9 kHz 이상 고주파수 연속

고주파 장해에 대한 내성시험 표준을 개정 및

및 과도 EMC 현상에 대하여, 일반 가정용 기기를

제정하는 작업반, 유지보수팀 및 타 소위원회와 Joint

포함한 전기･전자기기류, 전동공구, AV, 정보기기,

task force가 구성되어 있다.

조명기기 등에서의 고주파 장해에 대한 내성시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회원국은 P-회원 23개국
및 O-회원 23개국이다. 간사국은 프랑스이고 의장은
Mr. Joong-Geun Rhee (KR), 간사는 프랑스의 Mr.
Franck Gruffaz, 보조간사는 프랑스의 Mr.
William Magnon이 담당하고 있다.
표 8-6, 표 8-7 및 표 8-8과 같이 9 kHz 이상
고주파수의 일반 가정용 기기를 포함한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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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SC77B 구성 작업반
Working
Group

작업내용

Convener

WG10

방사 및 전도 연속파
현상에 대한 내성시험

Mr. George Bar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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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SC77B 구성 유지보수 팀

제2절 2021년도 주요 회의 결과

Maintenan
ce Teams

작업내용

Convener

MT12

과도현상 내성시험

Mr. Georg
Hedderich (US)

제

1
장

TC77 Plenary와 SC77A, SC77B, SC77C
제

소위원회 총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2021년 회의는

2

2021년 10월 5일(화) ~ 10월 8일(금)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었다. TC77 총회는 10월 8일, SC77A 총회는

<표 8-8> SC77B 구성 Joint Task Forces
Joint Task
Forces

작업내용

JTF REV

전자파잔향실(Reverbera
tion chambers)
CISPR/A/SC77B 공동
작업반

Mr. Ramiro Serra
(NL),
Mr. Mathias
Magodowski
(DE)

횡전자기파 도파관(TEM
Waveguides)
CISPR/A/SC77B 공동
작업반

Mr. David
Hamann(DE)

JTF TEM

장

Convener

제

10월 5일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3

일본, 영국, 이탈리아, 중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장

등 P-회원 14개국의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유지보수 일정과 향후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를

제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장

1. TC77 총회 주요 회의 결과

제

4

5
장

TC77 Plenary와 SC77A 소위원회 2021년 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C77A의 표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EMC 기준전문
위원회 TA 소위원회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

활동 현황 보고

기술원 금홍식 의장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

- TC77 담당 표준 작업 현황을 포함하여,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니아전자, 삼성전자, LG전자,

SC77A/B/C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LS Electric, AI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합, 피앤이,

제･개정 완료 작업 현황 보고

KCTL,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SC77B의 표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EMC
기준전문위원회 TB 소위원회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
협회 김희수 의장과 한양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위니아전자,
삼성전자, LG전자, LS Electric, AI스마트광융복합
협동조합, HCT, 피앤이, 씨티케이, KCSS, 국립전파
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제

◦ TC77 및 산하 각 SC77A, SC77B, SC77C

6
장

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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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단 임기 확인 및 승인
제

∙ TC 77 – Chair: Mr Ade Ogunsola

8

(2026-05)

장

∙ SC 77A - Chair: Mr Emmanuel De
제

Jaeger (2022-01)

9

∙ SC 77B - Chair: Mr Joong-Geun

장

Rhee (2024-02)
∙ SC 77C - Chair: Mr Edl Schamiloglu

제

10

(2022-07)

장

◦ IEC TR 61000-4-1 ‘시험 및 측정기술 - IEC
61000-4 시리즈 개요’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

제

11

승인

장

- IEC TR 61000-4-1 Ed.1.0: 2016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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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전자파적합성)

위한 유지보수 작업을 WG13(Convenor:

논의에 반대하지 않음(호주, 일본), 3)

Mr. Jaekel)에서 제안하여 승인

성능평가기준의 수정이 필요함(벨기에,

◦ IEC TR 61000-1-1 ‘기본 용어와 정의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개정작업 진행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의견 제시

- EMC 기본 용어 및 적용 등, CD 문서 발행

- WG13 내부에서 해당 안건은 우선에서 급한

후 각국 의견 수렴 및 CC 문서 준비 중

것이 아니며, 유럽에서는 별도의 수정 작업이

◦ IEC TR 61000-2-3 ‘환경 설명 – 방사 및

없을 것이고, 향후 IEC 61000-6-1 및 6-2

비전력 계통 주파수 관련 전도 현상’ 규격 폐지

개정 작업 때 고려 예정
◦ ACEC 적용 범위에 EMF 분야 확대

예정
- IEC TR 61000-1-1 및 IEC TR 61000-2-5

- ACEC(Advisory

Committee

on

개정 후, IEC TR 61000-2-3 폐지

Electromagnetic

예정임(내용 중복으로 일부 이관 후, 폐기)

EMC자문위원회)의 활동 범위에 EMC 외에

◦ IEC TR 61000-2-5 ‘전자파적합성 환경 분류

Compatibility,

EMF(Electromagnetic

fields

with

및 설명’에 대한 개정작업 진행

regard to human exposure) 분야로

- 5G 기술, 레이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드론,

확대할 예정임. EMC 관련 ‘IEC Guide 107’

일반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IEC TR 61000-2-5

외에 EMF 관련 ‘IEC Guide XX’ 작업 예정

개정작업 진행 중, CD 문건 준비 중
◦ IEC TR 61000-5-1 ‘설치 및 완화 지침 – 일반
고려 사항’에 대한 개정작업 진행
- 시스템 설치 및 EMC 완화에 대한 지침 작업

◦ 기본규격의 성능 평가 기준(Performance
Criteria) 삭제 이슈 제기
- 영국 NC가 기본규격(Basic standards)
에서의 성능 평가 기준 삭제를 제안함. 이전

CD 발행하여 각국의 의견 수렴

상해(2019년) 회의 때, 일반 규격(Generic

중이며, IEC TR 61000-5-1 개정 완료 후,

standards)의 성능 평가 기준을 삭제하기로

IEC TR 61000-5-2(HEMP/IEMI에 대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기본규격에서의 성능

시설 방호 지침) 개정 예정임

평가 기준 삭제에 대해서는 영국 NC로부터

진행 중,

1st

◦ IEC 61000-6-1 및 6-2 ‘일반 규격 –
주거/상업/경공업 환경, 산업환경 사용기기의
전자파 내성 기준’에 대한 개정작업 진행
- 상해 총회(2019년)의 결정 사항으로 성능
평가 기준(Performance Criteria) 삭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77/546/DC 문건

정식 제안서를 받을 예정
◦ WG13의 Convenor (Mr. Jaekel) 승인
- WG13의 Convenor로 Mr. Jaekel 임기 3년
연장 승인
◦ 연락관(Liaison) 목록 정리 승인
- SC17A,

TC96,

TC100,

ISO/IEC

회람 후, 15개 NC에서 의견을 제출

JTC1/SC25 연락관 목록 삭제함. 연락관

하였으며, 1) 현재의 성능 평가 기준이

지명자 없으며, 교류 정보 부재로 관련 목록

적당함(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2)

삭제하여 승인

현재의 성능 평가 기준이 적당하지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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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 동일 사유로, ITU의 연락관 목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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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아래 표 8-9와 같이 유지보수 일정을

- ITU-T/SG5 및 CIGRE/C4의 연락관으로

제

수정 승인

Mr. W. Radasky 승인

1

◦ TC77에서 작업 중인 주요 프로젝트 현황

◦ 유지보수 작업 기간 수정 및 승인

장

- TC77 Plenary에서 진행 예정인 표준들에
제

2
장

<표 8-9> TC77 발행 표준 유지보수 작업 일정 수정 승인현황
Reference

Edition

IEC/TR 61000-1-1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definitions and terms

1.0

IEC/TS 61000-1-2
Methodology for the achievement of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systems including equipment with regard to
electromagnetic phenomena

2.0

IEC/TR 61000-1-6
Guide to the assessment of measurement uncertainty

1.0

IEC/TR 61000-2-3
Radiated and non-network-frequency
phenomena

1.0

-related

conducted

Publication
1992-05

Stability
date

Proposed
new date

2023

2022

제

3
장

제

4
2016-04

2021

장

2024

제

2012-07

2021

5

2023

장

1992-09

2021

2023

제

6

IEC/TR 61000-2-5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electromagnetic environments

3.0

2017-01

2021

2023

장

IEC/TR 61000-4-1
Overview of IEC 61000-4 series

1.0

2016-04

2021

2023

제

7

IEC/TR 61000-5-1
Installation and mitigation guidelines – General considerations

1.0

1996-12

2021

2022

장

IEC/TR 61000-5-2
Installation and mitigation guidelines - Earthing and cabling

1.0

1997-11

2021

2023

제

IEC 61000-6-1
Immunity for residential,
environments

8
장

commercial

and

light-industrial

2.0
2.0

IEC 61000-6-5
Immunity for power station and substation environments

1.0

IEC/TS 60816
Guide on methods of measurement of short duration transients on
low-voltage power and signal lines

2021

2023
제

IEC 61000-6-2
Immunity for industrial environments

IEC 61000-6-7
Immunity requirements for equipment intended to perform
functions in a safety-related system (functional safety) in industrial
locations

2016-08
2016-08

2021

9

2023

장

2015-08

2021

2023
제

1.0

2014-10

2021

10

2024

장

제

1.0

1984-12

2022

11

202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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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0> TC77 국제표준화 프로젝트 현황
Project
Reference

관련문서 및
2008년 진행현황

작업반

프로젝트
리더

예상
발행일

EC TR 61000-1-1 ED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1-1:
General -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definitions and terms

77/574/CD
(2021-08)

WG13

Ade Ogunsola

2023-10

IEC TR 61000-5-1 ED2
: Installation and mitigation guidelines - Section 1:
General considerations - Basic EMC publication

77/571/CD
(2021-08)

WG13

Lars
Hockstra

2022-06

TC77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진행현황과

전압변동 및 플리커 기준

2021년 각 WG별 진행 결과는 다음 표 8-10과

- 1st CD 초안 문서 발행되어 전류 기반 방출

같다.

평가기술을 논의 중이며, 2022년 CD 문서
발행목표

2. SC77A 총회 주요 회의 결과

- WG2는

신규표준

제안(NP)

문서를

준비하고 사무국 NP로 배포 예정
SC77A 총회의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SC77A 의장단 임기 변경
- 77A 의장 임기 종료로 차기 의장 후보 Mr.
Mark Halpin 지명에 대한 의견서 회람 중
- 간사 Mr. Hervé Rochereau와 보조간사
Mr. Cédric Lavenu간 역할 변경
- 산하 작업반 의장 임기를 차기 총회까지 연장
◦ IEC TR 61000-1-4, 2 kHz까지 전도성 고조파

참여를 요청 예정
◦ IEC 61000-4-27, 상당 16A 이하 기기 불평형
내성시험
- WG6은 2009년 발행된 1.1판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의견서(DC)를 준비 결정
◦ IEC 61000-4-13, 상당 16A 이하 기기 불평형

전류 방출 기준에 대한 역사적 근거

내성시험

- 위원회 문서(CD)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 WG6은 2015년 발행된 1.2판에 대한 내성

바로 최종문서(DTR)를 발행 결정
◦ IEC TR 61000-3-10, 2~9 kHz 방출 허용기준
- 논의가 너무 복잡하여 차기 77A/WG1 대면
회의까지 논의를 연기
◦ IEC 61000-3-16, 상당 16A 초과, 75 A 미만
기기 고조파 전류 출 허용기준
- 개정 2.0판 발간(2021년 7월)되었으며,
2022년 TS 발행 예정
◦ IEC 61000-3-17, 저전압 발전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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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은 TC22, TC82 및 TC88에 전문가

레벨 개정작업을 IEC 61000-2-4의 적합성
레벨 개정 후 진행 결정
◦ IEC 61000-4-29, 직류전압포트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내성시험
- WG6은 2000년 발행된 1판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 결정
◦ IEC 61000-2-4, 저주파 전도성 방출에 대한
산업환경 적합성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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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레벨 개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 공감
- WG8은 IEC 61000-4-13에서 내성 레벨이
지정되기 전에 적합성 레벨을 선행 선정을

현재는 유지보수 계획 없음

제

- Amd. 1/Frag 2 작업을 일시 중단

1

◦ IEC 61000-3-3, 상당 16A 이하 기기 플리커

장

허용기준

결정
◦ IEC 61000-4-30, 전력품질 측정방법)
- WG9은 2021년 3.1판을 발간하였으나, IEC
61000-4-30에

대한

유지보수를

2

61000-4-15:2010 판의 변경 사항을 수록

장

◦ IEC 61000-3-11, 상당 16A 초과, 75 A 미만

시작하기로 하고 Ed. 4.0 발행 준비 중 (CD

기기 플리커 허용기준

문서 2022년 발행 계획)

- 개정 2.0판 발간(2017년) 이후 추가 개정

- 2~150 kHz 범위에서 현장 측정방법을

제

- 개정 3.2판 발간(2021년 3월)되었고, IEC

제

3
장

활동 없음

정의하는 문제에 대해 CISPR(무선 보호)

◦ IEC 61000-4-7, 고조파 측정장비 일반 지침

제

범위와 SC77A(전력품질 문제) 범위 간에

- 77A/1107/DC (Harmonic Phase angle

장

4

평가 관련 신규 부록)를 기반으로 새로운

중복이 없다는 데 동의
- CISPR AN은 150Ω 임피던스를 가정한

유지보수 작업 시작

제

5

◦ IEC 61000-4-11, 전압 강하, 순간정전 및

것으로 사용 불가
◦ IEC TR 61000-4-37, 고조파 측정 시스템의

장

전압변동 내성시험
- 개정 3.0판 발간(2020년 1월)되었고, 이후

교정 및 검증 프로토콜
- 가능한 불확도 수정을 고려 중
◦ IEC 61000-2-15 프로젝트 제안

제

6

추가 개정 활동 없음

장

◦ 측정불확도 추가

- IEC61000-2-15(PWI TR 77A-4 ED1)의

- WG1 TF15에서 다루고 있으며, 제품

이름을 “전력 전자 장비의 침투율이 높은

규격(IEC 61000-3-2, IEC 61000-3-12)

7

에 대한 불확도방법 사용

장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변경
◦ IEC 61000-3-2, 상당 16A 이하 기기 고조파
- 개정 5.1판 발간(2021년 7월)되었고,
대한

