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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기의 노이즈 패턴 분석에 의한 노이즈 개선 대책

Noise Improvement Countermeasure by Noise Pattern Analysi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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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measured and analyzed electrical noise signals present in devices and systems operated in 

industrial facilities. Based on the analytic findings, we studied the most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eliminating such 

noise signals. Leakage current and ground current generate data interferences in communication systems, and therefore we 

measured leakage current and ground current. We also measured and analyzed electrical noises in power systems to predict 

noise pathways and interference routes. Furthermore, we proposed the most effective and reliable improvement measures for 

blocking off various noise signals and safely eliminating them by improving the internal wiring of the facilities and grounding 

systems. As a final step, we conducted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and confirmed that they helped to improve the 

operations of the device sand systems in service by re-measuring electrical noise signals and comparing them with those 

measured before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wer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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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전자 설비의 자동화와 디지털 설비의 복합적인 정보서비

스가 이루어짐으로써 운용 설비의 노이즈 유도 및 간섭에 대한 

제거 방안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이즈는 기기 혹은 운용 

시스템에 유입되어 정상적인 신호를 왜곡시키고, 설비의 오동작, 

손상 또는 열화를 발생시키며, 기기 수명을 단축시킨다. 노이즈는 

장비 내부 혹은 인접 설비간의 신호 간섭으로 발생한다[1]. 두 

전기적 회로 사이에 전하가 축적되어 노이즈 전압이 발생하는 용

량성 정전 결합, 전류가 흐르는 설비로부터 자속 즉, 상호유도 현

상으로 결합되는 전자 유도성 결합 그리고 두 설비가 하나의 도

체에 의해 저항이나 임피던스를 공유할 때 양단간에 전위차가 발

생하여 나타나는 공통 임피던스 결합 등에 의해 발생 전달된다

[1]. 설비의 노이즈 경로는 전원선, 신호선, 통신선, 접지선 및 도

체와 철골 그리고 방사와 대지 전파와 같은 유무선 매체이다. 이

와 같은 노이즈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제어 신호 손상, 구동 

설비의 이상, 통신 및 전산 시스템의 장애, 전기전자 설비의 오동

작 그리고 설비의 차단 및 서비스가 중단되어[2]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산업 설비에서 전력 노이즈는 전원필터나 고조

파 필터와 같은 필터류, 그리고 절연 변압기와 계통 분리를 통해 

제거하고 제어 통신과 같은 약전 설비에서는 EMI 필터류를 설치

하거나 차폐를 이용해 보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설비는 특

정 주파수의 노이즈만을 개선하며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3,4].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 노이즈 신호를 측정하여 노이즈가 가지

고 있는 파형, 크기, 주파수 그리고 신호 주기를 분석하여 노이즈

를 패턴화한다. 패턴화된 노이즈 그룹에 의해 노이즈 발생기기와 

노이즈 전달 경로를 예측하고, 노이즈 간섭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노이즈 저감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실제 운용 중인 

설비의 전력 품질 노이즈, 내부 도체와 접지설비 노이즈를 측정

하여 노이즈 파형과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였다[2,3]. 전원 노이즈

는 ION7650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분석하였고, 내부 도선과 

접지 설비의 노이즈는 Fluke199c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였으며, 

접지저항과 노이즈 전류는 CA6472와 CA3711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5]. 측정된 노이즈를 노이즈 패턴 분석 기법에 의해 

분석하고 노이즈 발생 기기 간의 순환, 전달 경로 상에서의 유도

와 외부 도체로 부터의 침입 등을 차단하는 등전위 그룹의 트리 

구조에 의한 노이즈 저감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등전위 그룹의 

트리 구조에 의한 노이즈 저감 기법을 현장에 시공하여 노이즈의 

개선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고, 제안 기법의 노이즈 저

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노이즈 저감 기법은 특정 성분의 노이즈만을 제거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기기에서 발생되고 전달 경로 상에서 증

폭 변조되는 전체적인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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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 용량성 정전 결합 : (a) 결합 구조, (b) 등가 회로

