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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건조되고 있는 함정의 추진체계는 기존의 엔진 기반 기계식 추진체계 

에서 전동기를 이용한 전기추진체계를 적용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추진 

전동기의 효율은 전 운전 영역에서 엔진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함정의 특수성능 중 소음 및 진동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편, 전기 추진 체계 함정의 경우 추진력을 비롯한 함 내 전 전력 

부하를 발전기에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구축함의 경우 발전기의 전력용량이 

수십 MW급으로 급증하게 되고, 고전압 고출력 장비의 운용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 및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용량 전동기 및 전력변환장치를 

탑재함에 따라 기계식 추진체계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전동기의 Common 

mode 전압 및 누설전류에 의한 전자기 간섭(EMI)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하는 함정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EMI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수적이다. 최근에 건조된 

전기추진함정의 경우 전동기와 그 구동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도성 EMI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PWM 인버터와 전동기간에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을 사용하고 있다. Drain wire는 PWM 인버터와 추진 전동기 측의 

접지를 공유하면서, PWM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누설전류 성분이 공통 

접지인 선체를 통해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전도성 EMI 

측면에서 Drain wire의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효과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PWM 인버터 구동 전기추진함정의 전도성 EMI 현상에 발생 

원인 및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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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실험 결과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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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함정 설계 및 건조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친환경 기술 

적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 그 소요가 반영되고 있는 함정의 

추진체계는 기존의 엔진 기반 기계식 추진체계에서 전동기를 이용한 

전기추진체계를 적용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전기추진 함정의 추진력은 

전동기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계식 추진체계에 설치된 엔진의 

출력을 대체할 대용량 전동기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는 대용량 전동기 

구동을 위한 발전용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함을 의미한다. 고전압, 대용량 

발전 및 전동기 구동시스템이 탑재된 전기추진 함정에서의 발전 및 배전, 

전력품질, 전자기 간섭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은 함정 설계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전기추진함정의 경우 함정을 운용자가 요구하는 속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로부터 전력의 생산 및 전동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추진력을 

발생시켜야 한다.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출력은 PWM 인버터에 설치된 전력용 

반도체의 스위칭에 의해 요구되는 출력에 해당하는 지령전압을 합성하게 된다. 

인버터의 출력 전압에는 지령전압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전력용 반도체의 

On/Off 스위칭 동작으로 인해 기본파 주파수 대비 높은 주파수 대역의 

고주파 성분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게 된다. 또한 전력용 반도체의 

전압상승률( /dv dt )은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이며, 전압상승률이 높을 경우 

스위칭 시 발생되는 손실이 적어 방열 측면에서 유리하며, 스위칭 주파수를 



 

2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동기 제어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전력용 

반도체의 높은 전압 상승률은 전동기 구동 시스템과 선체 사이에 존재하는 

표류 캐패시턴스(Stray capacitance)를 충방전 시켜 이로 인해 고주파 

성분의 누설전류가 선체 전반에 흐르게 되어 인접장비의 고장 및 오작동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전동기 내부에는 축전압이 유기되어 베어링 전류가 

생성됨으로써 베어링의 절연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5] 함정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다양한 장비들이 밀집되어 설치되어 있어 전자기 간섭 현상에 

더욱 민감할 수 있으며, 특히 전투체계, 통신 장비 등과 같이 전투 

임무수행에 연관된 장비에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투력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기존의 기계식 추진함정에서 수행된 

전자기 간섭(EMI)/적합성(EMC)의 분석은 통신장비의 운용 및 안테나 배치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었으나, 전기추진함정에서는 전동기 구동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대비책이 필요하다. 최근 건조된 전기추진함정의 경우 PWM 

인버터와 추진 전동기간에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을 설치하였다. 

Drain wire는 기본적으로 PWM 인버터와 추진 전동기의 접지단에 연결되며, 

PWM 인버터의 스위칭에 의해 발생하는 고주파 누설전류 성분에 대하여 

별도의 순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고주파 누설전류가 공통 접지인 선체를 

통해 인접 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동기 구동 시스템 내부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즉, Drain wire의 적용으로 전도성 EMI의 

원인이 되는 고주파 누설전류에 대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다. Drain wire의 

적용 효과는 이미 알려져 있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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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함정 전동기 구동시스템에서 고주파 누설전류의 

원인이 되는 Common mode 전압의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선체를 통해 

흐르는 고주파 누설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동기 전력 공급선에 

Drain wire를 적용한 효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실험 결과에 대하여 

Drain wire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 및 검증한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전기추진체계의 구성과 전도성 EMI 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전동기 구동 시스템의 누설전류 저감을 위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Drain wire의 개념 및 설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전력 공급선에 

Drain wire를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전동기 전력 공급선에 Drain wire를 적용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추진체계를 모의한 축소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하고,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향후 연구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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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기추진함정의 시스템 구성 및 전자기 간섭 현상 

2.1 함정 추진체계의 구성 

  함정의 추진체계는 추진기(Propeller)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기계식 추진체계, 복합식 추진체계, 전기추진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2.1.1 기계식 추진체계 [6], [10] 

  기계식 추진체계는 디젤엔진 또는 가스터빈으로부터 발생된 회전력을 

감속기어를 통해 추진기에 전달함으로써 함정의 추진력을 발생시킨다. 그림 

2.1은 기계식 추진체계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G G G G

GT

감속 기어

DE

GT

감속 기어

DE

 

그림 2.1 기계식 추진체계의 구성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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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에서 발생된 전력은 전투체계, 통신장비 등 함정 운용을 위한 

전력부하에만 공급되며, 함정의 추진력은 디젤엔진, 가스터빈에서 발생된 

기계적 동력을 통해 얻게 된다. 즉, 기계식 추진체계는 함정의 전력계통과 

추진계통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또한 기계식 추진체계는 최고 속력에서의 출력을 발생하는 추진 엔진의 

종류 및 조합에 따라 표 2.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함정의 운용 목적 및 

중량 등에 따라 추진체계의 조합이 달라지지만, 전투함정의 경우 함정 소요 

기획단계에서 최대 속력을 30kts로 요구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할수록 출력 밀도가 높은 가스터빈의 비중은 증가한다. 

표 2.1 추진 엔진의 조합에 따른 기계식 추진체계의 분류 

구  분 순항 속력 최대 속력 

디젤엔진+가스터빈 

CODOG1 디젤엔진 가스터빈 

CODAG2 디젤엔진 
디젤엔진 + 

가스터빈 

가스터빈 

COGOG3 가스터빈 가스터빈 

COGAG4 가스터빈 가스터빈 

 

  가스터빈은 약 3,600r/min의 속도로 회전하는 고속 엔진이기 때문에 100 

~ 200 r/min으로 회전하는 추진기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감속기어의 

                                           
1
 CODOG : Combined Diesel engine Or Gas turbine 

2
 CODAG : Combined Diesel engine And Gas turbine 

3
 COGOG : Combined Gas turbine Or Gas turbine 

4
 COGAG : Combined Gas turbine And Gas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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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은 필수적이다. 감속기어는 다수의 원동기 출력을 하나의 추진기에 

결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어비의 조절에 따라 회전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적 결합에 따른 효율이 저하되고, 기어의 

결합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계식 추진체계를 탑재한 

함정의 경우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계통을 설계하여야 하고, 디젤엔진, 

가스터빈, 감속기어 등의 장비 선정 시 설치공간과 특수성능(소음, 진동 등) 

요구조건 만족을 위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2.1.2 복합식 추진체계 [6], [10] 

복합식 추진체계는 기계식 추진 엔진과 추진 전동기가 결합되어 추진기에 

추진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저속에서는 발전기의 전력을 이용하여 추진 

전동기를 구동함으로써 추진 엔진만을 사용하던 기계식 추진체계의 낮은 연료 

효율 측면을 보완한 추진 시스템이다.  