- 최악 경우 불확도 계산에 대한 TR 분리와

제

IEC 61000-1-6 참고 논의

전류 방출 허용기준
조명기기에

제

ISH

발간(2021년

9월)되었으며, 차기 개정을 준비 중
- 차기 개정판 수록 예정 내용: Grouping,

- WG2에서도 측정불확도 관련 77A 논의에
대해 고려 중이며, 측정 소스의 불완전성과

제

관련한 불확도를 관련 문서에 수록 고려 중

9

◦ IEC TR 61000-3-18, 61000-3-2이외 저압

재현성 관련, 측정 시스템의 불확도,

배전망 기기 고조파 기준

조명기기 관련 77A/1106./DISH 문서 내용

- 영국, 일본 등 전문가 참여로 결합모델 등

수록

8
장

장

제

10

표준안 논의 결정

장

◦ IEC 61000-3-12, 상당 16A 초과, 75 A 미만
제

기기 고조파 전류 방출 허용기준

11

- 개정 2.1판 발간(2021년 6월)되었으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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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 SC77A 유지보수 작업 현황 및 일정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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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TR 60725:2012 ED3
TR 61000-1-4:2005 ED1
TR 61000-1-7:2016 ED1
TR 61000-1-8:2019 ED1
TR 61000-2-1:1990 ED1
61000-2-2:2002 ED2
61000-2-2:2002/AMD1:2017 ED2
61000-2-2:2002/AMD2:2018 ED2
61000-2-4:2002 ED2
TR 61000-2-6:1995 ED1
TR 61000-2-7:1998 ED1
TR 61000-2-8:2002 ED1
61000-2-12:2003 ED1
TR 61000-2-14:2006 ED1
61000-3-2:2018 ED5
61000-3-2:2018/AMD1:2020 ED5
61000-3-3:2013 ED3
61000-3-3:2013/AMD1:2017 ED3
61000-3-3:2013/AMD2:2021 ED3
TS 61000-3-4:1998 ED1
TS 61000-3-5:2009 ED2
TR 61000-3-6:2008 ED2
TR 61000-3-7:2008 ED2
61000-3-8:1997 ED1
61000-3-11:2017 ED2
61000-3-12:2011 ED2
61000-3-12:2011/AMD1:2021 ED2
TR 61000-3-13:2008 ED1
TR 61000-3-14:2011 ED1
TR 61000-3-15:2011 ED1
61000-4-7:2002 ED2
61000-4-7:2002/AMD1:2008 ED2
61000-4-8:2009 ED2
61000-4-11:2020 ED3
61000-4-13:2002 ED1
61000-4-13:2002/AMD1:2009 ED1
61000-4-13:2002/AMD2:2015 ED1
61000-4-14:1999 ED1
61000-4-14:1999/AMD1:2001 ED1
61000-4-14:1999/AMD2:2009 ED1
61000-4-15:2010 ED2
61000-4-16:2015 ED2
61000-4-17:1999 ED1
61000-4-17:1999/AMD1:2001 ED1
61000-4-17:1999/AMD2:2008 ED1
61000-4-19:2014 ED1
61000-4-27:2000 ED1
61000-4-27:2000/AMD1:2009 ED1

Publication Date
2012-06-27
2005-05-30
2016-02-17
2019-01-16
1990-05-31
2002-03-28
2017-06-27
2018-05-09
2002-06-26
1995-09-29
1998-01-16
2002-11-22
2003-04-24
2006-12-13
2018-01-26
2020-07-14
2013-05-14
2017-05-18
2021-03-25
1998-10-30
2009-07-08
2008-02-22
2008-02-22
1997-09-26
2017-04-21
2011-05-12
2021-06-04
2008-02-22
2011-10-20
2011-09-13
2002-08-08
2008-06-11
2009-09-03
2020-01-28
2002-03-27
2009-05-13
2015-12-14
1999-02-23
2001-07-11
2009-05-13
2010-08-24
2015-12-09
1999-06-09
2001-07-11
2008-11-27
2014-05-07
2000-08-30
2009-02-05

Stability Date
Project in progress
2024
2022
IEC TR 61000-1-4 ED2 (ADTR)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3
IEC 61000-2-4 ED3 (ACD)
2024
2024
2024
2024
2024
2023
2023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3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1
2023
2023
2023
2025
2023
2023
2023
2024
2024
2024
2022
2024
2024
2024
2024
2023
20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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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2> SC77A 국제표준화 프로젝트 현황

제

Project Reference

관련 문서 및
2021년 진행현황

작업반

프로젝트
리더

PWI 77A-2 ED1
IEC 61000-3-17: Limitation of voltage changes,
voltage fluctuations & flicker for LV generators

PWI
2015년후 진행상황 없음

WG2

S Mark
Halpin

PWI
2017년후 진행상황 없음

PWI TR 77A-4
IEC TR 61000-2-15: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networks with high penetration of
power electronics equipment

PWI
2018년후 진행상황 없음

(EMC) - Part 1-4:
for the limitation of
harmonic current
the frequency range

EC 61000-2-4 ED3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2-4:
Environment - Compatibility levels in industrial
plants for low-frequency conducted disturbances

장

제

2
장

PWI TR 77A-3 ED1
: Assessment of network characteristics for the
application of harmonic emission limits for
equipment to be connected to LV distribution
systems not currently covered by IEC 61000-3-2
and/or 61000-3-12

IEC TR 61000-1-4 ED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General - Historical rationale
power-frequency conducted
emissions from equipment, in
up to 2 kHz

1

예상
발행일

PT
61000-318

Scott
Mercer

WG 8

Xavier
YANG

제

3
장

제

4
장

제

77A/1097/CD
(2021-11)

WG 1

John M.
Woodgate

5
2022-08

장

제

6
77A/1081/CD
(2021-07)

WG 8

Xavier
YANG

장

2023-10
제

IEC TR 61000-3-10 ED1
Emission limits in the frequency range 2 ... 9 kHz

WG 1

IEC TS 61000-3-16 ED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3-16:
Limits - Limits for harmonic currents produced by
energy supplying equipment with a rated current
less than or equal to 75 A per phase connected to
public low-voltage systems

77A/1108/CD
(2021-10)

IEC 61000-4-30/AMD1 ED4
Amendment 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4-30: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Power quality measurement methods

77A/1133/RR
(2021-10)

7

Benno
Weis

장

제

WG 1

Firuz Zare

8

2022-11

장

제

WG 9

Michael
Schwenke

9
장

2025-05

제

10

3. SC77B 총회 주요 회의 결과

장

61000-4-2 Ed2에 관한 개정작업 진행 중
- 77B/841/CD를 기초로 하여 회원국으로

SC77B 총회의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SD 관련 시험방법 개정) 2008년에 제정된 IEC

제

11

부터 의견을 수렴

장

- 기중 방전에 관련된 ESD 발생기 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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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SD 파형, 벽 설치형 기기에 관한

가. 기본정보

시험방법, 측정불확도 개선 등 제안
※ 기존 ESD 발생기 지속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분과

TC77 / SC13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IEC TR
61000-1-1
ED2

현재 상태

CD
(77/574/CD)

완료시기

2023-10

표준(안)
명칭 (영문)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Part 1-1: General -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definitions
and terms

표준(안)
명칭 (국문)

전자파적합성(EMC) - 제1-1부: 일반표준 –
기본 정의 및 용어의 적용 및 해석

시험 검증이 요구됨

◦ (전도 내성 시험방법 개정) IEC 61000-4-6
Ed4에 관한 개정작업 진행 중
- 77B/843/CD(2th)에 관해 9월 24일까지
회원국 의견을 수렴
- 전도 내성시험에 사용되는 injection
device 선택 개정, AE 임피던스 체크 조항
(부속서 H 포함) 삭제, 포화 상태 점검 개정,
다중 신호 사용 추가 등을 제안

나. 주요 내용

- 2022년 5월경에 CDV 예정

◦ IEC

◦(5G 광대역 신호에 관한 방사 내성시험 신규 진행)
2019년 상해 회의 때 우리나라에서 제안하여
2020년 6월에 NP로 승인되어 진행 중
- 우리나라가 프로젝트 리더(RAPA 금홍식)로
지정되어 IEC 61000-4-41 규격으로 WG
10에서 추진 중임
CD문건 발행 예정
판정등급

일반표준의

Ed.1은

1992년에 기술 보고서로 발행되었고 IEC TR
61000-1-1 ED2 프로젝트는 Ed.1을 대체하여
Ed.2를 발행하는 것임
◦ 1992년 발행 Ed.1을 대체하는 주요 기술적
변경사항은
- 전자기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IEC

- 현재 Roadmap을 논의 중으로 2022년 5월
◦ (EMS

61000-1-1

61000-2-5에 부합되게 업데이트
- 불요 전자파 소스, 잠재적으로 취약한

정보)

영국에서

61000-4시리즈 기본규격에 포함된 EMS
판정등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
- 기본규격보다는 제품 규격에서 언급하는
것이 타당
- TC 77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함

기기/시스템 및 연결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업데이트
- 폐지된 IEC 61000-2-3과 IEC TR
61000-2-5의 요소가 이 버전에 통합
◦ 전자기 환경 일반사항
- 전자기 환경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고, 산업, 주거 및
상업과 같은 전형적인 환경 위치에 대한

제3절 주요 표준화 동향 분석

분류는 이들 각각이 적합성 수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환경의 일반적인 특성을 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음.

1. IEC TR 61000-1-1 Ed.2 개정 – 기본
정의 및 용어의 적용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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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 환경 등급과
관련되지 않은 기기가 실제로 특정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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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

기기에서 전자파 방출에 취약한 기기(장비,

- 위의 이유로 이 표준에서 취한 접근 방식은

시스템)의 존재이고 방출 기기는 무선 주파수

특정 소스 또는 소스 등급에서 예상되는

방송 신호와 같은 의도적인 방출 또는 비디오

전자기 레벨을 명시하는 것이고 특정

디스플레이 유닛의 편향 코일에 의해 생성된

위치에서 예상되는 레벨은 해당 위치에

자기장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방출을 가질

존재하는 소스를 참조하여 결정해야 함. IEC

수 있음.

61000-2-5는 일반적인 환경 위치에 대해

- 다양한 결합 경로를 통해 이러한 방출은 그림

예상되는 전자기 수준과 함께 전자기 환경에

8-2와 같이 취약한 장치가 위치한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제공

도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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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특정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그림 8-2에 표시된 세분화는 전자기 환경을

모든 원인을 항상 식별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고 또한 간섭 문제를

제

인식해야 하고 예를 들어, 먼 거리에서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

생성된 전력 시스템의 전도 방해(예: 먼

기술적 가능성은 관련 EMC 사양과

거리의 비선형 산업 부하 또는 예측할 수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부 항목과 관련이 있음

없는 예외적으로 심각한 낙뢰)가 그러한

- 민감한 장치는 라디오 수신기의 안테나와

경우이고 공공 공급과 산업 또는 사설

같은 의도적인 연결 경로를 통해 또는 비디오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레코더의 헤드, 신호 케이블 또는 전원

- 전압 변동은 부하 스위칭뿐만 아니라 시스템

케이블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연결 경로를

오류 및 낙뢰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소비자
시스템(가정용 또는 산업용) 내에서 국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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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자기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음.
-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두 가지 유형의

제

결합 경로는 취약한 장치의 원하는 신호에

7

- 원격 사용자로 인한 공통 연결 지점의 서비스

대해 지정된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성분을

장

품질은 네트워크 용량과 개별 소비자가 거의

갖는 방해과 해당 대역 외부의 성분을 갖는

알지 못하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부하에 따라

방해파를 전달할 수 있음

부하의 저주파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음.

달라짐.

간주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신기

전달되는 서비스 품질을 제한하고 주어진

대역폭이 200Hz이고 튜닝 오버 시 고조파

시스템이 로컬 소스가 없을 때 제대로

성분이 별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40kHz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예상. 서비스 품질이 그렇지

작동하는 스위치 모드 전원 공급 장치의

않으면 만족스럽다고 가정하고 로컬 소스는

방해는 10kHz ~ 150kHz 주파수 범위에서

가능한 시스템 및 장치 성능 저하에 더 큰

CISPR 수신기로 측정할 때 협대역임

◦ 방출 기기(장치)와 취약 기기(장치) 간의 결합
- 전자파 적합성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는 다른

8

- 수신된 방해는 협대역 또는 광대역으로

- 일반적으로 원격 소스가 특정 소비자 위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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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일한 장해는 40kHz 신호의 고조파
제

때문에 5MHz 대역폭을 가진 비디오

11

시스템의 경우 광대역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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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방출 장치와 취약 장치 간의 결합 경로

- 광대역 및 협대역이라는 용어는 항상 교란이
감지되거나

측정되는

대역폭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동일한 소스는 광대역 및
협대역 모두일 수 있음
◦ 전도성 방출의 소스 모델
- 전도 방출의 경우 소스는 종종 2-포트 또는
3-단자 장치로 간주될 수 있음

관련된 경우와 같이 소스를 N 포트
네트워크로 간주해야 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스로부터의

배출

측정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예를
들어, 전도 방출 한계 준수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된 종단 임피던스로 측정이 이루어짐

- 그림 8-3은 차동 모드(𝑉𝐷M)와 공통

- 소스 임피던스는 직접 측정하지 않고

모드(𝑉CM)의 노이즈 소스를 보여주고

따라서 주어진 소스가 측정 임피던스와

연결 지점 1과 2는 예를 들어 주전원 연결의

다른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회로에 배치될

중성선 및 위상 또는 제어 라인의 원하는

때 실제 방출은 측정된 것과 다를 것임

신호의 연결 지점으로 식별할 수 있음
- 연결 지점 0은 예를 들어 보호 접지, 건물의
강철 보강 또는 금속 섀시에 의해 형성된
소스의 참조를 나타냄

208

- 많은 경우 다중 와이어 플랫 케이블이

- 시스템 EMC 엔지니어는 호환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러한 변화를
예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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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전도성 방출의 소스 모델(𝒁𝑳𝟏 과 𝒁𝑳2에 의해 load되 소스)

제

4
◦ 방사성 방출의 소스 모델

강도와 자기장 강도의 진술을 동등하게 만듬

- 방사 방출 원역장에서 소스와 필드의 관찰

- 근역장에서 소스와 관찰 지점 사이의 거리는

지점 사이의 거리는 𝜆⁄2𝜋보다 훨씬 크고

𝜆⁄2𝜋보다 훨씬 작거나 소스의 차원보다

원역장에서(근처에 반사 물체가 없을 때) E

작거나 둘 다이고 E와 H 필드 사이의 관계는

및 H 필드는 서로 수직이고 파동의 전파

방해파의 파장, 근거리 영역의 실제 위치 및

방향에 수직이고 또한 E와 H의 크기

소스 유형에 따라 달라짐

사이에는 고정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전기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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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에 사용되는 간단한 모델은 그림 8-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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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dipole strength = 𝑙･𝐼𝑒
Magnetic dipole strength = 𝐴･𝐼𝑚
[그림 8-4] 전기장 및 자기장 쌍극자 성분

장

209

EMC(전자파적합성)

같이 전기장 또는 자기장 유형일 수 있는
쌍극자이고 이 모델은 근거리에서 지배적인
성분(전기 쌍극자에 대한 전기장, 자기

방향과 관련된 이득임
◦ 전도 결합 모델의 공통 임피던스 결합
- 공통

임피던스

전도

쌍극자에 대한 자기장)의 전기장 강도의 역

커플링이라고도 하며 전류 또는 소스 및

세제곱 변화를 나타내고 이러한 소스의 경우

서셉터와 관련된 전류의 일부가 공통 경로를

“쌍극자 강도”에 대한 설명은 모든 거리에서

공유할 때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공통 경로는

전기장 성분(전기장 및 자기장)을 계산할 수

저항, 인덕턴스 또는 커패시턴스 또는 이들

있으나 그러나 소스 강도를 참조하지 않고

중 임의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

고정된 거리에서 지배적인 구성 요소를
- 무선 송신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도한 결합
경로에서

안테나의

이득과

- 인용할 수 있는 많은 예 중 두 가지는 소스와
수신측이 공유하는 a)공통 전원 및 b)공통

측정하는 것이 더 일반적임
안테나로

접지 전류 반환 경로임
◦ 저항성 결합 모델의 공통 임피던스 결합

전달되는 순 전력 𝑃𝑇을 알고 있고 안테나

- 공통 임피던스 𝑅𝑐의 저항 부분은 도체 재료와

이득은 항상 안테나에 대해 지향성이므로

표피 효과에 의해 결정되며 그 결과 저항

일반적으로 참조되는 이득은 최대 방사

부분은 주파수에 종속

[그림 8-5] 도체 분리에 따른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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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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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ive 결합 모델의 공통 임피던스 결합