Fig. 1 Capacity Coupling Structure : (a) Coupling Structure, 

(b) Equivalent Circuit

2. 본  론

2.1 노이즈 발생 및 결합 특성

노이즈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낙뢰, 지락, 서지, 열, 전자

계, 대지전류 그리고 태양 활동과 같은 자연 현상에서 부터 공중

파 방송, 통신기기, 가전제품과 같은 일상의 전기용품 그리고 

SMPS, 인버터, 컨버터 등의 전력 변환 장치, 차단기와 스위치 등

의 전력 단속 장치와 같은 다양한 전자계 설비와 전자 부품의 

물성 특성에서 발생된다[2,3]. 전원에는 순간전압강하(Sag)나 순

간전압상승(Swell), 순시 노이즈, 고조파, 고주파 등의 다양한 노

이즈가 유입되고 또한 수kHz~수십MHz 주파수 대역을 갖는 정격 

전압 10% 이상의 높은 서지가 짧은 시간 동안에 돌발적으로 침

입한다. 이러한 노이즈는 정상 신호 파형에 변형을 일으켜 모터, 

UPS 그리고 스위칭 차단기와 같은 설비에 오동작과 소손을 유발

한다. 노이즈는 장비간의 접속, 배선과 차폐선, 함체 그리고 루프 

배선 등에 의해 전력선, 신호선, 수도관, 가스관 그리고 건물 철

골과 같은 도전성 도체내로 전파된다[1,4]. 이와 같은 노이즈 발

생 원인은 전자 결합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예측하고, 

측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이즈 발생과 전달 경로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노이즈 개선 대책을 세울 수 있다[1]. 

2.2 노이즈 발생 및 유도 현상 해석

2.2.1 용량성 정전 결합(Capacitive Coupling)

용량성 정전 결합은 두 도체 사이에 분포한 기생 콘덴서에 전

하가 축적되어 노이즈 전압이 발생한다. 그림 1은 두 도체의 회

로 사이에 나타나는 용량성 결합 구조와 등가회로를 보여준다. 

도체 1에 전압이 인가될 때 도체 1과 2와의 사이의 기생 콘덴서

에 의해 전압이 발생한다. 이때 도체 2의 용량성 결합에 의한 노

이즈 전압은 도체 2의 회로에 접속되는 저항에 의해 결정되며, 

도체 1과 2의 대지 사이에 발생하는 노이즈 전압은 식 1로 표현

된다[1].

     
 




  




                (1)

  그림 1에서 도체 1의 콘덴서 C1G은 노이즈 결합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아 무시되며, w는 노이즈 주파수 2πf이다. 저항 R이 기

생 콘덴서(C12+C2G)의 임피던스보다 작은 경우,

   ,                               (2)

      단, ≪  


  식 2에서 노이즈전압 VN은 주파수 f가 증가할수록 증가되지만 

일정 주파수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저항 R이 

기생 콘덴서 C12+C2G의 임피던스 보다 큰 경우,

   


                            (3)

      단, ≫  


  식 3에서 노이즈 전압 VN은 주파수에 무관하며, 콘텐서 C12와 

C2G에 의존하게 된다.[5,9,10]

2.2.2 유도성 전자 결합(Inductive Coupling)

유도성 전자 결합은 회로 내에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발생하

고 이로 인해 다른 회로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2는 두 도체사이의 유도성 전자결합의 구조와 등가회로를 보여준

다. 그림 2에서 두 도체의 유도성 전자 결합 크기는 상호유도 계

수 M에 의해 결정된다.

            (a)                          (b)

그림 2 유도성 전자 결합 : (a) 결합 구조, (b) 등가 회로

Fig. 2 Inductive Coupling : (a) Coupling Structure, (b) 

Equivalent Circuit

  그림 2에서 전류 I1가 흐르면, 자속Φ=LI가 발생하고, 이로 인

해 다른 2차 회로에도 자속이 발생한다. 이때 다른 회로와의 상

호유도 계수 M12를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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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속는 회로에 전류 I1이 흐를 때 2차 회로의 자속을 나타

낸다. 그림 2의 등가회로에서 회로가 시 불변이고 자속밀도가 사

인파형으로 변화된다고 하면, 유도 전압 VN은 다음식과 같다. 

