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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Electric Vehicle의 EMF 저감을 위한 FCCL 차폐효과 분석

An Analysis of FCCL Shielding Effect for EMF Attenuation to On-Line Electric Vehicle

심 형 욱
†
․김 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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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Wook Shim․Jong-Woo Kim․Dong-Ho Cho)

Abstract - According to ICNIRP guidelines for limiting exposure to time-varying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up to 300GHz, magnetic flux density which range from 3Hz to 150kHz are regulated to lower than 6.25μT. In order 

to comply with its standard, OLEV(On-Line Electric Vehicle) have been designed considering EMF(Electro-Magnetic 

Field) reduction. However, if a current flowing in power line would be bigger for increasing power transfer efficiency, 

the established shield system no longer acts their role properly. In this paper, therefore,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is applied to power line and pick-up devices to solve the problems. Though, the FCCL is normally utilized to 

insulator on circuit board, because of its high heat resistance characteristic, flexibility and thin properties, it makes 

effectiveness in the shielding device as well. 4 types of FCCL shielding structure are introduced to power line and 

pick-up devices. From the results, the FCCL which are placed in proposed positions shows maximum EMF　reduction 

compared to the established shielding structure. Henceforth, if OLEV is applied FCCL shielding structure in practice, it 

will not only be more safe but also step forward to commercializatio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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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카이스트에서 2009년도부터 운행 인 OLEV(On-Line 

Electric Vehicle)는 기를 무선으로 공 받아 운행하는 비

 충  방식의 기 자동차이다. 선로로부터 발생되

는 유도 자기장을 픽업 장치에서 받아 기 력을 발생, 배터

리를 충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OLEV는 무선충 에 따

른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 개선 등 기존 기자동차의 단

을 해결하 지만   집 시스템 력 달 특성에 따라 

EMF(Electro-Magnetic Field)에 한 안 성 문제가 존재

한다. 따라서 OLEV의 자  인체유해성 평가는 일반 러

그 충 방식의 기자동차와 달리 차량 기안 성 평가에 

있어 가장 핵심 인 부분이며 시스템 설계 시, 가장 우선

으로 고려되는 항목이다. EMF 억제를 해 OLEV에 용

되는 기존 차폐구조는 픽업하부의 로텍터, 선로의 구

리 망 등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차폐장치는 ․

집  시스템 구조의 변형을 필요로 하고, 유도가열에 따른 

부식, 손이 발생되어 격한 성능 하에 따른 유지 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OLEV의 안 성 제고, 효

과 인 EMF 억제를 한 책 마련이 시 하며 OLEV 상

용화를 한 최  모델 설계, 차폐 구조와 련된 지속 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2. 본  론

2.1 FCCL의 개요

FCCL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일반 으로 Adhesiveless, 

Adhesive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폴리마이드 필름에 구리호

일을 착시켜 2층 는 3층 구조를 갖는다. FCCL의 특성

은 표 1과 같이 열내성이 높고 치수 안정성이 높으며 제조 

방식에 따라 투명성, 연성이 다르다[1]. 

그림 1 FCCL 구조

Fig. 1 FCCL Structure

OLEV 버스의 경우 일반 인 기 승용차의 5배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2C-ratio 이상으로 속 

충 되기 때문에 충  시 고온의 열이 발생된다. 한 차량 

이동시 충격에 의해 페라이트 코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

므로 상시 픽업 표면의 찰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 내성이 강하고 투명성이 있는 Adhesiveless 

2 Layer FCCL를 용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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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CCL 특성

Table 1 Properties of FCCL

항목 2 Layer 3 Layer

Mfg. 

Processing
Casting Metalizing Laminating

Heat resistance High High Low

Dimensional 

stability
Good Good Poor

Transparency Medium Good Poor

Bending fatigue Good Poor
Depend on 

types

Harmony with 

coverlay
Not settled yet Good

Handling Difficult Easy

Cost Expensive Cheap

2.2 FCCL을 이용한 차폐장치

 FCCL을 이용한 차폐장치는 OLEV 차량의 선로와 

집 장치의 픽업에 부착된다. FCCL의 경우 두께가 10μm이

하로 유연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집  구조

의 변형없이 오직 FCCL의 성형만을 통해 부착이 가능하다. 

기존 차폐장치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의 경우, 1cm 이상의 

두께와 이에 따른 무게로 도로 매설  차량 부착 시, 어려

움이 있었지만 FCCL을 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2.2.1 OLEV 구조

OLEV는 그림 2와 같이 인버터, 선로로 구성되

어있는 시스템과 픽업, 정류기, 귤 이터로 이루어진 

집 장치로 구성되어있다. 시스템의 선로는 지 선

로의 직매식으로 도로 하부 약 10-20cm에 매설되어 있으며 

정격 1000A이상의 이블을 사용한다.

