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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ilway electromagnetic environment is much more severe than most commercial and domestic 
environments. There are concerns  about electromagnetic emissions from railways and their potential to 
interfere with the operation of commercial radio service and other equipment. EMC standards for railway 
applications are referenced as EN 50121 series and these standards describe the measurement method and 
specify limits for emission. However standard provide precise description of the general aspect of the 
measurement procedure and requirement of test equipments, making a reliable measurement of the radiated 
emissions from a train is a problem of balance between available observation time and the measurement time 
requir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asurement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blem of measurement. 

철도 차량의 전자기 환경은 입반적인 상업 및 가정 환경에 비해 훨씬 열악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이
러한 상업 및 가정 환경과 매우 근접하여 운행된다. 철도 차량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에 의해 상용 무선 
장치 및 전자 장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 전자파 적합성(EMC)규격으로 전자
파 방사의 허용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규격에서 제시한 허용 기준은 실제 유럽의 여러 지점에서 
측정한 방대한 전자파 자료를 기준으로 철도 시스템 내부의 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철도 이외의 다른 외
부 환경에 주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철도 시스템의 전자파 방사가 허용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여도 
외부 전자 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도 차량의 전자파 방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철도 
차량은 측정 지점을 수초이내에 지나쳐 가기 때문에 첨두치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규격에는 
측정 시간과 같은 시간 영역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차량의 전자파 방
사를 줄이는 노력에 앞서 전자파 방사의 가능한 정확한 측정을 위한 장비 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서론
  전자파 적합성은 장치가 일정한 조건의 전자파 장해에 대해 내성을 가지도록 하고 장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장해를 일정한 한계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운영하는 분야이다.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엄격한 국제적인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다. 철도 차량이 전자파 적합성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은 정해진 조건하에서 전자기 방사를 측정하여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비
교하는 것이다. 철도  차량에서 방사하는 전자파에 의한 장해는 주변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손상으로 이
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는 손상의 정도와 양은 시스템의 내
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규격을 만족한다고 해서 전자파 장해 문제를 일으
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자파 방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파 방사를 줄이는 노력
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하며 측정을 통해서 평가될 수 있다. 철도 차량의 전자파 방사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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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한 전자파 적합성 규격은 측정 장비나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의 다양한 측정을 다루고 있
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규
격을 숙지하여야 한다. 철도 차량의 전자기 방사에 관한 규격은 측정 장비의 적합성 및 측정 방법에 대
해 규정되어 있으나 측정 시간과 같은 시간 영역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고속으로 이동하
는 물체인 철도 차량의 전자기 방사의 측정은 복잡한 전자기 현상으로 다른 고주파 측정에 비해 정확성
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측정에 있어서 최대의 재현성과 정확도를 위해서 측정 장비의 형태
나 성능에 따라 조건을 적절하게 설정해 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첨두치 측정 장비로 많이 사용하
고 있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적절한 설정 방법을 확인하였다.

2. 본론

2.1 측정 장비의 적합성
  전자파 방사는 EMI Receiver를 사용하여 측정 주파수당 0.5초에서 1초간의 준첨두치를 측정하는 방법
이 일반적이나 이동하는 철도 차량은 준첨두치의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첨두치 측정 방법을 사용한
다. 첨두치 측정은 EMI Receiver나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CISPR 16-1-1에 제시된 
요구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EMI Receiver는 비교적 최근에 전자파 방사를 측정하기 위해 상용화된 장
비로 고가여서 다수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고주파 측정에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장비로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EMI Receiver에 비해 보편화되어 있다. 스펙트럼 분석기가 
전자파 방사의 첨두치 측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고주파 측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자파 
방사 측정의 요구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CISPR 16-1-1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CISPR 
16-1-1의 요구 사항은 정재파비, 주파수 응답 특성, 주파수 선택도, 상호 변조 효과, 잡음 특성 및 전자파 
장해등 다양하다. 측정 장비의 적합성은 제작 사양과 교정 결과가 CISPR 규격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하
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 장비는 내부 부품의 수명과 장비 보관 및 측정 공간의 온도 변화,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성능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정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 결과를 통해서 
허용 공차내에서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교정 주기는 측정 기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
목적, 환경 및 사용 빈도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스펙트럼 분석
기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교정 주기로 1년을 권고하고 있으며 장비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에도 교정이 필요하다. 