- 그림 8-5에 예가 나와 있고 여기서 단위

- 공통 임피던스 커플링의 Reactive 부분은

길이당 커플링 커패시턴스 𝐶12는 3개의

공통 인덕턴스에 의해 생성될 수 있음

루프 값에 대해 접지면을 공통 리턴으로

◦ 전도 결합에 의한 Field coupling
- 유도에 의한 커플링은 전압 또는 전류가
소스에서 방출되는 국부 전기장 또는 자기장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서셉터의 회로에
유도될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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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거리 𝐷에서 두 병렬 루프의
제

와이어(직경 𝑑) 사이에 제공됨

2

- 그림 8-5는 𝐶12에 대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제

◦ 전도 결합에 의한 자기장 coupling

◦ 전도 결합에 의한 전기장 coupling

3

- 자기장 또는 유도 결합은 한 회로의 자기장이

장

- 전기장 또는 용량성 결합은 한 회로의

다른 회로에 충돌할 때 발생하며 이러한

전기장이 다른 회로에 충돌할 때 발생하고

유형의 결합을 설명하는 적절한 양은 상호

제

저주파 근사의 경우 결합 커패시턴스를

인덕턴스이고 그 값은 커플링 커패시턴스의

장

사용하여 이러한 유형의 결합을 설명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 상황이고 예를 들어 회로의

것이 적절하고 커패시턴스의 크기는 주로

모양 및 회로 주변에 따라 크게 달라짐

실제 상황, 즉 회로의 모양과 회로 주변에

- 매우 유용한 모델은 병렬 도체 전송 선로

따라 달라짐

4

제

5
장

근처의 자기장을 설명하는 모델임. 평행 도체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그림 8-6] 병렬 도체의 자속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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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의 함수로서의 크기와 도체로부터의

각국의 의견 요청(77/510/INF) 되었고

거리가 그림 8-6에 나와 있음

2019년 상해 회의 회의록(77/554/RM)의

- 이격 거리에 비해 거리가 멀면 전계 강도는

6.2에서도 유지보수 추가 확인

1⁄𝑟2로 떨어지고 간격에 비해 거리가 작은

◦ 2021-07-30 RR문서(77/568/RR)로 프로젝트

경우 필드는 단일 도체(가장 가까운 도체)로

시작 되었고(PROJECT NUMBER: IEC TR

계산됨

61000-1-1

- 변압기, 릴레이 등과 같은 자기장 소스는
거리의 3 거듭제곱으로 감쇠 강도를 생성

ED2)

목표일정은

CD:

2021-08-27, DTR: 2023-03-10, TR:
2023-10-20
◦ 2021-08-27 CD문서(77/574/CD) 발행

◦ 전도 결합에 의한 혼합 coupling
-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결합 메커니즘은
동시에 발생하고 세 가지 메커니즘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일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름.

2021-12-17 까지 각국 회람 검토하고 CC문서
준비 예정
◦ 완료 목표일은 2022-10 임

제한된 수의 경우에만 용량성 결합이 자기
결합보다 우세한지 또는 그 반대인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음.

2. IEC TR 61000-5-1 ED2 기술보고서
개정

◦ 전도 결합에 의한 Radiative coupling
- 방사 결합은 소스와 서셉터가 상대적으로

가. 기본정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즉 원거리 상황에서
결합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고 전자기 방사에

분과

TC77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IEC TR
61000-5-1
ED2

현재 상태

CD
(77/571/C
D)

완료시기

2022-06

의한 결합 메커니즘과 서셉터 회로에서
유도된 전압은 고정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드의 전기장

또는

자기장

구성요소에서 계산할 수 있음
◦ 민감한 기기(Susceptible device) 모델
- 전자파 방해 에너지는 방출기에서 결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전도, 유도 또는

IEC TR 61000-5-1 - Installation and
표준(안) 명칭
mitigation guidelines - General
(영문)
considerations
표준(안) 명칭 IEC TR 61000-2-5 – 설치 및 완화 지침 –
(국문)
일반 고려사항

방사에 의해 서셉터에 결합
- 이 모델은 연결된 전원, 신호 또는 제어선의
방해 전압 또는 전류 수준, 균일한 전기장

나. 주요 내용
◦ IEC

61000-5-1

일반표준의

Ed.1은

또는 자기장 수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1996년에 기술 보고서로 발행되었고 IEC TR

위해 단순화 됨

61000-5-1 ED2 프로젝트는 Ed.1을 대체하여
Ed.2를 발행하는 것임

다. 추진 이력
◦ 유지보수에 대한 NC의 승인(77/493/DC)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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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및 하위

위치에서 예상되는 전자기 현상에 대한 적합성

- IEC 61000 시리즈의 다른 부분(예: IEC TR
- IEC 61000-5 시리즈에 대한 개요를 소개

- 전자파적합성을 보증하게 위해 절차를

◦ 적용범위: 산업용, 상업용 및 주거용 설비에

EMC전문가가 설계 단계에서 조치 참여 기회

기기간이나

1

일련의 표를 포함

장

◦ EMC 보장을 위한 접근 방식

61000-2-5)과의 용어 정렬

전기전자

제

레벨로 적절한 방해 정도를 선택하기 위한

조항의 재구성

시스템간의

제

2
장

부여에 때라 두 가지 접근방식 설명

전자파적합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전자파 완화

- 주요한 설비 설치 초기 단계에서 특정 환경에

방법에 관한 일반 지침을 지시. 주로 신규 시설에

대한 적합성 레벨 지정 방식과 설계 후반부

적용하지만 기존 시설에도 적용 가능

단계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적합성 레벨과

제

3
장

◦ 2019년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TC 77 총회에서

설비의 능력 사이 치이 발생 가능하므로 이

제

노르웨이 NC에서 최근 5G 기술 도입과 관련된

경우 환경과 설비 내성 레빌 간의 간격을

장

EMC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 제안, 5G에

최소화 하는 완화 방법 선택

사용되는 주파수 범위, 복사 전력, 주변에서

◦ 간섭 모델 제시

예상되는 전계 강도, 변조 등과 같은 5G 장비의

◦ EMC 표준에서 전자기 현상의 고려사항 설명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

◦ 설비 설치 초기 단계 및 설계 후반부 단계별

◦ 전자기 현상 개요를 저주파 현상과 고주파

전자파적합성 보증에 대한 접근 방법 설명 -

현상으로 구분하고 방해파 전달 경로를

단일 장벽에 의한 글로벌 보호 원칙, 다중 장벽에

중심으로 분류하고 주파수 범위까지 상세히
표로 정리하여 나열
◦ 설치 장소의 전자기 환경과 주어진 현상에 따라
일정 수준의 EM 방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에

레벨이 설정 되어야 함

- 설비의 내성 증가

제

8
장

제

9

수준으로 줄임

61000-5 시리즈에 제공된 정보가 권장

- 최상의 EMC 동작을 보장하는 조치(예:

IEC 61000-2 시리즈의 다른 부분에는 관심

7
장

- 비의도성 방해를 가능한 가장 낮은(기술적)
- 외부 방해 완화를 위한 기본 기능 통합

61000-2-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이 표준과

제

◦ 기기 레벨에서의 조치

성능 기준은 설치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IEC

◦ 전자기 방해의 원인과 주요 특성은 IEC TR

6
장

◦ 조치 유형
- 모든 종류의 결합 경로 감소 또는 제거

사항으로 사용

제

모드(Propagation mode), Dwell time

참조)에 따라 결정된(또는 지정된) 적합성

있기 때문에 기기 내성에 대한 환경 조건 및

5
장

◦ EMC 조치의 일반 사항: 주파수 범위, 전파

- 모든 종류의 비의도성 방출 감소 또는 제거

고려할 때 충분한 고유 내성 레벨을 가지고

제

의한 글로벌 보호 원칙, 분산 보호의 원리

따라 EM 환경 분류 개념(IEC 61000-2-5

◦ 또한, 각 기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방해을

4

장

제

10

전도성 표면의 접지 시설, 전기적으로 폐쇄된

장

인클로저, 케이블 스크린 처리 조치 등)
제

◦ 시스템 레벨에서의 조치

11

- 서로 다른 기능의 케이블 사이에 적절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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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유지하여 구조화된 케이블 관리
시스템을 구현
-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차폐 케이블을

3. 최대 2 kHz의 전류 고조파 방출
허용기준에 대한 역사적 근거 IEC TR
61000-1-4 개정

사용하여 구조화된 케이블 관리 시스템 구현
- 각 금속 함체의 진입점에서 케이블 차폐의

가. 기본정보

저임피던스 본딩 구현
◦ 내성에 대한 보호

분과

SC77A /
WG1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IEC TR
61000-1-4
ED2

현재 상태

CD
(77A/1097/
CD)

완료시기

2022-06

◦ 완화 방법의 필요성 평가
◦ 방사 현상에 대한 조치
◦ 전도 현상에 대한 조치
◦ 보호 수단의 설계 및 설치
◦ 설치 품질 평가
◦ EMC 검증

다. 추진 이력
◦ 2017-08-11

RR문서(77/532/RR)로

IEC TR 61000-1-4: General – Historical
rationale for the limitation of
표준(안) 명칭
power-frequency conducted harmonic
(영문)
current emissions from equipment, in
the frequency range up to 2 kHz
IEC TR 61000-1-4: 일반 – 최대 2 kHz의
표준(안) 명칭
주파수 범위에서 기기의 전력 주파수 전도 고
(국문)
조파 전류 방출 허용기준에 대한 역사적 근거

프로젝트 시작 되었고(PROJECT NUMBER:
IEC TR 61000-5-1 ED2) 목표일정은 CD:
2018-06-29, DTR: 2019-08-30, TR:
2020-02-28
◦ 2018-03-31 회의에서 현제 ED.1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전면 개정 결정
◦ 2021-08-27 CD문서(77/571/CD) 발행
2021-12-17 까지 각국 회람 검토하고 CC문서
준비 예정
◦ 완료 목표일은 2022-06

나. 주요 내용
◦ IEC

TR

61000-1-4:2005는

IEC

61000-3-2:2000 Ed2.0 및 Amendment 1과
IEC 61000-3-12: 2004 Ed1.0의 초판버전의
기기에 대한 고조파 전류 방출 허용기준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공
◦ 지난 15년 동안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SC77A WG1은 IEC TR
61000-1-4:2005의 개정 중에 새로운 역사적
자료를 추가 할 것을 제안
◦ 개정은 또한 2005년까지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일부 진술을 명확히
하고 수정
◦ 각국 NC는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지원 또는 기타
의견을 제시하고 WG1에 대한 대표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여 WG1에서 TF 구성하여 작업 중
◦ IEC 기술 보고서인 IEC 61000-1-4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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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에 대한 최대 2 kHz의 주파수

61000-3-12(2011) 제2판에서 장비에

범위에서 고조파 전류 방출의 원인과 영향을

대한 기존 방출 제한에 대한 추론과 계산을

검토하고 추론 및 계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설명

IEC 61000-3-2 및 IEC 61000-3-12의

- 고조파 전류 방출 표준 역사는 공공 전력
공급으로의 저주파 전도 방출에 대한 최초의

◦ 고조파 전류 방출 역사를 추적하면 공공 전력

초국가적 표준인 EN 50006:1976과 IEC

공급으로의 저주파 전도 방출에 대한 최초의

(60)555-2를 통해 IEC 61000-3-2, IEC

초국가적 표준, EN 50006:1976 및 IEC

TR 61000-3-4 및 IEC 61000-3-12로

(60)555-2를 통한 IEC 61000-3-2, IEC TR

발전한 것부터 추적

◦ 고조파 방출 표준 역사의 전체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고조파 전류 측정기기에 적용하는 IEC
61000-4-7 표준의 역사도 언급
◦ 모든 IEC 표준은 1998년 1월 1일부터 60000

2
장

제

3

- 이 문서의 일부 개념은 모든 저전압 AC
시스템에 적용되지만 숫자 값은 특히 유럽

제

230V/400V 50Hz 시스템에 적용

장

4

◦ 고조파 전류 방출 종합평가
- 기기의

오작동

또는

손상의 증거를

발생시키는 전압 왜곡의 양에 대한 경험을

철회되었거나 이후에 재인쇄 되지 않은 표준의

바탕으로 저전압(LV) 공공 공급 시스템에

참조를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서 ‘60x’ 접두사를

대한

괄호로 묶고 예를 들어 ‘IEC(60)555-2’

결정되었으며 IEC 61000-2-2에 제공.

수정과 2005년에서 2019년 사이의 발전에

제

장

시리즈로 번호가 다시 매겨졌고, 그 날짜 이전에

◦ IEC TR 61000-1-4 두 번째 판은 기술적

1
장

기기에 대한 기존 방출 허용기준에 적용

61000-3-4 및 IEC 61000-3-12로 진화

제

전압

왜곡의

적합성

제

5
장

레벨이

제

6
장

이러한 레벨과 다른 값 간의 대응 관계는
그림 8-7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음

제

- 적합성 레벨은 고조파 내성과 방출 감소

7

61000-1-4:2005를 대체, 주요 변경사항은

사이에서 수용 가능한 절충안으로 설정. 전압

장

- 날짜 참조 추가

왜곡에 대한 기기의 내성이 적절한지

- 적합성 레벨, 방출 한계 및 내성 요구 사항

확인하는 방법은 IEC 61000-4-13에 나와

대해 사용 가능한 역사적 자료로서 IEC

간의 관계가 명확해짐
- LV, MV 및 HV 간의 배출 레벨 공유 명확화
- 새로운 역사적 정보 추가
◦ 적용범위

8

있음

장

- 공공 저전압(LV) 시스템에 연결된 장비의
제

고조파 전류 방출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려는

9

의도는 시스템의 실제 전압 왜곡 수준을 매우

- IEC 기술 보고서인 IEC TR 61000-1-4는

많은 시간 동안 적합성 레벨 아래로 유지하는

최대 2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전력 주파수

것이고 계획 수준이라고 하는 더 낮은 수준은

전도 고조파 전류 방출이 공공 전력 공급에

여전히 많은 시간 동안 사용(그림 8-7 참조)

미치는 영향과 원인을 검토하고

제

장

제

10
장

- 대부분 공급 시스템의 소스 임피던스와

- IEC 61000-3-2 개정판, Amendment 1

독립적인 반면 기기에서 생성된 전압 왜곡은

(2020)이 포함된 제5판(2018) 및 IIEC

공급 시스템 임피던스에 거의 비례하므로

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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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방해 및 내성 수준과 관련된 적합성 레벨 다이어그램

명확한 값이 없기 때문에 기기의 방출은

채택되고 이는 초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류로 표현

예상되지만 표준화 대상이 아님

- 공급 시스템에서 비선형 전류를 끌어오는

◦ 규제 법률과 관련된 표준에서 허용되는 조항

제품은 정현파 전류를 끌어오는 것으로

- 기기 제조 산업은 자발적 표준의 요구 사항을

간주할 수 있으며 실제로 끌어오는 것과 반대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요구 사항의 적용은

극성의 고조파 전류를 공급 시스템으로 방출

맞춤에 의해 결정되거나 개별 계약 협상 중에

- 그것은 ‘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음’으로

조정될 수 있지만 규제 집행이 뒷받침하는

설명되며 이는 상당히 절제된 표현이고

표준에서는 수용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시스템 방해 수준의 확률 밀도는 종

표준에는 완전히 적용되는 경우 시험 시간이

모양(bell-shaped)일 수 있음. 시스템 방해

매우 길어지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음

데이터와 표준화된 내성 레벨을 사용하여

-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을 전부 또는

적합성 레벨이 설정되어 시스템 방해 레벨이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 있지만(예: 계산 또는

최저 내성 시험 레벨을 초과할 확률이 허용

시뮬레이션이 사용될 수 있음) 집행

가능하게 낮고 현재 5%로 설정

상황에서는

- 시스템 방해 레벨은 매우 많은 부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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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방출되는 총계이기 때문에 기기의 방출

