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적합성 기술기준 개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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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장해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 전자파 장해는 전자파가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전도 및 방사를 통해서 전파되어 다른 기
기에 방해를 주는 현상
 전자파감응성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EMS)

전자파 내성 (Immunity)

- 전자파 감응성은 외부 전자파 장해에 노출되어, 기기나 시스템의 성능(기능)이 피해를 입는
상대적인 정도. 즉, 전자파 내성(Immunity)이 부족한 정도.
 전자파 적합성, 양립성, 적응성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전자기적 환경조건에서 대상기기가 다른 기기에 전자기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자기
적 장해에 의한 기능저하 및 오작동 없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전자파 장해

전자파 감응성
전자파 내성

전자파 적응성

 원전 내 안전관련 기기는 전자파장해 수준(EMI Level)이 전자파감응성 검증수준(EMS

Testing Level)을 이내이면(EMI Level < EMS Testing Level) 기능성이 보장됨.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공학적 판단과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통해 안전관련 기기가 기능성이
보장됨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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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C 3요소
잡음원
(Noise Source)

전달경로 (Path)

피해기기
(Victim Device)

방사성 잡음원
(예, 무선송신기)

근접장 및 원거리장의 방사

피해기기 오작동/성능저하

전도성 잡음원
(예, 낙뢰)

전력선 및 신호선의 전도

(예, 무선 수신기, 계전기)

전자파장해 (EMI) 대책

잡음원 전달 경로 차단

전자파감응성 (EMS) 저하
(=전자파내성 증가)

잡음원 차폐
선로의 곡률화
잡음원 필터링

전원 및 신호선 필터링
전원 및 신호선 차폐
전파 흡수체 사용

피해기기의 차폐
내성 설계
잡음원 필터링

 EMC 평가항목
전자파 적합성 시험

전자파 방출 (EMI) 시험

전자파 감응성 (EMS) 시험

전도성 방출 시험 (전력선)
(Conduction Emission, CE)
전도성 잡음원 방출 확인

방사성 방출 시험
(Radiated Emission, RE)
방사성 잡음원 방출 확인

측정 잡음원 종류

측정 잡음원 종류

저주파 / 고주파

전계 / 자계

전도성 감응성 시험
(Conduction Susceptibility, CS)
전도성 잡음원에 대한 내성 확인

인가 잡음원 종류
전력선 / 신호선
저주파 / 고주파
일반파형 / 특수파형

방사성 감응성 시험
(Radiated Susceptibility, RS)
방사성 잡음원에 대한 내성 확인

인가 잡음원 종류
전계 / 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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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

TR-102323

1994.9

U.S. NRC

TR-102323 (Rev. 1) TR-102323 (Rev. 2) TR-102323 (Rev. 3)

1997.1

1996.4

2000.11

2000.1

NRC SER (Endorsing TR-102323) Reg. Guide 1.180

2004.11

TR-102323 (Rev. 4)

2013.12

2018.4

2003.10
Reg. Guide 1.180 (Rev 1)

Reg. Guide DG-1333

지침

발행시기

개정내용

EPRI
TR-102323

1994. 9

• 1990년대 원전 내 EMC 문제 대응을 위해서, 원전 디지털설비 개선경험을 반영하여 발행

U.S. NRC SER

1996. 4

• NRC는 안전성평가보고서(SER)을 통해서 Topical Report TR-102323을 승인(endorsed)
단, 방출 여유도를 6 dB에서 8 dB로 수정하여 고려하도록 권고

EPRI
TR-102323 (Rev.1)

1997. 1

• NRC SER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방출여유도를 8dB로 수정반영

U.S. NRC
Reg. Guide 1.180

2000. 1

• EMC 품질확보를 위한 EPRI와 NRC 조사 자료를 종합화
• EPRI TR-102323 승인내용 반영

EPRI
TR-102323 (Rev.2)

2000. 11

• 운전경험을 고려하여 초기 보수적인 지침사항들을 완화
• 1 GHz 이상에서 작동하는 기기들에 대한 방출 사항을 반영

U.S. NRC
Reg. Guide 1.180 (Rev. 1)

