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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원 공급 설비의 9 kHz ~ 150 kHz 대역에서 
RFI 노이즈 저감 연구

Study on the RFI Noise Reduction of the Electric Railway 
in the Frequency Range of 9 kHz to 15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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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electric railway is unique system that electric trains consumed huge electric power are travelled and is 

much interested with EMC. There were several problems exceeding the standard in the frequency range of 9kHz to 

150kHz because the radiation noises were moved the higher frequency range according to developing the power electronic 

technology. It is studied the experimental confirmation of main noise source on the electric train and the analytic 

simulation for reducing the noise level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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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EC 62236의 차량의 방사규제치

Fig. 1 Limits from the trains in IEC 62236

1. 서  론 

기철도 시스템의 특징은 력 시스템으로 철도 

차량에 력을 공 하기 한 긴 차선로와 컨버터와 인버

터에 의한 스 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철도 내 

자설비와 기철도 외의 무선  유선통신 등의 기기에 간

섭을 발생시키고 있다. 차량의 견인 구동 시스템에서 사용

되는 컨버터와 인버터의 스 칭 주 수는 수 kHz이며, 따라

서 고조  성분들이 수백 kHz 까지 발생한다. 

그러므로 철도내외에서 사용되는 기 자장비에 하여 

차량에서 나오는 RFI를 그림 1과 같이 국제표 으로 규제하

고 있다. 그림에서 A는 교류25kV, B는 교류 15kV, 직류 

3kV  1.5kV, C는 직류 750V로 사용 압에 따라 규정치

가 다름을 볼수 있다[1].

특히, 9 kHz ~ 150 kHz 주 수 역에서 발생하는 철도 

시스템의 노이즈는 날씨, 부하  변 소와 차량 간의 거리 

등의 조건에 따라 규정치보다 높게 방사될 수 있으며 9 

kHz ~ 150 kHz 주 수 역에 할당된 무선 시스템에 한 

장해의 원인이 된다[2].

국내에서는 고속철도의 도입과 함께 EMC에 한 인증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지 까지 2003년 주도시철도를 시작

으로 략 8종류의 직류 1,500V 동차와 직류 750V 김해

경 철  4종류의 교류 25kV 동차 그리고 KTX  

KTX-산천 등 2011년 상반기까지 약 14번의 EMC 인증이 

수행되었다. 그 에서 특히 최근들어 KTX-산천차량으로부

터 9 ~ 150kHz 주 수 역에서 상 으로 높은 방사성 노

이즈가 확인되었다.

철도 시스템에서 방사하는 9 kHz ~ 150 kHz 역의 노

이즈가 규정치를 과하는 시험 결과에 한 시를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9 kHz - 150 kHz 주 수 역이 빈번하게 IEC 62236의 

제한치를 과함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ed 2.0에서는 다음

과 같은 문구가 추가되었다: " 기철도에 의해 간섭을 받을 

수 있는 9 kHz - 150 kHz 역 무선서비스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9 kHz - 150 kHz 역에서 기철도와 무선서비

스가 양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림 1의 해당 주 수 역(9 kHz ~ 150 kHz)의 주어진 기

치의 과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철도와 무선 서

비스의 양립성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근본 인 

자  간섭원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따라서 기 철도 시

스템에서 발생하는 9 kHz - 150 kHz 역의 자  간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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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kHz)
분배사항

지정

건수

출력

(kW)

9∼14 무선항행 34 30∼1300 

14∼19.95 고정/해상이동 17 5∼200 

19.95∼20.25 표 주 수  시보 13 15∼200

20.25∼70 고정/해상이동 149 7∼350

70∼72 무선항행 15 10

72∼84 고정/해상이동 27 10∼150

84∼86 무선항행 0 -

86∼90
고정 성/무선항행/

해상이동
2 80∼130

90∼110 무선항행

2

66

3

100

3.5∼200

0∼150

110∼112 고정/무선항행/해상이동 1 150

112∼117.6 고정/무선항행/해상이동
3

61

0.01∼100

0.00035

117.6∼126 고정/무선항행/해상이동 28 15∼500

126∼129 고정/무선항행/해상이동 1 50

129∼160 고정/무선항행/해상이동
58

63

30∼150

0.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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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EC 62236의 규정치를 과하는 시험 결과     