2.2 Sweep Time

  Sweep Time은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주파수 전체 대역의 측정에 필요한 시간으로 중
간주파수 필터와 비디오필터 대역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중간 주파수 필터의 
Resolution 대역폭(RBW)을 설정하면 비디오 필터 대역폭(VBW)이 자동으로 설정되며 수동으로 설정할 
경우 RBW/VBW는 0.1, 0.3, 1로 설정가능하다.  RBW가 VBW보다 작으면 Sweep time은 다음 식으로 정
해진다.

Tsweep = k･Δf / B2
IF 

   Tsweep : Sweep Time (S) ,        Δf : 측정 주파수 대역, Span(Hz)
BIF : Resolution 대역폭, RBW (Hz)            k : 비례 인자

비례 인자 k는 필터의 형태와 허용 응답 오차에 따라 다르며 아날로그 필터의 k는 2.5(응답 오차 1.5 
dB)이며 가우시안 필터의 k는 1이 가능하다.
  Sweep time은 측정 주파수 대역(Span)이 커지거나 Resolution 대역폭(RBW)이 작아지면 길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스펙트럼 분석기는 주어진 Span에 대해 RBW가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철도 차량의 전자파 방
사 측정을 위한 규격은 측정 주파수에 따라 RBW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 CISPR 16-1-1규
격은 9kHz에서 150kHz의 측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200Hz의 RBW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펙트럼 분석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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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최고 성능을 가지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경우도 Sweep Time이 최소 7초 이
상을 요구하게 된다. 철도 차량은 고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7초 이상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9 kHz에서 
150 kHz를 여러 개의 세부 대역으로 나누어 Span을 줄여서 Sweep time을 줄이는 방법으로 측정을 반복
하여야 한다. 이때 Span을 줄이지 않고 임의로 Sweep time을 줄일 경우 측정 시간이 부족하여 그림1.과 
같은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측정 장비가 Sweep time이 부족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정상 측정
Sweep time 

부족시

그림 1. Sweep time에 따른 측정 결과 비교 
 

2.3 Resolution Bandwidth

  철도 차량의 전자파 방사는 9kHz에서 1 GHz까지 측정하며 각 주파수 대역별로 RBW는 CISPR 16-1-1
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주파수 대역 -6dB에서 RBW
A 9kHz에서 150kHz 200 Hz
B 150kHz에서 30MHz 9 kHz

