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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고문

RI Antenna Test  발생한 이상동작의 원인  

찾  해 IEC 62132-4 Method 용
심 일

콘티넨탈 오토모티 시스템

Ⅰ.   론

일반 으로 자동차의 실내 는 엔진 룸에 장착

하는 자제어장치(ECU)는 설계와 개발을 진행할

때고객과 의된 EMC 요구사항을검토하고여러 가

지 EMC test들을수행해야한다. 그리고고객의 EMC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회로 설계를 해야 하

며, 개발 기간 동안 DUT의 EMC 요구사항에 한

만족 여부를 양산 에 필히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EMC test 들 의 한 항목으로 RI antenna test가 있

다. 자동차 장품(ECU)에 한 방사 내성을 확인하

는 시험인 RI antenna test는 ISO 11452-2에서 정의하

고 있으며, 이 테스트는 DUT에 정해진 계 강도를

외부에서 인가하 을 때 DUT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단품 EMC test를 통과한

제품은 차량에 장착하여 차량에 한 RI antenna test

를 수행한다. 이는 자동차에 한 방사 내성 시험이

며 ISO 11451-2에서그테스트 방법을정의하고있다.  

ECU 단품 테스트인 ISO 11452-2는 [그림 1]과 같

이 set-up 하고, ALSE(Absorber-lined Shielded Enclosu-

re)에서 DUT에 계(EM Disturbance)를 인가한다. 외

부에서 인가하는 계강도는 <표 1>에서 볼 수 있으

며, 그 정상 동작 여부의 단은 고객의 Criteria를 따

르거나 [그림 2]의 functional status classification을 참

조한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차에서 RI antenna test(0.8 GHz 

[그림 1] Example test set-up - Log-periodic-antenna.

[그림 2] Functional status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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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uggested test severity levels.

Test severity 

level

Value

(V/m)

Ⅰ 25

Ⅱ 50

Ⅲ 75

Ⅳ 100

Ⅴ

Specific value agreed between the 

users of this part of ISO 11452, if 

necessary

Frequency band
Frequency range

(MHz)

F1 > 80 to ≼ 400

F2 > 400 to ≼ 1,000

F3 > 1,000 to ≼ 10,000

F4 > 10,000 to ≼ 18,000

to 1 GHz) 도 발생한 이상 동작의 원인을 찾기

하여 사용한 체 방법을 기술하 다. 한, 이 방법

을 통해 root cause를 찾은 뒤 상 ECU의 개선을 통

하여 양산에 용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단품 및 차량 시험

Engine Transmission을 효율 으로 동작시키기

해 자동차로부터 입력 신호들을 받아서 연산한 후

출력 신호들을 제어하는 본 ECU는 ISO 11452-2에

따라 RI antenna test를 하 으며, Test severity level 

IV(100 V/m) 조건에서 Class A를 모두 만족하 다. 

그리고 DUT Hardware는 8개 차종에 동일하게 장

착되었으며, 8개 로젝트들은 Vehicle EMC test me-

thod인 ISO 11451-2를 모두 만족하 다. 

그러나동일 DUT를장착하는 다른한차종에서 

ISO 11451-2를 진행하던 도 0.8 GHz to 1 GHz에서

CAN 통신이 끊어지는 이상 동작을 발견하게 되었

다. 이에 차량에서 CAN 통신이 끊어지는 원인을 찾

아야만 했다.

ALSE 조건에서 CAN 통신 끊어짐의 원인을 찾기

하여 optical cable을 이용하여 ALSE 외부에서 문

제가 발생하는 시 에 의심되는 부분들을 oscillosco-

pe로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CAN 

통신 끊어짐이 통신 module 뿐만 아니라, 내부 원

는 uC(마이크로 로세서)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 해서

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그 원인을 찾는

것은 ALSE라는 차폐된 조건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래서 ALSE가 아닌 조건에서 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던 ISO 11452-7을 찾게 되었

다. 그러나 이 test는 용 범 가 0.25 MHz to 500 

MHz 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

는데,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이 IEC 62132-4의 용

이었다. 이는 [그림 3]과 같이 IC에 용하는 test me-

thod인데, DUT의 Power와 GND에 용하는 것은 가

능하다고 단되어재 테스트를진행하기로결정하

다.

Ⅲ. DPI Test 용 및 DUT 개

3-1 DPI Test 용

[그림 3] Arrangement of a direct injection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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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 한 바와 같이 DUT 단품에서 root 

cause를 찾기 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

다. 첫 번째로 본 DUT는 ISO 11452-2에서 언 된 최

계강도인 100 V/m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100 V/m 이상의 계강도를 인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LSE 조건이 아닌 다른 테

스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우선 자의 방법은

ALSE 조건이므로 100 V/m보다 더 강한 조건에서

이상 동작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ALSE 조건이 아

니면서 automotive에서 사용하는 Direct RF Power In-

jection Test(ISO 11452-7)를 찾았으나, 그 용범 가

0.25 MHz to 500 MHz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

서 언 한 IEC 62132-4 test 방법을 용하 다. 이

테스트는 ALSE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DUT의 CAN 

통신 끊어짐을 직 으로 확인 가능하고,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아볼 수 있다. IEC 62132-4는 IC에

용하는 test method이기는 하지만, ECU 제품의 Po-

wer 는 GND Line에 [그림 3]과 같이 용하면 다

른 side effect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상하 다. 

Test Set-up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single 

pin direct power injection 조건이며, ECU 단품 상태에

서 DPI를 인가하 다. 그리고 DC blocking을 해서

6.8 nF인 Capacitor를 Serial로 연결하고, current 

limitation을 해 Serial 항을 60 ohms으로 설정하

<표 2> Example of immunity level ranges.

