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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조
명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처하
기 위한 녹색기술 중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왜
냐하면 조명분야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0 % 정
도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절감 영향력이 큰 산업
분야이고, 1879년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에
의해 발명된 이래 백 년 동안 조명 시장의 대표 주자
였던 백열등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
되어 2012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강제로 퇴출될 정책
이 발표되었고, 이 백열등을 대체할 차세대 광원으
로 LED 조명이 주목받았기 때문이었다.
LED는 기존의 광원 대비 월등한 고효율과 저 전
력 소모, 반영구적인 수명, 빠른 응답속도, 친환경성
(무수은) 등의 장점으로 기존의 다양한 조명기구들
이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휴대폰, LCD TV,
모니터 등의 Back Light Unit(BLU), 자동차․선박 조
명, 옥외전광판 및 신호등 등의 정보 display 분야로
도 그 이용이 계속 확대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LED 조명은 고효율 제어를 위하여
스위칭 구동회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기
존 조명과는 달리 비의도적으로 전자파가 발생되는
원인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전자파 관리
를 하지 않으면 무선 서비스나 주변 기기에 전자파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방송통신표준기
술력향상사업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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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
기기의 전자파 방출 규격은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
회(CISPR)에서 CISPR 15로 규정되고 있고, 우리나
라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제정된 KN 15 조명기기에
관한 전자파 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관리
되고 있다.
다양한 조명분야가 LED 조명으로 대체되면서 일
반적인 조명기기의 형태와 다른 응용 예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MR16형 할로겐램프 대체용 LED 램프나
막대형 LED 모듈 램프(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ELV
(Extra Low Voltage) LED 램프라 통칭함)의 경우, 하
나의 컨버터에 여러 개의 저전압 LED 램프를 긴 부
하선로로 연결하는 응용예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긴 부하선로를 통해 전자파가 비의도적으로 방출되
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도 증가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활환경에서 볼 수 있는 ELV
LED 조명 이용 시 전자파가 방출되는 예와 국제 표
준화 회의에서 제기된 전자파 간섭에 대한 예를 살
펴보겠다. 그리고 조명기기에 대한 국제표준 CISPR
15에서 다루고 있는 전자파 방출 측정 방법에 대하
여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대응
연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Ⅱ. LED 조명기기의 전자파 방출 문제
2-1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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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
을 위하여 EMC 기준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통
해 전자파 적합성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국제표준화
동향 분석, 전자파 적합성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현행 우리나라 기준 및 시험방법의 미비점 및 개선
방안, 개정 초안을 도출하고 있다. 2010년부터 LED
조명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측정 분석 활동을 통
하여 LED 조명의 전자파 방출 현상을 확인하였고,
그 전자파 발생원이 LED 구동을 위한 스위칭 회로
이며, 이 스위칭 구동 주파수의 고조파가 방출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MR16형 LED 램프와 같이 구동
컨버터(또는 트랜스포머)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컨버터와 램프를 연결하는 부하선로의 길이가 전
자파 방출에 밀접하게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
그리고 가정에 설치된 전기․전자 기기에서 발생
하는 전자파 레벨이 적합성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
부를 측정․조사하기 위하여 [그림 1] (a)와 같이 가
정환경에 MR16형 다중 저전압 LED 조명기기를 설
치하여 측정한 바 [그림 1] (b)와 같이 많은 잡음이 방
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00～600 MHz 대역까지 1
m에서 측정된 전기장의 세기가 최고 65 dBμV/m로
주변 잡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측정되었고,

방송 통신 서비스와의 간섭을 확인한 결과, 조명을
켜면 아날로그 TV 화면에 잡음이 발생하였고 디지
털 TV 화면에는 간섭이 없었다. 또한, 근래에 LED
조명의 활용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인 광고용 백라이
트 응용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형 LED 조명 광고판이 밀집 설치되어 있는 지하
철 역사 내 환경을 선정하였다. 측정 조사 활동을 통
하여 [그림 2]와 같이 광고판 안에 설치된 다중 ELV
LED 조명기기에서 많은 노이즈가 방출됨을 확인하
였다. 30～600 MHz 대역까지 3 m에서 측정된 전기
장의 세기가 최고 58 dBμV/m로 주변 잡음보다 상
대적으로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
이러한 전자파는 LED 램프 구동 회로에서 방출
되는 잡음과 조명 전원장치(converter)의 부하단자에
서 발생하는 잡음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현상으로 판
단된다.