   


                        (5)

  식 5에서 전자유도 결합에 의한 노이즈 전압 VN은 주파수에 

비례하며, 유도전압의 실효치(rms)로 나타나며 주파수 w는 2πf 

이다.[1,3]

2.2.3 공통 임피던스 결합(Common Impedance             

    Coupling)

  공통 임피던스 결합은 두 회로가 하나의 도체 저항 혹은 임피

던스를 공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림 3은 공통 임피던스 결합 

구조와 등가회로를 나타낸다. 

            (a)                          (b)

그림 3 공통 임피던스 결합 : (a) 결합 구조, (b)등가 회로

Fig. 3 Common Impedance Coupling : (a) Coupling Structure, 

(b) Equivalent Circuit 

  그림 3에서 회로1과 2로부터 각각 다른 노이즈 전류가 흐르면 

공통 임피던스 Z의 양단에 전압이 발생하게 되고 전위 차이로 

이로 인해 상대 회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전압

은 식 6과 같다. 공통 임피던스 결합의 문제는 두 회로간의 접속 

방법과 순환 차단 그리고 공통 임피던스를 감소시키므로 해결할 

수 있다.[3,4]

    ∇V = Z ‧∇I                                 (6)

2.3 노이즈 패턴 및 노이즈 저감 기법 연구

  노이즈는 설비의 부하전력, 신호 크기, 주파수 대역에 따라 다

르게 발생하므로[4,9] 전력 계통 및 제어 통신 계통에서 노이즈

를 측정 분석하여 노이즈를 패턴 그룹화할 수 있다. 

2.3.1 전력 노이즈 패턴 분석 연구

  전력 노이즈 패턴 분석은 상용 60Hz의 전원 파형을 기본으로 

전원 가공시 나타나는 노이즈 파형을 3개의 그룹으로 패턴화하여 

분석한다. 표 1은 전력노이즈 패턴 그룹이다. 

노이즈 패턴 노이즈 성분 및 특성

고조파 함유의 

왜곡 패턴

주기 함수 파형을 가지며, 주파수는 수십Hz~수십

kHz 대역을 가지는 고조파 함유의 왜곡 파형

주기성 스위칭 

패턴 

주기성 스위칭 형태를 가지며, 주파수는 수십 

kHz~수백 kHz 대역을 가지는 주기성 스위칭 왜

곡 파형

주파수 분산의 

왜란 패턴 

고주파의 왜란 형태를 가지며, 주파수는 수kHz~

수MHz 대역을 가지는 비주기성의  왜란 파형

외부 서지 및 

EMI 패턴

임펄스 서지파형을 가지며, 수 MHz~수십MHz 

비주기성 왜란 파형

표   1 전력 노이즈 패턴 그룹

Table 1 Electric Power Noise Pattern Grouping

  2.3.2 제어 신호 통신 노이즈 패턴 분석 연구

  제어 신호 통신의 노이즈 패턴 분석은 제어 신호를 고속으로 

전송할 때 발생하는 높은 주파수의 노이즈를 패턴화한다. 표 2는 

제어 신호 통신의 노이즈 패턴 그룹이다. 

노이즈 패턴 노이즈 성분 및 특성

고주파 디지털 

파형 패턴 그룹

On/Off 형태의 주기 함수 파형을 가지며, 

주파수는 수 MHz~수십 MHz 대역을 가지는 

디지털 신호 파형

고주파 군 파형 

패턴 그룹

변조 주파수의 군(Group) 형태의 파형을 가

지며, 주파수는 수 MHz~수십 MHz 대역을 

가지는 고주파 왜란 파형

표   2 제어 신호 통신 노이즈 패턴 그룹

Table 2 Signal Communication Noise Pattern Grouping

  2.3.3 노이즈 저감 기법 연구

본 연구에서는 노이즈 패턴 분석 기법에 의해 노이즈 발생 기

기를 예측하고, 기기 간에 전위차 제거와 전달 경로 상에서 노이

즈 증폭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등전위 그룹의 트리 구조를 제안한

다[7,8]. 등전위 단자함을 기본으로 노이즈 발생 기기와 노이즈 

전달 매체들을 소단위로 그룹화하고, 또한 간섭받는 기기들을 등

전위 그룹으로 구성하고 특성별로 그룹화된 설비들을 트리 구조

로 재구성한다. 그림 4는 등전위 그룹으로 구성된 설비의 등전위 

트리 구조 구성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노이즈 발생 설비별로 

그룹화하여 내외부 유도 노이즈의 상호 간섭과 전달을 차단함으

로써 설비의 전체적인 노이즈를 저감 개선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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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간격

