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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ccording to revolutionary developments in automobile technologies, eco-friendly advanced vehicles 
(hybrid vehicle, hydrogen fuel-cell vehicle, electric vehicle, etc.) are rapidly increasing. The electromagnetic compa-
tibility is getting more important for development of a vehicle because those advanced vehicles are driven by electric 
energy and equipped with more electric systems. In general,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ests consist of an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EMI) test and an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EMS) test. EMI test of the electric vehicles are 
needed not only in driving mode but also in charging mode because they must be recharged by much electric energy for 
driving. Depending on vehicle manufacturers, the charging device type and the location of charging device inlet in 
electric vehicles are various. In this paper, in order to investigate EMI of electric vehicles in charging mode in 
consideration of the direction of measuring antenna and the location of charging device inlet, a series of electromagnetic 
emission tests are conducted using three electric vehicles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electric vehicle and electric 
vehicle-bus). The test results show that electromagnetic emission measurements in charging mode are dependent on the 
direction of measuring antenna and the location of charging device inlet.

Key words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test( 자  방사 시험), Broadband electromagnetic emission test( 역 

방사 시험), Charging device inlet(충 구),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속 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기
자동차), Electric vehicle-bus( 형 기 버스)

1. 서 론1)

최근 많은 기 자 장치들이 차량에 장착되고 

있으며, 이 장치들의 자  합성이  더 요

해짐에 따라 이와 련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국내 내연기  자동차의 경우 자  련 안 기

은 1997년부터 용되었으며, 하이 리드자동차 

 기자동차는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속 기자동차는 2010년 3월부터 기 이 용되

*Corresponding author,  E-mail: hgwoo@kiu.ac.kr

었으며, 수소연료 지자동차는 2012년 1월부터 안
기 이 용되었다. 
자동차의 자  련 시험 방법은 크게 자동차

의 부품에서 발생되는 자 가 다른 시스템에 향

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자  방사(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시험과 외부 자 로 인한 자동차의 

안 성 여부를 평가하는 자  내성(Electromag-
netic Susceptibility) 시험으로 구성된다. 자  방사

시험에는 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자제어장치에서 

발생하는 자 를 측정하는 역방사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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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st setup for EMI measurement to vehicles in charging mode

의 엔진, 화계통, 구동모터류 등에서 발생하는 
자 를 측정하는 역 방사로 구분되며 련한 

많은 연구결과1-4)가 발표되고 있다.
내연기   각종 친환경자동차의 자 는 주행 

시 는 엔진 동작상태(변속기어 립) 등에서 발생
하는 자 가 다른 자동차 는 주변 환경에 향

을 주지 않아야 하지만, 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주
행조건 이외에 주행이 완료된 후에 반드시 배터리 

충 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로서 충 하는 동안 자

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주 환경에 향을  수 

있으므로 충 시 자 에 의한 향을 조사하는 것

이 필요하며 련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5-8)

국내외의 자  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제연합 

유럽경제 원회 산하 WP. 29 (Working Party 29) GRE 
(Working Party on Lighting and Light -Signalling)에서 
주 하는 UN/ECE R109)가 표 이며, 국내에서는 
자 에 한 자동차안 기 으로서 국토교통부

에서 정한 법규가 있다.10,11) 국내 법규는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국제 법규를 따라야하는 국제 조화 

(International harmonization)에 따라 UN/ ECE R10의 
규정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최근 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차의 충 장치 

 충 구의 치는 양 면 혹은 앞뒷면에 설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차량이 있을 수 있다. 그

지만 국내외의 규정9-11)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충 구의 치를 고려하지 않고 좌측  우측에

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충 구 치가 면  

후면에 있는 경우에는 측정 방향에 따라 더 많은 

자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충 시의 자  측정 시험의 필요성 뿐 아니라 

충 구의 치에 따른 자 에 하여 언 한 기

존의 연구
5,6)
가 있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충 구

의 치와 측정 방향에 따른 자 의 증감에 을 

맞추어, 속 기차(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기차(Electric Vehicle), 기버스(EV-bus)를 상
으로 측정시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으

