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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electromagnetic wave occurs primarily LED lighting equipment in the interior medical

imaging information a lot of high-frequency equipment environment installation. It generated by

lighting fixtures mach damage to patients as well as non or no operation. It can be reduced

through noise attenuation and filter change. It associated with the capacitors and inductors can

reduce by are used frequency efficiently, Attenuation circui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radiation medical equipment devices

Ⅰ. 서 론

의료용 방사선기기는 인간수명의 연장과 현대인의

잦은 질병으로 인하여 이용 빈도와 수요자가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 병원 내 방사선 의료기기와 주위

환경에 의한 전자파로 하여 인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자기파(Eelectromagnetic wave)는 전기장과 자기

장의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파동으로, 공간을 광

속으로 전파한다. 방사선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로 전자파가 인체에 얼

마나 흡수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전자파인체흡수

율(SAR.specific absorption rate)로 나타낸다. 측정

치가 클수록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인체, 그중에서도 특히 머리 부분에 대

한 SAR의 허용 기준을 정해 이 기준치를 넘지 않

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본 실험은 LED조명기기에서 발생하는 불필요 전자

파로 인한 인체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방사선기기

로 전달되는 전자파를 최소화함으로서 기기의 부/오

동작을 막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기의 상태를

최정상으로 유지함으로서 기기수명 영장 등 이로운

점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병원 및 의원급에 설치될

전등기구로 LED 사용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LED조

명에 대하여 전자파 저감대책을 연구하였다. 또한

LED조명기기의 성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여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실험 기기 및 방법

1. 이론 및 실험기기
수동소자로서 Resistance(R), Inductance(L),

Capacitance(C)가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파 관련하

여 주파수와 관계되는 소자는 L과 C이다. L[H]=

=L=2πL, C[]==

=π

로 임피던스가

표현된다. 여기서 합성임피던스 Z=  로 표

현되며, Z=   은 유도성으로 표현되

며, Z=    은 용량성으로 표현되며,

Z=   로써 과가 동일한 값일 경우는

공진 수파수로 표현된다.

EMC는 전자파를 주는 측(방사)와 받는 측(흡수)의

양쪽에 적용하여 의도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능

력으로 기기나 부품이 전자파를 발생하거나 외래 전

자파의 영향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서 전자파 장해

(간섭,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와 전자파

내성(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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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EMI는 기기가 전자파를 외부로 방출하

여 복사(Radiation)와 전도(Conduction)의 형태로 다

른기기나 제어회로에 방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해

당 제품의 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방출되는 것), EMS는 각종 전자파 방해로부

터 기기나 부품의 성능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

딜수 있는 정도로 주변의 환경(전압, 전자파, 정전

기 등)으로 부터 해당 기기가 가지는 내구성을 의미

한다. 그림 1은 전자파 양립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EMI 시험개념은 EUT(Equipment Under Test)로부

터 공간으로 직접 방사되는 방해파 측정하고, 시험

방법은 EMI test receiver로 Pre-scan(측정대상이

되는 전 주파수 대역을 빠른 속도로 측정)으로

Limit Line대비 6dB Margin이내의 스펙트럼 성분을

재 Scan하여 전계강도계로 최종 평가한다.

[Fig 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의료영상정보실내 LED 조명기구의 전자파 저감대책에 필

요한 실험기기로서 전계강도 측정기(EMI TEST

RECEVIER, EBIS 26, USA/8449B)는 측정 주파수

대역별 IF 대역폭(6dB이하)에서 측정하는 기기이고,

방사 잡음 측정용 안테나(Biconical antennas)는 각

국의 방해파 측정기 및 측정법 규격과 함께 규정되

어 있으며, 전자파의 측정 대상 성분에 따라서 자계

측정용과 전계 측정용으로 나누어지고, 또 측정 주

파수 대역에 따라 구조, 특성이 다르다. 컨버터 내

장형 LED램프는 국내 조명회사의 것으로 일반적

으로 병원이나 의원급에 설치되어있는 조명기구이

고. 조명회로에 내장되어있는 전자파 저감대책회로

에 들어가는 기기를 이용하였다.