측정치[Ωㆍm]
합성 분석치  

[Ωㆍm]
분석 지층 구조1차 

측정치

2차 

측정치 

1m 298.9 273.1

상층:304.7

하층:201.2

상층깊이:3.7m

하층깊이:∞

2m 251.2 246.6

4m 205.9 226.0

8m 190.9 205.9

12m 203.4 211.0

16m 211.0 200.9

확인

사항
 측정장비 AEMC4500, Wenner 4-전극법 적용.

표   3 대지저항율 측정 분석치 

Table 3 Analysis of the Measured Soil Resistivity

그림 4 등전위 그룹의 트리 구조 구성도 

Fig. 4 Proposed Tree Structure Configuration of  Equipotential 

Group 

2.4 노이즈 개선 설계 엔지니어링

본 논문에서는 운용 중에 발생하는 제어 신호의 간섭과 간헐

적인 설비 오동작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는 설비를 대상으로 노

이즈를 진단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방법에 의해 설비를 개선하고 노이즈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노이즈 진단 분석 대상은 모터 구동 시스템과 수 변전 전기 설

비이다. 

  2.4.1 접지시스템 개선

노이즈는 다양한 주파수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피던

스가 발생한다. 접지 임피던스는 노이즈 방전성을 악화시키고, 순

환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리고 접지 전위의 변동은 신호 준위를 

변동시켜 설비 오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5,8]. 따라서 제안

된 등전위 그룹의 트리 구조에 적합한 접지 설비를 설계하여 노

이즈 저감을 최적화한다. 접지시스템의 설계에는 4-점 웨너법으

로 실측하여 CDEGS RESAP 모듈로 분석한 대지저항율을 적용하

였다[6,7,10]. 분석된 대지저항율은 수평 2-지층 구조로 값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접지시스템은 보링공법에 의한 XIT 서지저감 접지봉을 적용하

여 모델링하였고, 접지전극은 XIT 서지저감 접지봉 6m X 11sets

를 건물 주위에 배치하고 BC100SQ 나동선을 매설하여 연결하였

다[10,11]. 접지저항 계산과 시뮬레이션은 CDEGS SW의 MALT 

모듈로 실행하였으며, 접지 저항은 2.8Ω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5

는 접지전극의 배치 구조와 설계 시뮬레이션 파형을 나타낸다

[10].

             (a)                         (b)

그림 5 접지시스템 설계 시뮬레이션 : (a) 배치 구조, (b) 전위 

상승치

Fig. 5 Design of Grounding System : (a) Layout, (b) 

Ground Potential Rise

 

2.4.2 노이즈 저감의 내부 설비 개선

전력 계통과 제어 통신 계통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측정하여 

분석된 노이즈 패턴에 의해 노이즈 발생 기기들을 등전위 그룹화

하였다. 노이즈 발생 기기간의 간섭 차단, 전위차 제거 그리고 순

환 전류를 제거하기 위해 등전위 그룹의 트리 구조로 내부 설비

를 개선한다. 노이즈 차단의 개선된 등전위 그룹의 트리 구조 배

선은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그림 6 개선된 등전위 그룹의 트리 구조 

Fig. 6 Improved Tree Structure of Equipotential Group

  그림 6에서 표기된 번호 ①~⑤는 노이즈 패턴에 의해 분석된 

설비 계통별 등전위 그룹들을 위한 기준 접지단자함을 나타낸다. 