그림 2.2는 복합식 추진체계의 구성을 개념적으로 나타내었다. 발전기의 

전력을 추진 전력변환장치로 적절히 변환하여 추진 전동기를 구동하는 

전기추진시스템과 디젤엔진과 같은 추진엔진을 이용하여 감속기어를 통해 

추진기를 구동하는 기계식 추진시스템이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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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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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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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 기어

추진 
전력변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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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 기어

추진 
전력변환장치

 

그림 2.2 복합식 추진체계의 구성도 [6] 

복합식 추진체계는 기계식 추진체계의 분류와 유사하게 최대 속력에서의 

추진 엔진과 추진 전동기의 결합에 따라 표 2.2 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2.2 추진 방식의 조합에 따른 복합식 추진체계의 분류 [10] 

구  분 순항속력 최대 속력 

추진 전동기 

+ 추진 엔진 

CODLAG5 추진 전동기 
가스터빈 

+ 추진 전동기 

CODLOG6 추진 전동기 가스터빈 

 

                                           
5
 CODLAG : Combined Diesel-electric And Gas turbine 

6
 CODLOG : Combined Diesel-electric Or Gas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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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식 추진체계는 순항 속력 이하의 저속에서 추진 전동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속에서 운용시간이 많은 함정에 적용할 경우 연료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또한 추진 전동기는 소음, 진동 및 수중 방사소음 등 특수성능 

측면에서 기계식 추진엔진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대잠수함 작전 등 

특수목적 함정에 적합하다. 하지만, 기계식 추진체계와 전기추진계통을 모두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계통이 복잡해지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불리한 

단점이 있다.  

 

  2.1.3 전기추진체계 [6], [10] 

전기추진체계는 발전기에서 공급된 전력을 추진 전력변환장치를 통해 바로 

추진 전동기로 전달하여 추진기를 회전시키는 구조이며, 기계식 추진체계에서 

탑재되었던 디젤엔진, 가스터빈, 감속기어의 역할을 발전기와 추진 전동기가 

대신 하게 된다. 추진계통과 함내 전력계통이 분리되어 있는 기계식 

추진체계와는 달리 모든 계통이 발전계통과 통합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전기추진체계는 통합전력체계(Integrated Power System)라고도 불리 운다.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한 함정의 경우 기존의 기계식 추진체계에 탑재된 

디젤엔진과 가스터빈의 추진력을 추진 전동기가 대체하기 때문에 함정에서 

요구되는 속력에 따라 수~수십 MW급의 전력을 발전기가 공급해야 한다. 

기존의 기계식 추진체계가 수백 kW ~ 수 MW 급의 발전용량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함내 가용한 전력용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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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기추진체계의 구성도 [6] 

 또한 무기체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전압, 고출력을 요구하는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함정의 전력용량의 증가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설계 

요구조건으로 반영되어 왔다. 따라서 전기추진체계의 적용은 이러한 부하 

증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형 전투함의 경우 추진체계 탑재공간의 제한과 최대속력 30kts의 

고속 항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엔진으로 출력밀도가 높은 가스터빈을 

대부분 적용하였다. 가스터빈의 경우 공간 대비 높은 출력과 낮은 수중 

방사소음 등의 장점이 있으나, 연료 효율이 낮기 때문에 고속에서 가스터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전투함정의 경우 연간 막대한 연료를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하여 추진엔진을 추진 전동기로 대체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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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동기의 효율은 전 운전 범위에서 통상 90% 이상으로 가스터빈 또는 

디젤엔진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을 감소시켜 경제적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미래 무기체계 중 고출력 펄스 부하의 경우, 짧은 

시간(수십 ms에서 수 초) 동안 MW급의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계식 

추진체계에서는 이러한 무기체계의 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기 

추진체계의 경우 함정의 낮은 동특성(dynamics)을 이용하여 순간 추진 

출력을 감소시키고 여유 전력을 고 출력 부하에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고출력 

무기체계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의 기계식 추진 함정 

대비 높은 전압/전류의 발전/배전 계통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력계통의 설계 

및 안전에 대한 대책과 배전 계통의 전력품질 만족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기추진체계를 함정에 적용할 경우 전력 공급의 신뢰성 및 

생존성 등 다각도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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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추진함정의 전자기 간섭 현상 

  2.2.1 전기추진함정의 전력변환장치 및 Common mode 전압 [4] 

  해상에서 함정을 요구되는 속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추진기의 회전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기계식 추진체계가 

적용된 함정의 경우 디젤엔진 또는 가스터빈으로부터 발생된 고속의 회전력을 

감속기어를 통해 추진기로 전달하지만, 전기추진함정은 추진 전동기의 축과 

추진기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추진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통해 함정의 

추진력을 조절할 수 있다.  

b

c

a

n

2

dcV

2

dcV

Motor

s

aS bS cS

aS bS cS

 

그림 2.4 PWM 인버터의 구조 

 그림 2.4는 3상 2레벨 PWM 인버터 구동 전동기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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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에 설치 되거나 설치 예정에 있는 발전기의 출력전압

이 1kV 이하의 저전압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전력변환장

치는 이러한 저전압 계통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3상 2레벨 PWM 인버터로 

제한한다. 

  3상 2레벨 PWM 인버터는 그림 2.4와 같이 단일 직류입력 전원으로부터 

3상 교류 출력전압을 발생하여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dcV 는 

직류단(DC link) 전압을 의미하며, n 은 가상의 직류단 중성점 전위이다. aS , 

bS , cS 는 전력용 반도체의 스위칭 함수로서 1aS  은 a상 상단 스위치가 

도통함을 의미하고, 0aS  은 a상 하단 스위치가 도통하는 것이며, 상하단 

스위치는 식 (2.1)과 같이 상보적(Complementary)인 동작을 한다. 

   1 ( , , )iiS S i a b c       (2.1) 

  그림 2.4에서 직류단의 중성점 n 을 가상의 기준점으로 선정하여 각 상의 

극전압(Pole voltage) anv , bnv , cnv 을 스위칭 함수와 직류단 전압 dcV 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식 (2.2)와 같다. 

   

 

 

 

1
2

1
2

1
2

dc
an A

dc
bn B

dc
cn C

V
v S

V
v S

V
v S


 




 



 


    (2.2) 

또한 전동기의 임피던스( mZ )와 역기전력( abcse )으로부터 상전압(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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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ge)을 식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as m as as

bs m bs bs

cs m cs cs

v Z i e

v Z i e

v Z i e

 


 
  

               (2.3) 

식 (2.3)의 3개 식을 모두 합하면, 식 (2.4)를 얻을 수 있다. 

     as bs cs m as bs cs as bs csv v v Z i i i e e e          (2.4) 

0as bs csi i i   이고, 교류 전동기의 3상 평형조건이 만족되어 역기전력의 합 

0as bs cse e e   임이 성립한다면, 식 (2.4)의 우변은 0 이 된다.  

    0as bs csv v v      (2.5) 

한편, 상전압은 극전압은 snv 을 이용하여 식 (2.6)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as an sn

bs bn sn

cs cn sn

v v v

v v v

v v v

 


 
  

    (2.6) 

식 (2.6)의 3개 식을 합하면, 식 (2.7)을 얻을 수 있다.  