2003. 10

• European Norm (EN)과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의 EMC 시험방법 승인
• 신호선과 전원선에 대한 시험수준(Test Level) 변경
• EPRI TR-102323 승인내용 반영(EPRI TR-102323 Rev.1 및 Rev.2 미승인)

EPRI
TR-102323 (Rev.3)

2004. 11

• 기기공급사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MC 시험방법을 적용하였으며, Reg. Guide
1.180 (Rev.1)과 차이점 축소
• 고주파 전도성 내성시험의 시험수준을 완화(MIL-461E Curve #3 준수)

EPRI
TR-102323 (Rev.4)

2013. 12

• 최신 EMC 시험을 적용 개정
• ISM Band를 사용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무선기기에 대한 방사통제 지침 등 추가

U.S. NRC Draft
Reg. Guide DG-1333

2018. 4

• 최신 기술기준 적용(MIL-STD 416G, IEC 61000-4 시리즈, IEEE Standard 등
• 현실적인 규제지침으로 개정(ESD 시험추가, 운전 포락선 개정, 대체시험 방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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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원전 계측제어계통에서 디지털 및 진화된 아날로그 시스템이 적용됨에 따라서 전자파 장

해(EMI/RFI, Power Surge, ESD 등)에 대한 취약성이 현안이 됨.
- (취악원인) 디지털 시스템 제작사들은 높은 클럭 주파수와 저전압의 논리회로를 사용함.
- (취악원인) 여러 개의 아날로그 논리회로들이 하나의 저전압 아날로그 논리회로로 집약됨.
 원전 환경에서 안전과 관련된 운영 및 기능 현안의 조치방안으로 전자파장해에 의한 기능성

저하 가능성은 설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Reg. Guide 1.180 개정안(RG DG-1333)은 전자
파장해에 의한 영향을 식별하고 설명하기 위한 설계, 설치, 시험 방안(Practice)를 제공함.
 RG DG-1333의 적용대상은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및 비안전 계측제어계통임. 특히,

안전관련 기기 근처에 설치되는 비안전관련 기기에 대해서 전자파장해를 식별 및 평가하기 위
해서 적용됨. 경우에 따라 비안전관련 기기에 대한 전자파장해 정도도 평가대상
- 예,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기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처에 도입되는 비안전관련 계측제
어계통 및 전기계통(Electrical System)의 전자파방출은 평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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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 Guide 1.180 개정(안)은 기존에 준용된 EMC 기술기준(Standard)에 대한 최신 개정판 내

용은 반영하였으며, EMC 시험의 방법, 항목(ESD 추가), 허용기준 및 주파수 등을 개정함. 또한
기술적 판단과 전제조건에 따라 일부 EMC 시험에 대한 생략과 대체시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
정됨.
 Reg. Guide 1.180 개정(안)에서는 기 준용된 기술기준에 대해서 최신 개정본을 반영하였으며,

MIL-STD-461, IEC-STD 61000 Series, IEEE STD에 대해서 최신본을 적용함.
- MIL-STD-461G, “Requirements for the Control of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Characteristics
of Subsystems and Equipment,”

- Parts of the commercial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61000 series on EMC:
• IEC 61000-3,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3: Limits”
• IEC 61000-4,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4: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IEC 61000-6,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6: Generic Standards”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standards:
• IEEE Standard (Std.) 1050-2004, “IEEE Guide fo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Equipment Grounding in Generating Stations”
• IEEE Std. C62.41.1-2002, “IEEE Guide on the Surge Environment in Low-Voltage (1000 V and or Less) AC Power Circuits”
• IEEE Std. C62.41.2-2002, “IEEE Recommended Practice on Characterization of Surges in Low-Voltage (1000 V or Less) AC
Power Circuits”
• IEEE Std. C62.45-2002, “IEEE Recommended Practice on Surge Testing for Equipment Connected to Low-Voltage (1000 V or
Less) AC Power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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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 Guide 1.180 개정(안)에서 준용된 기술배경(Technical Basis)은 다음과 같음.