표 4는 노이즈 저감을 위한 등전위 그룹의 트리 구조 구성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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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즈 패턴 등전위 그룹 설비 개선 효과

전력 

노이즈 

패턴

①,②

전력설비, 제어통신 장

비, 내부 도체설비, 외

부인입 설비

큰 에너지의 노이즈가 저

감, 파형 및 주파수 개선

전력분전반, 전선배관, 

전력선 트레이 

큰 에너지의 유도 전류 저

감 개선

신호 

통신 

노이즈 

패턴

①,③,

④

통신 장비 외함, 제어 

장비 외함

순환 전류의 저감, 주파수 

개선

신호선 트레이, 신호배

관, 신호차폐선

신호 변형의 유도 전류 저

감 개선, 장비간의 전위차 

개선

 서지 및 

EMI 패턴
①,⑤

인입 도체, 철골 구조

체, 인입 트레이

외부 유입의 서지와 고주

파 노이즈 저감

확인사항
등전위 그룹 트리 구조의 등전위 기준 위치는 지중 

접지 전위가 됨

표   4 등전위 그룹의 트리 구조 구성 설비

Table 4 Equipotential Group configured in Tree Structure

대상 설비
등전위 그룹의 기준 접지단자함

개선 전 개선 후(신설)

모터 구동 

시스템-1

모터 구동 

시스템-2

수 변전 

전기실

그림 7 등전위 그룹의 기준 접지단자함 

Fig. 7 Improved Ground Bar of Equipotential Group

그림 9 전력 품질 측정 

Fig. 9 Power Quality Measurement

들이다.

2.5 개선 시공 및 결과

2.5.1 내부 설비 개선 공사 

노이즈 패턴에 의해 분석된 노이즈 발생 기기와 노이즈 전달 

매체들을 소단위로 등전위 그룹화한다. 등전위 소그룹들을 접지 

전극을 기준 전위로 하여 등전위 트리 구조로 구성했다. 운용 설

비 간에 루프 배선, 중간 분기 배선 그리고 중복 배선 등을 제거

하고 등전위 그룹 단자함에서 직접 인출하여 구성하였다. 노이즈 

패턴별로 등전위 그룹화하여 구성한 내부 설비는 상호간에 노이

즈의 영향을 최소화한다[8,9]. 또한 지중의 접지 전위를 작은 등

전위 그룹의 기준 전위가 되도록 트리 구조 배선하여 전위 변동

으로 인한 노이즈 역류를 차단하였다. 그림 7은 설치된 등전위 

그룹의 기준 접지단자함을 나타낸다.

2.5.2 접지시스템 설비 개선 공사 

접지 설비 개선은 보링공법을 적용하여 지반을 직경 15cm, 깊

이 12m로 천공하여 XIT 서지저감 접지봉 6m X 11개소를 설치

하였다. 시공 위치는 설계 모델링한 배치대로 건물 주위에 설치

하였고, 배치 특성에 따라 건물 주위로 유입되는 지중 서지를 차

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8은 XIT 접지봉 설치와 접지 

저감제 타설을 보여준다[11].

(a) (b)

그림 8 XIT 접지봉 시공 : (a) XIT 접지봉 설치, (b) 린코나이트 

저감제 타설

Fig. 8 Installation of XIT Rod : (a) Insertion of XIT Rod, 

(b) Insertion of Lynconite Backfill

  접지 시공 후 측정된 접지저항은 0.78Ω으로 설계치보다 매우 

낮은 접지 저항치를 얻었다. 접지설비는 접지전극 전체를 통합접

지로 구성하여 설비 간에 등전위 그룹의 트리 구조 구성으로 등

전위 구성을 이루었다[6,11].

2.6 노이즈 개선 결과 분석 

노이즈 측정은 노이즈 발생 설비인 모터 구동 시스템-1과 2 

그리고 수 변전 전기 설비에서 측정 분석하였고, 노이즈 패턴 분

석 기법을 활용하여 노이즈 저감의 개선 설비를 설계 시공하였

다. 개선 후에 동일한 장비에서 노이즈를 재 측정하여 개선 전과 

후의 노이즈를 비교하였다. 