Fig. 2 Test results that exceed the limits of the IEC 62236

표 1 국내 9∼150kHz 이용 황 

Table 1 Domestic status of 9∼150kHz

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자  노이즈 달 경로를 확인 

하여 이에 한 책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 안테나를 이용하여 9 kHz ~ 150 

kHz 주 수 역 주 수에 따른 노이즈 크기를 측정하고 

기차에서의 주 노이즈원을 찾기 해 도성 노이즈를 측

정을 수행하 으며, ANSYS Q3D을 이용하여 차선로를 

모델링하여 차선과 일에 병렬로 연결되는 직렬 항과 

캐패시터에 의한 라미터 해석을 통해 노이즈원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최 안을 제시하 다. 

2. 기철도시스템의 RFI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상

2.1 기철도 시스템

  

철도 시스템은 외부에서 공 된 154  22.9 kV의 압

을 변 소에서 교류 25 kV나 직류 1.5 kV, 750 V로 변환하

여 기차에 공 한다. 교류 시스템의 경우 60 Hz의 원 

주 수 고조  성분이 차선에 존재한다. 한 철도 차량

의 컨버터, 인버터  견인 모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차선과 일에 도성 노이즈를 발생시켜 자  간섭을 발

생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선로와 변 소, 선 사

이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변 소와 연체 사이의 루  사

이즈에 따라 방사되는 경향에 차이를 보이게 되며, 연 구

간을 통과하여 변 소와 연 구간사이에 철도 차량이 진입

하면 부하의 변동으로 인한 자기장 성분의 변화가 발생한다. 

다음 그림 3은 변 소와 연 구간 사이에 철도 차량이 

진입  후의 9 kHz - 150 kHz 주 수 역의 자기장 변화

를 비교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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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철도 차량 치에 따른 자기장 노이즈 변화    

Fig. 3 Magnetic field change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railroad stock

 

한 IEC 62236-5에서는 변 소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성

분을 규제하기 하여 고정 원 설비들에 한 방사를 규

제 하고 있으나, 체 시스템의 구동 시에는 제한치를 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3].

2.2 측정 결과  원인 분석

철도 시스템의 원 설비에 한 노이즈 분석을 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수행 하 다. 첫째로 차선에 존

재하는 도성 노이즈를 시간 역에서 측정하여 FFT(Fast 

Fourier Transform)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 하 으며, 둘쨰

로 구분소 부근에서 IEC 62236의 방법에 따라 RFI를 측정 

하 다.  

9 kHz ~ 150 kHz 주 수 역에서의 자  노이즈는 

자기장에 의한 요소로 노이즈원을 측정하기 해 고주 수 

류측정이 가능한 류센서인 로고스키 코일을 사용하여 



Trans. KIEE. Vol. 62, No. 9, SEP, 2013

철도 원 공  설비의 9 kHz ~ 150 kHz 역에서 RFI 노이즈 감 연구              1331

10k 100k

-60

-50

-40

-30

-20

-10

0

10

R
og

os
ki

 C
oi

l M
ea

su
re

m
en

t (
dB

μA
)

Frequency (Hz)

 Tr 2nd
 Tr 1st

9k 150k

그림 7 로고스키 코일을 이용한 도 류 시험결과    

Fig. 7 Test results for measuring conducted current using 

the Rogoski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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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로고스키 코일을 이용한 도 류 시험결과    

Fig. 8 Test results for measuring conducted current using 

the Rogoski coil

측정하고 IEC 62236에서 제시한 루  안테나와 EMI 수신기

를 이용한 측정방법으로 달된 자  노이즈의 벨을 측

정하 다. 