[1]

2-2 국제 현황

국제아마추어무선연맹은 2011년 CISPR 서울총회
에서 LED 조명기기가 아마추어 무선 수신에 간섭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2012년 1월에 관련
상세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간섭의 주 발생원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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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에 의한 전자파 방출 측정 결과(실내 1 m)
[그림 1] 다중 ELV LED에 의한 전자파 방출 측정 결과
(b) LED

67

특집…부하선로가 긴 LED 조명기기의 복사성 방출 측정 표준화 연구

형태의 ELV(즉 12 V) LED 램프이고, 이에 대한
CISPR 15 규격의 요구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ELV LED 램프와 관련된 규정을 신속히 만들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문서는 CISPR/F/565/INF로 각국에
회람되었다 .
이에 CISPR F소위원회는 ELV LED 램프에 대한
요구조건을 규정하여 각국에 회람하고 의견을 구하
였다. 이 문서에서 ELV LED 램프는 지정된 트랜스
포머 또는 할로겐램프용 전자 컨버터 및 원추형 금
속 함체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트랜스포머와 램프
일체형으로 시험하여 주전원 포트 방해 전압 기준과
복사성 방해 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
히, 트랜스포머와 램프는 가능한 짧게 연결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
국제아마추어무선연맹은 2012년 CISPR 방콕총회
에서 간섭을 일으킨 ELV LED 조명 램프를 상기 제
안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CISPR 15의 제
한 값을 만족함으로써 제안된 시험방법이 실제 환경
을 묘사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에 대한 대안으로 램프의 저전압 전원 단자에서의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2]

[3]

[4]

Ⅲ. 복사성 방출(RE) 측정 방법 연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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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현황에서와 같이 현재 CISPR에서 제안된
ELV LED 램프 시험방법은 실제 생활환경에서 발생
하는 전자파 방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평
가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ELV LED 램프
가 사용되는 실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부하선 조건에 대한 규격을 살펴보고, 이를 감안
한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3-1 부하선로의 길이와 관련 국제표준 분석
3-1-1 CISPR 15

조명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요구조건은
CISPR 15 개정 작업에서 규정되어지고 있다. 측정대
상은 LED 램프, LED 조명기구, LED용 컨버터로 구
분하고 있으며, LED 램프와 LED 조명기구에 대해서
는 9 kHz에서 30 MHz 주파수 범위의 주전원 단자에
서의 방해전압, 9 kHz에서 30 MHz 주파수 범위의 복
사성 방해, 30 MHz에서 300 MHz 주파수 범위의 복
사성 방해 허용 기준 및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LED용 컨버터에 대해서는 제어단자 및 부하단자에
서의 방해전압 허용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
LED

대형 광고판 전자파 측정
(b) LED 조명에 의한 전자파 방출 측정 결과
[그림 2] 다중 ELV LED 백라이트에 의한 전자파 방출 측정 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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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방출의 주요 경로로 고려되고 있는 부하
선로에 대한 조건은 규격의 8.4.2에서 규정하고 있으
며, 그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여기서, 실제 설
치환경을 고려한 특별한 조건(선 종류, 최대길이)이
제시된 경우, 측정은 이러한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으나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조명기기의 복사성 방출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방법에서의 부하선로의 길이에 대한 고려 여부
를 살펴보았다. 규격의 9.4절 30 MHz 이하 복사성
전자파 방해 측정 방법에서는 이 부하선로의 길이에
대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규격의 9.2절 30
MHz에서 300 MHz 범위의 복사성 전자파 방해 측정
에서는 피시험기기를 시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기
본적인 측정 구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부하선로의 처
리 방법 및 측정 구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국제아마추어연맹의 요구에 대응하여 새로 마련
된 ELV LED 램프에 대한 측정 방법 설명서에서 부
하선로 길이의 고려 여부를 살펴보았다. 즉, F/583/
ISH에서 ELV LED 램프에 대한 30 MHz 이하의 전
도성 및 복사성 방해 측정 시 사용할 트랜스포머 지
정, 조명기기의 측정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구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30 MHz 이상에 대한 시
험방법은 위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측정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3]

에서 독립 컨버터의 부하선로의 길

<표 1> CISPR 15

이에 대한 조건
구분 부하선
길이
a
b
c

측정조건
- 0.8 m 또는 그 이하의 선 사용
2 m 이하
- 직선형으로 배열
2 m 초과 - 0.8 m 및 최대 길이 선 사용
설치 매뉴얼 상의 부하선의 종류,
설치규정 - 길이
사용