며, 향후 충 구의 치에 따른 자  련 규정의 

변경이나 추가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NEV

Dimensions
Length : 3,210 mm
Width : 1,575 mm
Height : 1,560 mm

Passenger capacity 2 passenger
Max. vehicle speed 60 Km/h

Charging speed 7 hour (slow mode), 
Max. driving range (per charging) 78 km

Motor power (max.) 16 kW (2,200 rpm)
Battery Li battery 120 A

Air conditioning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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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측정 시험 방법

2.1 자  측정 상 차량

2.1.1 속 기자동차(NEV)
Table 1은 속 기자동차의 주요 장품 종류와 

치, 제원을 표시한 것이다. 속 기자동차는 배

터리를 제외한 주요 장품이 자동차 면에 배치

되어 있으며, 구성품은 면의 경우 모터, MCU, 
Inverter가 치해 있으며 뒷좌석 하단에 구동배터
리가 장착되어 있다. 시험 상 속 기자동차는 최

 16 kW의 모터출력을 사용하여 최고속도는 60 km/h
로서, 1회 충 시 약 50 km ~ 80 km 주행이 가능하며, 
충 시간은 완속 충 시 약 7 ~ 8시간이 소요된다.

2.1.2 기자동차(EV)
Table 2는 기자동차의 주요 장품의 제원을 표

시한 것이다. 기자동차는 속 기자동차와 비교

시 회생제동 이크를 제외한 부분의 기 인 

장치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품은 부
분 면  자동차 하부에 치하고 있다. 면에는 
인버터, 모터, 감속기, 회생제동 이크 등이 치

해 있으며, 자동차 하부에는 배터리팩이 치하고 
있다. 시험 상인 기자동차는 최  61 kW의 모
터출력을 사용하여 최고속도 130 km/h로서, 1회 충
시 약 140 km 주행이 가능하며, 충 시간은 속

충  시 약 25분, 완속 충  시 약 6시간이 소요된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EV

Dimensions
Length : 3,585 mm
 Width : 1,595 mm
Height : 1,540 mm

Passenger capacity 5 passenger
Max. vehicle speed 130 km/h

Charging speed 6 hour (slow), 25 min (fast)
Max. driving range (per charging) 140 km (FTP mode)

Motor power (max.) 61 kW
Battery Li battery (16.4 kWh)

Air conditioning Heater and conditioner

2.1.3 형 기버스(EV-bus)
Table 3은 형 기버스의 주요 장품 종류와 

치를 표시한 것이다. 기자동차  속 기자동

차와 달리 부분의 기 인 장치는 차량 후면 

Table 3 Specifications of EV-bus

Dimensions
Length : 10,995 mm
Width : 2,490 mm
Height : 3,310 mm

Passenger capacity 45 passenger
Max. vehicle speed 80 Km/h 

Charging speed 60 min. (fast mode)
Max. driving range (per charging) 75 km 

Motor power (max.) 240 kW
Battery Li battery (80 kWh)

Air conditioning Heater and conditioner

천정에 장착되어 있다. 차량 후면에는 인버터, 쿨링
펌 , 3개의 요 모터류(MCU, PDU, Traction mo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정에는 배터리, 배터리
모듈, 냉각 덕트팬, 류센서 등이 치해 있다. 시
험 상 형 기버스는 최  240 kW의 모터출력
을 사용하여 최고속도는 80 km/h 이상이며, 1회 충
시 75 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속 충 시 약 1
시간 이내에 충 이 가능하다.

2.2 시험 시설  장비

2.2.1 시험 시설

본 시험은 차 동력계가 설치되어 있는 자  

무반사실에서 실시하 으며 이에 한 사진  제

원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Specifications of the electrically shielded enclosure

Shielding 
performance 100 dB 10 kHz ~ 40 GHz

Dimensions 22 m × 12.5 m × 9.5 m

Photo

2.2.2 측정 장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 를 측정하기 하여 

Table 5와 같은 수신안테나를 사용하 고, 수신안테
나의 극성  높이를 변환시켜 주는 안테나 높이 조

장치  제어장치를 사용하 으며, 수신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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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tenna specifications
Model

(Manufacturer)
Frequency

range Photo Measurement
method

CBL 6111B
antenna
(Chase)

30 MHz∼
1 GHz

10 m
method

VULB9169
antenna (Rodhe 

& Schwarz)

26 MHz∼
1.8 GHz

3 m
method

Table 6 EMI reciever used in experiments
Model

(Manufacturer)
Frequency

range
Input
level

ESS
(Rodhe &Schwarz)

5 Hz ~ 1 GHz 127 dBμV

강도를 측정하기 하여 Table 6과 같이 계강도측
정기(EMI Receiver)를 사용하 다.