C, D 30MHz에서 1GHz 120 kHz

표 1. CISPR 16-1-1에 규정된 규정된 RBW

   9kHz에서 150kHz 대역은 2.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RBW가 200Hz로 작아서 Sweep time이 길어지게 
된다. EN50121-3-1에서 고속 이동 물체인 철도 차량의 측정 시간을 줄이기 위해 RBW를 1kHz로 측정하
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적합한 보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파 잡음이 광대역의 특성을 가질 경우 
7dB[10log10(1kHz/200Hz)]의 보정이 가능하지만 협대역의 경우는 보정이 적합하지 않다. 전자파 방사를 
측정할 경우 CISPR 16 규격에 의해 RBW는 -6dB의 대역폭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측정 장비의 
RBW가 -3dB의 대역폭으로 1 kHz로만 설정 가능하여 B6dB=1.48･B3dB의 관계를 이용하여 1kHz의 RBW는 
1.5kHz의 RBW로 환산했다. 이 경우는 광대역 잡음에 한해 보정 값으로 8.8dB[10log10(1.5kHz/200Hz)]을 
사용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철도 차량의 전자파 방사는 의도된 방사가 아니라 철도 차량의 판토그라
프와 가선의 접촉에 의한 잡음 및 전기 전자 장비에서 방사되는 의도하지 않은 잡음으로 정확한 주파수
와 형태를 예측하여 보정값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실제 전자파 방사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협대역 잡음
과 광대역 잡음이 공존하고 있어 RBW를 1kHz와 200Hz로 설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비교한그림 2.와 그
림 3.을 보면 측정 결과가 거의 유사하거나 7dB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주파수가 있다. 전체 주파수에 일
괄적으로 7dB 혹은 8.8dB를 낮추어서 시험 결과를 판정할 경우 200Hz의 RBW로 측정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스펙트럼 분석기는 -6dB의 RBW 설정이 가능하여 6dB로 설정하고 적절한 
Sweep time을 위해 여러 번의 측정이 어려울 경우는 1kHz의 RBW로 측정한 후 보정값을 적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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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만 200Hz의 RBW로 다시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
되고 있다. 
 

RBW 1kHz

RBW 200Hz

그림 3. 최대 견인력 조건 측정 결과 

RBW 1kHz

RBW 200Hz

그림 3. 최고 속도 조건 측정 결과
2.4 Measurement Point

  스펙트럼 분석기는 주어진 측정 주파수 Span내에서 정해진 측정 포인트 수만큼 측정을 수행한다. 스
펙트럼 분석기는 RBW의 1/2 정도로 주파수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장비는 
RBW의 1/3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 주파수 간격을 RBW의 1/2이 권장되는 경우는 CISPR 16규격에 주
어진 주파수 대역별로 측정 포인트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최소 필요 측정 포인트 = Span/(RBW/2)

주파수 대역 최소 필요 측정 포인트
9kHz-150kHz (150kHz-9kHz)/(200Hz/2)= 1,410

150kHz-30MHz (30MHz-150kHz)/(9kHz/2)= 6,634
30MHz-1GHz (1GHz-30MHz)/(120kHz/2)= 16,167

표 2. 최소 필요 측정 포인트
주파수 대역 최대 Span

9kHz에서 150kHz (200Hz/2)⨯1000 = 100kHz
150kHz에서 30MHz (9kHz/2)⨯1000 = 4.5MHz
30MHz에서 1GHz (120kHz/2)⨯1000 = 60 MHz

표 3. 측정 포인트가 1000일 때 최대 Span

측정 포인트는 측정 장비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장비의 성능에 따라 제한된다. 각 측정 주파수 대역
에서 요구하는 최소 측정 포인트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측정 주파수를 여러 개의 세부 대역으로 나누어
서 Span을 줄여야 한다. 측정 장비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측정 포인트 수가 한정될 경우 세부 대역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최대 Span = 1/2･RBW ⨯ 최대 측정 포인트