- NUREG/CR-5941, “Technical Basis for Evaluating Electromagnetic and Radio-Frequency
Interference in Safety-Related I&C Systems.”
- NUREG/CR-6431, “Recommended Electromagnetic Operating Envelopes for Safety-Related I&C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 NUREG/CR-5609,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esting for Conducted Susceptibility Along
Interconnecting Signal Lines.”
- NUREG/CR-6782, “Comparison of U.S. Military and International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Guidance.”
- ORNL/SPR-2015/485, “Task 2-Limits for High-Frequency Conducted Susceptibility TestingCS114 (NRCHQ6014D0015)” (신규)
- ORNL/SPR-2015/254, “Task 4-EMI/RFI Issues Potentially Impacting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I&C Systems (NRCHQ6014D0015)” (신규)
- ORNL/SPR-2016/108, “Task 5-Technical Basis fo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ulatory
Guidance Update (NRCHQ6014D0015)” (Ref. 22)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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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을 위한 EMC 프로그램(RG DG-1333)은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구

성기기(Structure, System, Component(SSC))가 원전 환경조건에 부합되게 설계되었음을 보
증하기 위한 검증 프로그램임.
- EMC 프로그램은 신규설치되거나 및 설계(Design), 시험(Testing), 설치(Installation) 변경된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의 SSC)에 적용함.
- EMC 프로그램은 기기의 전자파방출 및 전자파감응성, 전력서지내성, 정전기방전(ESD)를 평
가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허용기준(운전포락선)을 제공함.

-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기 설치된 SSC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험을 필요로 하지 않음.  기
검증된 SSC의 전자파장해 정도 등은 EMC 환경조건으로 간주하나 안전관련 SCC를 설치할 경
우 설치위치에서의 EMC 환경조건은 확인 및 평가되어야 함.
 비안전관련 SSC가 도입되어 안전관련 SSC에 전자파장해를 미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비안

전관련 SSC에 대한 전자파방출 정도는 평가하여야 함. 도입되는 비안전관련 SSC의 전자파
장해로 인하여 기 설치된 안전관련 기기의 안전기능이 저해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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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I/RFI 및 전력서지의 소스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이 설치될 위치에서

의 EMC 환경조건(Electromagnetic Condition)을 평가하여야 함.
- EMI/RFI 소스는 이동형 및 고정형 기기를 포함하며, 이동식 무선통신기기, 원격 무선 계측제어
기기, 아크 용접기, 전력 공급기 및 발생기 등이 예가 될 수 있음.
-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은 모든 원전 운전조건에서 운전포락선보다 8 dB 낮은 수준까지의
EMI/RFI 노출을 허용함. 정상기능이 보장된 전자파 내성수준(운전포락선)보다 8 dB이 여유
를 더 확보한 수준까지의 노출을 허용함. 예, 안전관련 기기의 경우 방사성전계 내성검증 수준
인 140 dBV/m보다 8 dB 낮은( 8 dB 여유)를 둔 132 dBV/m까지 방사성전계 왜란에 대한
노출을 허용함(배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
 운전포락선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상기기는 실제 설치형상을 대표할 수 있는 물리적

인 형상(Physical Configuration)으로 시험 및 평가 되어야 함. 형상이 변경될 수 있는 SSC의 경

우(예, 캐비닛) 최악의 전자파 노출 및 방출 조건을 대표하는 형상으로 시험되어야 하며, 최악
의 전자파 노출 및 방출 조건은 시험계획서에 문서화되고 정당성이 보증되어야 함.
 전자파검증 시험의 경우, 대상기기의 형상에 따라서 시험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악
의 경우(Worst-Case)를 고려한 보수적인 전자파적합성 검증이 수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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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C 검증시험에서 고려된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물적인 형상은 시험결과로서 문서화되

어, 대상기기 설치 시 구현된 후 유지 및 관리 되어야 함.
- 유지관리되는 설계 사양은 EMC 검증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케이블, 케이블 이격거
리, 차폐 기술, 차폐외함 건전성, 개구면, 개스킷, 접지 기술, EMI/RFI 필터, 회로 기판의 배열
(Layout), 기타 설계 변수를 포함하여야 함.  EMC 검증시험의 경우, 대상기기의 검증시험
조건에 따라서 시험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은 관리되어야 함.
- 시험 대상기기는 의도된 기능이 수행되는 정상작동 조건에서 시험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기
반의 계통(대상기기)는 실제 작동 시 사용되는 기능 소프트웨어와 자기진단 기능이 정상작동
해야 함.
 배제구역(Exclusion Zone)은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이 이동식 EMI/RFI 방사체의 접근에 의해