그림 2 OLEV 구성도

Fig. 2 OLEV Configuration

 인터버는 력계통에서 공 되는 3상 380V, 60Hz의 

력을 200A, 10-20kHz의 공진주 수 성분으로 변환하고 

류 크기를 제어하여 충  속도를 결정한다. 충  속도는 

배터리 용량을 기 으로 1시간 내에 속충 이 가능하도록 

C-ratio를 설정 한다. 집 시스템의 픽업은 차량 하부에 부

착되어 있으며 최 의 기 력을 발생 시킬 수 있도록 특수

한 구조로 되어있다. 한 차량의 경우 충  시 차량과 

선로사이의 치에 따른 충 속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

를 고려한 다 구조의 픽업을 사용한다. 픽업에서 유도된 

기 력은 정류기에서 직류성분으로 변환되고, 귤 이터를 

이용하여 각 픽업에서 발생된 유도 기 력의 크기를 기  

사양에 맞게 변환, 배터리로 공 한다.

OLEV의 충 속도는 차량  선로의 치에 매우 민

감하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은 SMFIR, 자기장 형상화 기술

을 사용한다. SMFIR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의 치에 계

없이 ·집  구조에 맞는 최 화된 자기장 형성이 가능하

며 부가 으로 외부로 회 되는 자기장 한 감소되어 승객

에게 노출되는 자  향이 다[3-5].     

그림 3 자기장 형상화 기술

Fig. 3 SMFIR

2.2.2 OLEV 구조

선로 차폐는 그림 4와 같이 E형  코어 좌우 가

장자리에 FCCL을 부착하는 Type 1, 그림 5와 같이 선

로 를 덮는 Type 2, 2가지 방식을 용한다. Type 1의 경

우 FCCL로 인하여 E형 코어에서 외부로 향하는 자기

력선을 흡수, 지상에서의 EMF를 억제한다. 이 방식은 E형 

코어 외부로 발산되는 EMF는 감소되지만 코어 심부에서 

발생되는 EMF에는 향을 미치지 못한다. Type 2의 경우 

 코어 상단부에 FCCL을 덮어 체 인 EMF의 감소가 

가능하지만 유도 류에 따른 열화 상으로 력 송 효율

이 감소되는 단 이 있다. 

그림 4 ·집  구조

Fig. 4 Feeder and collector structure

그림 5 코어 외곽에 부착된 FCCL(Type 1)

Fig. 5 FCCL attached outside of the feeder's core(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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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MF 측정 치

Fig. 9 EMF measurement positions

그림 6 코어 상부에 덮힌 FCCL(Type 2)

Fig. 6 FCCL covering on the feeder's core(Type 2)

집  시스템의 경우 그림 7과 같이 픽업 코어에 부착하는 

Type 3 방식과 그림 8의 픽업 장치에 우는 Type 4, 2가

지 방식을 용한다. Type 3은 코어에만 부착하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하며 력 송 효율의 감소가 없다. 그러나 픽업 

권선에서 차량 좌측과 우측으로 나오는 EMF만을 감소시키

고 으로 회 되어 나오는 EMF의 감소효과는 다는 단

이 있다. Type 4는 권선에서 나오는 EMF의 체 인 감소 

효과는 크지만 픽업이 차량에 설치되기  FCCL 부착 작업

을 하여야 하고 FCCL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선로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이 픽업에 유도되지 못하고 일부 열에 지

로 손실되는 단 이 있다. 그러므로 차폐 장치는 EMF 억제

에 효과 이고 손실 에 지를 최소화하기 해   집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한 차폐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림 7 픽업 양쪽에 부착된 FCCL(Type 3)

Fig. 7 FCCL attached to both sides of pick up(Type 3)

그림 8 픽업 체를 덮은 FCCL(Type 4)

Fig. 8 FCCL covering entire pick-up(Type 4)

2.3 시뮬 이션

2.3.1 시뮬 이션 조건

OLEV에 용되는 FCCL 차폐구조의 합성  효과를 

분석하기 해 2013년도부터 구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용

된 OLEV 버스의 실제 인 ·집  구조를 MAXWELL 툴

을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충  시, 선로에는 400A, 

20kHz의 류가 흐르며 SMFIR을 한 E형 코어가 용되

었다. 선로의 총 길이는 8m이며 이  5m 길이의 선로에만 

페라이트 코어가 설치되었다.  인버터의 용량은 총 

100kW이다. 집 장치의 픽업은 버스 당 5 가 설치되어 있

으며 각 20kW의 용량으로 총 100kW의 용량을 갖는다. 각 

픽업의 turn수는 좌, 우측 편차를 고려하여 32회로 동일하며 

 코어와 같이 E형 구조의 코어가 설치되어있다. 차폐 방

식은 차폐 구조물의 치에 따라 표 2와 같이 구분하 다. 