최대 포인트가 1000으로 한정될 경우 각 주파수 대역은 최대 Span 이하를 갖도록 세부 대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여야 한다. 9kHz에서 150kHz 대역은 100kHz이하의 Span을 가지도록 2개 이상의 세부 대역, 
150kH에서 30MHz대역은 4.5MHz 이하의 span으로 7개 이상의 세부 대역 및 30MHz에서 1GHz 대역은 
60MHz 이하의 span으로 17개의 세부 대역으로 나누어 측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측정 포인트가 
측정 주파수 대역에서 요구하는 최소 포인트보다 적을 경우 측정 주파수 간격이 넓어지고 일부 주파수
가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4.와 그림 5.는 동일 조건에서 측정 포인트 
수가 다를 때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측정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최대 전자기 방사를 측정하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제공하는 최대 측정 포인트 수는 500에서 
32000으로 장비의 성능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측정 포인트수가 많은 장비를 선택할수록 측정 Span이 
넓어져서 측정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측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전자기 방사를 
측정하기 전에 반드시 Span과 측정 포인트 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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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 포인트가 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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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측정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2.5 측정 시간
  철도 차량은 고정 물체가 아닌 이동 물체이기 때문에 정규화 된 EMI 시험장에서 측정이 불가능하여 
철도 환경에서 안테나를 특정 위치에 고정하고 철도 차량이 안테나의 위치를 통과하면서 측정을 한다. 
철도 차량이 안테나를 통과하는 순간에 최대 전자기 방사가 측정된다고 생각하여 철도 차량이 안테나를 
통과하는 순간에만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EN 50121-2 규격에 언급되어 있듯이 철도 차량의 
전자기 방사는 철도 차량이 안테나를 통과할 때 최대가 될 수도 있지만 먼 거리에 있을 때 최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철도 차량이 안테나를 통과하기 전부터 안테나를 통과한 이후까지 충분한 시간을 측
정하여야 최대 전자기 방사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6.은 36kHz의 전자기 방사를 철도 차량이 안테나를 
통과하기 전부터 통과한 후까지 측정한 결과로 안테나에 접근하면서 오히려 전자기 방사가 낮아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7.은 2.13MHz에서 측정한 결과로 철도 차량이 안테나를 통과할 때 최대값을 보이
고 있으며 그림 8.은 727.46MHz에서 측정한 결과로 철도 차량의 위치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철도 차량의 전자기 방사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어느 지점에서 최대가 
될 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그림 6. 36kHz 시간에 따른 측정 결과 그림 7. 2.13 MHz 시간에 따른 측정 결과

그림 8. 727.46 MHz 시간에 따른 측정 결과
2.6 주변 잡음
  철도 차량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 물체가 아니라 이동 물체이기 때문에 철도 차량이 이동 중
인 상태에서 전자기 방사를 측정해야 한다. 외부 전자기가 차폐된 정규화된 EMI 시험장에서 측정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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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개방된 장소인 철도 환경에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잡음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철도 
차량의 전자기 방사를 측정할 때 주변 잡음이 없는 장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EN50121-3-1 규격에서 
주변 잡음이 허용 기준보다 -6dB 이하이면 주변 잡음은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주변 잡음이 허용 기준보다 높은 주파수는 시험 결과를 판정할 수 없다. 측정된 결과가 주변 잡음에 의
한 것인지 철도 차량에 의한 것인지 구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 잡음이 높은 주파수는 라디오, 텔
레비전, 휴대 전화등 동일 주파수를 무선 통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철도 차량에서 무선 통
신에 사용하는 주파수의 잡음을 발생한다면 전자기 간섭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 
잡음이 낮은 곳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위치 선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 잡음이 가능한 낮은 장소를 선정하고 주변 잡음 측정 시에는 주변에 다른 철도 차량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가선 구간 내에서는 측정 지점에서 최소 20km 이내에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주변 잡음을 측정할 때는 가시거리에서 차량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
이 아니라 동일 가선 구간 내에서 차량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차량의 전자파 방사를 측
정할 때도 적용된다. 

3. 결론
  고속 이동 물체인 철도 차량의 정확한 전자파 방사의 측정을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펙트럼 분
석기의 설정 조건 및 측정 방법에 의해 측정 결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측정 불확도는 
측정 장비는 물론 시험기기, 측정방법 및 절차와 측정 환경등에 영향을 받으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측정 불확도의 산정에 대한 많은 연구와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측정 방법 및 측
정 시간의 개선을 위해서 시간 영역에서 전자파 방사를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CISPR 
16-1-1 규격에 FFT를 기반으로 하는 측정 장비의 적합성 부분이 추가되어 시간 영역에서의 측정이 가능
하게 되었다. 다수의 측정기를 포함하여 동시에 여러 주파수 대역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되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전자파 간섭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성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안전한 전파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은 엄격한 기준을 요
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철도 차량의 전자파 적합성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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