   3 0as bs cs an bn cn snv v v v v v v         (2.7) 

따라서 최종적으로 snv 은 식 (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3 3 2

dc dc
sn an bn cn A B C

V V
v v v v S S 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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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v 은 본 논문에서 전도성 EMI의 원인이 되는 Common mode 전압으로 

정의하며, 식 (2.8)로부터 Common mode 전압은 PWM 인버터의 스위칭 

상태와 직류단 전압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WM 인버터의 Common 

mode 전압은 적용된 PWM 기법에 따라 다른 값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공간 벡터(Space Vector) PWM에 의한 전동기 구동 시 

발생하는 Common mode 전압을 기준으로 하며, 스위칭 상태에 따른 

Common mode 전압은 표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3 PWM 인버터의 스위칭 상태에 따른 Common mode 전압 

스위칭 상태 snv  스위칭 상태 snv  

0 (0, 0, 0)V  
2

dcV
  4 (0, 1, 1)V  

6

dcV
 

1 (1, 0, 0)V  
6

dcV
  5 (0, 0, 1)V  

6

dcV
  

2 (1, 1, 0)V  
6

dcV
 6 (1, 0, 1)V  

6

dcV
 

3 (0, 1, 0)V  
6

dcV
  7 (1, 1, 1)V  

2

dcV
 

 

그림 2.5는 SVPWM에서 지령전압 벡터와 출력 상전압 벡터를 

도시하였으며, SVPWM은 2개의 유효전압 벡터와 2개의 영전압 벡터를 

이용하여 지령전압(
*V )을 합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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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V

0V

*V

 1 / 6dcV V

 2 / 6dcV V 3 / 6dcV V

 4 / 6dcV V

 5 / 6dcV V  6 / 6dcV V

IIII

II

IV

V

VI

2

3
dcV

 

그림 2.5 SVPWM에서의 지령전압 벡터와 출력 상전압 벡터 

또한 스위칭 상태에 따른 Common mode 전압의 크기는 그림 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스위칭 상태에 따라 모두 4단계로 변함을 알 수 있다. 

7V 2V 1V 0V 0V 1V 2V 7V

1

1

1

aS

bS

cS

/ 2dcV

/ 6dcV

/ 2dcV

/ 6dcV

 

그림 2.6 SVPWM 스위칭 상태에 따른 Common mode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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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Common mode 전압과 누설전류의 관계 [4] 

  전기추진체계를 구성하는 전력변환장치, 추진 전동기 등은 함정의 선체와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이 없더라도 각 구성요소들 간에는 표류 

캐패시터(Stray capacitor)가 존재한다. 표류 캐패시터는 PWM 인버터 

전력용 반도체의 스위칭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Common mode 전압에 의해 

흐르게 되는 고주파 누설전류의 경로가 되며, 이러한 고주파 누설전류는 

PWM 인버터의 스위칭 시점에서 표류 캐패시터의 충방전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전력용 반도체의 발전에 따라 Switching 시간이 짧아지는 

추세이며, 이는 전압상승률( /dv dt ) 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누설전류의 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설전류가 

발생하는 시점은 PWM 인버터 출력 상전압 또는 선간전압의 전압상승 또는 

하강이 존재하는 시점, 즉 PWM 인버터 전력용 반도체의 스위칭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누설전류의 실효치(RMS, Root Mean Square)는 출력 한 

주기 동안의 누설전류 스파이크(spike)의 개수( m )와 스위칭 주파수( swf )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_leakage rms swI m f  .   (2.9) 

  전동기 구동 시 발생하는 누설전류의 파형으로부터 고주파 누설전류는 

Step voltage가 인가된 RLC 직렬 공진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비슷하기 

때문에 Common mode 전압, 전력선, 표류 캐패시터, 전동기로 이루어진 구동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전압원과 R, L, C 회로로 모델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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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

C

( )i t

L

 

그림 2.7 누설전류에 대한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 

등가회로 상의 전압원 E 는 시스템의 Common mode 전압에 해당되며, 이 

전압은 전력용 반도체의 스위칭 순간에 나타나며, 크기는 
dcV 의 1/3 크기의 

계단파 형태로 변화한다. 또한 L 은 대부분 PWM 인버터와 전동기 사이의 

전력 공급선과 접지선의 인덕턴스에 해당하며, C 는 고정자 권선과 전동기 

frame에 분포적으로 존재하는 표류 캐피시턴스를 등가화한 것이다. R 은 

전력 공급이나 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자체 저항과 철손 성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등가회로의 상의 R , L , C 값을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임피던스 분석기(Impedance analyzer)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할 경우 측정 주파수에 따른 정수들의 의존도, 모델링 되지 않은 부분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등가회로 상의 각 정수들의 정확한 값을 구해내기는 

어려우며, 특히 고주파수 영역에서의 철손을 실체로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많은 실험을 통하여 누설전류의 

파형을 얻고, 이 파형으로부터 누설전류의 고유주기, 감쇄율, 특성 임피던스 

등의 정보로부터 등가회로 상의 각 정수들을 구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그림 2.7의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에 흐르는 전류 ( )i t 가 전동기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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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누설전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누설전류는 수식적으로 식 

(2.10)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2

2

0

( ) sin 1
1

nt

n

E
i t e t

Z

  



 


.   (2.10) 

  여기서, 
1

n
LC

  , 
2

R C

L
  , 0

L
Z

C
 이며, 각각 고유주파수(natural 

frequency), 감쇄율(damping factor), 특성 임피던스(characteristic 

impedance)를 의미한다. 
21  인 경우 공진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식 

(2.11)과 같이 간략화 할 수 있다. 

   
0

( ) sinnt

n

E
i t e t

Z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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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PWM 인버터의 누설전류 저감을 위한 기존의 연구 

  본 장에서는 전동기 구동 시스템의 전도성 EMI의 원인이 되는 누설전류를 

저감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3.1 Common mode Choke와 변압기를 이용한 누설전류 저감 

  3.1.1 Common mode Choke [2], [4] 

  PWM 인버터에 의해 발생하는 고주파 누설전류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Common mode Choke를 추가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Common mode 

Choke는 누설전류 경로상의 임피던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누설전류 

등가회로 상의 인덕턴스와 저항을 증가시키는 효과로 누설전류를 저감 시키게 

된다. Common mode Choke가 추가된 전동기 구동 시스템은 그림 3.1과 

같다.  

bV

cV

aV
cL

1dC

2dC

n

Common mode choke

전동기

s

 

그림 3.1 Common mode choke 를 장착한 전동기 구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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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의 RLC 직렬 등가 공진회로에 
cL 과 

cR 가 직렬로 부가되어 전체 

Common mode 임피던스를 증가시켜 누설전류 ( )i t 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cmV
cL

cR L R

C

( )i t

Common mode Choke

 

그림 3.2 Common mode Choke가 추가된 누설전류 등가회로 

Common mode choke에 의한 누설전류 등가회로 상의 인덕턴스와 저항의 

증가를 각각   /cn L L L  과   /cm R R R   이라 할 때, 누설전류의 고유 

주파수와 감쇄율, 특성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1 1

n n
nLC n

      (3.1) 

    
'

2

mR C m

nL n
      (3.2) 

    '

0 0

nL
Z nZ

C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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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의 등가회로에서 기존의 등가회로인 그림 2.7에서 표현된 누설 

전류 ( )i t 는 식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2

n m 인 경우 식 (3.5)와 

같이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2/

2

0

( ) sinnm t n nE
i t e n m t

nn m Z

 





 



 (3.4) 

   
 /

0

( ) sinnm t n nE
i t e t

nZ n

 
   (3.5) 

결과적으로 Common mode choke를 추가함으로써 누설전류의 최고치, 

감쇄시간, 공진 주파수를 각각 1/ n , /n m , 1/ n 배 감소시킬 수 있으며, 

누설전류의 실효치(RMS)와 평균치는 각각 식(3.6)과 (3.7)과 같이 각각 

1/ m 과 /n m배로 감소하게 된다. 

    

2

1 1n

mn m

 
  

 
   (3.6) 

    
1 n n

m m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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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Common mode 변압기 [2], [4] 

누설전류를 억제하기 위하여 PWM 인버터 출력단과 전동기 입력단 사이에 

Common mode 변압기를 추가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Common mode 

변압기는 기존의 3상 Common mode choke에 제4의 권선을 추가하고 그 

양단에 저항을 연결함으로써 구성 된다.  