2.6.1 전원 품질의 개선

전력 품질의 노이즈 측정은 수 변전 전기실의 3상 440V 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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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위치
모터 구동 시스템-1 - 개선 전

접지

단자함

- 기존 접지 단자함-1 - 접지 배선도-1

- 기존 접지 단자함-2 - 접지 배선도-2

주 

접지선

- 측정치 ① : 62mA - 노이즈 전류 측정치

그림 11 노이즈 전류 측정 - 개선 전

Fig. 11 Measurement of Ground Noise Current - Before 

Improvement

측정

위치
모터 구동 시스템-1 - 개선 후

접지

단자함

- 신설 접지 단자함

1’

- 접지 배선도 - 2

주 

접지선

- 신설 접지 배선도

  1’  : 0.486A

- 노이즈 전류 측정치

그림 12 노이즈 전류 측정 - 개선 후

Fig. 12 Measurement of Ground Noise Current - After  

Improvement

반에서 측정하였으며, 노이즈 개선 시공 후에도 동일한 분전반에

서 재 측정하였다. 측정치는 각각 48시간 동안 측정한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그림 9는 측정장비 Ion7650에 의한 노이즈 측정을 

보여준다.

  그림 10은 노이즈 개선 설비 시공 전과 후에 측정된 수 변전 

전기실의 3상 440V 전원의 고조파 발생 그래프와 총 고조파 왜

형율(Total Harmonic Distortion) 값을 나타낸다.

R 

상

S 

상

T 

상

 (a)   (b)

그림 10 총 고조파 왜형율(THD) : (a) 총 고조파 왜형율 - 개선 

전 (b) 총 고조파 왜형율 - 개선 후

Fig. 10 Total Harmonic Distortion : (a) THD - Before 

Improvement (b) THD - After Improvement

  표 5는 노이즈 개선 전후의 총 고조파 왜형율 크기를 나타낸

다. 개선 전 총고조파(THD)는 8% 이상을 기록했지만 개선 후 

각상의 평균 고조파는 많이 떨어져서 개선 전 보다 약 15% 정도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5 개선 전후의 총 고조파 왜형율(THD) 

Table 5 Total Harmonic Distortion Before & After Impro - 

vement

구 분
총 고조파 왜형율 

(개선 전)

총 고조파 왜형율 

(개선 후)

전 원 R상 S상 T상 R상 S상 T상

최 소 6.36% 6.95% 6.56% 6.35% 6.94% 6.61%

최 대 8.29% 8.46% 8.13% 6.72% 7.34% 6.96%

감소율 - 15% 감소

2.6.2 노이즈 전류의 개선

노이즈 개선을 통해 설비 간에 노이즈의 순환과 증폭을 차단

하고 방전시킴으로써 노이즈 저감과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

며, 측정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모터 구동 시스템

-1과 2에서 얻었으며, 그림 11은 모터 구동 시스템-1의 개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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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위치
수 변전 전기실 - 개선 전

접지

단자함

- 기존 접지 단자함
- 접지 배선도

주 

접지선

- 측정치 : 21mA

- 노이즈 전류 측정치

그림 13 노이즈 전류 측정 - 개선 전

Fig. 13 Measurement of Ground Noise current - Before 

Improvement

측정

위치
수 변전 전기실 - 개선 후

접지

단자함

- 신설 접지 단자함

- 접지 배선도

주 

접지선

- 측정치 : 3.39A

- 노이즈 전류 측정치

그림 14 노이즈 전류 측정 - 개선 후

Fig. 14 Measurement of Ground Noise current - After 

Improvement

의 노이즈 전류 측정값이고, 그림 12는 개선 후의 노이즈 전류 

측정값이다.

  그림 13은 수 변전 전기실의 개선 전의 노이즈 전류 측정값이

고, 그림 14는 개선 후의 노이즈 전류 측정값이다.

