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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자동차  EMC  기술  분석
정 기 범

(주)이앤알텍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B0138-16-1001, EMC기술지원].

Ⅰ. 서  론

미래형 자동차에 관한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로드맵의 기술에 대한 동향 연구는 EMC와 관련한 현재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산업 및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
여 기술개발 및 개발 프로세스 확립을 통한 최적의 EMC 기
술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EMC 기술
로드맵의 체계를 근간으로 IoT(Internet of Thing) 및 ICT 융
합에 따른 미래형 자동차(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con- 
nected car, 첨단안전자동차 등) 기술에 등에 관한 내용을 중
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1]은 일반적인 EMC 기술
로드맵의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EMC 관점에서 전기/전자 시스템의 구성은 소자(compo- 
nent), 연결(interconnect), 서브시스템(subsystem), 시스템(sys- 
tem), 네트워크(network) 순으로 기술 분류를 나열할 수 있
다. 이러한 전체 시스템에서 각각의 EMC 설계 및 대책방법, 
EMC 표준화, 전자파 안전성(예: ISO26262)을 고려한 EMC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 전자회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하나가 IC(Integrated Circuit)이고, IC의성능향상에 
발맞추어 그 주변의 연결/구성 요소들, 즉 커넥션, 케이블

[그림 1] EMC 기술 로드맵 체계구성 예[1]

PCB(Printed Circuit Board)들의성능도함께향상되어야한다.
IoT는 최근 가장 중요한 기술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미

래형 자동차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향후 기술적용 분야이

다. IoT는 스마트홈, 스마트TV, 웨어러블, 스마트카, 드론 등
의 분야 융합되어 산업 전 분야에 핵심 키워드 테마로 급부

상하고 있으며, 관련된 EMC 선행 로드맵의 작성과 안전성, 
EMC 설계 측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가장 선두주자는 구글이며, 2020

년까지 도로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또한, 스마트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470여개 업체가
이 분야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IT/자동차 융
합, 스마트 기기 연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은 자율

주행자동차 및 스마트카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기술의접목은기능안전뿐만아니라, 전자파(EMC)

[그림 2] 사물인터넷 관련 핵심 키워드 기술 분야[2]

[그림 3] 자율주행자동차 및 스마트카 개념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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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안전성과 EM-위험성(electromagnetic risk) 관리에 대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미래형 자동차에 관한 EMC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 및

EMC 세부 대책 기술 및 표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Ⅱ. 미래형 자동차 EMC 기술 로드맵

2013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
단계를 발표하였다. [그림 4]는 이러한 기술의 단계를 보여

주고 있다.
각국의 전기차에 대한 및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시선

은 다음과 같다.

-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
매 금지 법안 국회 상정

- 인도 교통부장관 발언 “2030년까지 인도를 100 % 전기
자동차 나라로 만들겠다.”

- 중국정부계획: 2020년까지 500만개에이르는전기차충
전소를건설하여전기자동차중심으로자동차시장재편

- 독일정부 전망: 2020년까지 전기차 200만대 굴러다니기
를 희망

 

[그림 4] 자율주행 자동차의 향후 기술 개발단계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서 환경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정반대 영향을 미치느냐에 상관없이
자동차 산업은 전기자동차와 스마트카 즉, 미래형 자동차
시장으로재편되기시작했으며, 그중심에중국자동차시장
과 테슬라, 구글, 애플 등이 있다. 이러한 계획에 전기자동
차확산에장애물은전기충전소확대의어려움을들수있다. 
전기자동차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3가지가 거론된다.

- 배터리 성능
- 높은 가격
- 전기충전소 확산의 한계

배터리의 성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몫이다. 내연기관
과 배터리의 결합 모델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무

게만큼 승용차 무게가 더 나가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기술
혁신에 기초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
기 충전소 확대는 정치적 판단의 몫이다. 완성차 기업이 존
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전기 충전소를 보면 내

연기관/전기 자동차에 대한 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 충전기 설치지도-유럽(http://ccs-map.e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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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테슬라의 3단계 전략[5]

전기자동차 양산 및 판매에 큰 자리를 점하고 있는 테슬

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 스포츠 자동차를 만듦
- 이렇게 번 돈으로 가격이 적당한 승용차를 만듦.
- 이렇게 번 돈으로 가격을 더욱 낮춘 승용차를 만듦.