서 허용기준 이상의 방사성전계 왜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통제 방안임.
d : 배제구역 (m)

30 PT GT
d
E

E : 설치위치에서 허용가능한 방사성 전계세기 (= 4 V/m)
PT : EMI/RFI 방사체의 유효방서 전력 (W)
GT : EMI/RFI 방사체의 안테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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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STD-461G Test Methods for EMI/RFI Emissions
Test

Description

CE101

Frequency Range
RG 1.180 (Rev. 1)

RG DG-1333

Conducted Emission, Low-frequency

30 Hz ~ 10 kHz

30 Hz ~ 10 kHz

CE102

Conducted Emission, High-frequency

10 kHz ~ 2 MHz

10 kHz ~ 10 MHz

RE101

Radiated Emission, Magnetic Field

30 Hz ~ 100 kHz

30 Hz ~ 100 kHz

RE102

Radiated Emission, Electric Field

2 MHz ~ 1 GHz

2 MHz ~ 10 GHz

IEC STD 61000-6-4 Methods for EMI/RFI Emissions
Test

Description

CISPR 16

Conducted Emission, High-frequency

CISPR 16

Radiated Emission, Electric Field

Frequency Range

RG 1.180 (Rev. 1)

RG DG-1333

150 kHz ~ 30 MHz 150 kHz ~ 30 MHz
30 MHz ~ 1 GHz

30 MHz ~ 6 GHz

 RG DG-1333 방출시험 경우, RG 1.180(Rev.1)보다 CE102, RE102 등의 시험주파수 범위가

상향조정 됨.
 IEC STD 61000-6-4 시험의 경우, MIL-STD-461G의 CE101, RE101에 대응하는 시험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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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전도성, 자기장, 전기장의 특성에 따른 방출시험은 상호지장을 주지 않음으로 조합이

가능함.  각각의 시험은 독립적이므로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MIL-STD와 IEC-STD
기준의 방사성, 전도성, 자기장, 전기장 시험들 간의 조합 가능).
 다른 기준의 방출시험 적용된 경우(시험기준이 조합된 경우), 원 시험 기준과의 차이점(Gap)

을 시험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일부 주파수 범위의 방출시험이 생략된 경우, 이에 대한 정
당성을 시험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함.
- IEC-ST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저주파 방출시험의 생략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면 MIL-STD 기준
의 저주파 방출시험을 적용하여 수행해야 함.  시험방법의 조합가능
- IEC-STD와 MIL-STD 기준의 방출시험을 조합하여 적용할 경우, 검증 주파수범위에서 시험됨을
보장하여야 함. 시험방법을 조합할 경우, 전 검증 주파수범위의 시험이 완료되어야 함.
 방출시험의 운전포락선은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이 존재는 지역의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

리드 계통에 대해서 적용함.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이 존재하는 지역에 적용하며, 해당지역

에 비안전관련 설비가 설치될 경우에도 방출시험은 수행되어야 함.
- 방출시험 적용지역의 예, Control Room, Remote Shutdown Panel, Cable Spreading Room,
Equipment Room Auxiliary Instrument Room, Relay Room, Turbine Dec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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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80 (Rev. 1)
대상기기

면제조건

- 대상기기의 일부가 아닌 외부 소스로부터 전력을 얻는 교류와 직류 전력선 (접지선과 중성선을 포함).
- 1) 대상기기 전력품질요건*이 기 설치된 전력공급장
치와 일치할 경우
- 2) 기존 전력배전계통에 5% 을 초과하는 혹은 유효
한 전력기술기준에 위배되는 고주파를 인가하지 않
는 경우
- 1) 과 2)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면제가능

완화조건

RG DG-1333

- 1A 이상의 교류전력선의 경우, 운전포락선은
20log(Fundamental Current) 만큼 완화될 수 있음.