 

E

tl tR

C

( )i t





tl

tL

L

R
Common mode 변압기

 

그림 3.3 Common mode 변압기가 추가된 누설전류 등가회로 

그림 3.3은 Common mode 변압기를 추가할 경우의 누설전류 등가회로이다. 

tL 와 tl 는 각각 Common mode 변압기의 자화 인덕턴스와 누설 인덕턴스를 

의미한다. 그림 3.3의 등가회로에서 t tL l 와 tR R를 가정하여 누설전류의 

라플라스 변환(Laplace transformation), ( )I s 를 구하면 식 (3.8)과 같다. 

  
 

 2 2
( ) ( )

t t

t t t t t

C sL R
I s E s

s L LC s L L CR sL R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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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E s 는 PWM 인버터의 스위칭 시점에서 변화하는 Common mode 

전압이며, / 3( )dcV s 에 해당된다. ( )I s 의 3개의 극점(pole)이 모두 실수 축 상

에 존재하도록 감쇄저항(
tR )을 식 (3.9)와 같이 조절하면 누설전류에 대한 

등가회로를 그림 3.4와 같은 RC 직렬회로로 근사화할 수 있다.  

    
1

2
2

t
t

LL
R

C C
     (3.9) 

E

tR

C

( )i t





 

그림 3.4 RC 직렬회로로 근사한 누설전류 등가회로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누설전류의 표현식은 식 (3.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Common mode 변압기 2차측의 tR 를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누설전

류의 최고치, 실효치, 평균치 등을 원하는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 

    /
( ) tt CR

t

E
i t e

R


     (3.10) 

  그림 3.5 (a)는 Common mode choke에 권선 ‘A’를 추가하고, 한쪽 끝을 

직류단 중성점에, 다른 한쪽 끝을 Y 결선된 인덕터의 중성점에 연결된 형태의 

Common mode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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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2

dcV

2

dcV

Common mode 변압기

권선‘A’

 

(a) 

M
~

2

dcV

2

dcV

Common mode 변압기

권선‘A’

C

R

 

(b) 

그림 3.5 Common mode 변압기의 변형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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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류단 중성점과 Y 결선된 인덕터의 중성점 사이의 전위차, 즉 권선 ‘A’ 

양단의 전위차는 시스템의 Common mode 전압과 일치하게 되며, 이 전압은 

Common mode 변압기를 통하여 3상 전력 공급선의 Common mode 전압과 

반대의 극성으로 인가되므로 전체 시스템의 Common mode 전압은 상쇄되고, 

이에 따라 누설전류 역시 감소할 수 있다. 

그림 5.3 (a) 구조의 경우 Common mode 전압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Common mode 변압기의 권선 ‘A’에는 자화전류(magnetizing current)가 

반드시 흘러야 한다. 이 자화전류는 전동기 부하전류와 함께 PWM 

인버터에서 공급되므로 PWM 인버터의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자화전류의 감소를 위하여 Common mode 변압기의 자화 인덕턴스를 

크게 설계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Common mode 변압기 4개의 권선수가 

증가하게 되고 코어의 크기 역시 증가하게 된다. 또한 Common mode 

변압기의 자화전류를 Y 결선된 인덕터를 통하여 흐르게 되므로 인덕터의 

자기적 불균형과 자기포화(magnetic saturation)가 발생할 수 있다. 

인덕터의 Common mode 변압기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구조는 그림 3.5 (b)이다. 권선 ‘A’와 병렬로 저항 R 을 연결하고 직류단 

중성점과 권선 ‘A’ 사이에 캐패시터 C 를 연결한 구조로 계단파 형태의 

Common mode 전압의 변화에 대하여 권선 ‘A’ 양단의 전압이 Common 

mode 변압기를 통해 전력 공급선에 인가될 때 Common mode 전압 전체를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dv dt 만을 저감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그림 

3.5 (a)에 비하여 감소된 크기의 인덕터와 Common mode 변압기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누설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각 상 인덕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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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magnetic) 불균형 문제 등의 Common mode 변압기 실제 제작에 

있어서 제반 문제 등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3.2 필터를 이용한 누설전류 저감 [4], [7] 

누설전류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PWM 인버터 출력단에 인덕터와 

캐패시터의 결합을 통해 Common mode 전압의 전압 상승률( /dv dt )을 

감소시키는 필터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3.6과 

같이 PWM 인버터와 전동기 사이에 연결되는 RLC 필터는 PWM 인버터 

출력 선간 전압이 정현파 형태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선간 전압의 

전압상승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동기 입력단에서의 전압 반사현상을 제거할 

수 있고, Differential mode 잡음(Noise)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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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일반적인 PWM 인버터 출력단 필터를 연결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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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림 3.6의 구조는 Y 결선된 출력 필터의 캐패시터 중성점이 

어디에도 연결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Common mode 전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Common mode 전압에 의한 전동기 축전압이나 

전동기 누설전류를 감소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그림 3.6의 구조에서 필터 

캐패시터의 중성점과 직류단 중성점을 연결하여 전압 반사현상과 Differential 

mode 잡음 감소와 동시에 Common mode 전압의 전압상승률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가 그림 3.7과 같이 제안되었다. Common mode 전압은 직류단 

중성점과 PWM 인버터 각 상의 전위차, 그리고 교류 입력전원의 접지점과 

직류단 중성점 사이의 전압차의 합으로 주어지므로, PWM 인버터 각 상의 

필터 캐패시터 중성점을 직류단 중성점에 연결함으로써 Common mode 

전압을 필터를 이용하여 직접 변경시킬 수 있다.  

 

gL

u

v

w

bV

cV

aV
fL

fR

fC

1V

Long
Cable

2V

3V

Motor

'

1V

'

2V

'

3V

1dC

2dC

sV

cmV



cmi

ai

bi

ci

si

g

n

ni
 

그림 3.7 필터 캐패시터의 중성점을 직류단 중성점에 연결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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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의 필터를 장착할 경우 Common mode 전압은 식 (3.11)과 같이 

주어지고 필터의 fR , fC 를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Common mode 전압(
cmV ) 

자체의 크기 및 전압상승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1 1

3
cm f n n ng

f

V R i i dt V
C

 
   

 
 

    (3.11) 

  여기서, ngV 는 교류 입력전원의 접지점과 직류단 중성점 사이의 전위차를 

의미한다.  

또한 동일한 구조의 필터를 PWM 컨버터/인버터 시스템에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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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필터 캐패시터의 중성점을 직류단 중성점에 연결한 구조 

 

그림 3.8과 같이 PWM 컨버터의 입력단에 RLC 필터를 설치하고, 캐패시터 

중성점을 직류단 중성점에 연결함으로써 Common mode 전압을 식 (3.12)와 

같이 주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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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cm f n n f n n

f f

V R i i dt R i i dt
C C

   
      

   
   

    (3.12) 

  그림 3.8과 같은 구조의 필터는 직류단의 중성점이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경우 그 구현이 용이하나, 중소형-저전압 PWM 인버터 시스템에서는 대개 

직류단 전압의 중성점을 접근하기 곤란하므로 이와 같은 구조의 필터는 그 적

용 범위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PWM 인버터의 크기와 무게 및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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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Drain wire를 이용한 전도성 EMI 저감 

  본 장에서는 전기추진 함정에 적용되는 전력 공급선과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Drain wire를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인 전도성 EMI를 저감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4.1 전기추진함정의 전력 공급선 및 Drain wire 

4.1.1  전기추진함정의 전력 공급선 

함정에 설치되는 추진 전동기는 기존의 디젤엔진 또는 가스터빈을 대체하는 

추진력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통상 MW급 이상의 대용량 전동기가 

설치된다.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는 중량과 설치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기 자체 중량 뿐만 아니라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력공급선의 배치 및 중량 

역시 중요한 설계 고려요소가 된다. 현재 운용중인 대부분의 해군 함정은 

기계식 추진체계이며, 함정의 발전기 전압은 AC 450V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함정의 추진력으로 발전기의 전력을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용상 

문제점이 없었으나, 대용량 전동기가 탑재되는 전기추진함정에서는 모든 

추진력을 발전기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정격 용량에 따른 발전기 

전압 선정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발전기의 전압은 전동기의 

전력공급선의 단면적, 즉 중량과 관계가 있음을 다음의 전력 손실 

이론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3상 전력 공급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식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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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 3
3 cos

loss

P
P I R R

V 

 
   

 
   (4.1) 

  여기서 저항은 
l

R
A

 의 관계식으로부터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를 식 (4.1)에 대입하여 단면적 A 에 관하여 정리하면 식 (4.2)와 

같다. 

