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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EM(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 in the high voltage connector for the hybrid electric 

vehicle. The connector bridges the electrical components and helps transferring electrical power and signal through it. 

The necessity of the high voltage and current connector development is emphasized because the hybrid electric vehicle 

recently uses the high voltage and current more than 500V and 80A. So far there has not been international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standards to limit the RE(Radiation Emission) from the connector for the hybrid electric 

vehicle. In this paper we analyzed EM characteristic of the 288V, 65A connector to check if the RE from the high 

voltage connector could be within the RE limit standard of vehicle. Three-dimensional modeling and simulation was 

conducted by using MWS(Microwave Studio) of the CST corporation, and the result was compared with the measured 

RE data, which showed good coincidence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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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세  미래형 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 (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자동차의 여러 단 들을 극복하기 

하여 빠르게 발 하고 있다. 내연기  자동차의 주동력원인 

화석연료의 고갈  공해 문제로 인해 고효율 이며 친환경

인 자동차들이 개발 에 있으며, 더 나아가 자동차와 첨

단 IT 기술의 융합을 통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목시킨 지

능형 미래 자동차 산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래형 자동차

로 표되는 기 자동차(EV: Electric Vehicle)는 내연 기

이 없이 배터리에 충 된 기 에 지로 모터를 구동시켜 

동력을 발생하는 자동차이다. 하지만 핵심 동력원인 배터리

의 긴 충  시간  짧은 수명, 무게, 가격 등과 같은 내부

 문제와 배터리 충  인 라 미비와 같은 외부  문제로 

인해 상용화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

움을 극복하기 해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 자동

차가 개발 에 있다.[1] 이러한 미래형 자동차들은 공통

으로 다수의 장품이 차량에 내장되어 있다. 그 에서도 

력제어에 련된 력 자부품의 비 이 매우 높아졌다. 

그 결과 차량에서 필수 으로 사용되는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는 Power MOS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과 같은 

력 스 칭 소자  기 모터를 구동할 때 유기되는 노이즈 

성분은 결속된 자제어 시스템에 왜곡된 원  신호 

송을 유발한다. 이런 불안 한 원은 고 압 이블과 커

넥터에서 자  간섭(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을 발생하여 인근 장품의 오작동을 래해 자동차의 안

성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2] 재 자동차의 자  합

성(EM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련 주 수 역

은 30MHz에서 1GHZ까지 이나, 앞으로의 미래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장품들은 1GHz이상의 역 주 수가 이용되

기 때문에 이런 고주  환경에서 원  신호 달특성 부

분을 집 으로 검토해야만 한다.[3] 아직 기 자동차에 

한 EMC 국제 규격은 해당 원회에서 검토 에 있으며 

조만간 규격화가 완성될 것으로 상되고 있으나, 그 기본

인 틀은 기존의 엔진 구동 자동차의 규격과 크게 다르지 않

다.[9] 따라서  단계에서 각 제조사들은 기존의 엔진 구동 

자동차의 규격 는 자체로 제정한 규격을 이용하여 EMC 

응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형 

기/하이 리드 자동차용 고 압 커넥터의 기 신호 달

(Transfer), 반사(Reflection), 화(Crosstalk), 방사

(Radiation) 특성을 실험과 시뮬 이션을 통하여 분석하

고, 그 결과 두 분석 결과의 상 계를 확인하 으며, 여기

에서 나온 자  방사가 기존의 엔진 구동 자동차의 방사 

규격을 충족함을 확인하 다.

2. 본  론

2.1 기/하이 리드 자동차의 황  커넥터의 역할

고 압 시스템  장품을 내장하고 있는 기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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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특성 향상을 해 동력원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 

시키고 있으며 주 동력원인 배터리 형태에 따라 기 자동

차를 구분할 수 있다. 하이 리드 기 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는 운행 시 내연기 을 통해 충

된 배터리의 기 에 지로 모터를 구동시켜 주행된다. 

재 배터리 성능의 한계로 인해 두개의 동력원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러그인 하이 리드 기 자동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는 가정이나 충 소에서 

충 된 배터리의 기 에 지로 모터를 구동시켜 주행된다. 

배터리 방  시 HEV방식으로 주행되지만 별도로 배터리를 

충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연기 의 의존도가 감소하여 고

연비 특성을 나타낸다. 최근 배터리의 의존도를 이기 

해 국내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온라인 기 자동차

(OLEV : On-Line Electric Vehicle)는 도로 아래에 가설된 

선로에 의해 발생된 자기장을 차량 하부에 설치된 집

장치가 압으로 변환하여 모터를 구동하고 여분의 기 에

지는 배터리에 충 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 자동차이다. 