- 1) 대상기기 전력품질요건*이 기존 전력공급원과 일
치하며, 설계변경사항들이 전력품질관리를 포함할
경우
- 2) 기존 전력배전계통에 5% 을 초과하는 혹은 유효
한 전력기술기준에 위배되는 고주파를 인가하지 않
는 경우
- 1) 과 2)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면제가능
- 없음.

운전포락선

판정기준

- 대상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운전포락선 보다 작은 전도성방출값이 측정되어야 함.

변경사항

- RG DG-1333은 시험면제조건에서 설계변경된 사항들의 전력품질관리를 추가로 요구함.
- 교류 전력선에 대한 운전포락선을 개정함.

*전력품질요건: 최종안전선분석보고서에서 신뢰한(credited) 설계기능(Design Function)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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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80 (Rev. 1)
대상기기
면제조건

대체시험

RG DG-1333

- 대상기기의 일부가 아닌 외부 소스로부터 전력을 얻는 교류와 직류 전력선 (접지선과 중성선을 포함).
- CE101 면제조건을 만족한 경우, 10 kHz~450 kHz 시
험은 면제가능

- CE101 면제조건을 만족한 경우, 10 kHz~450 kHz 시
험은 면제가능

- 고주파영역 대체 시험 방법
1) 450 kHz ~ 2 MHz: FCC 등급A 인증 적용가능
2) 150 kHz ~ 2 MHz: CISPR 11 등급A 인증 적용가능

- 없음

- 운전포락선은 RG 1.180(Rev. 1)와 동일함.

운전포락선

판정기준

- 대상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운전포락선 보다 작은 전도성 방출값이 측정되어야 함.

변경사항

- RG DG-1333에서는 RG 1.180(Rev. 1)의 고주파 대체시험 적용 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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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80 (Rev. 1)

RG DG-1333

대상기기

- 대상기기 및 부속계통(Subsystem)의 외함(Enclosure) 및 내부 연결선(Interconnecting Lead)

면제조건

- 자계방사체를 포함한 자계에 민감한 기기와 분리 및 이격되어 있으면 시험을 면제가능.
- 무선송신을 원래 목적으로 하는 송신기 및 안테나에는 적용하지 않음.

- 운전포락선은 RG 1.180(Rev. 1)와 동일함.

운전포락선

판정기준

- 대상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운전포락선 보다 작은 방사성 방출값이 측정되어야 함.

변경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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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80 (Rev. 1)
대상기기

RG DG-1333

- 대상기기및 부속계통(Subsystem)의 외함(Enclosure) 및 내부연결선(Interconnecting Lead)
- 2 MHz~1 GHz까지의 운전포락선

- 2 MHz~10 GHz까지의 운전포락선(수정됨)

운전포락선

1 GHz
판정기준

- 대상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운전포락선 보다 작은 방사성 방출값이 측정되어야 함.

변경사항

- RG DG-1333에서는 1 GHz~10 GHz까지 시험을 수행하도록 수정됨.

10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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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STD 61000-6-4 Conducted and Radiated Emission Envelopes
Test

Frequency Range

Conducted Emission
Envelope
(CE102 대체시험)

Test Level (dBV)
RG 1.180 (Rev. 1)

RG DG-1333

150 kHz ~ 500 kHz

79 quasi-peak

79 quasi-peak

500 kHz ~ 30 MHz

73 quasi-peak

73 quasi-peak

Test Level (dBV/m)

Frequency Range

Radiated Emission
Envelope
(RE102 대체시험)

RG 1.180 (Rev. 1)

RG DG-1333

30 MHz ~ 230 MHz

30 quasi-peak at 30 m

40 quasi-peak at 10 m

230 MHz ~ 1 GHz

37 quasi-peak at 30 m

47 quasi-peak at 10 m

1 GHz ~ 3 GHz

-

76 quasi-peak at 3 m

3 GHz ~ 6 GHz

-

80 quasi-peak at 3 m

 IEC-STD 6100-6-4의 전도성 및 방사성 방출시험의 시험수준(허용기준)은 MIL-STD 461G의

전도성 및 방사성 방출시험(CE102 및 RE102) 시험수준과 유사함.  참고문헌 참조
 RG DG-1333에서는 RE102 시험에 대한 IEC-STD 대체시험의 허용기준이 변경되고, 검증주

파수 범위가 1~6 GHz를 포함하도록 확장됨.

