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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CISPR의 스마트그리드용 EMC 지침서
안 희 성

기초전력연구원

Ⅰ. 배  경

2011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CISPR Seoul meeting에서
한국NC는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작업을 위하여 새로운 분과
위원회 신설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융합되
는 스마트그리드의 표준을 위해서는 기존의 분과위원회 위

원장들이 전원 참여하여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논의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한
국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논의 결과, 새로운 분과위원회보다
는 CISPR steering committee(총괄위원회) 산하에 CISPR 산
하모든 분과위원장과각국 NC에서추천하는전문가들이참
여하는 WG을 신설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때 새로운 제안을
한 필자가 컨비너를, 영국 BT의 MR. Martin Wright(CISPR I
분과위원장)이 코컨비너로 임명되었다. 이 WG은 2012년 3
월 서울회의를 시작으로 2014년 10월 Frankfurt 회의에서 폐
지되기까지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EMC 지침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고에서 이 EMC 지침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Ⅱ. 경  위

2012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국 서울에서 개
최된 첫 번째 WG회의에 10명의 멤버가 참석하였다. 이 회
의에서는 WG의 업무영역과 최초의 업무를 결정하는 자리
였다. 회의 결과, CISPR 총괄위원회에서정해주는 업무를 수
행하고 독립적으로 표준을 다루지 않으며, TC77과 협력한
다는 등의 업무영역 초안(표 2 참조)을 의결하고, 최초의 작
업을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EMC 지침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EMC 주제가 테
러에의한사회적인프라보호를위한사이버보안및내성강

화에중점을두고 있으나, IEC 관점에서는시장에출시된스
마트그리드 관련 기기 및 시스템들이 매우 적어, 강제성을

띈 국제표준보다는 지침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후에 <표 1>과같이 4번의온라인회의와 3번의대면회의
를 거쳐 EMC 지침서 초안이 완성되어 2014년 CISPR 총괄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Ⅲ. EMC 지침서

IEC/CISPR EMC 지침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소비자 도메인
2) 사용자: CISPR 및 TC77 표준전문가

<표 1> 회의 및 주요 결정사항

회의 비고

Seoul meeting
(2012-03-27 to 29) WG scope, EMC guidance document

Teleconference
(2012-07-10)

Principles of guidance document

Teleconference
(2012-09-19) User of guidance document

Bangkok meeting
(2012-11-08)

Scope, definition of guidance document, 
editing work

Webconference
(2013-02-21)

First webconference, decision of focal 
principles

Webconference
(2013-04-16) Update of contents, editorial discussion

London meeting
(2013-05-28 to 30)

Update of document, discussion on 
technical issues

Ottawa meeting
(2013-09-23)

New co-convener, final draft document 
in WG1, next process

Frankfurt meeting
(2014-10-17)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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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기기: equipment connected to smart grid
4) 방출 및 내성표준 공동 검토

우선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스마트그리드 제품들이 다양

하지 못하고 소비자 도메인에 해당되는 제품들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을 한정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제정
된 스마트그리드 EMC 지침서는 소비자 도메인뿐만 아니라, 
power grid domain을포함하고있는점과대별되는 사항이다.
또한 이 지침서의 사용자가 CISPR 및 TC77 표준전문가

로 국한되어있다. 이는 CISPR의 역량을 무시하고, 스마트그
리드 EMC 표준을 원하고 있는 제조업체 및 소비자 등의 모
든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표준보다는 현재의 역량을 최대

한 결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가용으

로 작성되었다. 이 또한 국내의 스마트그리드 EMC 지침서
와 비교된다. 국내 지침서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부터 자세한 제품범주 결정에 따른 한

계치까지참고할 수 있도록 매우 광범위하게 제정되어있다.
그리고 지침서 적용대상이 스마트그리드에 연결된 기기

로 제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단, 마이크로
그리드가 소비자 도메인의 기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포함되어있다고유권해석할 수있으나, 이 점
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마이크로그리드
의 전체 전력정격(예: 10 kW)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
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사 및 내성을 모두 검토하기 위하여 TC77

의 대표(Mr. Bernd Jaekel)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Mr. Jaekel
의 도움으로 TC77의 의견도 반영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시험을 하기 위한 포트 정의를 [그림 1]과 같이

수행하였다. 이 포트 정의는 I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기반으
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 지침서에는 향후 업무 -현재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술분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 PLC < 150 kHz
- PLC between 150 and 500 kHz
- PLC > 1,700 kHz
- GPRS/UMTS
- WiMAX/LTE

[그림 1] 포트 정의

- wired IP
이상과 같이 살펴본 스마트그리드용 EMC 지침서는 2015

년 초에 IEC web site: http://www.iec.ch/emc/SmartGrid/에 업
로드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상기에서
기술된 향후 기술 분야의 성취를 정기적으로 살펴 개정작업

을 수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Ⅳ. 맺으며

약 3년간의 WG 활동을 통해 현재의 스마트그리드 EMC 
수준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유럽, 미국 및 일본의 고민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WG이 아닌 분과위원회 설립을
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발전 여부에 따라 다시 기회가 찾아 올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부의 지원과 국내 전문

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면 한다.
<표 2>는 스마트그리드 WG의 업무영역과 달성 여부를

정리한 표이다. 현재의 CISPR 집행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
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맨 마지막에 수록하였다.
그 동안 EMC 지침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준 8개

국 14명의 멤버, 특히 최초의 코컨비너였던 Mr. Martin 
Wright와 WG의 마지막을 같이 해준 코컨비너였던 Mr. 
Detrez Jean-Luc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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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WG 업무영역과 달성 여부

No. Description of item in scope Status

1
Produce and implement a process to ensure that the CISPR standards maintained in the CISPR subcommittees are 
coordinated so that there is a uniform approach in Smart Grid application with minimal differences. Ongoing

2 Prepare a catalogue of all relevant standards in CISPR that apply or can be applied to the smart grid standardization 
activity. Completed

3

Prepare draft position statements on the EMC aspects of smart grid for the Steering Committee. These position 
statements will be discussed in the Steering Committee and when they have been agreed as CISPR positions they 
will be presented to the IEC Advisory Committee on EMC (ACEC) by the appropriate CISPR representative at 
ACEC for co-ordination with TC77. These agreed CISPR positions will also be circulated to the CISPR and its 
subcommittee national committees as a DC document.

No activity

4
Operate following the usual WG rules but instead of reporting to a subcommittee, the WG shall report to the 
steering committee and its officers, through the convenor and co-convenor of the working group. Implemented

5 Establish liaisons (through CISPR/S) with relevant IEC TCs and others (e.g. CIGRE) to support the activity of 
the working group. Action required

6 The working group will carry out reviews on relevant EMC standards, proposed for use in Smart Grid, referring 
any issues to CISPR/S.

Action required

7 Propose any actions in carrying out its scope and purpose. Action required

8 Conduct any other business related to the EMC of Smart grid as directed by CIS/S. Ongo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