    
2

2 2cosloss

P l
A

P V




    (4.2) 

  즉, 발전기의 출력 전압이 증가하면 추진 전동기 전력 공급선의 단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력 공급선의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전선 배치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전력 공급선의 중량은 통상 수~수십톤에 달하기 때문에 

단일 장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함정 전체의 중량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추진 함정의 추진계통을 설계하는데 있어 

이러한 전력 공급선의 중량 및 배치를 고려하고, 함정의 규모와 운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발전기 전압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4.1.2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개념 

  Drain wire는 표류 캐패시터에 의해 누설 전류가 선체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누설 전류가 발생 시킬 수 있는 방사 잡음(Radiation Noise)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Drain wire는 PWM 인버터의 출력단과 

전동기의 입력단에 연결된 3상 전력 공급선 내부 또는 인접한 곳에 설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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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종류는 Drain wire의 설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그림 4.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a) (b) (c) 

그림 4.1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공급선의 종류 [9] 

그림 4.1 (a)는 3상 전력 공급선과 Drain wire가 통합된 형태로 

차폐(shield) 피복 내부에 포함된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의 전자기 간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전력 공급선에서 흐르는 고주파의 

Common mode 전류에 의해 방사되는 EMI 성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4.2 (b)는 3상 전력 공급선 외부에 1선의 Drain wire가 설치되는 

구조로 3상 전력 공급선의 외부 어느 위치에 Drain wire가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4.1(a) 구조에 비해 제작상의 자유도는 있지만, 누설전류 저감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그림 4.1 (c)는 단상 전력 공급선이 trefoil 구조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을 때 Drain wire는 전선로(Cable way)의 공간상 1/3 

간격으로 배치되는 구조를 나타낸다.[9] 통상 3상 전력 공급선이 적용된 

전동기 구동 시스템의 경우 그림 4.1 (a)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 

Drain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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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현재 전기추진함정에 설치되어 운용 중이다.  

 

4.2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설치 및 전도성 EMI 저감 효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도성 EMI의 원인이 되는 성분은 PWM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Common mode 전압이며, 이를 전압원으로 함정 전동기 구동 

시스템에 분포적으로 존재하는 표류 캐패시터를 통해 고주파의 누설전류가 

선체 전반으로 흐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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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함정 전동기 구동 시스템의 Drain wire 설치 구조 [12] 

제한된 공간 내에 다양한 장비들이 밀집되어 있는 함정 특성상 이러한 전자

기적(Electromagnetic) 현상은 인접장비를 비롯하여 전투 임무수행에 직접적

으로 연관이 있는 전투체계 및 통신장비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도성 

EMI 현상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4.2는 전도성 EMI를 저감

하는 대책 중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방법으로 발전기~전력변환장치~추진 전

동기간에 설치되는 전력 공급선에 Drain wire를 추가한 구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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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살펴본 Common mode choke/변압기와 PWM 인버터 출력단에 설

치되는 필터는 PWM 인버터와 전동기 간에 인덕터와 캐패시터 등 부가적인 

장치를 설치하여 누설전류를 저감하기 때문에 이를 함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치공간 및 중량 등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Drain wire의 경우 

그림 4.1 (a)와 같이 3상 전력 공급선과 일체형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앞서 언

급한 방법에 비해 설치 및 공간 배치 측면에서 유리하다. Drain wire는 PWM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Common mode 전압 자체를 저감하지는 못하나, 표류 

캐패시터를 통해 선체로 전달되는 고주파 누설전류에 낮은 임피던스를 가진 

새로운 전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선체를 통해 퍼져 나가던 누설전류를 전동

기 구동 시스템 내부에서 순환하게 함으로써 전도성 EMI를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Drain wire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조에 비해 누설전류가 흐르는 

전류 Loop 면적이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고주파 전류 성분에 의한 방사

(Radiation)성 EMI 억제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4.3에 

Drain wire의 설치 구조에 따른 누설전류 경로를 개념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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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ain wire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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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rain wire가 한쪽 전력 공급선에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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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rain wire가 양쪽 전력 공급선에 설치된 경우 

그림 4.3 Drain wire의 설치 구조에 따른 누설전류 경로 [12] 

그림 4.3은 추진 전동기의 생존성 및 이중화(Redundancy)를 위해 PWM 

인버터와 전동기간에 3상 전력 공급선 2개가 연결된 형태를 가정하여 나타내

었다. 여기서, 1cmi 과 2cmi 는 Common mode 전압에 의해 발생한 고주파 누설

전류를 나타낸다. 먼저, 그림 4.3 (a)는 Drain wire가 설치되지 않은 전동기 

구동 시스템의 누설전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전력 공급선 1과 2에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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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누설전류 성분은 표류 캐패시터를 통해 선체로 흐르게 되며, 이중 일

부는 전력 공급선 내부에서 순환하게 되지만, 나머지는 선체를 통해 함 전반

에 전파되며 누설전류가 흐르는 전류 경로의 Loop 면적 또한 전력 공급선과 

선체 사이의 면적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도성/방사성 EMI 억제 측면에서 불리

하다.   

그림 4.3 (b)는 한쪽 전력 공급선에만 Drain wire가 설치된 경우의 누설전

류 경로를 나타내었다. 그림 4.3 (a)에서 전동기와 선체간 형성된 표류 캐패

시터를 통해 흐르던 누설전류가 Drain wire로 흐름으로써 선체로 퍼져나가는 

누설전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며, 전류 경로의 Loop 면적 또한 줄어들게 

된다. 그림 4.3 (c)는 양쪽 전력 공급선에 모두 Drain wire가 설치되는 경우

의 누설 전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3 (b)에 Drain wire를 추가 설치

함으로써 낮은 임피던스를 가진 누설전류 경로가 추가된 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작은 전류 Loop 면적을 가지게 되고, 선체를 통해 흐르는 고주

파 누설전류도 감소함에 따라 전도성/방사성 EMI 억제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추진체계를 적용한 함정의 추진 전동기 전

력 공급선에 Drain wire를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 설계 고려요소가 된다. 전도

성/방사성 EMI는 수 MHz  ~ 수 GHz  대역의 높은 주파수를 가진 성분이기 

때문에 장비의 설치 위치, 전력 공급선의 배치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

며 그 특성 또한 분석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Drain wire는 간단한 구

조로 전자기 간섭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추진체계가 

탑재되는 함정에서 설치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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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제4장에서 언급한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공급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전동기 구동 결과를 비교하고, 

Drain wire의 효과를 실험 결과를 통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5.1. 실험장치 구성 

  함정 전동기 구동시스템의 전도성 EMI 확인을 위해 그림 5.1과 같은 축소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는 개방 권선(open winding) 

형식의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이다. 권선이 개방 되어 있어 중성점을 

직접 연결 할 수 있고 따라서 중성점 전위의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PWM 

인버터는 직류단 중성점 접근이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였다. 

일반 전력 공급선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

Drain wire

전동기 중성단

 

그림 5.1 실험 장치의 구성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 및 인버터의 사양은 표 5.1과 같다. 