배터리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므로 배터리의 무게와 크기가 

일반 기 자동차에 비해 1/5수 으로 감소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 듯 동력원을 장할 수 있는 원 장치의 다

양한 변화는 12V에서 500V까지 사용하는 기 자동차의 고

압 시스템 환경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4] 특히 압 증폭을 한 

Booster converter, 모터 구동을 한 Inverter, 12V용 일반 

장품 사용을 한 DC-DC converter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소스는 력 송을 한 고 압 커넥터를 통해 그 로 

송된다. 따라서 장품을 작동시키기 하여 기 인 성

질의 부품들을 서로 연결하고 원을 달함으로써 장품

이 정상 작동하게 역할을 하는 차량용 커넥터의 자기 해

석은 기 자동차의 신뢰성 향상을 해 다른 장품 보다 

최우선 으로 이행 되어야 한다. 자기 해석은 3차원 모델

링을 통한 시뮬 이션과 측정을 통해 결과를 비교하여 이행

될 수 있다.[5][6]

2.2 커넥터의 형상

본 연구에 사용된 하이 리드 자동차용 커넥터는 입력 측

에 DC 원을 송 받아서 출력 측인 차량용 에어컨과 인

버터로 DC 원을 송 하는 역할을 한다. 커넥터의 체 크

기는 181mm×132mm×67mm(Width×Depth×Height) 이다. 커

넥터는 총 3가지 부분으로 구분되며 구성은 입력 측과 연결

된 DC 커넥터, 에어컨과 연결된 A/Con 커넥터, DC와 

A/Con 커넥터를 결속시켜주며 인버터와 연결되는 Main- 

Body 커넥터로 되어 있다. 여기서 A/Con은 편의상 에어컨

을 약자로 표기 한 것이다. DC 커넥터로는 15kW, 288V, 

65A의 원이 송되며 A/Con 커넥터로는 4.5kW, 288V, 

20A의 원이 송되고 Main-Body 커넥터에 연결된 인버

터로는 10.5kW, 288V, 45A의 원이 송된다. 다시 말해 

A/Con 커넥터와 Main-Body 커넥터의 출력의 합은 DC 커

넥터의 출력과 같다. DC와 A/Con 커넥터는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 기본 으로 내부 구성품은 같다. DC와 A/Con 커넥

터의 4가지 주요 구성품은 이블과 Main-Body 커넥터를   

      

그림 1 DC 커넥터를 이루고 있는 구성품들

Fig. 1 Several components of a DC Connector

그림 2 메인 보디 커넥터를 이루고 있는 구성품들

Fig. 2 Several components of a main-body connector

연결시켜주는 와이어 연결부(Wire connection), 와이어 연결

부를 보호하는 내부 하우징(Inner housing),  자  간섭을 

방지하기 한 커넥터 차폐부(Shield),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보호를  한 외부 하우징(Outer housing) 부분으로 구성 

된다. 그림 1은 DC 커넥터의 주요 구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Main-Body 커넥터의 4가지 주요 구성품은 류의 분기를 

해 커넥터의 심체 역할을 하는 모선(Bus bar), 모선을 

보호하는 하우징, 차폐부 역할을 하는 Under cover와 Upper 

cover 부분으로 구성 된다. 그림 2는 Main-Body 커넥터의 

주요 구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커넥터는 

많은 부품들이 이용되었고 개수는 총 71개이다. 그  유

체를 사용한 부품은 23개이고 도체를 사용한 부품은 48개 

이다. 유 체와 도체를 합쳐서 체 10개의 재료가 사용되

었으며 재료 물성 정보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원을 송

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와이어는 동축선로 구조로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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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료 물성 정보

Table 1 Information for material constant

표   2  사용된 와이어의 사이즈

Table 2 Size of Wire

재료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기  송 특성이 변화한다. 

와이어의 심체(Core)는 표 1의 2번 재료가 사용 되었고 

내부유 체(Inner dielectric)는 9번 재료가 사용 되었으며 외

부유 체(Outer dielectric)는 10번 재료가 사용 되었다. 표 2

는 와이어의 구조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2.3 커넥터의 3차원 모델링

복잡한 형태와 분할된 구조를 가지는 상의 3차원 해석

을 해 리 사용되고 있는 2가지 방식은 유한 요소법

(FEM : Finite Element Method)과 시간 역 유한 차분법

(FDTD :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Method)이 있

다.[7] 본 연구에서는 하이 리드 자동차용 고 압 커넥터의 

복잡한 구조의 자기 해석을 해 시간 역 유한차분법 기

반인 독일 CST(Computer Simulation Technology)사의 

MWS(Microwave Studio)를 이용하 다. 이 상용 로그램

을 이용한 커넥터의 3차원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시뮬 이

션에서 이용된 Port는 총 4개이며 DC 커넥터의 (+)와 (-)단

자를 Port1과 Port2로 지정하 고 A/Con 커넥터의 (+)와 

(-)단자는 Port3과 Port4로 지정하 다. 실제 DC로 동작하

는 커넥터의 고주  특성을 해석하기 해 시뮬 이션 상에

서 커넥터 단자에 AC 원을 입력 하 다. 시뮬 이션 주

수 범 는 DC에서부터 1GHz까지 설정하 으며 DC 커넥터

단자와 A/Con 커넥터 단자간의 달 특성, 반사 특성, 화 

특성, 방사성 방출 특성을 분석하 다. 하지만 커넥터의   

          