표   2  차폐 방식의 분류

Table 2 Distribution of shield methods

방식 용 치 비고

Type 1 /코어말단
E형 코어의 좌우측 

돌출부

Type 2 /상부 도로 10cm 깊이

Type 3 집 / 로텍터
E형 코어의 좌우측 

돌출부

Type 4 집 /픽업 픽업 체

시뮬 이션을 한 조건은 표 3과 같으며 차폐 방식에 따

라서 류와 집 류를 달리하 다. 차폐를 해 용

된 FCCL 구조물은 은 2 layer이며 10μm이하의 두께를 갖

는다.

표   3  차폐 방식의 분류

Table 3 Distribution of shield methods

Type 항목 조건 항목 조건

1
 

류

400A

집  류

30A

20A

300A
30A

20A

2
 

류

400A

집  류

30A

20A

300A
30A

20A

3
 

류

400A

집  류

30A

20A

300A
30A

20A

4
 

류

400A

집  류

30A

20A

300A
30A

20A

자  인체보호기 은 표 4의 ICNIRP 규격을 용한 

법 제 47조의 2, 제1항을 기 으로 한다.

측정 치는 그림 9와 같이 IEC 62110에 따라 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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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range E-field strength(Vm-1) H-field strength(Am-1) B-field(μT)

up to 1Hz - 3.2X10
4

4X10
4

1-8Hz 10000 3.2X104/f2 4X104/f2

8-25Hz 10000 4000/f 5000/f

0.025-0.8kHz 250/f 4/f 5/f

0.8-3kHz 250/f 5 6.25

3-150kHz 87 5 6.25

0.15-1MHz 87 0.73/f 0.92/f

1-10MHz 87/f1/2 0.73/f 0.92/f

10-400MHz 28 0.073 0.092

400-2,000MHz 1.375f
1/2

0.0037f
1/2

0.0046f
1/2

2-300GHz 61 0.16 0.20

표   4  ICNIRP의 시변 자기장 노출 규격(Public)

Table 4 ICNIRP Standard of time-variance EMF(Public)

표   5  차폐장치가 없는 경우의 EMF

Table 5 EMF value in case of non-shield structure

항목

( /집 )

50cm

(μT)

100cm

(μT)

150cm

(μT)

평균

(μT)

400A/30A 12.3 7.3 3.0 7.5

400A/20A 12.1 7.2 2.9 7.4

300A/30A 9.4 5.6 2.3 6.0

300A/20A 9.2 5.4 2.2 5.6

20cm, 높이 0.5, 1.0, 1.5m 세 지 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로의 치와 차량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EMF 발

생이 상 으로 큰 차량 측면의 A 면을 측정 치로 선정

하 다[6-7]. 

2.3.2 시뮬 이션 결과

시뮬 이션은 MAXWELL의 Transient type과 Eddy 

current type을 사용하 고 각 물체마다 10mm 이하의 

Mesh를 주었다. Time Step은 1μs로 총 40μs동안의 결과를 

보았다. 모델링한 ·집  구조에 발생되는 자기장 벡터는 

그림 10과 같이 형성되어 에서 집 으로 력 송이 이

루어진다.  

그림 10 자기장 벡터

Fig. 10 Magnetic field vectors

차폐 장치가 없는 경우의 ·집  시스템의 EMF는 표 5

와 같다. 류가 300A(2C-ratio)일 경우 ICNIRP 규격인 

6.25μT를 만족하지만 400A일 경우 약 7.5μT이상의 EMF가 

측이 되어 규격을 만족하지 못한다. 

Type별 EMF 측정값은 표 6과 같다. Type 3을 제외한 

모든 Type에서 ICNIRP의 규격을 만족하 고 평균 2μT의 

감소를 보 다. EMF 감소가 가장 많은 Type은 Type 4로 

평균 4.1μT의 EMF를 보 다.   

그림 11-14는 Type 4의 Case 1~4의 결과 그래 이다.  