- EN 50 006의 7.1과 IEC(60)555-2)의

한계는 매우 낮은 방해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5.3.1은 모두 시험자가 시험 중인 기기의

합. 시스템 설계를 위해 방해 수준의 계획

제어하여 최악 조건을 검색하도록 요구하고

값은 배전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IEC(60)555-2에서도 각 고조파 측정에 필요

제8장 TC77 위원회 표준화 동향

- 표준에는 규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공급 임피던스에 대한 90% 값을 (0,4 +

안 되고 표준은 해당 범위 내의 제품이 요구

j0,25)옴으로 결정했으며 이 값은 IEC TR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60725:1981에 포함됨

제

1
장

- 또한 조광기의 방출을 일부 제어하지 않으면

필요한 절차에만 관련됨
◦ 6절에서는 IEC 61000-3-2 및 이전 제품의

전압 왜곡이 허용 가능한 수준(나중에

역사에서 1960년 이전, 1960년 ~ 1975년,

‘적합성 레벨’이라고 함)을 초과할 정도로

1975년 ~ 1982년, 1982년 ~ 1995년, 1995년

커질 수 있다고 결정

~ 2000년, 밀레니엄 수정안으로 구분하여

- 이 주제에 대한 첫 번째 표준(자체 텍스트에

고조파 전류 방출 기기의 역사를 기술하였으나

따르면 이전 표준을 기반으로 하지 않음)은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2000년 ~ 2020년의

BS 5406:1976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역사를 추가

표준으로

유럽

표준

2
장

제

3
장

EN

제

◦ IEC 61000-3-2 및 1960년 이전 버전의 역사

50006:1975였음. 이 표준은 버스트 발사

장

- 가장 많은 비선형 부하는 반파장 정류기가

기술을 고려했으며 현재 IEC 61000-3-3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였고 이들 대부분은

및 IEC 61000-3-11의 주제인 전압 변동도

가역 극성(reversible polarity)의 주전원

다루었음

커넥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C 구성

구현된

제

5
장

- 고조파 전류 방출의 제한은 다음을 통해 달성

- 설치된 수신기의 수는 고조파 전류 방출로

6

∙ 홀수 고조파 방출에 대한 제한 적용

충분하지

∙ 대칭 및 비대칭 제어 기술 모두에 고조

국가에서는

결과적인 DC 구성 요소가 지하 케이블에서
부식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임의의 연결
극성 불균형이 있다는 증거가 있음
◦ IEC 61000-3-2 및 1960년 ~ 1975년 버전의

장

- 허용기준은 임피던스(단상 부하의 경우)가
(0,4 + jh0,25)옴인 공급 시스템으로 생성된

제

전압-고조파 백분율로 표시, 그러나 시험

- 가정용 조명용 위상 제어 조광기가 판매되기

했으며 이로부터 전압 왜곡이 계산
-이

표준에는

2000년판까지

61000-3-2의 Class A 허용기준의 유도에

당국의 주의를 끌었고 조광기가 고조파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

전류를 생성했으며 기본 전류에 대한

허용기준

고조파의 비율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이

기기제조업체 전문가 간의 협상을 통해

없었음

조금씩 정해진 것임. 허용기준 값을 결정하기

수치는

전력

8
장

제

IEC

발생하여 처음에는 무선 스펙트럼 보호

(대부분 LV 배전으로 전력을 공급받는)의

제

7

절차는 실제로 고조파 전류의 측정을 필요로

- 유럽의 시스템 조사에서는 주거용 수용가

장

파 방출에 대한 제한을 적용

역사
시작, 이로 인해 고주파 전도 방출이

제

금지

인해 심각한 시스템 문제를 일으키기에
일부

제

∙ 200W 이상의 난방 부하에 위상 제어 사용

요소는 거의 제거되었음.

않았지만

4

9
장

제

공급자와

10
장

제

위한 엄격한 수학적 규칙을 유지하는 것은

11

두 그룹의 우선 순위가 아니었을 것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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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배전 전력을 공급하는 LV 변압기
단자에서 순 전압 왜곡 수준에 대해 서로

- 초기 표준인 EN 50 006 및 IEC(60)555-2는

다른 점화각(firing angle)으로 설정된 많은

전문 장비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EN 50

조광기의 누적 기여도를 결정하기 위한

006에서 ‘사무용 기계’를 예로 들었지만 두

대략적인 알고리즘을 도출한 연구가 있었음

표준 모두 관련 정의가 없음

◦ IEC 61000-3-2 및 1975년 ~ 1982년 버전의

- IEC(60)555-2의 후속 제품 개발은 극도로

역사

논란이 되었는데 전력 공급자 요구인 IEC

- 이 기간 동안 보다 포괄적인 표준인

61000-3-2의 개발에 대해 계속해서 심도

IEC(60)555-2:1982가 개발 되었고 여전히

있게 작업하는 동안 기기 제조자의 참여는

220(380) V-240(415) V 50 Hz 유럽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됨

제한되었지만

- ‘기기 제조’는 매우 다양한 산업 부문이라는

1987년 CENELEC에서 EN(60)555-2로

맥락에서 보아야 하고 그 하위 부문은 고조파

채택

전류 방출을 고려하는 데 있어 매우 다른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 세 가지 제한을 도입했는데 EN 50006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반면 전력공급 산업은

변경되지 않은 원래의 전류 허용기준, 휴대용

우선순위의 다양성이 거의 없고 다양한

도구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되는

인프라 구성에서 파생

제품의 경우 1.5배 허용기준, 텔레비전

- IEC 61000-3-2:1995에는 많은 새로운

수신기에 대한 특별 허용기준(입력 전력이

요구사항이 도입되었고 가장 주목할 만한

165W 미만인 수신기에 대한 면제로 인해

것은 ‘공용 저전압 배전 시스템에 연결하기

허용기준은 제조된 수신기의 작은 비율에만

위한 상당 최대 16A의 입력 전류를 갖는

적용.

[모든] 전기 및 전자 기기’에 적용 (단,

허용기준은 텔레비전 수신기의

경우에도 전류로 직접 표현
- 이 표준에는 원래 전류 허용기준의 유도를

‘전문장비’는 기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일부

요건에서

면제),

이전

표준과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부록이 포함되어

마찬가지로 유럽 시스템에만 효과적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설명하지 않고 EN 50

적용

006에 포함된 전압 왜곡 제한만 인용하여
설명하지 않음
◦ IEC 61000-3-2 및 1982년 ~ 1995년 버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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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의 적용을 받았음

- 이 표준에는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의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된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이 포함

- 이 기간에는 세 가지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 유효 전력 와트당 밀리암페어로 표시되는

SMPS 전원 공급 장치의 사용이 크게

Class D 허용기준은 600W의 전력에서

확대되고 전자 제품의 EMC 특성에 대한

(고정 전류) Class A 허용기준과 명목상

의무 규정이 유럽에서 도입될 것이라는 암시,

정렬되었지만 반올림 오류로 인해 각

유럽에서 공공 전력 공급은 ‘제품 품질’

고조파에 대한 두 Class는 상당히 다른

제8장 TC77 위원회 표준화 동향

전력에서 동일해져서 처음에 약간의 혼란을
야기. 전력공급 시스템에 대한 예상되는

∙ 위상각 제어가 있는 모터 구동 기기의

1

영향은 이러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우

∙ 주방 가전의 시험 조건

적합성 허용기준이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임

∙ 비대칭 제어 방법

- 유럽에서 EMC 특성에 대한 강제 적용이

장

제

∙ 대칭 제어 방법

도입되면서 IEC 61000-3-2가 ‘European

∙ 비전문가용 아크 용접 기기의 시험 조건

EMC Directive의 필수 요구 사항에 대한

◦ IEC 61000-3-2 및 2000년 대 버전의 역사

기본적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권한이

- CENELEC의 이니셔티브는 작업반에서

있는 문서로 전환되었으며 편집상 그런 역할
적합하지 않음

제

허용기준

2
장

제

3

많은 논의와 함께 표준의 재평가

장

- 이 기간 동안 경제적 고려 사항이 특정 주제로

◦ IEC 61000-3-2 및 1995년 ~ 2000년 버전의

도입(부록 E 참조). 1999년 말까지 더 이상의

제

역사

논의가 유의미한 개선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장

- 초판에 대한 Amendment 1은 1997년에

이유로 다소 마지못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발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도입

표준의 전체 개정에 대한 개정을 완료한

∙ ‘제조자가 지정해야 한다.’ ‘전문 장비’

직후에 모든 조항에 대한 문서화된 근거와

∙ 진공 청소기 및 에어컨에 대한 테스트

5
장

1998년

수정안은

2000년

초에

실질적으로

제

6

완료되었기 때문에 ‘밀레니엄 수정안’으로

조건이 부록 C에 추가
2는

제

함께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 그 결과

의 정의에 추가

- Amendment

4

2월에

발행되었고 유효 입력 전력이 25W 이하인

장

알려지게 되었음
- Millennium Amendment는 1995년 판을

제

강제규제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

7

- 75W의 하한 없이 Class D에 적용되는

많은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한

장

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저차 고조파

일부 제품의 경우 Class D에 속하는지

전류에 대한 허용기준에 추가하여 전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기술적인 이유로

파형이 형상(shape)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클래스 D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있음. 이러한 요구 사항을 설정할 때

포기

조명 장비에 대한 요구 사항 도입

텔레비전 수신기와 같이 용량성 필터가 있는

역사

의해 방전 램프에서 생성된 5차 고조파

- IEC 61000-3-2의 두 번째 버전은
2000년에

주목

Amendment 1, 2004년에 Amendment

비롯되었으며 IEC의 준비 요청으로 변경

제

9
장

전류가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사실에

표준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에서

8
장

◦ IEC 61000-3-2 및 2000년 ~ 2019년 버전의

DC 전원 장치에서 생성된 5차 고조파 전류에

- Amendment 3은 CENELEC 버전의

제

발행되었고,

제

2001년에

10
장

2가 발행되었고 세 번째 개정은 2005년에
제

이어 2008년과 2009년에 개정
- 2006년에는

‘impact

11

factor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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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오랜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러나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님
- 네 번째 버전은 2014 년에 발행되었고 이전
버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술적
변경 사항이 포함
∙ 측정의 반복성 및 재현성에 대한 설명
∙ IT기기에 대한 일반 시험 조건의 보다
정확한 사양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또는 배터리 충전

기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 수정
∙ 디지털 부하측 전송 제어 장치에 대한
테스트 조건 추가
∙ 조명 기기 테스트를 위한 기준 램프 및
기준 안정기의 사용 제거
∙ 조명 기기에 사용되는 용어의 단순화 및
명확화
∙ Class A에 따른 무대 조명 및 스튜디오
용 전문 조명 기기 분류

기가 있는 정보 기술 장비에 대한 선택

∙ 비상 조명 장비 분류에 대한 설명

적 시험 조건 추가

∙ 유효 입력 전력이 ≤ 2W 인 제어 모듈

∙ 작은 변경 또는 업데이트를 받는 기기에
대한 단순화 된 시험 방법 추가
∙ 세탁기 시험 조건 업데이트
∙ 유효 입력 전력이 ≤ 25W 인 클래스 C
장비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

1 개를 포함한 조명 장비에 대한 설명
∙ 텔레비전 수신기의 테스트 조건 업데이트
∙ 다른 유형의 조리기구를 고려한 인덕션
호브의 테스트 조건 업데이트
∙ IEC 61000-3-12와의 일관성을 위해

∙ 오디오 증폭기의 테스트 조건 업데이트

IEC 61000-3-2의 범위를 ‘입력 전류가

∙ 램프의 테스트 조건에 대한 설명

≤ 16 A인 기기’에서 ‘정격 입력 전류가

∙ 진공 청소기의 테스트 조건 업데이트

≤ 16 A인 기기’로 변경

∙ 진공 청소기에 대한 테스트 조건 추가

◦ IEC 61000-3-2의 향후 개발: 제 5 판에 대한

∙ 아크 용접 기기의 테스트 조건 업데이트

두 가지 수정안이 2020년에 발행 될 예정이고

∙ 가변 속도 드라이브가 있는 냉장고 및

두 번째 수정도 계획되어 있음. 세 번째 수정은

냉동고를 클래스 D로 재분류
∙ 냉장고 및 냉동고에 대한 테스트 조건
추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새 버전이 생성
- 전도 방출과 그 허용기준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은 IEC 61000-3-2의 향후 버전에서

◦ 제 5 판은 2018년에 기술 개정판으로

고려 될 수 있고, 초기 고려 사항은 부록

방행되었고 이전 버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F에 설명되어 있음. 이 접근 방식은

중요한 기술 변경 사항이 포함

위원회에서

∙ 새로운 유형의 조명 기기를 고려하기 위
해 정격 입력전력이 ≤ 25W 인 조명 기

220

∙ 백열등이 아닌 램프를 작동 할 때 조광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지만

지금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IEC 61000-3-12는 IEC 기술 보고서

기에 대한 방출 허용기준 업데이트

61000-3-4을 근간으로 개발된 표준으로

∙ 모든 조명 기기에 고조파 방출 허용기준

7절에서는 IEC 61000-3-12 및 이전

이 적용되지 않는 임계 값 5W 추가

제품의 역사에서 1989년 ~ 1998년,

제8장 TC77 위원회 표준화 동향

1998년 이후 수정안으로 구분하여 고조파
전류 방출 기기의 역사를 기술

◦ IEC 61000-3-2 및 2020년 ~ 202X 버전에서

◦ 적합성 레벨 및 보상 계수에서 저전압

-전도 방출 및 그 한계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은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 적합성 레벨의 일부만의

IEC 61000-3-2의 향후 판에서 고려될 수

할당에 대한 설명

있고 초기 고려 사항은 부록 F에 설명

- LV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왜곡은

- 이 접근 방식은 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LV 네트워크와 중첩 된 모든 MV 및 HV

논의되었지만(6.8 참조) 지금까지 합의가

시스템에서 고조파 전압 강하의 기하학적

이루어지지 않았고

1
장

제

2
장

제

3

- CD 문서에 대한 각 NC 주석을 기반으로

합계
- LV

제

‘impact factor approach’

네트워크의 고조파 왜곡은 IEC

61000-2-2에 주어진 적합성 레벨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 LV, MV 및 HV 네트워크에서 비선형 부하의
고조파 전류는 발전기를 포함하여 LV / MV

하는 추가 하위 조항이 있는 경우 수정된
TR 문서가 출판되기 전에 추가 예정

61000-3-4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

고조파 임피던스에서 각각 고조파 전압

이하인 장비로 제한되고 IEC TR

강하를 생성

61000-3-4는 DSO에서 상당 > 75A 정

비율과 대략 일치
- 유럽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임피던스 비율은
그림 8-3에 나와 있고 Bold/Italic 수는 전체
전력의 백분율