  표 6은 모터구동 시스템-1,2의 노이즈 개선 전과 후에 측정한 

노이즈 전류 값을 나타낸다. 표 6에서 노이즈 전류 방전성을 보

면 개선 후에는 설비에서 발생된 노이즈 전류가 신속하게 방전됨

을 볼 수 있다. 개선 후의 노이즈 방전량이 최소 30%에서 수 백

배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6 모터구동시스템-1,2의 개선 전과 후 노이즈 측정치

Table 6 Measured Noise Current Before & After Improve- 

ment 

분석 대상 종류
측정전류 

(개선 전)

측정전류

(개선 후)
비고

모터 구동 

시스템 - 1

M1-① 77mA 960mA

주   

접지선

M2-② 21mA  244mA

M3-③ 32mA 116mA

M4-④ 34mA 913mA

모터 구동 

시스템 - 2

M1-① 52mA 5.89A
주  

접지선
M2-② 158mA 1.369A

M3-③ 62mA 0.486A

수 변전 

전기실

E1-① 17mA 3.39A

주  

접지선

E2-② 77mA 3.93A

E3-③  0.9A 4.86A

E4-④ 161mA 4.83A

E5-⑤ - 1.22A

접지저항 통합접지 : 0.78Ω 보강

비고

개선 전에는 노이즈 방전 전류가 크지 않았으나, 설

비와 접지시스템 개선 후에는 노이즈 방전 전류가 

크게 증가되었음.

         (a)                        (b) 

그림 15 모터구동시스템-1의 노이즈 전류 파형 - 개선 전 : (a) 

파형, (b) 주파수

Fig. 15 Noise Current Waveform of Motor System 1 Before 

Improvement : (a) Waveform, (b)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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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6 모터구동시스템-1의 노이즈 전류 파형 - 개선 후 : (a) 

파형, (b) 주파수

Fig. 16 Noise Current Waveform of Motor System-1 After 

Improvement : (a) Waveform, (b) Frequency

        (a)                         (b) 

그림 17 모터구동시스템-2의 노이즈 전류 파형 - 개선 전 : (a) 

파형, (b) 주파수

Fig. 17 Noise Current Waveform of Motor System 2 Before 

Improvement : (a) Waveform, (b) Frequency

         (a)                        (b) 

그림 18 모터구동시스템-2의 노이즈 전류 파형 - 개선 후 : (a) 

파형, (b) 주파수

Fig. 18 Noise Current Waveform of Motor System-2 After 

Improvement : (a) Waveform, (b) Frequency

2.6.3 노이즈 간섭의 개선 

  전기전자 설비에서는 용량성 결합, 유도성 결합 그리고 공통 

임피던스 결합 특성에 의해 다양한 노이즈 신호가 만들어진다. 

그림 15와 그림 16은 모터구동시스템 설비 1의 노이즈 개선 전

과 후의 노이즈 전류 파형과 주파수 특성을 분석한 파형이고, 그

림 17과 그림 18은 모터구동시스템 설비 2의 개선 전과 후의 노

이즈 전류 파형과 주파수 특성을 분석한 파형이다. 

  측정된 노이즈 개선 전과 후의 노이즈 전류 파형과 주파수 분

석에서 많은 노이즈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주파수 성

분이 포함되면 임피던스가 증가하고 신호가 간섭을 받게 되므로 

설비의 노이즈 내력이 약화된다. 노이즈 패턴 분석에 의한 노이

즈 저감 기법은 순환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노이즈 방전량을 크게 

개선하여 전기전자 설비의 노이즈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개

선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기전자 설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노이

즈와 신호 간섭에 대한 분석 방법과 저감 방안을 연구하였다. 노

이즈 간섭에 영향을 받는 전원, 내부 설비 배선 그리고 접지시스

템의 노이즈를 실측 분석하였고, 노이즈 분석 방법과 저감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등전위 그룹의 트리 구조에 의해 노이즈 

저감을 정량적으로 검증한 노이즈 저감 및 노이즈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원 품질의 고조파 저감과 총 고조파 왜형율의 저감을 정

량적으로 확인하였다.

(2) 순시 과도 노이즈의 발생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3) 모터 제어와 제어 통신설비에서 노이즈 전류의 감소와 노이

즈 간섭이 개선된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4) 노이즈 전류의 방전량과 방전 성능이 개선된 것을 정량적으

로 확인하였다. 

(5) 노이즈 간섭 주파수의 영향 감소와 파형의 왜형율이 개선된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노이즈 패턴 분석 기법과 노이즈 저감 

개선 기법을 통해 현장의 노이즈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고 전기전

자 설비의 노이즈 간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으며, 또한 특정 성분의 노이즈가 아닌 넓은 대역의 노이즈를 효

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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