Zone
Power

(dBm)

Power

(W)
Device externally protected by Example for devices

1 30… 37 1… 5
Nothing or only a small capacitor as 

filter

High side switches, power supply circuits, bus- 

transceiver for driving wire harness(e.g. CAN, 

LIN)

2 20… 27 0.1… 0.5 L-, R-, C-low pass filter
Signal conditioning devices, ABS sensor circuit, 

communication line driver

3 10… 17 0.01… 0.05
No direct connection to the environ-

ment, decoupling by placing
Microcontroller, memories

다. 최종 으로 immunity level ranges의 Zone 1에

해당하는 5 W를 Power와 GND Line에인가하는 동안

CAN Module, 원단 그리고 uC pin들을 Oscilloscope

로 확인해 보았다.

결국 DPI test를 Power Line에 용하여 CAN 

통신 끊어짐의 원인을 찾아내었다. 그 원인은 외부

계가 인가될 때 내부 원단의 흔들림이 생겼고, 

이로 인해 uC이 Reset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CAN 

Module의 정상 인 communication을 방해하 고, 그

CH1 : 1.5 V internal power supply - yellow

CH2 : 3.3 V internal power supply - blue

CH3 : PORST(power reset) - red

CH4 : HDRST(uC reset) - green

[그림 4] Waveform at direct RF power injection @ 838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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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I antenna test 도 차량에서의 CAN 통신 끊

어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림 4]는 IEC 62132-4

를 인가할 때의 DUT의 내부 원에 한 형이다.

3-2 DUT 개

CAN 통신 끊어짐을 개선하는 방법은 자동차에서

개선하는 방법과 DUT에서 개선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차량의 lay-

out design을 개선하는 방법은 제외하고, ECU를

개선하는 방법만을 다루고자 한다.

DPI test를 용하 을 때 찾아낸 CAN 통신 끊어

짐의 원인은 외부에서 800 MHz 이상의 radiated fre-

quency가 injection 되었을 때 발생한 내부 원의

reset 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DUT를 [그림 5]와

같이 개선해 보았다. 내부 원 regulator stage의 3.3 

V 용 capacitor는 tantal capacitor로 바꾸었으며, 1.5 V 

용 tantal capacitor는 그 용량을 3배로 증가시켰다. 

한, uC 내부의 Clock 안정화로 쓰이는 ceramic capa-

citor는 uC의 조건을 검토하여 3배로 증가시켰다.

[그림 5]와 같이 개선한 DUT들을 이용하여 이상

동작을 보인 차종에서 ISO 11451-2를 추가 테스트

하 다. Improve action을 용한 5 DUT들은 모두

ISO 11451-2를 통과하 다. 

한 이 DUT들을 ISO 11452-2 Set-up 조건으로

100V/m 이상인 조건에서 이상 동작이 언제 발생되

[그림 5] Improvement of regulator module for DUT.

<표 3> Result from original ECUs.

PM vertical 820 MHz 840 MHz

 Sample #1(original)

 X-axis(parallel plate) 129 V/m NG

 Sample #2(original)

 X-axis(parallel plate) 122 V/m NG 133 V/m NG

<표 4> Result from improved ECUs.

PM vertical 820 MHz 840 MHz

 Sample #3(Improved)

 X-axis(parallel plate) 170 V/m NG 137 V/m NG

 Sample #4(Improved)

 X-axis(parallel plate) 176 V/m OK 173 V/m OK

는 지를 KATECH에서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에서 볼 수 있다.

Test 방법은 NG(CAN 통신 끊어짐)가 발생하기

까지 지속 으로 외부 계 강도를 높여보는 방식이

었다. Sample #4의 경우는 장비를 보호하기 하여

176 V/m 이상을 injection하지는 않았다. 

Ⅳ. 토  의

IC와 련된 EMC test method를 용하여 DUT에

서 상 으로 취약한 부분을 찾기는 하 으나, 이

는 어디까지나 임시 책이며, ISO 11452-7의 frequ-

ency range의 확장성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요즘과 같이 Automotive의 DUT test frequency의 확

장이 지속 으로 요구되면서 개발자들이 확인해야

할 역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단품에서 EMC 요구사항을 만족하더라도

vehicle에서 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이 번

사례로 알 수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표 3>에서 보

듯이 단품 조건에서의 20～30 V/m 여유가 있더라

도 차량의 조건(e.g. wiring harness, 차량 내부 d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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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Result from installation location.

PM vertical 100 V/m 

# Sample 1(original)

X-axis(parallel plate) OK

Y-axis(orthogonal plate) OK

Z-axis(orthogonal plate & parallel wire) OK

gn…)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산

이 에 차량에서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일 장착 치에서 DUT의 장착 형

상에 의한 향성을 악해 보기 하여 단품 조건

에서 제품의 치를 다르게 하여 추가 테스트를 진

행해 보았다. 그러나 <표 5>와 같이 100 V/m에서는

Axis에 따른 다른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Ⅴ. 결  론

ISO 11451-2, ISO 11452-2 Test인 RI antenna test에

서 vehicle DUT의 이상동작이 발생한 경우, ALSE 

조건에서 그 root cause를 직 으로 확인하기가 쉽

지 않다. 그러나 root cause를 확인하지 못하면 ve-

hicle 는 DUT를 개선할 수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

는 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IEC 62132-4를 제안

하 다. ISO 11452-7 방법이 가장 하다고 단

되지만, 용 주 수가 out of range이므로 IEC 62-

132-4를 용하여 root cause를 찾아보았다. 향후 ISO 

11452-7의 용 가능 주 수의 확장에 한 연구를

통하여 RI antenna test 도 500 MHz 이후에 발생하

는 이상 동작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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