5
장

제

6
장

∙ IEC 61000-3-4 평가 단계는 IEC
61000-3-12에 유지되지 않고 관련 표

제

의 고조파 전류 방출 허용기준을 만족

7

∙ IEC 61000-3-4의 표 1, 표 2 및 표 3은

장

약간 수정되어 IEC 61000-3-12 Ed 1
에 포함. 표 4는 또한 지정된 조건에서

된 부품으로 나누는 것은 이러한 백분율

평형 3상 장비에 대해 추가되고 단상 장

임피던스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반영

비와 비교하여 5차 고조파 전류 위상각

LV 네트워크에 대한 25 % 값은 임피던스

제

격 장비에 적용할 수 있음

- 전체 적합성 레벨을 각 전압 레벨에 할당

- 전압 강하의 기하학적 합계를 설명하기 위해

4
장

- IEC 61000-3-12는 IEC 기술 보고서
∙ IEC 61000-3-12는 상당 정격이 75A

단락 전압 비율로 제공되는 변압기 임피던스

제

◦ IEC 61000-3-12 및 그 전신의 역사

변압기, MV / HV 변압기 및 HV 네트워크의

- 고조파 전압 강하 비율은 각 관련 변압기의

장

제

8
장

제

다양성을 설명하는 완화된 허용기준이

9

주어짐

값의 비율에서 파생 될 수 있는 값에 비해

∙ I표 5는 IEC 61000-3-12 Ed 2의

증가. 따라서 총 적합성 레벨의 25 %는 230V

C-less 드라이브에 대해 추가 및 모든

50Hz 시스템의 LV 네트워크에서 비선형

표가 변경됨. 기준 기본 정격 장비 전류

부하의 최대 고조파 전류를 평가하기 위해

I1은 계산된 방출 한계에 대한 기준 전류

IEC 61000-3-2 및 IEC 61000-3-12에서

Iref로 대체, Iref는 시험 중에 측정된 평

사용

균 RMS 입력 선전류, THD 및 PWHD

장

제

10
장

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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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THC/Iref 및 PWHC/Iref로 대체

- Rsce 값과 한계 사이의 정당한 관계를 찾기

∙ IEC 61000-3-12에는 부속서 A의 일부

위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졌고 자세한 계산은

유형의 기기에 대한 형식시험 조건이 있

손실되었으나

고 부록 B에는 Rsce를 기반으로 하는 5

복구하고

차 고조파 전류 값의 선형 보간 그림 추가

허용기준과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부록 G에

◦ IEC 61000-3-12 및 1989년 ~ 1998년 버전의

이를

IEC

연구의

기초를

61000-3-12의

나와 있음
◦ IEC 61000-3-12 및 1998년 이후 역사

역사
- ES, FR, DE, IE, IT, GB 및 US의 전문가로

- 예상대로 IEC 61000-3-4를 적용하여 얻은

구성된 팀에서 16A/phase 이상의 정격

경험은 IEC 61000-3-12에 통합할 변경

기기를 다루는 보완 문서가 기술 보고서

사항에 대한 제안으로 이어졌고 많은 논의

유형 2인 IEC 61000-3-4로 작성

끝에 2003년 첫 번째 투표 문서가 배포

- 산술 중첩 법칙(arithmetic superposition

◦ 2008년까지 IEC 61000-4-7의 역사 - 1991년

law)은 5차까지의 고조파에 사용되었고

초판

기하 법칙(geometric law)은 더 높은

- 디지털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측정도

가능하게 했으며, 후자는 저가 컴퓨터

차수에 사용
고조파(non-triplen

하드웨어의 개선으로 최근에야 가능하게

harmonics)에 대한 적합성 레벨의 약

되었음. 아날로그 방법은 고조파 진폭이 거의

75%가 MV 레벨에서 전송되고 LV 네트워크

안정적인 고조파 스펙트럼에 대해 작동할

전체에 배경 방해로 존재. 따라서 특정 LV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장비는 변동하는 고조파

전원에 연결된 비선형 부하로 인한 허용

진폭을 생성. 측정 대역폭은 명목상 3Hz로

가능한 추가 전압 왜곡에 대해 적합성 레벨의

설정

- 하위

비삼중

25%만 남음. 대략 13차 이상의 고조파

- 이때 IEC 61000-3-2는 존재하지 않았고

차수의 경우 위상 다이버시티를 통해 LV

방출 제한은 1991년에 개정된 IEC

네트워크에 더 높은 비율의 호환성 수준을

(60)555-2:1982에 지정되었고 1994년에

할당할 수 있음(부록 A 설명)

편집 수정본이 출판

- 왜곡 부하 분할에 대한 다양한 가정에 따른

◦ 2008년까지 IEC 61000-4-7의 역사 - 2002년
제2판

대략적인 계산 결과는
∙ I5/I1 ≤ 11 % (GB), I5/I1 ≤ 15 %
(IT), I5/I1 ≤ 16 % (CH), I5/I1 ≤ 9

- 디지털 방식만 명시하고 적용범위를 대폭
변경
- ‘가이드’ 대신 ‘표준’으로 변경되었으며 방출

~ 16 % (GB)
- 허용기준은 단락비 Rsce에 따라 결정되어야

허용기준(예: IEC 61000-3-2)에 따라

하며, Rsce가 높을수록 허용기준이 높지만

기기의 개별 항목을 시험하기 위한 전력공급

원칙적으로

시스템의 측정과 관련 측정 기기의 완전하고

유지되어야 함

222

이러한

대략적인

계산

범위에

규범적인 사양(IEC 61000-4-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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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측정 대역폭은 5Hz로 설정되었지만

허용하며 Ed 2.1에 포함되어 있음

각 고조파 주파수를 중심으로 50Hz(50Hz

- 정보 부록 B는 200Hz 간격으로 그룹화하여

시스템에서)에 걸쳐 측정된 값의 합계인

최대 9kHz의 측정 방법을 설명. 부록 B에는

‘그룹화’의 도입으로 인해 크게 수정되었음

최대 9kHz의 측정을 용이하게 하는

- 이렇게 하면 측정 대역폭이 3Hz에서
50Hz로 효과적으로 증가하지만 IEC

제

변경은 없음

- 내용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표준 제목 변경
- POHC(부분

홀수

고조파

전류)

장

제

3

및

방출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들이 고조파

POHV(부분 홀수 고조파 전압)에 대한 정의

방출과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추가

장

제

4

- IEC 61000-3-12, 표 4 및 5를 지원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음
◦ IEC 61000-4-7의 역사 - 제2판에 대한
수정안은

장

고조파 전류 평가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위상각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

Amendment 1(Ed 2.1로 출판됨)
1

2

◦ IEC 61000-4-7의 역사 - 2008년 이후 개발
- 2008년 이후 주요 변경 사항은

- Amendment

1
장

의사전원망(AMN)에 대한 정보도 포함

61000-3-2에서 방출 허용기준의 해당
- 이러한 ‘그룹화’ 변경을 통해 상호고조파

제

SC77A

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작업 후 2008년에
출판
- Ed 2.1에는 여러 수학적 표현 및 기호에 대한
수정, 새롭고 수정된 정의, 시험 및 일부
그림에 대한 많은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주요 변경 사항은
- 그룹 및 하위 그룹 전체 고조파 왜곡 THDy및

THDSy와 같은 다양한 정의가 추가
- 부분적으로 가중된 고조파 왜곡이 추가됨
– PWHDh,y
- 상호 고조파 측정 및 상호고조파 그룹화가
정의. 그룹화에 대한 기술적인 고려 사항은
정보 부록 C에 설명

장

설명
- Class A 평가를 위해 IEC 61000-3-2에

제

6

지정된 부분 홀수 고조파 전류, POHC의

장

측정 방법
- 다양한 편집 문제, 일부는 국가 위원회에서

제

제안, 일부는 IEC 지침으로 변경되거나

7

업데이트

장

- 광범위한 변경 사항을 감안할 때 IEC

제

61000-4-7의 새 버전 Ed 3 진행

8

◦ IEC 61000-3-2의 제한 설정 시 고려된 경제적

장

고려 사항
제

- IEC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9

것으로서 단상 장비에 대해서만 수동적
완화만을 고려함. TV 세트의 생산 비용(판매

분해능으로 50Hz 및 60Hz 신호의 동일한

비용이 아님)에 약 €1 또는 $1가 추가됨

처리를 허용하고 50Hz 및 60Hz에 대한

즉, 저가 제품이 아닌 대용량 제품의 경우

디지털 1.5초 LP 필터링이 정의

약 1~2% 상승

1991 버전을 준수하는 기기의 사용을

5

적용 사례는 새로운 Annex-D에 자세히

- 200ms의 측정 창은 5Hz 스펙트럼

- 과도기 기간은 IEC 61000-4-7의 이전

제

장

제

10
장

제

- 비용 분담 아이디어는 75W의 낮은 전력

11

한계로 구현

장

223

EMC(전자파적합성)

∙ 이 전력 값까지 고조파 제한이 없고 공
급 시스템에만 비용 발생

제한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따라서 제한 도입의 경제적

∙ 이 전력 값을 초과하는 기존 고조파 허
용기준 - 제품과 전력 공급 시스템 모두
에 비용발생(고조파 전류가 0이 아니기

효과는 당시 관련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음
- Millennium 수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강화, 결과적으로

때문)
- 이는 허용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됨

많은 제품이 클래스 D에서 클래스 A로

- 허용기준은 이전 유럽 표준(EN 50 006)에서

재할당

IEC(60)555-2로

가져왔고

이

표의

허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경제 정보는 없음

◦ 저전압 네트워크에 전체 적합성 레벨의 일부
할당에 대한 설명

- 유럽 표준에서는 범위를 가전 제품으로

[그림 8-8]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변압기 임피던스에 대한 고조파 전압 강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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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백분율

적용되지 않음

임피던스는 그림 8-8에 나와 있고, 전체

- 역사적으로 논리적 출발점은 기존 제품 및

적합성 레벨을 각 전압 수준에 할당된

배전 시스템 구성 요소의 내성 데이터였으며,

부분으로

이는 각 전압 레벨 및 각 고조파 순서에 대해

분할하면

이러한

백분율

임피던스의 관계가 대략적으로 반영
- 전압 강하의 기하학적 합을 설명하기 위해

제

1
장

제

전압 왜곡의 적합성 레벨을 결정할 수 있게

2

하였음

LV 네트워크에 대한 25%의 공유 값은

- 기존 전압 왜곡 수준의 더 높은 통계값은

임피던스 값의 비율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값에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해 증가함. 따라서 230V 50Hz 시스템용

적합성 레벨로 채택

장

제

3
장

LV 네트워크의 비선형 부하에서 최대 고조파

- 짝수 및 삼중 차수 고조파는 일반적으로 유럽

전류를 평가하기 위해 IEC 61000-3-2 및

HV 및 MV 시스템에서 매우 작으며 문제가

제

IEC 61000-3-12에서 총 LV 적합성 레벨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반으로 짝수 고조파

장

25%가 사용

허용기준 설정 정당화

◦ 보상 계수

4

- 10차 고조파까지 짝수 및 삼차 고조파에 대한

- 그림 8-8의 모델에서 파생: 그림 8-8의

별도의 LV-share 값은 현재 IEC 표준에

모델에서 각 고조파 주파수에서 기기의 최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에는 5차 및 7차에

허용 전류 방출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대한 25% 점유율이 심각한 위험 없이 가정

있음

될 수 있다고 가정

제

5
장

제

6
장

- 짝수 및 삼중 고조파의 경우 LV 공유 계수가
100%로 설정
여기서 ih,eq는 고조파 h에서 기기의 최대

제

- 9번째 이상의 다른 고조파의 경우 LV 공유

7

허용 전류 방출

계수가 고조파 차수에 따라 50%에서

장

uh,CL는 고조파 h에서 전압 왜곡에

100%로 선형적으로 증가

대한 호환성 수준

제

- 추가 10Ω 병렬 부하를 포함하는 공급

kN,LV는 LV 네트워크의 sharing

임피던스와 클래스 A 방출 제한을 비교 한

factor

결과가 그림 8-9에 나와 있고 추가 10 Ω은

ZLV,h는 고조파 h에서의 네트워크

각각 1 kW에서 5,29 개의 ‘평균’소비자를

임피던스

나타내고 이러한 부하가 적을 경우 연결할

kp,h는 고조파 h에 대한 보상 계수

수있는 클래스 A 부하의 수가 27, 33 및

8
장

제

9
장

제

39 차 고조파에서 0으로 떨어지지 만 매우
◦ 적합성 레벨과 클래스 A 고조파 방출 허용기준
비교
- 클래스 B 허용기준은 단순히 클래스 A
허용기준에서 파생되지만 이 이론적 근거는

10

드물게 발생

장

◦90° firing angle에서 백열등의 위상 제어 조광기의
제

Class A 허용기준 및 고조파 스펙트럼 비교

11

- 그림 8-10은 고차 고조파 허용기준과 레벨을

장

클래스 C 및 클래스 D 허용기준 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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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피더에 추가 10Ω 부하가있는 경우 허용되는 클래스 A 부하 대 고조파 차수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로그 수직 스케일을

고조파의 경우 허용기준과 스펙트럼 레벨

사용하여 이 관계를 보여는 것이고 비교를

간의 대응이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위해 1970년대 설계의 전형적인 조광기

측정 된 조광기에서 약간 더 높은 수준의

(EMC 표준을 준수하기 전)의 측정 된

19차 및 27차 고조파는 공급 전압의 왜곡

스펙트럼이 표시되며 부하는 230 V 150 W

또는 아마도 조광기의 ‘상승 시간’ 인덕터와

램프이고 firing angle는 90°, 13차 이상의

전도 된 방출을 감쇄하기 위한 커패시터

[그림 8-10] 클래스 A 허용기준과 조광기의 스펙트럼 비교

226

제8장 TC77 위원회 표준화 동향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그림 8-11] Class C 허용기준과 방전 램프의 고조파 스펙트럼 비교
제

5
사이의 공진 때문

방출 비교는 다음 그림 8-11 참조

◦ 클래스 C (IEC 61000-3-2의 표 2) 허용기준

◦ 전도 각이 35° 및 65°인 커패시터 필터링 단상

및 유도성 안정기가 있는 방전 램프의 고조파

정류기의 클래스 D 허용기준 및 고조파

스펙트럼 비교

스펙트럼 비교

- IEC 61000-3-2의 클래스 C 고조파 전류

- 65°전도 각에 대한 3차 및 5차 고조파 레벨이

허용기준과 자기식 안정기 방전램프 고조파

장

제

6
장

제

허용기준과 일치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그림 8-12] 커패시터 필터가 있는 단상 230 W 정류기의 클래스 D 허용기준 및 고조파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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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유지

관리는

SC77A//WG8에 할당되었고 수행된 유지 관리

◦ 77A/1079/DC(2020-06-05) 문서로 IEC TR
61000-1-4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Edition
발행 프로젝트에 대하여 2020-07-17 까지

작업은 WG8 전문가의 관련 제안과 국가
위원회의 제안을 기반으로 함
◦ IEC 61000-2-4와 비교하여 논의 중인 주요
수정

각국 의견 수렴
◦ 각국 NC의 의견 공유, TF구성 및 향후 작업

사항에

대한

개요가

RR문서(77A/1096/RR)로

문서

77A/1062/DC와 함께 제공
◦ DC문서(77A/1070/INF)에

방향 결정
◦ 2017-04-09

61000-2-4:2002의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향후 개정판을 위한 작업 초안이

프로젝트 시작 되었고(PROJECT NUMBER:

추가로 개발되었으며 이 CD와 함께 제공

EC TR 61000-1-4 ED2) 목표일정은 CD:

◦ 제안된 수정과 관련하여 WG8 내의 몇 가지

2021-04-16, DTR: 2021-12-31, TR:

다른 입장과 관련하여 이 CD와 함께 2차 DC가

2022-06-30

국가 위원회에 회람

◦ 2018-03-31 회의에서 현제 ED.1에서 새로운

- 최근 토론 상황에 대한 배경 정보 제공
-각

버전으로 전면 개정 결정

국가

위원회에

공공

LV

공급

◦ 2021-04-16 CD문서(77A/1097/CD) 발행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전기 기기에 대한

2021-7-9 까지 각국 회람 완료하고 검토 결과

고조파로 인한 인식된 EMI에 대한 정보와

CC문서 준비 중

공급 전압의 개별 고조파가 공공 공급에
사용되는 장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 완료 목표일은 2022-06

측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

4. 산업 플렌트의 저주파 전도 방해 적합성
레벨 IEC 61000-2-4 ED3 프로젝트

◦WG8 내에서 논의 중인 주요 문제와 관련, 최대
2kHz의 고조파에 대한 적합성 레벨의 적절한
선택과 관련하여 짝수 및 삼중 고조파 값의
증가를 전자파 환경에 대한 수정된 분류 2a