이 3단계의 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
이다.
자동차 산업의 대응 전략으로 디젤 내연기관은 질소산화

물과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인간 호흡기에 치명적

인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상존하고, 증국은 디젤 내
연기관을 장착한 공장 시설과 디젤 자동차 수가 지난 20년
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과전쟁”을 선포했고, 이일환으로중국국영기업 BYD의 전
기버스, 전기 승용차, 배터리 생산이 크게증가하고 있다. 테
슬라의전략과중국시장의흐름을파악하여대응해야할필

요가 있으며, 구글 등이 선행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자율주
행자동차의 연구에 대한 흐름과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6].

2-1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요(EMC 관점)

전기자동차는 구동부, 전력제어부, 충전제어부, BMS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분야 요소이다. 구동부는 3상 구
동인버터로 일체형과 분리형 그리고 인휠구동 인버터 3가
지 분야로 개발되고 있다. 전력제어부는 고전압/저전압 DC

변환 컨버터, 배터리 BMS의 소형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
게를 가볍게 만들기 위한 양산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전제어부는 OBC를 중심으로 소형화와 누설전류 제어, 
EVSE(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 개발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또한, BMS 센서의 안전화 기술 즉, 고전압 및 배터
리 셀 전압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기술이다.
미래형 자동차 기술의 가장 큰 변화는 IoT 접목이 가져올

[그림 7] 전기자동차 구조 및 부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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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이다. IoT를 활용한 스마트카, 커넥티드 카는 운전자 편
의를 극대화시키고, 자동차에게 “또 다른 집”, “움직이는 삶
의 공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 애
플과 같은 IT 기업과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는 자율주행자
동차 기술과 IoT를 이용한 “Connectivity” 기술 개발에 미진
하고 있다. <표 1>은 EMC 관점의 자동차 핵심 기술이 필요
한 요소기술들을 열거하고 있다. 요소기술의 대분류는 설
계, 센서, 통신, 플랫폼/시스템,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중분류 요소기술은 EMC 관점의 기술들을 나열하

였으며, 이러한 요소기술에서 향후 EMC 연구 및 기술개발
이 필요한 분야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해킹과
관련된 보안 문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관점의 구동 인버터와 추가적으로 48 V DC/DC 컨버터
는 EMC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현재 구동
인버터의 EMC 기술은 어느 정도 EMC 기술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나, 인휠 모터 또는 일체형 인버터가 새롭게 개발되
고 있다. 연비개선을 목표로 차량의 제너레이터를 없애고
48 V D/D 컨버터를 글로버 OEM들이 개발하고 있으며, 관
련 EMC 표준화 및 소형화 EMC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충전시스템의 구성은 BMS와 밧데리 그리고 OBC로 구성이
된다. OBC의 소형화 설계 기술이 가장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OBC 관련 표준화가 2016년에 CISPR25 
4판에서 발표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EMC 고려한 소형화 기
술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센서는 전자파 내성 측면
에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센서 오동작시 사고
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및 기구와 노이즈 유입에 대한 내성강건 설계가 필수

적이다. 통신분야는 커넥티드카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
어 매우 중요한 기술분야이다. V2X 및 인포데인먼트 관련
하여 RF 보호기술과 대용량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 신
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EMC 설
계가중요하며, 특히 ESD 및차량내부의 Surge성노이즈유
입에대한보호설계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차량운용 SW/ 
HW 플렛폼 기술을 통신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EMC에
서 중요한 기술 연구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야와
EMC 연관성을 찾지 못하지만 SW/HW 플렛폼 기술이 EMC 
관점에서 설계가 되지 못하면 그 설계적 비용이 부품 레벨

에서 상승하게 된다. 근래에 데이터의 증가에 따른 CAN FD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킹 및 보안 관련하여
CAN 통신 보안과 IEMI에 대한 EMC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2-2 미래형 자동차 EMC 분석 및 시사점

<표 2>는 <표 1>의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EMC 관점에서
기술 개발 필요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2>와 같이 EMC 요소기술을 추출하여 향후 EMC 기
술개발에 필요한 요소기술에 관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

야 하며, 이것은 국가 경쟁력 및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사용
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연구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EMC 설계기술의 필요성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 ICT 및 IOT 융합기술의발전에따라융복합기기의증가
- 제품의 소형화 일체화, 복잡도로 인한 EMC 진화 기술
개발 필요