2.3 자  측정 방법

자  방사 측정은 UN/ECE R10 법규의 자동차 
충 모드에서의 시험방법

9)
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시험시 구동 배터리는 최  충 상태의 20 % ~ 80 % 
범 이어야 한다. 속 기자동차와 기자동차는 
자동차의 외  심에서 10 m 떨어진 치에 시험
안테나를 수직극성으로 설치하고 높이는 3 m로 조
하 다.
형 기버스의 경우 안테나를 시험자동차 심

으로부터 3 m 떨어진 치에 설치하고 높이는 1.8 m
이며, 측정 안테나는 수직극성으로 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 주 수 역은 30 MHz ~ 1000 MHz로 설
정하 으며 계강도 측정기의 검 방식은 첨두

치(Qusai-peak), 측정기의 역폭은 120 kHz로 시험
을 실시하 다.
충  시 자  측정 방법은 Table 7에서 보이는 

시험자동차의 외  심에서 10 m( 기버스는 3 m) 
떨어진 치에 시험안테나를 설치하고 안테나 측정

Table 7 Vehicles for EMI measurement
Right side Left side

NEV

EV

EV-bus

높이는 3 m( 기버스는 1.8 m)로 조 하여 측정하

다.

3. 자  측정 시험 결과

방사 시험의 일부 조건에서는 수평극성으로도 측

정하여 보았으나 반 으로 수직극성보다 측정값

이 낮거나 비슷한 수 으로 측정되었고, 피크가 생
기는 부분이 은 평이한 형태로 측정되어 본 논문

에서 다루는 충 구 치에 따른 방사특성의 비교

에는 수평극성보다 수직극성이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어 수직극성의 비교 결과만을 제시하고자 한

다. 측정 결과는 Fig. 2 ~ 10에 나타내었으며, 그래
에서의 상단에 있는 빨간색 선은 국내외의 허용 기

값에 따라 그려진 것이다. 이 값들은 UN/ECE R10
에 규정되어 있는 충  모드에서의 역 자  

허용 한계값에서 양산 일치성(Conformity of produc-

Table 8 Vehicle radiated emission limits (broadband reference)

구분
시험 주 수 (MHz)

30 ~ 75 75 ~ 400 400 ~ 1000

자동차

10미터 
기 치

(dBμV/m)
36 36+15.13

×log(f/75) 47

3미터 
기 치

(dBμV/m)
46 46+15.13

×log(f/7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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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을 고려하여 4 dBμV/m의 값을 보정한 것이며, 
국내의 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 에 

한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Table 810)의 기 값과 일

치하고 있다.

3.1 속 기자동차의 측정 결과

차량과 안테나를 10 m 떨어진 치에 배치하여 
충 구의 치와 상 없이 후, 좌우에서 측정 시
험이 실시되었으며 시험 결과  표 인 그래

를 Fig. 2, 3, 4에 표시하 다. 속 기자동차는 왼
쪽에 충 구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다.

Fig. 2에서 보면 30 MHz ~ 40 MHz의 구간과 90
MHz ~ 100 MHz의 구간에서는 충 구가 설치된 왼

쪽에서 측정한 자 가 앞쪽의 측정값보다 조  

더 높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Fig. 3
에서 보면 30 MHz ~ 40 MHz 구간에서는 오히려 충
구가 설치되지 않은 뒤쪽에서 측정한 값이 약간 

더 높고 90 MHz ~ 100 MHz의 구간에서는 충 구가 

설치된 왼쪽이 조  더 높게 측정된다. Fig. 4의 오른
쪽에서 측정된 값은 30 MHz ~ 50 MHz 구간과 80 
MHz ~ 100 MHz 구간에서 충 구가 설치된 왼쪽보