가. 기본정보
분과

SC77A /
WG8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IEC
61000-2-4
ED3

현재 상태

CD
(77A/1081/CD)

완료시기

2023.10

IEC 61000-2-4:
Electromagnetic
표준(안) 명칭 compatibility(EMC) - Part 2-4: Environment
(영문)
- Compatibility levels in industrial plants for
low-frequency conducted disturbances
IEC 61000-2-4: 전자파적합성(EMC) —
표준(안) 명칭
제2-4부: 환경 – 산업 플랜트에서 저주파 전
(국문)
도성 뱅해 적합성 레벨

나. 주요 내용

228

및 2b와 함께 고려하는 경우 최근에 정의된
Class 2 중 표 2의 적합성 레벨에 대한 관련
값은 잠정적인 값이며 현재 국가 위원회에서
요청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추가 논의 예정
◦ 주요 개정 사항 요약
- IEC 61000-2-4: 2002에서 현재 정의 된
class 2를 두 개의 class 2a 및 2b로 분할하여
산업 및 기타 비공공 네트워크의 환경 분류를
수정
- 지금까지 IEC 61000-2-4: 2002의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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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3] 전자파 환경 Class 구분 예시

2에 대해 지정된 THD 값을 추가로

- Class 3: 이 Class는 비 산업용 기기를

충족시키면서 가능한 증가와 관련하여 0 ~

연결하려는 영역에서 분리 변압기로 분리

2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짝수 및 삼중

된 산업 환경의 IPC에만 적용. 일부 교란

고조파에 대한 CL을 검토

현상에 대해 클래스 2b보다 적합성 레벨이

- 2 kHz ~ 150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저전압
산업 및 기타 비공공 네트워크용 CL을 도입

장

제

4
장

제

5

높음. 예를 들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장

충족되면 이 Class를 고려함
∙ 부하의 대부분이 컨버터를 통해 공급

제

2b로 구분

∙ 용접기 있음

장

- Class 1: 이 Class는 보호된(UPS, 필터, 서지

∙ 대형 모터가 자주 시작 운전됨

◦ 전자기 환경 구분 Class 2를 Class 2a와 Class

흡수)

공급

장치에

적용되며

공용

∙ 부하가 빠르게 변함

네트워크보다 고조파 적합성 레벨이 낮음.

◦ Class 구분 예시 그림 추가(그림 8-13)

예를 들어 실험실의 전기 기기, 일부 자동화

◦ 일반적으로 분리된 부스바에서 공급되는

및 보호기기, 일부 컴퓨터 등과 같이 전원

아크로 및 대형 변환기와 같은 매우 방해 부하에

공급 장치의 장애에 매우 민감한 장비를

대한 전원 공급은 종종 Class 3(가혹한 환경)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초과하는 방해 수준을 가짐. 이러한 특수한

- Class 2a: 이 등급은 일반적으로 산업용 전력

메가와트 범위 제품 상황(즉, > 1MW)에서는

전자 장비가 연결되지 않는 산업용 및 기타

다른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더 높은 적합성

비공개 전원 공급 장치(예: 사무실)의
환경에서 IPC(IPC1)에 적용

6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레벨에 동의해야 합
◦ 산업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주어진

제

- Class 2b: 이 등급은 산업용 전력 전자 장비가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10

일반적으로 분리 변압기 없이 표준 비산업

클래스가 관련될 수 있고 완화가 필요한 경우

장

장비를 연결하려는 등급 1 또는 2a

다음 그림 8-14의 예 참조

제

네트워크(예: 사무실)에 연결되는 산업

11

환경의 IPC(IPC2)에 적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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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4] 전자파 완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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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2a, 2b 및 3의 짝수 및 삼중 고조파에

허용기준은 에너지 절약 기기에 대한 수용

대한 CL 증가: 최대 2 kHz의 고조파에 대해

수준을 낮추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글로벌

산업용 기기 제조자는 IEC 61000-2-에 정의

목표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갈등을 일으킬

된 Class 2에 대한 현재 CL과 비교하여 Class

수 있음

2a 및 2b에 대한 짝수 및 삼중 고조파에 대해

- 이 제안에서 IEC 61000-2-4: 2002의 표

증가된 CL을 제안하고 있고 IEC 61000-2-4:

5에 정의된 전체 고조파 왜곡에 대한 CL은

2002 개정 배경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이 제안에 따르면

- IEC 62578에 따른 AIC(Active Infeed

일부 단일 고조파의 CL에 대한 변경만

Converter)와 같은 최신 전력전자 기기는

기반으로 하여 전반적인 전압 왜곡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기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의

가능성 여전히 발생함. 전력전자 산업에서

필수 요소이고 이는 펄스폭 변조(PWM)

이러한 변화는 현대 전력전자 기기의 물리적

변환으로 작동하며 스위칭 주파수는 몇 kHz

현상을 고려하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

범위이고 스위칭 주파수 아래에서는 매우

- 2kHz ~ 150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저전압

낮은 방출임. 잘 감쇠된 저역 통과 필터는

산업 및 기타 비공공 네트워크용 CL 도입

스위칭 주파수에서 방출을 제한하지만 그

◦ 클래스 2a, 2b 및 3에 대한 CL 값의 변경 배경

공진은 여전히 1kHz ~ 2kHz 주파수

내용 요약

범위에서 매우 제한된 증폭 효과를 나타냄.

- 공공 공급망에서 고조파 장애가 증가하여

IEC 61000-2-4: 2002에 정의된 적합성

공공 LV 공급망에 연결된 전기 장비에 EMI를

레벨에 따라 짝수 및 삼중 고조파 주파수에

유발할 수 있음

대한 허용 방출 한계를 계산하면 AIC

- 관련 THD 값의 유지에 관계없이 증가된

장비에서 충족할 수 없고 측정 장비의 정확도

방출에 따른 방해에 대한 공공 LV 공급

사양 이하인 매우 낮은 값이 생성. 산업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의 전자파적합성에

제조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엄격한

대한 불확실성 해소. 현재 EMC 제품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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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련 내성 요구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 이 제안은 IEC 61000-2-4: 2002에 정의

있지만 그러한 변경 후 몇 년 후에 실질적으로

된 것과 비교하여 짝수 및 삼중 고조파에

적용. 수년에 걸쳐 공공 공급 네트워크에

대해 증가된 CL이고 THD(8 %)에 대한 CL은

연결된 기존 전기 (대량) 기기로 EMC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지만 변경 사항은 일부

감소한 상황의 원인에 대한 경고

단일 고조파에서 전체 전압 왜곡에 대한

- 위 변경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문제에 대한

- 현재 IEC 61000-2-4에 정의 된 적합성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현재 WG 8에서

레벨에 따라 계산된 짝수 및 삼중 고조파에

합의가

대한 허용 방출 한계를 고려하여 AIC

DC문서로

각

1
장

제

2

기여도 할당과 관련됨

경험, 관련 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제

장

제

3
장

기기에서 충족할 수 없고 측정 장비의 정확도

국가위원회에 정보를 요청
◦ 현재 논의된 제안(제안“A”, 제안“B2” 및 제안

사양 이하인 매우 낮은 값을 초래

제

4

- 이러한 유형의 기기에 대한 제조자의 오랜

“C”): 다음 제안에서
- ▲전원 주파수가 50Hz 인 공급 네트워크와

경험을 고려하여 특히 H13과 H40 사이의

관련된 기본 U1의 RMS 전압에 대한 RMS

주파수 범위에서 짝수 또는 삼중 고조파

전압값으로 Class 2a 및 2b에 대해 제안된

주파수에서 전압 왜곡으로 인해 산업

CL 비교 목적으로

네트워크에서 EMI 사례에 대한 피드백이

- □ 현재 IEC 61000-2-4: 2002, Class 2에
따른 CL은 IEC 61000-2-2: 2018에 정의된

장

제

5
장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방출

제

6

- 따라서 이 제안은 에너지 절약 기기 및 신재생

장

에너지 생성의 필수 요소인 현대 전력전자

것과 동일
◦ 산업 장비 제조자의 제안 “A”

기기의 기술 관련 요구에 대한 인식을 기반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그림 8-15] 제조자의 제안“A” 적합성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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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O의 두 가지 제안 중 제안“B1”과 관련 연구

들어 개인용 컴퓨터, 조명 장치 등
- 이 제안은 LV 대량 전력 전자 장치, 특히

컨설팅
- 미래의 Class 2a 환경에서 사용되는 LV

호환성 수준을 높일 때 소형 전력 및 단상

장비에 대해 최근 Class 2 CL을 유지하기

장치와 같은 공용 네트워크에 연결된

위한 제안

장치에서 잠재적 인 EMI 문제를 피할 수

- Class 2a 적합성 레벨을 현재 IEC

있음. LV 부하는 연결 지점에서 고조파

62000-2-4: 2002에 지정된 Class 2 레벨

전압에 민감 할 수 있으며 고조파 적합성

(그림 8-15 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레벨이 증가하면 이러한 유형의 LV 부하에

레벨)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이는 IEC

의해 주입되는 전류 고조파가 증가 할 수

61000-2-2: 2018에서도 동일

있음. 결론적으로 CL의 증가는 기존 기기에

- 제안 “A”의 적합성 레벨(그림 8-15에서

해로울 수 있고 기존 기기의 내성 문제는

▲적색 레벨)을 Class 2b 환경에만 적용

실험실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 이 제안의 주요 아이디어는 공용 LV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용으로 설계된

확인해야 함
◦ DSO의 두 가지제안 중 제안“B2”과 관련 연구

Class 2의 기존 적합성 레벨을 유지하는

/ 컨설팅

것이고

61000-2-2에

- 고조파 CL의 약간 증가에 대한 제조자의

적합하도록 설계된 일부 기기는 산업용 LV

우려를 고려한 제안으로 그림 8-16과 같음

네트워크, 특히 새로 정의 된 Class 2a

- 현대(self-commutating) 전력전자 기기의

환경에서도 사용되고 이러한 장비는 예를

새로운 방출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실제로

IEC

[그림 8-16] DNO의 제안“B2” 적합성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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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홀수 비 삼중, 홀수 삼중 및 짝수
고조파 차수를 처리
- 현대 전력전자 기기의 방출이 일반적으로
기존 (line-commuted) 전력전자 기기의
방출보다 낮다는 기반에서 시작
- EN 50160의 전류 조정, 특히 15 차 고조파
차수에 맞춰 조정 된 값을 보여 즘
- 비 특성 고조파 차수(non-characteristic

- 제안자의 관점에서 볼 때 공용 LV
개정판에서

개정하는

것이(CL

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제

◦ 제안 “A”및 “B2”에서 파생된 혼합 제안 “C”

2

- 이 제안의 CL은 제안 “A”와 “B2”사이의

장

균형을 목표로 WG8에서 논의한 결과이며
제

다음과 같은 예비 결과 및 근거가 있음
∙ 기기의 내성 및 관련 비용의 증가에 대

레벨이 전력 변압기와 같은 대중 시장 기기

한 적절한 요구 사항을 목표로 하는 15

및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까지 고조파 CL의 낮은 증가

고려

1

상승)

harmonic orders)에서 증가 된 방해

제안자 사이에 거의 지식이 없다는 점을 더

제

네트워크에 대한 IEC 61000-2-2의 향후

3
장

제

4

∙ 최신(self-commutating)) 전력전자 기

장

기, 특히 필터 공진에서의 방출, 충분히

- 많은 공용 LV 네트워크(유럽)의 실제 장해

높은 방출 허용기준 정의를 위한 전제

레벨이 현재 적합성 레벨(15, 21 및 27 차

조건으로 더 높은 CL의 허용 가능성 요

제외)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과 함께 이

구로 새로운 방출 특성을 고려하여 16차

제안에서 제안 된 중간 수준의 증가는 정당한

에서 40차까지 더 높은 주파수 범위에서

것으로 보임.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짝수 및 삼중 고조파 CL이 어떻게 든 더

존재하는 경우 향후 유지 보수주기에서 추가
증가를 고려할 수 있음

제

5
장

제

6
장

크게 증가
-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제안은 CL이 증가한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그림 8-17] 제안 “A”및 “B2”에서 파생 된 혼합 제안 “C” 적합성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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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최종적으로 공용 LV 공급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에 대한 장해를 넘어서 여전히
약간의 불확실성에 직면 해 있음
∙ 고조파 CL의 증가 정도 대 방출 제한
가능성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2019-06-28 77A/1033/Q 발행으로 IEC
61000-2-4: 2002의 유지 보수 작업을
시작할지 의견 요청(2019-08-09까지 회신)
◦ 2019-09-06

77A/1045/RQ

발행으로

∙ 한편으로는 방출량을 줄이고 다른 한편

77A/1033/Q 문서에 대한 각국의 회신 결과

으로는 기기, 특히 대량 기기의 적절한 내성

P멤버 18개국 회신으로 유지보수 작업 승인

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의 공정한 분담
◦ 고조파에 대한 적합성 레벨은 표 8-13과 같음

◦ IEC 61000-2-4: 2002의 유지 보수는 SC77A
WG8에 할당되어 관련 전문가 선임 및 각
국가위원회의 제안 요청
◦ 2017-09-06

<표 8-13> 고조파에 대한 적합성 레벨 – 고조파 전압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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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시작 되었고(PROJECT NUMBER:
IEC 61000-2-4 ED3) 목표일정은 CD:

SC77A /
WG1

분과

2020-10-01, CDV: 2021-10-01, FDIS:
2022-10-03, IS: 2023-10-02
◦ IEC 61000-2-4와 비교하여 논의 중인 주요
수정 사항에 대한 개요가 문서 77A/1062/DC에
제공. 이 DC문서(77A/1070/INF)에 대한
응답을 기반으로 향후 버전에 대한 작업 초안이
추가로 개발. 제안 된 수정과 관련하여 WG8
내의 일부 다른 입장과 관련하여 이 CD와 함께
2차 DC 문서가 각 국가위원회에 회람
◦ 2018-03-31 회의에서 현제 ED.1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전면 개정 결정
◦ 2021-06-19 CD문서(77A/1081/CD) 발행
2021-8-14 까지 각국 회람 완료하고 검토 결과
CC문서 준비 중
◦ 완료 목표일은 2023-10
◦ 우리나라 공공 LV 공급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현재 상태

CD
(77A/1108/
CD)

프로젝트 명
표준번호
완료시기

IEC TS
61000-3-1
6 ED1

제

1
장

2022.11

제

2

IEC 61000-3-16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3-16: Limits
- Limits for harmonic currents
표준(안) 명칭 produced by energy supplying
(영문)
equipment with a rated current less
than or equal to 75 A per phase
connected to public low-voltage
systems

장

제

3
장

제

IEC 61000-3-16 전자파적합성(EMC) - 제
3-16부: 허용기준 - 공공 저전압 시스템에
표준(안) 명칭
연결된 상당 75A 이하의 정격 전류의 에너지
(국문)
공급기기에서 생성되는 고조파 전류에 대한
허용기준

4
장

제

5
장

나. 주요 내용
제

◦ 분산전원 기기는 공공 LV 네트워크에서 점점

전기 기기의 고조파 EMI에 대한 정보 수집과

더 보편화되고 있음. 첫 번째 단계로 IEC

개별 고조파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의

SC77A는 기술 보고서 IEC 61000-3-15에서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정 및 현황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분산전원 제품 그룹의

조사하여 표준 개정에 적극적 대응 필요

시장 침투력을 높여 고조파 방출 제한에 대한

6
장

제

7
장

표준이 필요

5. 공공 저전압 시스템에 연결된 75
A이하의 에너지 공급기기(EPE) 고조파
전류 허용기준 IEC 61000-3-16 Ed.1
제정 프로젝트
가. 기본정보