3-1-2 CISPR 14-1

전자파 방출의 주요 경로로 고려되고 있는 부하
선로에 대한 고려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사한
경우가 존재하는 가전기기 및 전동기구의 규격을 검
토해 보았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구류에 대한 전자파 방출 규
격은 CISPR 14-1이며, 이 규격의 5.2.4 반도체 소자
내장형 제어조절장치의 5.2.4.5에서 제어용 선로의
길이에 대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
은 <표 2>와 같다 . 여기서도, 실제 설치환경에 대
한 조건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6]

3-1-3 ITU-R SM.1879-1

실제 생활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로의 구조를
측정 구성에서 활용하고 있는 규격을 살펴보았다.
ITU-R SM.1879-1은 고속 전력선 통신 모뎀(PLT)
의 간섭으로부터 30 MHz 이하 및 80 MHz에서 470
MHz 주파수 범위의 무선 통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측정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규정하고
있다 . 이 규격의 부속서 2의 부록 5의 그림 2, 3에
전력선 통신 모뎀에 대한 복사성 전자파 방출 측정을
위한 측정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이 구성은 9 m의 전력선을 공중에 ‘ㄷ’자 모양으로 구
성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배선모형을 모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CISPR 규격에서는
측정의 용이성과 재현성 측면에서 실제 환경을 고려
[7]

에서 제어선로의 길이에 대한 조건

<표 2> CISPR 14-1

구분 제어선
측정조건
길이
a 1 m 이하 - 0.5 m에서 1미터의 선 사용
- 0.8 m를 초과하는 선을 0.3～0.4 m 길
b 1 m 초과
이로 접어서 수평 다발을 만들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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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속 전력선 통신 모뎀
전자파 방출 측정 구성

[그림 3] ITU-R SM.1879-1

한 구성보다는 간략화된 측정 구성을 규정하고 있
다. 이는 보편적 기준을 다루는 표준측면에서는 타
당한 면이 있지만 ELV LED 조명 간섭 사례에서와
같이 부정확한 측면도 있으므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3-2 측정 방법 비교 분석
3-2-1 부하선 길이를 고려한 측정 구성

가정환경에서의 조명기기 이용 상황을 모사하기
위하여 부하선로가 긴 ELV LED 램프와 컨버터용
복사성 전자파 방출 측정 구성 1을 [그림 4]와 같이
구성하였다. 이 구성은 한국 표준주택에서 조명 배
선구조와 스위치에서 천정등까지의 선로 길이를 고
려하고, 위 [그림 3]의 전력선 통신 모뎀 측정 구성을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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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선로가 긴 독립 컨버터에 대한 복사성
전자파 방출 측정 구성 1

참조하였다.
또한, CISPR 14-1의 제어선로 처리 조건을 참조하
여, 6 m 길이의 부하선로를 0.4 m 길이로 접어서 수
평다발을 만들고 이를 포함한 전체 길이가 1 m 이내
가 되도록 구성하여 테이블 위에 배치하는 측정 구
성 2를 [그림 7] (a)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측정 구성들을 CISPR 15 부록 C의 기
본구성과 비교 측정하였다.
3-2-2 측정 결과 분석

측정대상으로는 7 W ELV LED 램프와 100 W 독
립형 컨버터를 사용하였고, 복사성 전자파 방출 측
정은 3 m 반무반사실에서 LPD 안테나를 이용하여
첨두값 검파기 모드로 측정하였다.
기본 측정 구성을 이용한 복사성 방출 측정 결과
는 [그림 5]와 같다.
측정 결과는 [그림 5] (b)에서와 같이 수평과 수직
편파에 대한 측정 결과 2가지이며, 피시험기기에 의
한 전자파가 30 MHz에서 400 MHz 주파수 범위에서
방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55 MHz와 200 MHz 부
근에서 최대값이 측정되었다.
측정 구성 1을 이용한 복사성 방출 측정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5]의 기본 측정 구성의 측정 결과와 마찬가
지로 30 MHz에서 400 MHz 주파수 범위에서 전자파
가 방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부하선로의 길이
와 구성이 바뀌면서 전자파 방출대역이 80 MHz에서
250 MHz의 전 범위로 확대되었고, 방출세기도 증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 구성 2를 이용한 복사성 방출 측정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5]와 [그림 6]의 측정 결과처럼 전자파가 방
출되는 주파수 범위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하선로를 0.4 m로 접어 구성이 바뀌면서 전자파
방출 양상이 확연히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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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정 구성
(b) 복사성 전자파 방출 측정 결과
[그림 5] 기본 측정 구성을 이용한 ELV LED 조명기기의 복사성 전자파 방출 측정 결과
(a)