다 측정값이 낮게 측정되고 있다.
반 으로 충 구가 설치된 왼쪽에서 측정한 값

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그 값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Fig. 2 EMI measurement results (left and front) of NEV with 
left side inlet location

Fig. 3 EMI measurement results (left and rear) of NEV with 
left side inlet location

Fig. 4 EMI measurement results (right) of NEV with left side 
inlet location

이러한 결과는 속 기자동차가 장 3,210 mm, 
폭 1,575 mm의 작은 차량이고 안테나는 10 m거리
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 구와 충 장치가 치

한 방향으로 측정한 것이나 다른 방향으로 측정한 

것이나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3.2 기자동차의 측정 결과

시험 차량  기자동차는 앞쪽에 충 구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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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MI measurement results (right and front) of EV with 
front side inlet location

Fig. 6 EMI measurement results (right and rear) of EV with 
front side inlet location

치되어 있으며 Fig. 5의 결과를 살펴보면 85 MHz 이
하에는 오른쪽보다 앞쪽에서의 측정값이 훨씬 높게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측정값들은 역 

방사 기 치를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두가지 모두 충 구 방향이 아닌 오른쪽과 뒤쪽을 

비교한 것으로 80 MHz 이하에서는 뒤쪽에서의 측
정값이 더 높고, 80 MHz 이상에서는 오른쪽이 반
으로 더 높게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의

Fig. 7 EMI measurement results (left) of EV with front side 
inlet location

왼쪽에서 측정된 결과는 오른쪽과 비교하면 70
MHz ~ 90 MHz 구간과 200 MHz ~ 300 MHz 구간에
서 낮게 측정되지만 나머지 구간에서는 반 으로 

유사한 측정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충 구가 있는 앞쪽에서의 측정값이 85

MHz 이하에서는 충 구가 없는 오른쪽, 뒤쪽, 왼쪽
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고 기 치를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기 버스의 측정 결과

시험 상 기 버스는 뒷쪽에 충 구가 설치되

어 있으며 장은 10,995 mm이고 폭은 2,490 mm
의 형 버스이다. Fig. 8의 결과를 살펴보면 반
으로 충 구가 설치되어 있는 뒤쪽에서의 측정값이 

왼쪽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으며, 특히 73 MHz에서
는 제한치의 수 으로 높게 측정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9는 두가지 모두 충 구 방향이 아닌 왼쪽과 

앞쪽을 비교한 것으로 그래 를 보면 앞쪽에서 측

정된 값들이 왼쪽보다 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

다. Fig. 10은 오른쪽에서 측정한 것으로 왼쪽보다 
반 으로 낮게 측정되고 있지만, 70 MHz ~ 80 MHz 
구간에서 높게 나오는 것은 동일하여, 그래도 앞쪽
보다는 왼쪽의 결과와 비슷한 형태로 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충 구가 치한 뒷면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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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MI measurement results (left and rear) of EV-bus 
with rear side inlet location

Fig. 9 EMI measurement results (left and front) of EV-bus 
with rear side inlet location

방향보다 하게 높게 측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버스의 경우 10 m가 넘는 차량의 길이 때문에 
충 구의 반 쪽인 앞쪽에서의 측정값이 하게 

낮아서 방향에 따른 차이가 뚜렷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기자동차의 충 시 충 구의 치와 측정 안테

Fig. 10 EMI measurement results (right) of EV-bus with rear 
side inlet location

나의 측정 치에 따른 방사 자 의 상 성을 알

아보기 하여 속 기자동차, 기자동차, 기

버스의 3가지 차종에 한 방사 자  측정 시험을 

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충 구가 설치된 방향으로 측정 

안테나를 설치한 경우가 반 으로 가장 높게 측

정되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역 자  제한 

기 치를 과하기도 하 다. 기버스와 같이 차

량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측정 방향에 따라 충 구

와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보

다 뚜렷한 결과를 보여 다. 
재의 기자동차 충 시 자  시험법에서는 

차량의 양쪽 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충
구가 후 면에 있을 때는 측정 방향도 후 면을 추

가하는 방안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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