그림 11 Type 4, case 1의 결과

Fig. 11 Result at type 4, case 1

그림 12 Type 4, case 2의 결과

Fig. 12 Result at type 4, case 2



기학회논문지 63권 6호 2014년 6월

774

Type Case 50cm 100cm 150cm 평균
변동 치

(차폐장치가 없는 경우와 비교)

ICNIRP 

합격여부

1

1 8.6 5.3 2.1 5.3 ↓2.2 O

2 9.1 5.5 2.2 5.6 ↓1.8 O

3 6.7 4.2 1.7 4.2 ↓1.8 O

4 6.4 3.9 1.6 4.0 ↓1.6 O

2

1 8.4 5.3 2.2 5.3 ↓2.2 O

2 8.0 4.9 2.0 5.0 ↓2.4 O

3 6.5 4.2 1.7 4.1 ↓1.9 O

4 6.1 3.8 1.6 3.8 ↓1.8 O

3

1 13.1 7.9 3.2 8.1 ↑0.6 X

2 12.9 7.8 3.1 7.9 ↑0.5 X

3 9.9 6.0 2.4 6.1 ↑0.1 O

4 9.8 5.9 2.4 6.0 ↑0.4 O

4

1 6.9 5.0 2.3 4.7 ↓2.8 O

2 6.9 5.0 2.3 4.7 ↓2.7 O

3 5.2 3.8 1.8 3.6 ↓2.4 O

4 5.2 3.8 1.7 3.6 ↓2.0 O

표   6  ICNIRP의 시변 자기장 노출 규격(Public)

Table 6 ICNIRP Standard of time-variance EMF(Public)

그림 15 차폐장치가 없는 경우 픽업에서의 유도 압

Fig. 15 Induced voltage on pick-up with non-shield 

structure

그림 13 Type 4, case 3의 결과

Fig. 13 Result at type 4, case 3

그림 14 Type 4, case 4의 결과

Fig. 14 Result at type 4, case 4

시뮬 이션 결과로부터 Type 4의 EMF 감 효과가 가

장 큰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차폐장치에 따른 에 지 손

실이 크다면 EMF 감소를 한 차폐 장치의 도입은 실효성

이 없다. 따라서 집 장치의 픽업에 유도되는 압을 비교

하여 차폐 장치에 따른 손실량을 확인하 다. 그림 15는 차

폐장치가 없을 때 픽업에 유도되는 압이다. 선로에 

400A를 흘렸을 경우 약 1.145kV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6은 그림 15와 마찬가지로 Type 4에 차폐 장

치를 설치하 을 때 픽업에서 발생되는 유도 압이다. 차폐장

치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약 2.5% 정도 감소되었지만 집 장

치의 출력이 100kW인 것과 권선의 류정격이 200A 이상인 

을 고려하면 시스템 설계상 야기되는 문제 은 없다.

력 송 효율은 인버터 입력 력과 픽업의 귤 이터 

출력 력의 비로 산출된다. 그러나 무선 력 송 특성상 

실험에 따른 송효율의 경향만을 악할 뿐, 실질 인 효율

을 측하여 계산하기는 어렵다. 운용 인 OLEV를 고려하

면 평균 85% 즉,  선로에 120kW의 력을 공 할 때 

픽업 당 21kW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 픽업 당 유도 압은 

선로의 류에 따라 변하며 일반 인 100kW  OLEV

의 경우 300A, 20kHz를 공 하 을 때 픽업당 약 68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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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A가 발생된다. 를들어 Type 4 300A를 흘렸을 경우 

2.5%의 유도 압이 감소하게 된다면 력 송 효율은 약 

1% 정도 감소된다.  

그림 16 차폐장치가 없는 경우 픽업에서의 유도 압

Fig. 16 Induced voltage on pick-up with non-shield structure

3. 결  론

내열성이 높고 투명하며 유연한 특성을 갖는 FCCL을 

OLEV 차폐재로 용하여 EMF 감 효과를 분석하 다. 

재 운행 인 구미시 OLEV 차량의 ․집  시스템을 

MAXWELL 툴을 이용하여 모델링하 고  차폐와 집  

차폐, 총 4가지 Type의 차폐 구조를 용하여 ICNIRP 규격

의 만족여부를 도출하 다. 결과로부터 집  시스템 차폐의 

경우,  시스템 차폐보다 EMF 억제가 더욱 효과  이

다. 한 Type 4 집  차폐의 경우 픽업 크기가 기존과 동

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체 자속 도  2.5% 만이 외부로 

회 , 에 지 손실이 어 OLEV 차폐 구조로써 가장 합

하다. 한 구미시에서 운용 인 알루미늄 차폐가 되어있는 

OLEV 차량과 비교하여도 FCCL 차폐재가 30% 이상 개선

된 EMF 억제 효과를 보인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무선충 식 기 자동차의 EMF 억제를 한 FCCL 차

폐 구조를 도입한다면 안 성뿐만 아니라 시스템 경량화에 

따른 경제성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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