참고문헌: ORNL/TM-2002/257, “Conducted Susceptibility Tests on an Artifact Using IEC and MIL-STD Test Methods,” July 2002,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ak Ridge,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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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Hz MIL-STD 461G, RE101 100 kHz

2 MHz

MIL-STD 461G, RE102

10 GHz

면제 가능한 주파수대역

10 KHz
10 MHz
MIL-STD 461G, CE101
MIL-STD 461G, CE102
면제 가능한 주파수대역

Gap (Vs. CE101)

면제 가능한 주파수대역

450 kHz
Gap (Vs. CE102) IEC 61000-6-4 (High Fre.) IEC 61000-6-4 (Radiated)

Gap (Vs. RE101)
100 kHz

150 kHz
Gap 대안

30 MHz

6 GHz

방법 1: 면제조건에 의한 시험 생략
방법 2: MIL-STD 기준 시험방법으로 수행

 IEC 방출시험의 경우, MIL-STD CE101 및 RE101에 대응하는 시험을 제공하지 않으며, 시험주

파수 범위의 차이가 존재함(Gap 참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 대안이 제안됨.
 (방법 1) 기기의 전력품질 요건이 CE101 및 CE102 시험 면제조건을 만족하고, RE101 시험 면

제조건을 만족할 경우, “CE102(450 kHz~2 MHz)+RE102”수행 혹은 “IEC-STD 61000-6-4 (High
Fre. 및 Radiated)” 수행.
 (방법 2) MIL-STD 기준과의 Gap에 해당하는 주파수 범위에서 시험을 수행함. 즉, 30 Hz~10

kHz 범위에서 CE101 시험 수행, 10 kHz~150 kHz 범위에서 CE102 시험 수행, 30 Hz~100 kHz
범위에서 RE101 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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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조합

면제조건에 의한 일부시험 면제

면제조건
CE101
CE102
RE101

1) 대상기기 전력품질요건이 기존 전력공급원과 일치하며, 설계변경
사항들이 전력품질관리를 포함하고,
2) 기존 전력배전계통에 5%의 총고조파왜형률(Total Harmonic
Distortion)과 유효한 전력품질기준을 위배하는 추가적인 고조파를 인
가하지 않는 경우.
자계방사체를 포함한 자계에 민감한 기기와 분리 및 이격

면제범위
전 주파수 범위 면제
10 kHz~450 kHz 면제
전 주파수 범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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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Susceptibility (CS) and Radiated Susceptibility (RS) Test Methods

MIL-STD Base

CS
Power
Lead

시험

특징

주파수

시험

특징

주파수

CS114

High Fre.

10 kHz ~ 30 MHz

61000-4-6

RF Field

150 kHz ~ 80 MHz

CS101

Low Fre.

30 Hz ~ 150 kHz

61000-4-13

Low Fre.

16 Hz ~ 2.4 kHz

61000-4-16

Low Fre.

15 Hz ~ 150 kHz

61000-4-16

Common
mode

0 Hz ~ 150 kHz

61000-4-6

RF Field

150 kHz ~ 80 MHz

61000-4-4

EFT/Burst

-

61000-4-5

Surge

-

CS114
CS
Signal
Lead

Alternative (IEC-STD Base)

CS115

High Fre.

bulk cable injection

10 kHz ~ 30 MHz

Impulse Excitation

CS116

Damped Sinusoidal
Transients

10 kHz ~ 100 MHz

61000-4-12

Oscillatory
waves

-

RS101

Magnetic

30 Hz ~ 100 kHz

61000-4-8

Magnetic

60 Hz

61000-4-9

Magnetic

60 Hz ~ 50 kHz

61000-4-10

Magnetic

100 kHz ~ 1 MHz

61000-4-3

Electric

26 MHz ~ 6 GHz

RS
RS103

Electric

30 MHz ~ 10 GHz

*CS: Conducted Susceptibility, RS: Radiated Suscep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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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80 (Rev. 1)

RG DG-1333

왜란인가 대상

- 대상기기의 교류와 직류 전력선 (접지선과 중성선을 제외).