2. 실험 방법
장비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전원선을 통해 방사

되는 것을 차단하고, 외부 노이즈가 장비로 유입되

는 것을 방지하여 장비 보호회로를 설계하여, 필터

감쇠효과 =  log∈


로 계산하고, 회로설계

는 수동소자인 L, C, R 회로로 구성하였다. 그림 2

는 EMI 시험을 위한 암실이다.

(a) 전자파 암실 시험구성도

(b) EMI을 측정을 위한 구성도
[Fig 2] EMI 시험을 위한 암실

III. 결 과

1. 전자파장해 (EMC) 측정 조건
1) 측정Receiver를 충분히 Worming up(10분 정도)

시키고 난 후 전자파 장해시험을 해야 가 나온다.

2) 전도성 장해 시험시 측정기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Receiver 입력단에 Pulse Limiter (10dB정도)를 부

착 후 시험해야 한다. 3)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온․항습기를 가동시켜 전파암실내의 온도를 23

± 3℃로 유지한다. 4) 시험대상기기(EUT)는 비전도

성 테이블에 설치하고 시험기기와 테이블의 접지를

확실히 해주어야 시험결과에 노이즈 감쇄효과를 볼

수 있다. 5) 전원 안정화를 위하여 CVCF와 UPS를

가동시켜 정전압을 시험기기와 시험장비에 공급한

다.

2. LED 조명장치의 EMS 실험
시료에 대한 전자파 감수성 측정 은 KSC0262-6

(voltage, Vertical standard)에 의거 실측값을 9KHz

에서 30MzHz대역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그림 3에서

보인바와 같이 전자파 감수성 레벨은 150KHz∼

250MHz 대역에 나타났으며, 이는 기준 값에 비해

약 10∼15dB을 초과하였다. 노이즈와 필터변경 후

재측정 결과 Normal 판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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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Hz]

EMI - 필터변경 전 

[dBμV]

 EMI - 필터변경 

후[dBμV]

표쥰규격 측정값 표쥰규격 측정값

9k 110 40 110 50

50k 90 60 90 80

150k 80 85 80 58

500k 60 50 60 50

1M 58 42 58 40

5M 60 40 60 30

10M 60 40 60 20

30M 60 25 60 20

3. LED 조명장치의 EMI 실험
시료에 대한 방사잡음 측정은 KSC0262-4 (R-B,

Vertical standard)에 의거 실측값을 30MHz에서

1GHz대역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방사잡음 레벨은 50 ∼ 250MHz 대역에

걸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준 값에 비해 약 10

∼20dB을 초과하였다. 노이즈와 필터변경 후 재측정

결과 Normal 판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a) EMI(필터변경 전)            (b) EMI(필터변경 후)
[Fig 3] EMS test 실험결과      

(a) EMS(필터변경 전)          (b) EMS(필터변경 후)
[Fig 4] EMI test 시험 결과

[Table 1] EMI의 회로의 시험전과 후의 측정 결과

[Table 2] EMS의 회로의 시험전과 후의 측정 결과 

Freq
.
[Hz]

EMI - 필터변경 전 

[dBμV]

 EMI - 필터변경 

후[dBμV]

표쥰규격 측정값 표쥰규격 측정값

30M 30 20 30 12

50M 30 24 30 15

100M 30 40 30 20

200M 30 42 30 17

400M 38 18 38 21

500M 38 22 38 25

700M 38 25 38 30

1G 38 30 38 30

Ⅳ. 결  론

의료영상정보실내 LED 조명기구 구동회로에서 발생

되는 EMI 잡음 중 방사잡음 저감은 구동회로의 잡

음원 감쇄와 EMI 필터 시정수 변경을 통해 줄일 수

있었다. 이 원리를 들여다 보면 EMI 필터는 L과C값

으로 병렬 또는 직렬연결을 만들어 전자파라는 주파

수를 걸러줌으로 인하여 변경해준다. 노이즈 감쇠와

필터 변경을 통해 전자파를 줄인 구동회로는 일정공

간에서 콘덴서와 인버터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회

로설계를 함으로서 줄일 수 있고, 잡음원 제거를 통

해 잡음을 줄이는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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