그림 3 커넥터의 3차원 모델

Fig. 3 Three-dimensional model of Connector

그림 4 모델 수정

Fig. 4 Model Modification

체 형상이 격자 구성을 분할하기에 어려운 곡면 형태로 되

어 있었다. 한 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 3m거리까지의 방 

사 역을 분할하기에는 장의 길이가 매우 짧았다. 따라

서 주 부터 고주 까지 Maxwell 방정식을 이용해 해석

하는 Full-Wave EM simulation을 하기에는 수백만개 이상

의 격자구성을 필요로 하 다. 시간 역 기반의 로그램

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격자구성으로 인해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 하 지만 해결을 해 해

석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 에서 모델을 수정하

다. 격자 구성이 많이 생기는 DC, A/Con 커넥터와 

Main-Body 커넥터의 굴곡부분  홈이 인부분을 단순하

게 수정을 하 으며 특히 작은 돌기와 같이 불필요한 부분

을 제거하 다. 그 결과 체 격자구성 개수  크기를 

여 해석 시간을 1/3로 단축하는 효과를 보 다. 모델 수정 

방식은 본래의 모델과 같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3차원 해

석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8] 그림 4는 모델 수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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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호 달 특성 계산 결과 (S31, S42)

Fig. 5 Calculated signal transfer characteristics (S31, S42)

그림 6 반사 특성 계산 결과 (S11, S22, S33, S44)

Fig. 6 Calculated reflection characteristics (S11, S22, S33, S44)

2.4 시뮬 이션  결과 분석

S-Parameter는 주 수 역에서 입력과 출력의 력비율

을 의미 한다. 이를 통해 력이 입력 측에서 출력 측까지 

얼마만큼 달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달 특성은 실제 

력이 달된 척도를 나타내며 S31는 (+)와이어의 입력측인 

Port1과 출력측인 Port3의 력비율을 표 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S42는 (-)선로의 력비율을 표 한 것이다. 그

림 5의 달 특성 결과를 보면 각 단자는 약 200MHz부터 

달특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400MHz 이후부터 달특성

이 -3dB이하로 나빠짐을 확인 할 수 있다. -3dB선정 기

은 식 1을 통해 입력 비 출력의 비가 반이 되는 1/2로 하

여 계산되었다.

   


              (1)

출력이 1/2로 이하로 감소하면 력 달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성이 좋지 않다고 단 할 수 있다. 반사특성은 력이 

송되지 않고 각 단자로 되돌아오는 력비율을 나타내며 

S-Parameter를 통해 계산된다. 그림 6의 반사특성 결과를 

보면 4개의 단자 모두 약 400MHz부터 송되지 않고 되돌

아오는 력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달특성

과 반사특성을 비교하여 봤을 때 반사특성이 증가할수록 

달특성은 감소하는 계임을 볼 수 있다. 화 특성은 서로 

연결 되어있지 않은 인 한 단자간의 커 링(coupling) 상 

그림 7 화 특성 계산 결과 (S21, S41, S23, S43)

Fig. 7 Calculated crosstalk characteristics (S21, S41, S23, S43)

그림 8 3m 치에서 계산된 자  방사 특성

Fig. 8 Calculated radiated Emission at 3 meters

을 나타내며 다수의 포트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가까운 

단자간의 화를 근단 화(NEXT : Near End Crosstalk)

라 하고 멀리 있는 단자간의 화를 원단 화(FEXT : Far 

End Crosstalk)라 한다. S21과 S43이 근단 화이고 S41과 

S23이 원단 화이다. 그림 7의 화 특성 결과를 보면 

200MHz 이하에서 근단 화 상이 원단 화 상보다 약 

10dB 높게 발생하는 것과 400MHz 이후부터는 근단 화와 

원단 화 특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사 

특성은 력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 달되지 않고 에 지 

형태로 외부에 방사되는 것을 말하며 거리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진다. 방사의 종류에는 도성 방출(CE : Conducted 

Emission)과 방사성 방출(RE : Radiated Emission)이 있다. 

그림 8의 방사성 방출 특성 결과는 3-Meter chamber 

radiation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Port1과 Port3인 EMC1과 

EMC3는 약 680MHz에서 최  방사 특성을 보인다. Port2와 

Port4는 약 840MHz에서 최  방사 특성을 보인다. 400MHz 

이 에서는 모든 Port가 유사한 방사특성을 보이다가 

400MHz이 후부터는 조 씩 다른 방사특성을 나타냈다.