인가왜란 특성

- 운전포락선 값(=인가왜란 값)을 대상기기의 소스 전압조건에 따라서 결정하여 인가 (운전포락선 참조)
1) Vrms  28 V 일 경우, 2) Vrms ≤ 28 V 일 경우

주파수

- 직류전원 : 30 Hz ~150 kHz
- 주파수 f0의 교류전원: 2 f0 ~ 150 kHz (= 두번째 고주파수 ~ 150 kHz)
- RG 1.180 (Rev. 1)과 동일함.

운전포락선
(인가왜란)

판정기준

기능이 정상동작하고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 안됨.

변경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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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80 (Rev. 1)

RG DG-1333

왜란인가 대상

- 계통내부 연결 전력선을 포함한 전력선

인가왜란 특성

- 운전포락선 값(=인가왜란 값)을 대상기기의 전력선에 인가 (운전포락선 참조)

주파수

- 10 kHz ~ 30 MHz
- 10 kHz ~ 150 kHz 범위의 인가왜란이 RG
1.180(Rev.1)의 인가왜란보다 완화됨(수정됨),

운전포락선
(인가왜란)

판정기준

- 기능이 정상동작하고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 안됨.

변경사항

- 10 kHz ~ 150 kHz 범위의 인가왜란이 RG 1.180(Rev.1)의 인가왜란보다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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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80 (Rev. 1)

RG DG-1333

왜란인가 대상

- 계통내부 연결 전력선을 포함한 신호선

인가왜란 특성

- 운전포락선 값(=인가왜란 값)을 대상기기의 전력선 인가 (운전포락선 참조)

CS114
- 10 kHz ~ 30 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일정한 91
dBA 전류 인가

CS114
- 10 kHz ~ 30 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아래의 왜
란 인가

운전포락선
(인가왜란)
CS115
- 1분간 30 Hz 속도로 최대값이 2A인 임펄스 인가

CS115
- 1분간 30 Hz 속도로 최대값이 5A인 임펄스 인가

CS116
- 주파수에 따라 정해진 Ip값을 갖는 감쇠 정현파 인
가 (Ip값은 IMAX = 5 A를 적용한 그래프 이용)

CS116
- RG 1.180(Rev. 1)와 동일함.

판정기준

- 기능이 정상동작하고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 안됨.

변경사항

- CS114와 CS115의 인가왜란의 크기가 더욱 커진 보수적인 방향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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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80 (Rev. 1)
왜란인가 대상
면제조건
인가왜란 특성
주파수

RG DG-1333

- 대상기기 부속기기 외함 연결선
- 강한 자계 왜란이 있는곳에 설치되지 않는 기기에 대해서는 면제가능
- 운전포락선 값(=인가왜란 값)의 자기장 왜란을 대상기기 및 부속기기 외함과 연결선에 인가
- 5 cm 거리에서 루프안테나를 이용하여 자기장 왜란 인가
- 30 Hz ~ 100 kHz
- RG 1.180(Rev. 1)와 동일함.

운전포락선
(인가왜란)

판정기준

- 기능이 정상동작하고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 안됨.

변경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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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80 (Rev. 1)

RG DG-1333

왜란인가 대상

- 대상기기 부속기기 외함 및 연결선

인가왜란 특성

- 기기외함으로부터 1m 거리에서 10 V/m (=140 dBV/m)의 전계를 인가함.
- 대상기기의 크기에 따라서 왜란인가용 안테나의 반전력 빔폭이 대항기기를 포함하도록 단일 및 다중위치
에서 인가
- 안테나가 연결된 기기의 경우, 안테나 동작 주파수의 왜란인가는 제외함

주파수

- 30 MHz ~ 1 GHz

- 30 MHz ~ 10 GHz

- 10 V/m (=140 dBV/m)의 전계

- RG. 1.180 (Rev. 1)와 동일

운전포락선
(인가왜란)

판정기준

- 기능이 정상동작하고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 안됨.