- EMC 설계 난이도 증가(양산비용 저감에 따른 경쟁력
확보 차원)

- 이러한 변화에 맞춰 EMC 관련 산업분야와 기술인력의
확대(소재/재료 개발 필요)

- 산업 활성화와 기술의 진보에 따른 체계적인 EMC 대응
필요(주파수 할당)

- EMC 대책 기술 개발을 위한 자동차 EMC 로드맵 개발
필요

또한, 스마트카와 자동차 EMC 연구 방향은 IoT와 자율주
행자동차 5G 분야의 EMC 기술영역 매핑이 필요하다. 최종
적으로 EMC 설계기술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EMC design
- EMC standardization & testing
- EMC safety

각각의 주제들은 network, system, subsystem, interconnect, 
component 단계로 EMC 설계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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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래형 자동차 핵심 요소기술 예

분야
요소
기술

세부내용

설계

구동용
인버터/
컨버터
설계기술

․소형화 및 중량 저감에 관한 설계 기술
․모터 일체형에 따른 진동 설계 기술
․3상버스바및고전압커넥터신뢰성향상
기술
․인휠-구동 인버터 기술 개발

충전기
설계기술

․급속충전/완속충전에 관한 안전성 기술
․전류센서/변압기 소형화 기술

충전용
배터리
설계기술

․고용량 밧데리 및 소형화(무게)
․BMS 센싱 안전성 확보 기술

센서

차량
탑재
센서
․
도로
센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물체 감시 설계
기술
․물체 감지 속도 개선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도로센서와 차량센서 간의 유기적인
데이터 통신기술
․센서 오동작 감지 예방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통신

V2X
통신

․차량간 무선통신 레이다와 제어보드의
차폐 기술
․차량과 인프라간 통신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방안
․차량과 도로상태의 유기적인 관제 기술

인포테
인먼트

․스마트폰과 자동차 해드 유닛간 안전성
확보 기술
․다양한 IoT 환경에 따른 통신 설계기술

(LTE, 5G…)
․보안 및 해킹 위험에 따른 안전성 확보

플랫폼/
시스템

차량
운용
SW 
플랫폼
기술

․제어 및 자율주행을 위한 고신뢰 실시간
OS와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지원
․개방형 S/W 플랫폼 및 표준 인터페이스
기술
․인공지능, 빅 데이터 처리 등 응용 SW 
기술

차량
HW 
플랫폼
기술

․다기능 초경량 소재 및 구조물 기술
․기능별 첨단운전자 지원 설계 기술
․자율주행을 위한 actuator 및 기계/전기
기술
․설계 자동화 기술

기타
해킹 및
자동차
보안

․자동차 해킹 방지 기술(CAN 통신의
암호화)
․IEMI에 대한 보안 기술 개발

<표 2> 미래형 자동차 EMC 기술 내용

분야 세부 내용 EMC 기술

설계

․소형화 및 중량 저감에 관

한 설계 기술

․모터 일체형에 따른 진동

설계 기술

․3상 버스바 및 고전압 커
넥터 신뢰성 향상 기술

․인휠-구동인버터기술개발

․IGBT 최적화 기술, 패키
징 최적화 기술

․Noise decoupling techno- 
logy
․PI, package design, shiel- 

ding

․급속충전/완속충전에 관한
안전성 기술

․전류센서/변압기 소형화
기술

․입력단 EMC 필터의소형
화기술, DC 출력단의필
터소형화기술(EMI filter)
․전력용 소자(인덕터, 트
랜스 등)의 노이즈 발생
최소화 기술

센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물

체 감시 설계 기술

․물체감지속도개선및대

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도로센서와차량센서간의

유기적인데이터통신기술

․센서 오동작 감지 예방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카메라모듈의소형화및 
다기능에 따른 EMC 기
술 확보(EMC for sensor 
technology)
․도로센서와 차량센서 간

의 통신 안전성을 위한

EMC 확보 기술
․EMC for functional
․Wireless communication

통신

․차량간무선통신레이다와

제어보드의 차폐 기술

․차량과 인프라간 통신 기

술의 안전성 확보 방안

․차량과도로상태의유기적

인 관제 기술

․Internal-shielding, techno- 
logy, 5G/mm-wave EMC
․RFI, extra-EMC, EMC 

control plan

․스마트폰과 자동차 해드

유닛간 안전성 확보 기술

․다양한 IoT 환경에따른통
신 설계기술(LTE, 5G ...)
․보안 및 해킹 위험에 따른

안전성 확보

․스마트폰과 자동차 해드

유닛간안전성확보기술

   - High-speed intercon- 
nects design(PCB-de- 
sign, parasitic-model- 
ing, impedance)