국제표  방법인 IEC 62236의 방법에 따라 피시험 철도 

차량을 시험한 결과를 다음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는 

100 km/h의 고속 운행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이다.

고속 운  상태에서는 측정 역을 3개 역, 9 ~ 50 kHz, 

50 ~ 100 kHz, 100 ~ 150 kHz으로 분할하여 측정하 다. 측

정 결과 속 운  상태에서 제한치를 과한 역과 15 

kHz, 18 kHz, 20 kHz 역이 제한치를 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4 피시험 기철도 시스템의 자기장 복사방출 시험 결과

Fig. 4 Test results for Magnetic field radiated-emission from 

the electrical railway system under test

2.3 원인분석 방법  결과  

9 kHz ~ 150 kHz 주 수 역의 차량에서 자  노이즈

원은 력을 사용하는 견인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동

차의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에 로고스키 코일(Rogoski 

coil)을 설치하여 최고속도 100 km/h까지 기동, 주행  제

동하는 시나리오로 운행하면서 FFT분석을 실시하여 각 주

수별 최고값을 측정하 다.

그림 5 로고스키 코일을 이용한 도 류 시험 셋업   

Fig. 5 Test setup for measuring conducted current using 

the Rogoski coil

다음 그림 5와 6은 로고스키 코일을 이용한 도 류 시

험을 한 시험회로 구성과 피시험 차량에 설치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6 로고스키 코일을 이용한 도 류 시험 셋업   

Fig. 6 Test setup for measuring conducted current using 

the Rogoski coil

 

그림 5의 시험 구성을 이용하여 측정된 류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주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에 한 시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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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추출한 RLC 라미터

Table 2  RLC Parameters

선로(1m)
차선  

조가선(7m)
선(7m)

재질 Fe cd-cu 110 cd-bz 65

R (μΩ) 15.25 126.75 126.78 

L (μH) 526.75 8.333 5.73 

C (pF) 45.13 95.55 69.32 

비교하면 차량의 컨버터와 인버터에서 발생한 류 성분이 

주변압기를 거치면서 감쇠되는 경향을 보인다.

로고스키 코일을 이용한 류 측정 결과와 표  RFI 시

험방법의 상 성을 확인하기 하여 두가지 상황을 동시에 

그래 로 나타내면, 의 그림과 같이 주 변압기의 1차 측의 

형태와 RFI 시험 결과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주 수 역에서 발생하는 간섭원은 철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인버터와 컨버터의 스 칭 노이즈가 주 변압기 1

차 측을 통하여 선으로 도되어 차선과 일사이의 

루 로 인한 방사일 것으로 측 된다.

  

3. RFI 감 책

3.1 노이즈 달경로 분석[4]

철도 차량에서 발생되는 노이즈의 달경로를 분석하기 

해 ANSYS Q3D를 이용하여 선로, 선, 조가선의 RLC 

회로 라미터를 추출을 한 3D 모델링에 한 결과를 표 

2에 보 다.

(a)

(b)

그림 9 RLC 라미터 추출을 한 3D 모델링  

Fig. 9 3D modeling for RLC parameter extraction

추출된 라미터와 실제 철도 시스템과의 유사성을 확인

하기 해 앙선 구리~국수사이를 아래 그림 9와 같은 등

가회로를 구성하 다. 구리 변 소에서 국수 SP(말단 구분

소)까지의 거리는 약 27 km 이고, 2개의 SSP(보조구분소)를 

거친다. 국수 SP에는 원의 고조  성분을 억제하기 하

여 RC Bank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RC Bank는 선로의 

길이에 따라 다른 값이 용된다. 

표 1에서 추출된 라미터에 거리를 보상하여 라미터를 

계산하고, 그림 10과 같은 구리SS - 국수SP 간 선로 회로 

등가 모델을 구성하 다. RC Bank  연결 이블의 등가회

로에 커패시터의 기생성분이 포함되었다.