제

◦ IEC 61000-3-16은 에너지 공급기기(ESE:

8

energy supply equipment)에서 생성되는

장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을 다룸
제

◦ EC 61000-3-16 표준의 목적
- 태양광

발전

등

분산발전과

9

같은

장

에너지공급기기(ESE)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전단계에서

공칭

주파수의

40차

제

10

주파수까지로 정의 되는 고조파 전류가

장

과도하게 저전압 공공 배전망(Grid)에
유입되게 되면 배전망에 연결된 다른

제

기기들은 이 고조파 전류로 인하여 과열 소손

11
장

및 무효전력 증가로 인한 전력손실 증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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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고가 발행 할

사양에 명시된 RMS 출력 전류를 의미하고

수 있음

이 기준전류는 표준 측정방법인 IEC

- 과도한 고조파 전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61000-4-7에서

정의한

것처럼

각

에너지공급기기의 고조파 전류를 그리드의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 time

단락비에 따라 각 차수별 고조파 허용기준을

window에서 시정수 1.5s 평활 RMS전류로

마련하는 목적으로 IEC TC 77의 SC 77A

측정함

소위원회 WG1 작업반에서는 국제 표준화

- 부분 3중 고조파 전류(Partial triplen

작업

harmonic current, PHCtriplen): 다음

◦ 적용범위

식(1)과 같이 15차, 18차, 21차, 24차, 27차,

- 허용기준은 다음 유형의 공용 저전압 AC

30차, 33차, 36차 및 39차 고조파의 고조파

배전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정격 전류가

전류 성분의 총 RMS 값으로 기본파의 3배수

상당 75A 이하인 ESE에 적용

고조파 전류를 말하고 허용기준에서는

- 최대 240 V의 공칭 전압, 단상 2선 또는
3선

기준전류 대비 15차 이상에서 기본파 3배수
고조파 RMS 값의 비로 규정

- 공칭 주파수 50 Hz 또는 60 Hz
- 에너지를 주로 흡수하지만 2차 기능으로
… 식(1)

공공 전력망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기는 범위에서 제외, 즉 제동 중 에너지를
반환하는 엘리베이터 모터 드라이브 회생
- 부분

제동 발전 등은 범위에서 제외
- 기기에 대한 요구 사항 및 허용기준 규정과

영상

고조파

zero-sequence

전류(Partial

harmonic

current,

형식시험(type test) 및 시뮬레이션 방법을

PHCzero): 다음 식(2)와 같이 14차에서

특정하고 이 표준에 대한 적합성은 검증된

40차까지의 영상 전류 구성 요소 계수의 총

시뮬레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RMS 값으로서 허용기준에서는 기준전류

- 40차(h40)까지 범위에서 ESE의 고조파 전류

규정하고 있음. PHCzero는 3상기기에만

허용기준 및 시험절차를 제공
- 40차 이상 고조파인 주파수 범위 2kHz에서
9kHz꺼지

허용기준과

에너지

대비 부분 영상 고조파 전류 값의 비로

저장

적용 되고 Ih,L1, Ih,L2 와 Ih,L3는
일반적으로

중성선의

고조파

전류와

시스템에 대한 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은 차기

동일하다. 중성선에 연결되지 않은 장비의

개정판에서 다루기로 함

경우 PHCzero는 일반적으로 0임

◦ 새롭게 정의된 용어 정의
… 식(2)

- 기존 IEC 61000-3-2 및 IEC 61000-3-12
표준의 용어 정의 채용
- 기준전류(Reference current, (Iref)): 기기

여기서, Ih,L1, Ih,L2와 Ih,L3는 고조파 전류 위상의
복소수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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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전압 공공전력망에서 고조파 전류 유입

기여하지 않는 전원으로부터 DC 전원을

제

공급받아야 함. 인버터는 태양광 발전

제한의 일반적인 배경
- 그리드 측에서 고조파 전류를 제거 할 수
없는 ESE에 대한 고조파 방출: ESE의 성능은

장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설계할 수 있음

설계 및 구성(필터 유형, 펄스 폭 변조 기술,

- ESE 인버터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 측정

제어 알고리즘 및 스위칭 주파수)에 따라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로 제조자는 제품

다르므로 1% 이상의 고조파를 생성할 수

설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ESE 인버터가

없는 ESE는 네트워크의 전력 품질에 영향을

관련 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미치지 않고 이러한 현상을 기초로 ESE

예상되는 시험 값 Rsce(기호 Rsce,min)를

인버터의 고조파 방출에 대한 세 가지

선택해야 하고 전압 및 전류 공급원은 다음

허용기준이 정하여 졌고 허용된 PHC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계통의 단락비 Rsce값에 따라 다름

1

어레이와 같은 전류 소스 또는 전압 소스의

제

2
장

제

3
장

제

4

◦ 측정시 공급 전압 조건

- 그리드 측에서 고조파 전류를 제거 할 수

- 공급 전압 U는 ESE 인버터의 정격 출력

있는 ESE에 대한 고조파 방출: 일부 ESE가

전압과 같아야 하고 출력 전압은 IEC

계통 측의 고조파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

60038에 따른 공칭 시스템 전압(예: 단상

ESE 인버터의 품질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220V 또는 삼상 380V line-line)

제품 시험과 함께 시스템 시험을 수행해야

- 측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출력 전압은 ±2.0%

함. 시스템 시험은 향후 버전에서 다룰

이내로 유지, 주파수는 공칭값의 ±0.5%

예정이다. 왜곡된 네트워크 전압 조건에서

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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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유지

고조파 제거 및 ESE 성능을 모두 검증하기

- 3상 전원의 경우 전압 불평형은 2% 미만

위해 고조파 전류 방출에 대한 적절한

- 공급 전압 U의 고조파 비율은 5차 1.5%,

7

허용기준을 정의하려면 추가 분석 및 개발이

3차 ~ 7차 1.25%, 11차 0.7%, 9차 ~

장

필요

13차0.6%, 2차 ~ 10차 0.4%, 12차 및 14

◦ ESE 고조파 측정 및 시뮬레이션 조건

- 전원의 임피던스는 IEC TR 60725에 주어진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에 의한 두 가지 방법

기준 임피던스보다 낮아야 하고 표 1의

중 하나로 결정

허용기준 적용을 위해 전원의 임피던스는

직접 측정

방법과

- 정상 작동 조건에서 최대 총 고조파

단락비 Rsce가 33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전류(THC)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용기준 표 2의 적용을 위해 Rsce는 ESE

모드로 설정된 사용자의 제어 또는 자동

인버터의 적합성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으로 수행

값인 최소 단락비 Rsce,min 이상이어야 함

◦ 측정 요구사항
- ESE 인버터 전원공급: ESE가 제시하는 모든
부하 조건에 대해 고조파 전류 방출에

제

~ 40차 0.3% 초과해서는 않됨

검증된

- 적합성은

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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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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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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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 감지 부분과 배선의 임피던스는 전원의
제

임피던스에 포함

11

◦ 기준전류(Iref)의 결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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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기준전류(Iref)는

- 부분 고조파 전류 PHC 계산을 위해

고조파 전류에 대해 다음에 명시된 평균화

그룹화되지 않은 고조파 전류값을 사용할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고 측정은 위에

수 있고 그룹화되지 않은 값이 허용기준에

명시된 ESE 고조파 측정 및 시뮬레이션의

부적합하면

일반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함

부적합임. 그룹화된 값이나 그룹화되지 않은

대한

비교가

값이 기준치 아하 이면 허용기준 비교가

◦ 고조파 전류 직접 측정 방법
- ESE 인버터 출력은 전원(AC)에 연결되어야
하고 인버터 DC 입력 전류 또는 전압은 최소
10초의 대기 시간 후에 기준전류(Iref)가

적합한 것으로 하되 선택한 계산은 시험
성적서에 명시
- 각 고조파 차수에 대해 전체 관찰기간 동안
DFT Time window에서 측정된 값의 산술

공급원으로 흐르도록 설정
- 그런 다음 1분의 관찰기간 동안 다음 절차에

평균을 계산
◦ 고조파 전류 시뮬레이션 방법 요구사항

따라 전류를 측정
- DC 소스와 ESE 인버터 사이의 연결

- 고조파 레벨이 IEC 61000-2-4의 Class 3에
주어진 적합성 레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점에서 측정
- 단상 전원에 연결된 ESE의 경우 선전류 대신

가능한 더 높은 전압 왜곡과 함께 고조파

중성선의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직접측정 방법에 설명된 대로 정상적인

측정기기에

IEC

실험실 조건에서 형식 측정으로(Type test)

61000-4-7에 나와 있고 이 표준에 지정된

기기가 관련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보여야 함

ESE 인버터의 전류 허용기준은 각 선전류에

- 시험 중 전압 스펙트럼과 공급 임피던스(전류

대한

요구

사항은

적용
◦ 고조파 전류 직접 측정 절차
- 허용기준 표 8-15 또는 표 8-16의 적용에
대한 시험 값 Rsce,min으로 적합성이 달성되지
않으면 Rsce,min 값이 적합성을 달성할 때까지

감지 부품 및 배선의 임피던스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단락 전력 항목에서
기본 주파수 값)를 기록
- 제조자의 소프트웨어 및 시험 절차를 사용한
장비 기기의 시뮬레이션 가능

더 높은 Rsce,min 값을 선택하고 시험을 반복,

- 시뮬레이션은 제품 범위의 각 끝(0A ~ 75A

최종 값은 시험성적서 등 문서화의 Rsce의

범위 내)에서 또는 근처에서 하나의 제품에

최소값으로 사용

대해 검증된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

- 고조파 및 상호고조파 측정 표준 IEC
61000-4-7(고조파 측정기의 OUT 2b)에

- 시뮬레이션은 순수 사인파, 평형 공급 전압
및 낮은 출력 임피던스로 반복,

정의된 대로 각 DFT(이산 푸리에 변환)

- 허용기준 표 8-15의 적용을 위해 전원의

Time window에서 시정수 1.5s 평활 RMS

임피던스는 IEC 60725에 주어진 기준

전류를 측정하도 ESE를 시험할 목적으로

임피던스보다 낮아야 하고 Rsce=33보다

IEC 61000-4-7에 설명된 그룹화는 예외를

크거나 같은 단락비 Rsce 값에 해당해야 함

제외하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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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4> 고조파 시험 관찰 시간

제

ESE 거동의 유형
(Type of ESE behaviour)
준정지
(Quasi-stationary)
짧은주기
(Tcycle≤2.5 min)
무작위
긴주기(Tcycle>2.5min)

1

관찰 기간
(observation period)

장

반복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 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의 Tobs

제

2

Tobs≥10 사이클(기준방법) 또는 반복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 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 또는 동기
화의 Tobs

장

반복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 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의 Tobs

제

완전한 장비 프로그램 사이클(기준방법) 또는 제조자가 최고 THC를 갖는 작동기간으로 간주한
대표적인 2.5분 기간

3
장

a

‘동기화’란 총관찰기간이 반복성 요구사항이 충족 될 정도로 정확한 정수의 장비 사이클에 충분히 가깝다는 것을 의미

제

임피던스는 IEC 60725에 주어진 기준
임피던스보다 낮아야 하고 기기의 적합성을

- 각 고조파 차수에 대해 츨정 절차에 정의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 값 최소 단락비

된 대로 모든 1.5s 평활 RMS 고조파 전류

Rsce,min 보다 높거나 같은 Rsce 값에 해당

값은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의 150 %보다

◦ 고조파 전류 측정 절차, 반복성 및 시작/중지
- ESE의 고조파 전류 허용기준은 모든 유형의
전원 연결 및 부하에 대한 각 라인 전류에
적용, ESE는 양 또는 음의 방식으로 전류
고조파에 기여하지 않는 전원에서 DC
전원을 공급 받아야 하고 이 조건은 ESE가

◦ 허용기준의 적용
- 전체 시험 관찰 기간에 걸쳐 취해진 각 개별
고조파 전류 또는 PHC에 대한 평균값은 표
8-15 및 표 8-16의 적용 가능한 한계보다

제

7

기준 전류 Iref의 값

- 적용된 테이블에 대한 설명

대기 모드에 있지 않아야 함

6
장

- 제조자가 측정 한 최대 출력 전류 IRMS 또는

될 때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

시험중인 기기는 관찰 기간의 10 % 이상 동안

제

◦ 시험 성적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

- 필요한 최소 단락 비

작동 또는 중단 될 때까지 고려되지 않음.

5
장

개별 고조파 전류는 무시

피크 대 피크 리플 및 노이즈 전압이 변경

전류는 처음 10 초 동안 또는 ESE가 완전히

제

- PHC 계산시 기준 전류 Iref의 1 % 미만의

- 시험에 사용되는 단락 비

작동을 중단 할 때 수동 또는 자동으로 고조파

장

작거나 같아야 함

제공하는 모든 부하 조건에 대해 DC 전원의

- 시작 및 중지: ESE의 일부가 작동을 시작하거나

4

작거나 같아야 함

장

제

8
장

◦ 네 가지 유형의 ESE 동작에 대한 시험 관찰
기간 (Tobs)이 고려되고 표 8-14에 설명

제

◦ 고조파 전류 요구사항

9

- 고조파 전류 허용기준은 표 8-15 및 표

장

8-16에 지정되고

제

- 표 8-15는 2 ~ 13 차에 대한 개별 고조파

10

허용기준을 정의하고 단상 또는 3상

장

시스템과 위 상당 최대 75A의 정격 전류를
제

사용하는 ESE에 적용

11

- 표 8-15는 단상 및 3상 구성과 0-16A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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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A의 정격 전류를 사용하는 ESE에

◦ 표 8-15를 만족하는 ESE의 경우 제조자는

대한 부분 고조파 전류(PHC) 허용기준을

기기와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에 “IEC

정의

61000-3-16에 적합하는 기기” 명시

- 표 8-15 및 표 8-16에 지정된 고조파 전류

◦ 표 8-15를 만족하지 못하는 ESE의 경우

방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ESE는 공급

제조자는

시스템은 모든 지점에서 연결하는 데 적합

- 관련 표 8-15에 주어진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Rsce의 최소값을 결정
- 사용 설명서에서 이 최소 Rsce 값에

<표 8-15> 모든 ESE에 대한 개별 전류 고조파 허용기준
(상당 최대 75A)
각 고조파 차수

해당하는 단락 전원 Ssc 값을 선언
- 필요한 경우 배전 시스템 운영자와 상의하여

각 고조파 전류 Iog,h/Irefa%

Rsce = 250

Rsce = 33

ESE가 해당 Ssc 값 이상의 공급 장치에만

I2

1

1

연결되어 있는지 사용자에게 결정하도록

I3

4

3

I4

1

1

안내하고 이를 위해 사용 설명서에 다음과

I5

4

3

I6

2

2

I7

4

3

장치와 공용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

I8

2

2

지점에서 xx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EC

I9

1.5

1

61000-3-16을 만족한다. 필요한 경우 배전

같은 내용을 명기
“이 기기는 단락 전원 Ssc가 사용자의 공급

I10

1

1

시스템 운영자와 협의하여 기기가 단락 전원

I11

2

1.5

Ssc가 xx보다 크거나 같은 공급 장치에만

I12

1

1

I13

2

1.5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기기 설치자 또는 기기
사용자의 책임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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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xx는 관련 표 8-15에 주어진
허용기준 초과하지 않는 Rsce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Ssc 값

<표 8-16> 단상 및 3 상 ESE에 대한 PHC 허용기준 (상당 최대 75A)
구분

단상
0A ~ 16A

단상
16A 이상 ~ 75A 이하

3상
0A ~ 16A

3상
16A 이상 ~ 75A 이하

PHC/Iref

1.30%

1.30%

1.30%

1.90%

PHCtriplen/Iref

0.70%

0.90%

n.a.

n.a.

