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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인버터-전동기 연결 구성에
따른 전도성 잡음 특성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인버터와 전동기를 연결하
는 케이블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으며, 케이블 길이별 특성 시뮬레이션
에서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인버터와 전동기를 연결하는 케이블 길이에
차이를 두어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였으며, 인버터 전동기가 일체화되어
케이블 없이 부스바(Busbar)로 연결된 형태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Busbar 형태 및 케이블 길이에 따른
전도성 잡음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서    론

최근 환경 문제의 심화로 인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전지, 전기 자
동차로 구분되어 지며, 전기자동차(EV : Eletric Vehiclc) 및 하이브리
드 (HEV: Hybrid Electric Vehicle)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
기모터로 구동된다.
전기 자동차의 개발 및 보편화에 따라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y)는 전기 자동차가 가
지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접지는 전장품
과 공통 접지를 이루고 있으며, 차량 내부는 근 방계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접지경로에 의해 전장품에서 발생된 전자파 노이즈
가 다른 전장품들에게도 전도성 간섭을 초래하고, 오작동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1] 이러한 간섭 및 노이즈를 전도성 잡음이라 한다. 배터리와
인버터 전동기의 3상 케이블 또한 전도성 잡음을 갖고 있으며, 이 잡음
은 케이블 유무 및 길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은 케이블 유무 및 길이에 따른 전도성 잡음 문제에 접근 하였
으며, CISPR 25를 참고하여 회로 시뮬레이션을 실행 하였다. 시뮬레이
션 결과 저주파 영역에서 DC-Link의 영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케이블
길이별 전도성 잡음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고주파 영역에
서의 임피던스 차이를 확인 하였으나, 저주파와 같이 전도성 잡음의 차
이가 거의 나타는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본    론

  2.1 전기 자동차 구동 시스템 전도성 잡음 측정의 구성
전기 자동차의 구동 시스템은 전동기와 전동기를 제어하는 인버터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기와 인버터를 연
결하는 케이블 길이에 따른 전도성 잡음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시뮬레
이션 모델을 구현하였으며, 그 모델은 LISN(Line Impedance
Stabilization Network), 구동용 전동기, 구동용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2.1.1 LISN(Line Impedance Stabilization Network)
LISN은 전도성 잡음을 측정하는 회로로서 그림1과 같이 구성되어 있

다. LISN은 전원측 임피던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험하고자하는 장
치인 EUT(Equiment Under Test)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LISN의 50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스펙트럼으로 출력하여 잡음을 측정한다.

<그림 1> LISN의 회로도

  2.1.2 구동용 인버터부
일반적인 인버터의 경우 전력변환 장치로 역할이 그치지만, 구동시스
템의 인버터는 구동 모터의 속도 제어 및 시스템 제어를 위해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6개의 IGBT소자로 구성된 회로 모델을 사용하였다.[2]
인버터의 기본적인 사양은 다음 표 1과 같다. 인버터 IGBT 소자 앞단
에 DC-Link 커패시터가 추가 되어 있으며, DC-Link에는
ESR(Equivalent Series Resistance), ESL(Equivalent Series Inductance)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인버터의 사양

  2.1.3 구동용 전동기
전동기는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 시켜주는 장치로써, 전기
자동차용 구동 시스템에서 구동용 전동기는 차량의 성능과 주행특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인 전동기의 등가회로는 정상 운전,
과도 운전 및 손실 특성을 고려한 회로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동 시
스템의 EMI 분석을 위해서는 최대 약 100 MHz에서의 특성을 고려한
고주파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2]의 모델을 바탕으로 전동기 모델을 그림 2
와 같이 구현하였다.

<그림 2> 구동용 모터 등가모델

2.2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 특성을 보기 위해, RF, 마이크로웨이브 대역
전자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인 ADS를 사용하여 인버터 모델과 전동기
모델 사이의 케이블 길이 변화에 따른 전도성 잡음을 시뮬레이션 하였
다.
노이즈 스펙트럼의 범위는 전도성 방출(CE) 측정 규격에 따라 150
kHz에서 108 MHz로 하였다.
그림3은 ADS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회로 구성도이고 입력 전압은
13.5V이며, 5uH LISN 두 개가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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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뮬레이션 회로 구성(Cable or Busbar)

  2.2.1 임피던스 분석
케이블은 길이별 다른 임피던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차폐 케이블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되었다. 인버터와 전동기 사이의 케이블은 3상 케
이블로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케이블 길이는 20cm, 47cm, 70cm, 1M,
2M이고 케이블이 아닌 부스바(Busbar)로 인버터와 모터가 연결된 모델
의 시뮬레이션도 실시되었다. ADS에서 제공하는 케이블 모델에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였으며, 케이블의 프레임 접지는 기생성분이 없는 이상
적인 모델로 가정하였다. 그림5에서 저주파 영역은 DC-Link 커패시터
의 영향으로 케이블 길이별 임피던스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고주파 영
역에서는 케이블 길이별 임피던스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4는 케이블과 부스바의 임피던스 측정을 위한 모델이며, 그림5는
DC-Link의 임피던스와 케이블 길이별 및 부스바의 임피던스의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4>Common Mode 임피던스 측정 모델 (Cable & Busbar)

<그림 5> Busbar 및 케이블 길이별 임피던스 측정결과

  2.2.2 시뮬레이션 결과
인버터와 전동기 사이의 3상 케이블의 길이를 변화시키며,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6는 주파수 범위를 150kHz에서 108MHz까지의 케이블 길이
별 잡음 변화를 측정한 결과 이다. 저주파 및 고주파 영역에서 Busbar
및 케이블 길이별 전도성 잡음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그림5에서 볼 수 있듯이 저주파 영역에서는 Busbar 및 케이블
길이 형태에 따른 임피던스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인버터 앞단에 위
치한 DC-Link 커패시터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Busbar 및 케이블 길이별 잡음 변화 측정
(150kHz ~ 108MHz)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버터와 전동기 사이의 3상 케이블 길이에 따른 전
도성 잡음에 대해 분석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저주파 및 고주파 영역
에서 케이블 길이에 따른 전도성 잡음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델은 디바이스 기생성분과 IGBT의 기생
성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버터, 케이블, 전동기의 접지 연결이
완벽히 구현되지 못하여 모든 영역에서 Busbar 형태 및 케이블 길이에
따른 전도성 잡음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디바이스 모델과 IGBT의 기생성분을 고려한 모델을 구현하여 케이블의
길이에 따른 분석을 한다면 케이블 길이와 상관없이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는 모델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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