변경사항

- 시험주파수 범위가 30 MHz~ 10 GHz로 확대됨.

27

 혼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IEC-STD 대체시험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상기기 설치장소에 강한 자

계왜란을 방출하는 기기가 없다면 방사성자계 왜란에 대한 내성시험은 면제 가능함.
방사성자계 왜란시험: MIL-STD RS101, IEC-STD 61000-4-8, 61000-4-9, 61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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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서지 내성시험
IEEE Std. C62.42-2002
감쇠발진파
(Ring Wave)

IEEE Std. C62.42-2002
복합펄스파
(Combination Wave)

IEEE Std. C62.42-2002
Electrical Fast Transient
(EFT)

개방회로 전압

개방회로 전압

단락회로 전류

15 ms 버스트 내의 펄스

상승시간
(Rise Time)

0.5 s

1.2 s

8 s

5 ns

지속 (Duration)

100 kHz의 감쇠발진파

50 s

20 s

50 ns

목적

높은 주파수의
진동서지 모의

낙뢰 및 스위칭 과도현상 모의

국부적인 부하
스위칭 모의

대체시험방법

IEC 61000-4-12

IEC 61000-4-5

IEC 61000-4-4

파형(Waveform)

Low With Stand Level (Category B, Low Exposure)
2 kV

왜란인가 수준
(Surge Withstand
Level)

2 kV( 개방회로) / 1 kA (단락회로)

2 kV

Safety-related I&C Systems, Control Rooms, Remote Shutdown Panels, Cable Spreading Rooms,
Equipment Rooms, Auxiliary Instrument Rooms, Relay Rooms
Low With Stand Level (Category B, Medium Exposure)
4 kV

4 kV( 개방회로) / 2 kA (단락회로)

4 kV

Primary power source가 연결되는 곳, External lines Switchgear, Large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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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방전(ESD) 시험
접촉방전

기중방전

시험방법

- 시험 발생기의 전극이 시험대상 기기와 접
촉하고 방전발생기 내의 스위치에 의해서
방전왜란 인가

- 시험 발생기의 충전된 전극이 시험대상기
기에 접근함(가까워짐)에 따라 방전왜란
인가

시험수준

8 kV

15 kV

 RG DG-1333에서는 습도가 낮은 환경을 고려하여 IEC 61000-4-2의 ESD* 시험을 필수 시험항

목으로 신규 도입함.
 ESD 시험은 접촉방전방식과 기중방전방식 중 한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하며, 시험발생기

에 의해서 방전왜란이 인가될 때 시험 대상기기의 기능(성)이 유지되어야 함.
 접촉이 자주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키보드, 제어 및 입력 장치의 접촉지점과 전기적으로

접지되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ESD 시험을 수행함. 또한, 정상동작 시 접근 가능하거나 접촉
지점과 가까운 케이블에 대해서는 기기 및 캐비닛 등의 케이블 인입지점에서 ESD 시험을 수

행함.
* Electrostatic Discharge (ESD) : 정전기 방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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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C는 대상기기가 설치된 전자파 환경조건에서 다른 기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능

저하 및 오작동 없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EMC 검증시험은 전자파방출(EMI)시험과 전력서지시험을 포함한 전자파감응성(EMS)으로 구

성됨.
 원전 안전관련기기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EMC 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NRC

Regulatory Guide 1.180과 EPRI TR-102323에 상세한 EMC 규제지침 및 기술사항이 수록됨.
 최근 NRC는 RG 1.180(Rev.1)에 대한 개정안으로 RG DG-1333를 발행하였고, 개정사항은 다

음과 같음.
- 기 준용한 기술기준의 최신본을 반영하였고, 신규 기술문헌을 추가함.
- 안전관련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전관련 기기에 대해서도 EMI 시험의 검증을 요구
함.
- EMI 시험의 대체시험 방법이 개정되었으며, IEC-STD 기준과 MIL-STD 기준의 시험을 혼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EMI 시험과 EMS 시험의 운전포락선이 개정됨(CE101, CS114, CS115의 운전포락선 개정됨).
- ESD 시험을 필수 시험항목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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