(a)

복사성 방출 측정 구성 1
(b) 복사성 전자파 방출 측정 결과
[그림 6] 측정 구성 1을 이용한 ELV LED 조명기기의 복사성 전자파 방출 측정 결과

에서 300 MHz 범위의 전자파 방출이 증가
되었고, 200 MHz 부근의 최대 전자파 방출 세기도
10 dB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0 MHz

Ⅳ. 국제 표준화 대응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ISPR 15 조명기기
에 대한 규격의 개정 의견을 제출하고 2012년도
CISPR 방콕 국제회의에서 개정 의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출된 기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CISPR 15의 30 MHz 이상에 대한 방사 측정 방
법은 기본적인 시험구성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사성 방출 측정 방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긴 부하선을 사용하는 ELV LED 램프와
독립 컨버터에 대한 복사성 전자파 방출 측정 구성
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부하선로가 긴
경우, 0.4 m 수평번들 형태로 처리한 측정 구성 2가
최악의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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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사성 방출 측정 구성 2
(b) 복사성 전자파 방출 측정 결과
[그림 7] 측정 구성 2를 이용한 ELV LED 조명기기의 복사성 전자파 방출 측정 결과

현재 CISPR 15 규격에서 미비한 30 MHz 이상의
측정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긴 선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8.4.2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Ⅴ. 결

론

조명기기의 보급과 응용분야가 확대됨에 따
라 조명기기의 전자파로 인한 전자파 장해 및 방송통
신 서비스로의 간섭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생활환경에서 볼 수 있는 장식 조명이나 대형 광
“If a special lead is provided, the length of this lead
고판의 ELV LED 조명 응용 사례에서 발생되는 전
in excess of 2 m shall be folded back and forth parallel
자파 방출 예를 살펴보며 적절한 전자파 관리의 필
to the lead so as to form a horizontal bundle with a
요성을 확인하였고,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제기된
length between 0.3 m and 0.4 m.”
그리고 ELV LED 컨버터에 대한 시험방법의 이해 전자파 간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며 현행 조명기기
를 돕기 위하여, 표 D.3의 30 MHz 이상의 복사성 방 규격의 복사성 방출 측정 방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
출 측정 방법에 부하선로의 길이 조건을 규정한 9.4 을 확인하였다.
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조명기기에 대한 국제표준 CISPR 15에서 다
<표 3> CISPR 15 개정규격 의 표 D.3 중 독립 컨버터에 대한 제한값 및 시험방법 적용
LED

[5]

D.3
No
Independent
converters for Electronic
incandescent control gear
Yes-Interface
lamps or LED
controlled
light sources

Table 8.1.1,
2a
8.4.2

Table 8.1.2
2b (note2)

Table
3a
(note2)

9.1,
9.4

Table
3b

9.2
9.4

8.1.1,
8.1.2, Table 9.1,
Table
Table 8.1.3, Table
Table
8.1.4,
8.1.4
3a
9.1.4,
2a
2c
8.1.4
2b
3b
8.4.2
(note2) (note2) 9.4

9.2
9.4

Note 2: Radiated electromagnetic disturbance measurement may be performed as an alternative to the disturbance measurement
at the load terminals-see clause 8.4.2.
72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4卷 第1號 2013年 1月

루고 있는 전자파 방출 측정 방법을 검토하여 부하
선로가 긴 LED 램프와 독립 컨버터에 대한 복사성
방출 측정 방법의 보완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전기기 규격과 전력선 모뎀
기준을 분석하고 긴 부하선로를 갖는 조명기기에 대
한 측정 구성 방법 두 종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2
가지 구성과 조명기기 규격의 기본구성을 이용한
ELV LED 조명의 복사성 방출 측정 결과를 살펴보
았고, 부하선로가 긴 경우 0.4 m 길이로 말아 수평
번들 형태로 만든 측정 구성이 가장 열악한 측정 구
성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긴 부하선에 대한 처리조건
및 복사성 방출 측정 시 부하선 조건의 고려에 대한
CISPR 15 개정의견을 제출하였고 2012년도 CISPR
방콕 국제회의에서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
였다.
향후 실환경의 전자파 간섭문제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파 방사 측정 구성에 관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는 조명기기 국제규격에
반영되어 LED 조명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고,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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