 

38 

표 5.1 전동기 및 PWM 인버터 사양 

입력 전압 3 220 [ ]V  정격 출력 11 [ ]kW  

정격 전류 70 [ ]A  정격 토크 100 [ ]Nm  

고정자 저항 0.05 [ ]  고정자 인덕턴스 1.13 [ ]mH  

영구자석 자속 0.1134 [Wb]  극수 8  

PWM 기법 
Space Vector 

PWM 
정격 속도 2,000 [ / min]r  

스위칭 주파수 10 [ ]kHz  실험 속도 500 [ / min]r  

 

실제 함정의 PWM 인버터와 전동기가 공통 접지인 선체와 접합되어 

설치되는 상황을 모의하기 위하여 PWM 인버터의 접지판과 전동기의 

지지대를 잇는 도선을 연결하였고, 이를 접지선(Ground conductor)이라 한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전력 공급선은 그림 5.1과 같이 일반 전력 공급선과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이다. 기본적으로 전력 공급선의 길이는 

10m , 단면적은 210mm 인 전선을 사용하였으며, 접지선의 길이는 1m , 

단면적은 220mm  이다. 

Drain wire는 전력 공급선의 각 상에 Twist pair로 결합하여 구성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전압 및 전류 Probe는 Lecroy 社의 ADP 305와 CP 

150(10MHz), CP 500(2MHz)이다. 또한 PWM 인버터 입력단에 3상 

변압기( Y )를 설치하여 계통과 절연(Isolation)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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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ommon mode 전압 및 누설전류 발생 현상의 확인 

  일반 전력 공급선과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을 이용하여 각 실험 

조건에서 발생하는 Common mode 전압과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를 

확인하였다. 

  5.2.1 일반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전동기 구동 결과 

그림 5.2는 일반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전동기 구동 시스템을 개념적으로 

나타내었다.  

cL

s
n

mL

mCinvC

gi

snV

invi
mi

①

② ③

④

 

그림 5.2 일반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전동기 구동 시스템 

  
snV 은 전동기의 중성단과 PWM 인버터의 직류단 중성단간의 전위차인 

Common mode 전압을 의미하며, cL 와 mL 은 전력 공급선과 전동기의 

인덕턴스이며, invC 와 mC 은 PWM 인버터와 전동기가 선체와 형성하는 표류 

캐패시턴스를 의미한다. invI , mI , gI 는 각각 PWM 인버터의 3상 출력 전류, 

전동기의 3상 입력 전류, Common mode 전압에 의해 접지선으로 흐르는 

누설전류이다. 그림 5.2의 실험 장치에서 ①, ②, ③, ④ 위치의 전압 및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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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는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으로부터 PWM 인버터의 3상 출력전류에는 전력용 반도체의 전압 

상승률( /dv dt )로 인해 스위칭 순간에 고주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주파 전류는 전동기 입력단과 접지선에서도 유사한 크기와 주파수로 

확인됨에 따라 누설전류 경로가 PWM 인버터~전동기~접지선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500[ ]ns

150[ ]V

0.5[ ]A

① Common mode 전압 (      )snV

② PWM 인버터 3상 출력 전류 (      )invI

③ 전동기 3상 입력 전류 (      )mI

④ 누설전류 (      )gI

 

그림 5.3 일반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전동기 구동 시스템 실험 결과 

 

5.2.2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전동기 구동 결과 

  일반 전력 공급선에 Drain wire를 Twist pair로 구성하여 그림 5.4와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Drain wire의 양 끝 단은 각각 PWM 인버터와 전동기 

지지대와 연결하여 누설전류가 흐르는 접지선과 공통 전위가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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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

mL

mCinvC

gi

snV

invi
mi

①

④

Drain wire
② ③

⑤ ⑥

 

그림 5.4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전동기 구동 시스템  

  먼저, 전압 및 전류는 5.2.1과 같은 위치에서 측정하였고, 각 위치의 전압 

및 전류 파형은 그림 5.5와 같다. 그림 5.5를 그림 5.3의 결과와 비교하면, 

우선 Common mode 전압의 고주파 성분이 저감되었고 PWM 인버터의 출력 

전류의 감쇄율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500[ ]ns

150[ ]V

0.5[ ]A

① Common mode 전압 (      )snV

② PWM 인버터 3상 출력 전류 (      )invI

③ 전동기 3상 입력 전류 (      )mI

④ 누설전류 (      )gI

 

그림 5.5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실험결과 



 

42 

또한 Drain wire와 접지선에 흐르는 고주파 누설전류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5.4에서 ④, ⑤, ⑥ 위치의 전류를 측정한 결과 그림 5.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PWM 인버터 출력에서 발생한 고주파 전류가 Drain wire와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의 누설전류는 Drain wire로 

집중되어 흐른다.  

즉,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을 이용할 경우 고주파 누설전류 

성분은 3상 전력 공급선과 Drain wire 내부에서 순환하게 되어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며, 함정의 경우 

공통 접지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감소함에 따라 고주파 누설전류에 의한 

전도성 EMI가 감소하여 인접 장비에 대한 전자기 간섭 현상이 저감된다. 

500[ ]ns

0.5[ ]A

④ 누설전류 (      )

_d invI⑤ PWM 인버터 측 Drain wire 전류 (         )

_d motorI⑥ 전동기 측 Drain wire 전류 (           )

gI

 

그림 5.6 접지선 및 Drain wire에 흐르는 고주파 누설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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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과 5.2.2의 실험 결과를 통해 일반 전력 공급선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접지선으로 흐르는 누설전류가 감소하였고, PWM 인버터 출력전류의 

감쇄율( )이 증가 하였다. 

  둘째, Common mode 전압의 Overshoot이 감소하였다. 

  셋째, Common mode 전압에 의해 발생한 누설전류는 Drain wire와 

접지선으로 분배되어 흐르게 되나, 대부분의 누설 전류는 Drain wire로 

집중되어 흐르는 경향이 있다.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효과를 위와 같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각각의 효과는 5.2.1과 5.2.2의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실험을 통해 5.3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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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Drain wire의 적용 효과 분석 

  5.2의 실험 결과를 통해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Drain wire의 적용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틀은 기본적으로 참고문헌 [2]에서 누설전류 등가회로로 제안한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를 이용한다. 일반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경우와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경우의 변화된 등가회로의 

제정수(Parameter)를 비교하여, 제정수가 변화된 원리와 Common mode 

전압 및 누설전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5.3.1.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비교 

  앞서 수행한 두 실험 결과를 통해 고주파 누설전류는 기본적으로 PWM 

인버터 출력~전동기 입력단~접지선을 통해 순환하며,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경우 누설전류는 Drain wire와 접지선으로 분배되어 흐르지만, 

대부분 Drain wire로 흐르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누설전류는 이와 같은 

순환경로를 형성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RLC 직렬 공진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누설 전류의 기준치로 PWM 인버터 출력의 누설전류를 사용하였다. 

  그림 5.3과 5.5의 실험 결과에서 PWM 인버터 출력 누설 전류를 기준으로 

그림 5.6과 같은 RLC 직렬 공진회로의 구성할 수 있으며, 5.2.1과 5.2.2의 

실험 결과로부터 확인한 진동 및 감쇄하는 전류는 식 (5.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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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V
L R

C

( )i t



 

그림 5.7 일반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전동기 구동 시스템의 

고주파 등가회로 [4] 

    
0

( ) sinnt

n

E
i t e t

Z

 
    (5.1) 

  여기서 n ,  , 0Z 는 각각 고유 주파수(Natural frequency), 감쇄 

계수(Damping coefficient), 특성 임피던스(Characteristic impedance)를 

의미하며 그림 5.3과 그림 5.5의 PWM 인버터 출력전류의 파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5.7과 같으며, 이로부터 n ,  , 0Z 값을 계산하여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제정수 값을 추정할 수 있다.[4] 

  그림 5.8은 PWM 인버터 출력전류의 개략적인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8에서 전류의 최대값은 [s]
4

t
에서 나타나고, 고유주파수( n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2 [ / sec]n rad
t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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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 ) peaki t

 

그림 5.8 PMW 인버터 출력전류의 개략적인 파형 

 

식 (5.2)를 식 (5.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수 있다. 