2.5 방사성 방출 측정  결과 분석

자  간섭은 연결된 송선에 의해 되는 도성 방

출과 외부 공간으로 되는 방사성 방출에 의해 발생한

다. 재 자동차용 커넥터의 자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차폐 기술(Shielding Technology)을 이용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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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에 사용된 안테나 범

Table 3 Antennas used for RE measurement

그림 9 커넥터 방사 특성 측정 경  

Fig. 9 Pictorial view to measure RE from a connector

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개별차폐

방식은 커넥터 안쪽까지 개별 차폐부품을 사용하여 단자를 

포 하는 방식이다. 반면 일 차폐 방식은 비차폐 이블을

사용하여 기  속을 이룬 후 편조선(Braided wire)으로 

와이어 하네스(Wire Harness)의 체를 감싸고 이를 커넥터

의 끝단에 압착 연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폐기능을 커

넥터에 부가하면 단품 크기가 커지는 단 이 있다. 이런 

장품의 차폐기능을 확인하기 해서 주로 방사성 방출을 측

정한다. 방사성 방출은 자 무향실(EMI chamber) 안에서 

EMI 측정용 안테나를 통해 측정된다. 표 3은 측정용의 안테

나의 종류  주 수 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재 자동차 

 장품에 한 EMC 국제 규격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ISPR(Comité Inter- 

national Spécial des Perturbations Radioélectriques)등이 있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규격은 재 규격 검토 인 "자동

차  불꽃 화 엔진구동 기기류 기술기   시험 방법

/KN 41"을 사용하 다.[9] 이 규격에 따르면 1m거리에서 측

정하 을 때 자동차의 기· 자장치 부품  불꽃 화 시

스템  기모터 등에 의한 역 자 방사 허용 기

은 그림 11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30MHz에서 75MHz 

역까지는 66dBμV/m에서 52dBμV/m이하이고 75MHz에서 

400MH까지는 56dBμV/m에서 67dBμV/m이하이며 400MHz

그림 10 측정 환경

Fig. 10 Measurement Environment

그림 11 Main-Body 커넥터의 구성품

Fig. 11 Component of Main-Body Connector

에서 1GHz까지는 67dBμV/m이하로 규정한다. 여기서 

역이라고 함은 자동차가 키 On  엔진 On이 되어 있는 상

태를 지칭하며 역은 자동차가 키 On과 엔진 Off가 되 

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커넥터의 방사성 방출의 측정을 

해 1m측정법으로 Biconical antenna를 이용하여 자 무향

실에서 방사를 측정하 다. 그림 9은 커넥터의 실제 측정 

모습이다. 그리고 그림 10과 같이 신호발생기(Tracking 

Generator)인 ROHDE&SCHWARZ사의 SMB100A를 이용하

여 110MHz에서 1GHz까지의 소스를 커넥터의 Port2에 인가

하고 나머지 Port는 50Ω으로 종단(Termination) 시킨 후 스

펙트럼 분석기(Spectrum analyser)인 ROHDE&SCHWARZ

사의 ESU EMI TEST RECEIVER로 방사량을 분석하 다. 

그 결과는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시뮬 이션  측정은 약 

400∼500MHz와 700∼900MHz에서 유사한  최  방사 특성

을 보 지만 500∼700MHz에서는 차이를 보 다. 하지만 시

뮬 이션  측정값 모두 제시한 규격에 만족 되는 것을 확

인하 다.

3. 결  론

주지하다시피 기 자동차 안에서 고 압  고주  장

품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장품의 EMC 응설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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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 확보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를 해서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자기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자  방사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설계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

러한 선행 작업을 통해서 각 장품  체 차량에 한 

자기  신뢰성이 더욱 향상 될 수 있게 된다. 재 기/

하이 리드 자동차의 자  방사 국제 규격은 제정/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에서 자사/자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

하기 해서 경쟁 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극 으로 응하여 나름 로의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서 본 논문에서는 기 

자동차의 주요 장품  하나인 고 압 커넥터의 자기 

특성을 실험  시뮬 이션을 통하여 분석, 그 결과를 비교

하 으며 복잡한 커넥터 구조에서의 3차원 시뮬 이션 방법

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이번 연구에서 시도했던 분석 방

법  결과는 기 자동차의 커넥터뿐만 아니라 다른 장

품에 한 3차원 모델링  자기 해석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고효

율 이며 친환경 인 기 자동차의 구동은 력 사용이 

필수 이므로 하이 리드 자동차용 고 압 커넥터의 자기 

특성 분석은 차량에 정확한 원  신호 달 분야에 있어 

리 이용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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