PHCzero/Iref

n.a.

n.a.

0.30%

0.60%

기준 전류의 1% 미만인 개별 고조파 전류는 PHC 허용기준 및 측정된 PHC 계산에 고려
Iref = 기준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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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2019-11-08 NP(NEW WORK ITEM
PROPOSAL) 문서 발행 2020-01-31까지
각국 회람
a) EPE 기기에 대한 요구 사항 및 고조파 방출

6. 정전기 내성 IEC 61000-4-2 Ed3.0
전면 개정
가. 기본정보
SC77B /
MT12

분과
현재 상태

◦ PNW TS 77A-1061 ED1의 RVN(RESULT
OF VOTING ON NEW WORK ITEM
PROPOSAL)

문서

(2020-02-07)

발행으로

77A/1069/RVN
77A/1061/NP

문서로 NP참가는 P 멤버 27개국 중 7개국 참고

1
장

허용기준
b) 형식 시험 및 시뮬레이션 방법

제

77B/841/
CD

제

프로젝트 명 IEC 61000-4-2
/표준번호
ED3.0
완료시기

2
장

2023.09
제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표준(안) Part 4-2: Testing and measurement
명칭(영문) techniques-Electrostatic discharge immunity
test

3
장

제

표준(안) 전자파적합성(EMC) - 제4-2부: 시험 및 측정
명칭(국문) 기술 – 정전기 내성시험

4
장

및 NP문서(77A/1061/NP) 투표 결과 P멤버
22개국 찬성을 CD단계 진행 결정되었고 목표
일정은

CD:

2020-04-30,

FDIS:

2021-11-30 IS: 2022-11-30

제

나. 주요 내용

5

◦ 접촉 방전은 물론 기중 방전에도 동일하게

장

적용되는 단일 방전전류 파형 설정

◦ SC77A WG1 첫 번째 회의 2020-02-24

제

6

Copenhagen(DK)회의에서 논의 진행

장

◦ 2020-07-10 CD 문서 발행(77A/1086/CD)
2020-10-02까지 각국 회람되어 WG8 검토

제

7

결과 CC문서(77A/1089A/CC) 2021-10-09

장

발행
◦ 2021-07-09 2nd CD 문서 발행 (77A/1108/CD)

제

2021-10-01까지 각국 회람하고 각국 코엔트

8

검토 CC문서 준비 중

장

◦ 신재생에너지 및 어너지 저장장치에 사용되는

제

인버터 등의 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9

있도록 관련 전문가 검토 필요

장

제

10

[그림 8-18] 공칭 방전 전류 파형

장

제

11
장

241

EMC(전자파적합성)

<표 8-17> 방전 전류 파형 파라메터

◦ 통합형 방전 전류 파형 파라메터 표 신설
◦ 벽 부착형 기기에 관한 시험 방법 추가

◦ 인가 방전 횟수를 기존의 “최소 10번의 단일
방전”을 “20번의 단일 방전”으로 강화
◦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한

부록

E(informative) 추가
- 에너지 저장 캐패시터와 방전 저항으로 200
pF 및 50 ohm을 사용
◦ 시험지점 선택에 관한 부록 F(informative)
추가
-정전기 시험 인가 지점의 선택은 EUT에 인간
접속이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함
[그림 8-19] 벽 부착형 기기에 대한 시험 배치 예

- 비 인가 지점에 관한 설명
- 접촉 방전 인가에 관련된 접촉 분야 적용 경우
- 기중 방전 가이드라인

<표 8-18> 콘넥터 상에 ESD 적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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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방전 가이드라인

<표 8-21> 전류 방전 시간 폭 불확도 budget

제

◦ 측정 불확도 개정(부록 G)

1

- ESD 전류 방전 상승 시간에 관한 불확도

장

budget 개정
제

2
<표 8-19> 전류 방전 상승 시간 불확도 budget

장

제

3
장

- ESD 전류 방전에서의 두번째 피크에 관한
불확도 budget 신설

제

<표 8-22> 전류 방전 두번째 피크 불확도 budget

4
장

제

5
장

- ESD 전류 방전에서의 최초 피크에 관한

제

6

불확도 budget 개정
<표 8-20> 전류 방전 최초 피크 불확도 budget

장

- ESD 전류 방전 60 ns에서의 불확도 budget

제

개정

7
장

<표 8-23> 전류 방전 60 ns에서의 불확도 budget

제

8
장

제

9
장

- ESD 전류 방전 시간 폭에 관한 불확도

제

10

budget 신설

장

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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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이력 및 계획

줄이기 위해 하나 이상의 주파수를 동시에

◦ 2021-05-07 RR문서에서 IEC 61000-4-2

인가하는

시험(multi-tone

testing),

증폭기의 선형성 요구사항은 집합 신호(묶음

유지보수 결정(77B/840/RR)
◦ 2021-05-07 첫 번째 CD문서(77B/841/CD)
발행, 2021-07-30 까지 각국 검토

신호)를 만족해야 함, 각 신호 주파수에서
레벨은 같은 변조를 사용하여 같은 시간에

◦ MT12에서 각국의 의견을 논의(15 kV

하나의 주파수에 대하여 레벨 세팅을 하는

기중방전 교정은 구조상 불가능하여 새로운

것과 동일하여야 함, 상호 변조 신호

방법 검토, 현장시험 informative 구성, 방전

(Intermodulation signal)는 고조파 같은

횟수 등을 검토)

성분을 관리 및 선형성 검사 필수(그림 8-21)
◦ 시험 신호 발생기의 요구 사항 중 “출력 VSWR

7. 전도성 무선주파수 전자기장 내성 IEC
61000-4-6 Ed5.0 전면 개정

＜ 1.5” 삭제
◦ 감결합기기로 CDN 및 감결합클램프(부록 A)
사용 신설
◦ EUT의 일부로 감주되는 sub-unit의 길이

가. 기본정보
분과

SC77B /
WG10

현재 상태

77B/824/
CC

프로젝트 명 IEC 61000-4-6
/표준번호
ED5.0
완료시기

2022.07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표준(안)
Part 4-6: Immunity to conducted
명칭(영문)
distrurbances induced by RF fields
표준(안) 전자파적합성(EMC) - 제4-6부: 시험 및 측정
명칭(국문) 기술 – 전도성 무선주파수 전자기장 내성시험

변경(1 m이하 ---> 0.4 m 이하)
◦ 표 B.1과의 일치를 위해 small size의
dimension 변경(λ/4 ---> λ/10 미만)
◦부속서 J.3. Amp 방해 전압 레벨의 오차 제한치
강화(10 % ---> 2 %)

다. 추진 이력 및 계획
◦ 77B/782/DC문건에 대해 각국에서 의견을

나. 주요 내용
◦ 150 kHz~80 MHz 주파수 범위에서 전도 내성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
◦ IEC 61000-4-6 Ed.5.0은 IEC 61000-4-6
Ed.4.0을 대체하는 개정 작업
◦ Clamp injection 사용 시, AE 설치조건으로
요구되었던 “CM 임피던스 제공”사항 삭제
◦ 주입 방법 선택을 위한 규칙 변경(그림 8-21,
CM 임피던스 조건 삭제)
◦ 부록 H 변경
- 기존 “AE 임피던스 측정” 전체 삭제
- 신규 “다중 신호 시험”으로 변경 : 시험 시간을

244

제시(77B/809/INF)
◦ 2019-08-09 첫 번째 CD문서(77B/812/CD)
발행 및 2019-10-04 까지 각국 회람
◦ 각국의 의견(77B/824/CC)을 반영한 CD문서
(77B/843/CD)를 발행 및 2021-09-24 까지
각국 회람
◦ 2021.11.16 WG10에서 각국의 의견을 논의
◦ 전도성 내성시험 시험 규정 개정에 대한 각
시험소의 검토 필요

제8장 TC77 위원회 표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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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0] Injection 방법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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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 시험 신호 및 상호변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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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글

올해도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5G 이동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전자기기의

무선서비스, 5G+, AI, 빅데이터 등이 다양한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비의도성 전자파도 함께

전기･전자 산업과 융합되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의도적 전자파로 인한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별로 확산되고 있다.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기 및 통신

5G 이동통신 기술은 3.5 ㎓ 대역에서 우선

서비스의 오동작 및 성능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초고속 이동통신의 구현을

융합･지능화에

따라

전기･전자

커지고 있다.

위하여 28 ㎓ 밀리미터파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전자 기기

확대해 갈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기기를 네트워크로

및 무선통신 기기로부터의 인체 안전을 확보하고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분야, 자율주행 자동차나

기기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로봇제어와 같은 실시간 제어 분야에 대한

전자파인체보호(EMF) 및 전자파적합성(EMC)에

서비스도 좀 더 구체화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한 인증 및 대책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5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서비스하였고, 5G 기술

아울러 단일 제품에만 요구되던 전자파 인증이 철도나

선도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열띤 노력이

생산설비와 같이 대형 또는 고정형 시스템으로 적용

지속되고 있다.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등 전자파 안전관리의 필요성도

또한, 전자파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정보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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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파기술과 전기

가전기기,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이렇게 전자파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히 통제하기

전기철도 등에 대한 응용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위한 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됨에 따라

아울러 태양광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적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에 관한 관심이 더욱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와 EMC 기준전문위원회를

커지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전파는 전기, 가전, 방송, 정보통신 등의 산업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는 국내 전자파인체보호

분야에서부터 의료,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표준화 및 IEC TC106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하여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 산업 분야까지 모든 산업

휴대전화, 기지국 등 무선통신기기 및 생활가전,

분야에서 응용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적용 기기 등 신기술 관련 전자파

마무리 글

인체노출량 평가 표준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무선국 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표준협력 위원회는 IEC TC106 등 국제표준화에

전자파 강도 평가방법(외삽법 활용) 및 측정방법을

대한 대응과 특별 위원회에서 개발된 국가표준(안)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5G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대한 최종 검토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IEC TC106

측정방법을 IEC TC106 MT3(무선국 전자파

국제 화상회의에 참가하여 국내의 휴대전화와 기지국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에 제안 및 기고하였으며,

및 무선전력전송 관련 연구 내용이 국제표준(안)에

다양한 5G 기지국의 출현에 따라 측정 지점 및 간격,

포함되도록 대응하였다.

시간 등 측정 조건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다. 뿐만

정책제도 위원회는 국내 전자파인체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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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실생활(in-situ) 환경 중심에서의 전자파 강도
대응하기

위해

생활환경

3

정책, 제도, 인증평가방법 수립을 위한 논의와 제반

측정에

전자파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WHO, ICNIRP, GLORE 등

측정방법(안)을 국가표준으로 개발키로하고, 저주파

전자파인체보호 분야의 국제회의에 주로 대응

및 고주파, 광대역 및 협대역 측정 등 세부 측정방법에

제

하였다. 전자파 인체보호와 정책, 제도 개선과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장

관련되어 논의한 내용으로는 ICNIRP Guideline

휴대기기 위원회에서는 휴대기기의 전자파흡수율

2020 개정에 따른 국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개정

및 전력밀도 등 전자파인체노출량 측정방법

방향 및 개정 내용 검토하였으며 주요국들의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6 GHz 이상 대역

전자파인체보호 규제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여 국내

휴대기기의 전자파인체노출량 평가방법에 대해

고시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논의하고,

EMF측정지침

위원회는

전자파흡수율

및

웨어러블기기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와 관련한 고시에서 다루지 못하는 세부

추진하였다.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와이파이6E

WPT-EV

등

측정방법(안)을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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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개발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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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장

위원회에서는

전기

자동차

및

제

무선전력전송기술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7

노출량 측정방법 및 간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기자동차 및 무선전력전송위원회를 통합하여

장

생활속 전자파 위원회에서는 ｢생활속 전자파｣

운영하였고, 올해에는 전기자동차의 전자파 강도

등 차세대 WLAN 주파수 확대에 따른 전자파 인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생활제품 및 공간 전자파

측정방법에

대한

보완･개선사항을

측정신청에 대해 중복성 및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상반기/하반기

무선전력전송기술을 활용한 전기이륜차에 대한

측정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검토하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확대에

대해

제

검토하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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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으며

제

측정방법을 검토하였다.

9

EMF용어사전편찬위원회는 ’09년도에 편찬된

공개하였다. 상반기 6종(코로나방역제품 등), 하반기

EMF용어사전을

새롭게

개정하기

7종(커피머신 등) 선정제품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전자파인체보호 관련 중요 및 신규 문서를 검토하여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총 966개의 EMF 용어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하였으며

나타났으며 전자파차단제품에 대한 성능검증을 통해

부록, 용어정의, 용어설명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를

허위 및 과장광고 여부를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추진하여 ’22년에 새로운 EMF 용어사전을 편찬할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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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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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전자파적합성)

전자파적합성에 대한 국제표준을 추진하는
기관은

크게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및

이번 EMC 표준화 동향보고서에서는 2021년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논의된 국제 EMC 표준화 회의 내용 및 표준 문서를

SG5)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IEC CISPR는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는 18 ㎓ 이상 대역

전자파적합성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매년

시험장평가법 검증, 현장측정에서 전도성 방해

정기적으로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여 일반 및 제품군별

측정방법, C2X 통신에 대한 전자파 내성 시험 시

표준을 제･개정하고 있으며, 이 표준들은 다수의

부품과 차량에 EMC TR 신규 제정, 가정용기기

국가와 지역별 표준기구들에서 기준으로 준용되고

시험방법 개정, 조명기기 시험방법 개정, 6 ㎓ 이상

있다. ITU-T SG5에서는 정보통신망 시스템과

주파수 대역에 방출 허용기준 마련 등에 대한 표준화

연계된 환경으로부터의 전자파적합성 , 휴대전화 등

활동을 전개하였고, 광대역 신호 방사 내성 시험표준

통신 장치 및 설비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제정을 제안하여 5G 등 방해원의 영향을 평가하는

평가, 저감, 인체 보호 등을 연구하고 있다.

새로운 기본 표준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
77기술위원회(TC77),

CISPR는 기본규격(A), 전기 및 ISM기기(B),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전파 및

자동차 및 전장품(D), 가전 및 조명기기(F),

ICT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의 전기 전자기기와 융합될

무선서비스 간섭(H), 정보 멀티미디어기기(I) 6개의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전파 이용을 보장하기

소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위해서는 기기 및 시스템의 전자파적합성을 확보할

소위원회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측정 장치와 측정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파

방법에 대한 기본표준, 제품별 측정 방법 및 기준,

안전관리가 주요 설비 및 시스템으로 확대될 수

무선서비스 보호를 위한 허용기준을 제･개정한다.

있도록 제도기반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는

및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분과위원회별 연구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TC

필요하며, EMC 기술발전 및 표준화 대응을 위하여

77 기술위원회는 저주파수 관련 내성을 담당하는

적극적인 연구수행과 활발한 표준화 활동이

77A 분과와 고주파수 관련 내성을 담당하는 77B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CISPR

전략

정책

승인

분과, 고출력 전자기파 내성을 담당하는 77C 분과로

이 동향보고서가 우리나라 산업체와 EMF 및 EMC

구성되었으며 내성 공통 규격과 내성 항목별 시험

관련 전문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방법에 대한 규격을 제･개정하고 있다.

끝.

IEC CISPR는 매년 국제회의를 통하여 각 국가의
규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도 CISPR 총회는 11월
18일부터 19일, 소위별 회의는 11월 8일부터 9일,
11월 15일부터 17일, TC77 총회는 10월 8일,
SC77A 총회는 10월 5일, SC77B 총회는 10월 6일
전자회의로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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