     4 2

0 0

/ 4
n

t

peak

E E
i t e e

Z Z


 


 

     (5.3) 

전류 최대값의 변화량을 I 라 하면 식 (5.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5

2 2 2

0 0 0

/ 4
peak

E E E
I e e i t e

Z Z Z


      

        (5.4) 

식 (5.3)과 (5.3)를 이용하여 감쇄계수  에 관하여 정리하면 식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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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n 1

2 / 4
peak

I

i t




 
   
 
 

   (5.5) 

  또한 특성 임피던스 
0Z 는 식 (5.5)에서 구한 감쇄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 2
0

/ 4 / 4

n

t

peak peak

E E
Z e e

i t i t


 


 

 
 

  (5.6) 

  따라서 식 (5.2), (5.5), (5.6)과 2.2.2에서 언급한 고유 주파수, 감쇄계수, 

특성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제정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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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이용하여, 일반 전력 공급선과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경우의 제정수 값을 계산하여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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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일반 전력 공급선과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제정수 비교 

구

분 

실험 1 (5.2.1) 실험 2 (5.2.2) 
실험 1 대비 

실험 2의 비율 일반 전력 공급선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공급선 

n  612.38 10 [ / sec]rad  616.18 10 [ / sec]rad  - 

nf  1.97 [ ]MHz  2.57 [ ]MHz  1 : 1.304  

  0.107  0.235  1 : 2.196  

L  11.29 [ ]H  7.153 [ ]H  1 : 0.633  

R  30.02 [ ]  54.51 [ ]  1 : 1.815  

C  0.581 [ ]nF  0.534 [ ]nF  1 : 0.919  

 

  일반 전력 공급선 대비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을 이용할 경우 

고유 주파수( n )와 감쇄계수(  )가 증가하였으며,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에서는 저항 성분이 증가하였고,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는 

감소하였다. 표 5.2에서 확인한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제정수의 변화를 

다음 절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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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인덕턴스( L ), 캐패시턴스(C ), 저항( R ) 성분의 변화 

일반 전력 공급선 대비 Drain wire를 적용한 전력 공급선을 이용하였을 

경우 RLC 직렬 공진회로의 저항은 약 1.8배 증가 

( 30.02[ ] 54.51[ ]   )하였으며,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는 각각 약 36.3% 

(11.23[ ] 7.153[ ]H H  ), 약 8.1% 감소( 0.581[ ] 0.534[ ]nF nF ) 하였다. 

본 항에서는 Drain wire를 적용함으로써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에서 각 

제정수 값이 변하게 된 이론적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5.3.2.1 인덕턴스 성분의 변화 

  5.2.2의 실험 결과로부터 전력 공급선에 Drain wire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접지선에 흐르던 누설전류가 Drain wire에 집중되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의 인덕턴스는 식 (5.10)과 같이 

전선이 그리는 Loop의 반경에 비례한다.[14] 

        0 l n 8 / 2 [ ]L a a R H      (5.10) 

  여기서 a는 전선이 그리는 Loop의 반경, R 은 전선의 반경을 의미한다. 

PWM 인버터의 출력 전류에 포함되는 고주파 누설전류 성분이 일반 전력 

공급선의 경우, 그림 5.9의 (a)와 같은 전류 Loop 면적을 그리며 흐르게 

되는데, 여기에 그림 5.9의 (b)와 같이 Drain wire가 설치된 경우 전류 Loop 

면적이 이전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에 인덕턴스 값이 줄어들게 된다.  



 

50 

선체

M
~

 

(a) 일반 전력 공급선을 적용한 경우 

 

선체

M
~

 

(b)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경우 

그림 5.9 전력 공급선 종류에 따른 고주파 누설전류 Loop 면적 

인덕턴스의 임피던스 크기는 주파수에 비례( LZ j L )하기 때문에 

누설전류가 흐르는 고주파 영역에서 그림 5.9의 (a)와 (b)의 임피던스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접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피던스가 작은 

Drain wire를 통해 고주파 누설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는 다시 PWM 인버터 

측으로 환원되어 전력 공급선 내부에서 순환하는 전류 경로를 가지게 된다. 

즉, Drain wire를 적용함으로써 전도성 EMI의 원인이 되는 고주파 누설전류 



 

51 

성분이 공통 접지 경로를 통해 퍼져 나가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류 

Loop 면적에 따른 인덕턴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일반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전동기 구동 시스템에 대하여 누설 전류 

Loop 면적을 변화시켰다. 

s
n

mL

invC

invi
micableL

 

(a) 실험 L.1 : 접지선(10m)을 넓게 펼친 경우 

s
n

mL

invC

invi
micableL

 

(b) 실험 L.2 : 접지선(10m)을 전력 공급선 가까이 배치한 경우 

그림 5.10 일반 전력 공급선을 적용한 전동기 구동 시스템의 

전류 Loop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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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의 실험에서 선체로 가정한 1m의 접지선을 10m로 증가시키고 그림 

5.10의 (a)와 같이 전류 Loop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접지선을 넓게 

펼친 경우와 (b)와 같이 Drain wire와 비슷하게 전력 공급선과 가까이 

배치한 경우를 각각 실험을 통해 파형을 확인하고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인덕턴스 값을 비교하였다.  

500nsec

150V

0.5A

① Common mode 전압 (      )snV

② PWM 인버터 3상 출력 전류 (      )invI

③ 전동기 3상 입력 전류 (      )mI

④ 누설전류 (      )gI

 

그림 5.11 실험 L.1 : 접지선(10m)을 넓게 펼친 경우 

500nsec

150V

0.5A

① Common mode 전압 (      )snV

② PWM 인버터 3상 출력 전류 (      )invI

③ 전동기 3상 입력 전류 (      )mI

④ 누설전류 (      )gI

 

그림 5.12 실험 L.2 : 접지선(10m)을 전력 공급선 가까이 배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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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1과 그림 5.12의 실험 결과로부터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 상의 

제정수를 계산하면, 표 5.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3 전류 Loop 면적 변화에 따른 인덕턴스 변화 

구 분 실험 5.2.1 실험 L.1 실험 L.2 

접지선 1m 
10m를 넓게 펼친 

경우 

10m를 전력 공급선 

가까이 배치한 경우 

n  612.38 10 [ / sec]rad  68.06 10 [ / sec]rad  611.13 10 [ / sec]rad  

nf  1.97 [ ]MHz  1.28 [ ]MHz  1.77 [ ]MHz  

  0.107  0.04  0.08  

L  11.23 [ ]H  22.85 [ ]H  12.68[ ]H  

R  30.02 [ ]  18.16 [ ]  25.34 [ ]  

C  0.581 [ ]nF  0.67 [ ]nF  0.63 [ ]nF  

 

실험 L.1의 경우 접지선으로 흐르는 누설전류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 상의 인덕턴스 값이 실험 5.2.1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한편, 실험 L.2는 10m의 접지선을 전력 공급선 가까이 배치함에 

따라 누설전류 면적이 실험 L.1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등가회로 상의 

인덕턴스 값이 감소하였다. 위의 실험 결과를 통해 고주파 누설전류가 흐르는 

물리적인 전류 Loop 면적이 증가할수록 인덕턴스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은 Drain wire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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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인덕턴스의 크기가 접지선을 통해 형성된 인덕턴스보다 작다. 따라서 

Drain wire와 접지선의 임피던스 비에 따라 누설전류가 분배되어 흐르게 

된다면 대부분의 전류는 Drain wire를 통해 흐르게 된다. 