본 구간에는 60 Hz 원 고조  억제를 하여 RC 뱅크

가 설치 되어있다. 설치된 RC 뱅크가 자기장 방사에 한 

향을 분석하기 하여 ANSYS Designer를 이용하여 특성 

임피던스(Z21)를 계산하 다. 

 

그림 10 구리 – 국수 간 선로 등가 회로     

Fig. 10 equivalent circuit of railway between Guri and Guksu 

 

계산된 결과가 그림 11과 같다.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 고조  억제를 해 사용된 RC Bank는 20 kHz 이하

와 150 kHz이상에서는 효과가 있으며 20 kHz ~ 70 kHz 

역에서는 감쇠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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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Z21 시뮬 이션 결과               

Fig. 11 simulation results of z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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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 결과와 유사성을 확인하기 하여 앙선의 

국수 구분소에서 10 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된 결과가 다

음 그림 12와 같다. 

구분소에 설치된 RC 뱅크의 개방과 투입에 따라 20 kHz 

– 60 kHz 주 수 역에서는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며, 9 

kHz – 20 kHz, 60 kHz – 150 kHz 주 수 역에서는 5 

dB 이상의 감쇠를 보인다.

따라서 시뮬 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의 유사성을 도출 할 

수 있으며, 구성된 등가 회로가 함을 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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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RC 뱅크의 사용에 따른 원 공  설비의 자기장 

환경 변화                       

Fig. 12 Magnetic field environment changes according to 

the RC Bank  

     

3.2 감 책 방안[5]

 

시뮬 이션  측정에서 RC 뱅크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20 kHz - 60 kHz 역의 특성 임피던스를 낮추기 하여 

설치된 RC 뱅크 이외에 추가 으로 선과 선로 사이에 

캐패시터 뱅크를 설치하여 등가 회로를 재 구성 하 다.   

그림 13 공진 감쇠를 한 캐패시터 설치된 가상 회로

Fig. 13 The virtual circuit installed capacitors for resonance 

damping  

그림 13의 가상 회로에 캐시터터 용량을 1 uF , 5uF, 6 

uF을 변화하며 계산된 결과가 그림 14와 같다. 1 uF을 설치 

한 경우 20 kHz 역의 공진 벨이 증가 하나, 이외의 주

수 역에서는 그림 14와 같이 임피던스 벨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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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가상 회로의 시뮬 이션 결과         

Fig.  14 Simulation results of the virtual circuit  

캐패시터의 용량에 따라 감쇠되는 특성임피던스의 값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1 uF은 15 kHz 역에서는 임피던스

가 증가 하나, 70 kHz 주 수 역에서의 임피던스가 가장 

낮아 70 kHz 이상에서 문제가 되는 동차나 변  설비의 

설치 시 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  된다.

4. 결론  논의

   

기 철도 시스템에서 9 kHz - 150 kHz 역의 자기장 

성분은 규정된 제한치를 빈번히 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이즈 소스원 분석을 통하여 AC-DC 컨버터, 인

버터의 고속 스 칭이 선과 선로 사이의 루 를 통하여 

방사하는 것을 확인하 다. 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 소

와 구분소, RC Bank의 기생 성분을 추출 하여 회로 구성을 

단순화 하 으며 구성된 회로의 특성 임피던스 변화를 확인

한 결과 원 고조  억제를 하여 설치한 RC Bank에 따

라 임피던스의 변화가 감지되며, 변화되는 주 수 역이 1 

kHz - 10 kHz , 100 kHz 역 이상이다.

실제 RFI에서 RC Bank로 인한 감 확인 하여 등가 

회로의 모델링 치인 국수 구분소에서 측정을 수행한 결과 

특성 임피던스의 변화와 유사한 결과가 측정되어 등가 회로

의 함을 단 할 수 있다.

선로와 이블의 기생 성분으로 추출된 등가회로 방법으

로 RFI 노이즈 감을 한 한 용량의 캐패시터를 선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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