․차량내다양한 IoT 환경
에 따른 EMC 설계기술
(EMC for near-field co- 
mmunication(Rfid, NFC, 
ZigBee..)
․Multi-physic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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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분야 세부 내용 EMC 기술

플랫

폼

․제어및자율주행을위한고

신뢰실시간 OS와상호운
용성(interoperability) 지원
․개방형 S/W 플랫폼 및 표
준 인터페이스 기술

․인공지능, 빅 데이터 처리
등 응용 SW 기술

․차량운용 SW의안전성을 
위한 EMC 적용 알고리
즘 추가 연구

  - 하드웨어 오동작 기능
에관한소프트웨어알

고리 즘 추가

  - EMC for software

․다기능 초경량 소재 및 구

조물 기술

․기능별 첨단운전자 지원

설계 기술

․자율주행을 위한 actuator 
및 기계/전기 기술
․설계 자동화 기술

․다기능 초경량 소재 및

구조물기술(경량화차폐
소재 개발)

기타

․자동차 해킹 방지 기술

(CAN 통신의 암호화)
․IEMI에 대한 보안 기술
개발

․자동차 해킹 방지 기술

(통신의 암호화)
․IEMI/HPEM에대한보안 
기술 개발(RF immunity, 
active shielding)

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전자파 법규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매

우 중요한 업무이다. 2016년 그리고 2017년 들어 중국의 친
환경자동차 법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
응하려고 하는 국내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

정이다.
유럽의 경우는 강제인증 제도이고, 관련 규격은 UN ECE 

R10.04/05를 적용하고 있다. 전 세계 표준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규격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개발에 있어
꼭 필요한 내용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규격을 기본

[그림 8] 세계 각국의 규격 현황

[그림 9]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전자파 법규

으로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자파 규제는 강제인

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의 부품까지
강제인증을 진행하고 있어, 국내 다수의 업체들이 매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10]은 중국의 차량단위의 EMI 법
규 내용이다.

[그림 11]은 중국 자동차의 부품 EMC 법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중국의 자동차 법규는 계속 해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고,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 무역장벽으

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관련 업체는 계속적으

[그림 10] 중국의 차량 EMI 법규

[그림 11] 중국의 자동차 부품 EMC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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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중국의 자동차 인증 시험(단품, 자동차)

로 규격 동향을 파악하여 개발 프로세스에 참고를 해야 한

다. 추가적으로 중국은 녹색인증제도를 두고 있는데, EMC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30 %의 비중을 두고 있다.
미래형 자동차의 EMC 기술 로드맵에서 각국의 EMC 법

규동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3 EMC 기술의 역할 및 로드맵

각 분야별 EMC 역할과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1∼3단계로
각 단계별 3년의 개발기간을 두고 작성을 하였다. <표 2>의

EMC 기술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별 로드맵의 예시를 연구
하였다.
첫 번째는 설계기술 로드맵이다. [그림 13]은 설계 분야

의 구동인버터 및 컨버터와 OBC 설계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로드맵은 기술의 발전과 개발 상황에

[그림 13] 미래형 자동차 설계분야의 EMC 기술 로드맵

[그림 14] 미래형 자동차 센서분야의 EMC 기술 로드맵

[그림 15] 미래형 자동차 통신분야의 EMC 기술 로드맵

[그림 16] 미래형자동차플렛폼/기타분야의 EMC 기술로드맵

따라 기술내용 및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참고사항임을
알려둔다. [그림 14]∼[그림 16]은 <표 2>에서설명한 EMC 요
소기술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기술 로드맵을 제안한 것이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미래형 자동차의 EMC 기술 로드맵의 초기 버
전으로 향후 관련 연구와 기술 및 방향에 대한 연구가 추가

로 더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 방향에 따른 EMC 기술 로드
맵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한 기초 자료이다. 향후 관련
산업 및 설계자들에게 기본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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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EMC 기술 관련 연구와 인력양성
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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