 

5.3.2.2 캐패시턴스 성분의 변화 

MHz  대역의 고주파에서 일반 전력 공급선 대비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캐패시턴스 성분이 증가한 이유는 전력 공급선의 인덕턴스에 

비해 전동기의 인덕턴스가 훨씬 크고, 전동기 권선에 의한 표류 캐패시턴스 

성분이 주파수에 따라 그 값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strayC

전동기

mL

     

strayC

mL

전동기

 

(a)      (b) 

그림 5.13 주파수에 따른 전동기 모델 [2] 

그림 5.13은 주파수에 따른 전동기 모델을 나타내었다. 그림 5.13의 (a)는 

누설전류가 전동기 내부로 흘러 들어가서 표류 캐패시터를 통해 접지 

계통으로 순환하게 된다. 이때 누설전류는 전동기 영상분 임피던스(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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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impedance)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그림 5.13의 (b)는 

누설전류가 전동기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전동기 입력단의 전력 공급선이 

접지와 형성하는 표류 캐패시터로 흐르게 된다. 이는 고주파 대역에서 

누설전류는 전동기 영상분 임피던스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표 

5.2의 결과로부터 일반 전력 공급선의 고유 주파수가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보다 낮기 때문에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의한 표류 캐패시턴스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즉, 주파수가 높으면 고정자 권선의 

임피던스( m mZ j L )가 커지기 때문에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RLC 직렬 등가 공진회로에서 캐패시턴스 값이 일반 전력 공급선을 적용했을 

때 보다 작아지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2strayC

mL전동기

1strayC

highf

lowf



① 

② 

 

                          (a)             (b) 

그림 5.14 주파수에 따른 표류 캐패시터 모델 

(a)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 (b) 일반 전력 공급선 

 

주파수에 따라 전동기의 표류 캐패시턴스가 달라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동기 중성단과 전동기 지지대간의 표류 캐패시턴스를 RLC 계측기(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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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측정 주파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캐패시턴스가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5.4 주파수에 따른 전동기 표류 캐패시턴스 측정 결과 

주파수[ ]kHz  10 30 50 70 100 

[ ]C nF  2.46 2.41 2.39 2.37 2.34 

 

RLC 계측기의 측정 주파수( 1[ ] ~100 [ ]kHz kHz ) 한계로 일반 전력 

공급선과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고유 주파수 대역(1.97 [ ]MHz , 

2.57 [ ]MHz )까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주파수 증가에 따른 캐패시턴스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MHz  대역의 고주파 영역에서의 

캐패시턴스 크기 변화 경향은 5.3.2.3에서 수행한 추가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결과적으로 5.3.2.1과 5.3.2.2로부터 Drain wire를 적용함으로써 그림 5.7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상의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가 감소함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등가회로의 고유 주파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5.3.2.3 저항 성분의 변화 

5.3.2.1과 5.3.2.2의 결과로부터 Drain wire를 적용함으로써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가 감소함에 따라 고유 주파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에서 표현되는 저항은 고주파 

대역에서 나타나는 저항이며, 등가회로상에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는 MHz  

대역의 고주파 성분이므로 전력 공급선에 흐르는 전류의 밀도는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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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식 (5.10)과 같이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여, 

전류는 전선 표면에 집중되어 흐르게 된다.  

        /d

sJ J e      (5.10) 

  여기서 
sJ 는 깊이( d )에 따른 전류밀도,  는 표면 깊이(Skin depth)를 

의미한다. 또한  는 식 (5.11)으로부터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며, 저항은 그림 5.15와 같이 표면 깊이가 감소할수록 커지게 된다. 

           
1

f


 
     (5.11) 

주파수

에 따른 

유효면

적 

l

r

 



l

 

단면적 
2

1S r   
22

2S r r      

저항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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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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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r
 

 
   

그림 5.15 표피효과 현상에 의한 저항의 변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전류의 표피효과(Skin effect)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전력 공급선에 흐르는 전류의 유효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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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고주파 등가회로의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전력 공급선에 Drain wire를 적용하였을 경우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 

상의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은 고유 주파수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고유 주파수에 영향을 주는 누설전류 경로상의 인덕턴스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기준이 되는 실험은 5.2.1의 

결과이며, 비교군으로 삼기 위한 추가 실험을 수행 하였다.  

RLC 계측기를 이용하여 10m 전력 공급선의 인덕턴스를 측정한 결과 측정 

주파수 100 [ ]kHz 에서 약 6~7 [ ]H 로 측정되었다. 표 5.2의 결과로부터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인덕턴스는 PWM 인버터와 전동기 사이의 전력 

공급선과 접지선에 존재하는 값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선의 길이에 따라 그 

값이 변동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체를 모의한 접지선은 누설전류가 흐르는 

전류 경로가 되기 때문에 접지선의 임피던스를 변경할 경우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고유 주파수가 변동된다. 따라서 고유 주파수를 변동을 통해 RLC 

직렬 등가 공진회로의 캐패시턴스와 저항 성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력 공급선의 인덕턴스를 감소시켜 고유 주파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10m 전력 공급선을 1m로 축소하여 5.2.1과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Common mode 전압 및 누설전류 파형은 그림 

5.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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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M 인버터 3상 출력 전류 (      )invI

 누설전류 (      )gI

 Common mode 전압 (      )snV

500[ ]ns

150[ ]V

0.5[ ]A

 

그림 5.16 전력 공급선을 10m → 1m로 축소한 경우 실험 결과 

  그림 5.16의 누설전류 파형으로부터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를 계산하면 

표 5.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5 전력 공급선을 10m → 1m로 축소한 후 제정수 비교 결과 

구분 
실험 1 (5.2.1) 추가 실험 조건 

일반 전력 공급선 전력 공급선을 10m → 1m로 축소 

n  612.38 10 [ / sec]rad  628.99 10 [ / sec]rad  

nf  1.97 [ ]MHz  4.16 [ ]MHz  

  0.107  0.319  

L  11.23 [ ]H  2.673 [ ]H  

R  30.02 [ ]  49.58 [ ]  

C  0.581 [ ]nF  0.445 [ ]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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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고유 주파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림 5.13과 같이 실험 5.2.1의 

전력 공급선(10m)에 인덕턴스를 추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Common mode 전압에 의해 발생한 누설전류 성분만 흐르는 전류 경로의 

임피던스를 변경하기 위하여 선체로 모의한 접지선에 각각 6.8 [ ]H 와 

15 [ ]H 를 추가하여 인덕턴스를 증가시킨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s
n

mL

invC

invi
mi

mC

addLgi

cableL

 

그림 5.17 고유 주파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덕턴스를 추가한 실험 구성 

 

  그림 5.17의 실험 구성에서 측정한 전압, 전류는 Common mode 전압과 

선체로 모의한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이며, 인덕턴스 6.8 [ ]H 와 

15 [ ]H 를 증가시킨 후 측정된 실험 파형은 그림 5.18, 5.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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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nsec

150V

0.5A

 누설 전류 (      )gi

 Common mode 전압 (      )snV

 

그림 5.18 접지선(1m)에 인덕턴스 6.8 [ ]H  추가한 실험 결과 

500nsec

150V

0.5A

 누설 전류 (      )gi

 Common mode 전압 (      )snV

 

그림 5.19 접지선(1m)에 인덕턴스 15 [ ]H  추가한 실험 결과 

  상기 실험 결과의 누설전류 파형으로부터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 상의 

제정수를 계산하여 정리하면 표 5.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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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접지선에 인덕턴스를 추가한 후 제정수 비교 결과 

구

분 

실험 1 (5.2.1) 
추가 실험 조건 

(1m 접지선에 인덕턴스 추가) 

일반 전력 공급선 6.8 [ ]H  15 [ ]H  

n  612.38 10 [ / sec]rad  60.895 10 [ / sec]rad  616.18 10 [ / sec]rad  

nf  1.97 [ ]MHz  1.42 [ ]MHz  1.09 [ ]MHz  

  0.107  0.078  0.051  

L  11.23 [ ]H  20.91 [ ]H  32.24 [ ]H  

R  30.02 [ ]  29.47 [ ]  22.67 [ ]  

C  0.581 [ ]nF  0.596 [ ]nF  0.65 [ ]nF  

또한 전력 공급선(10m)의 인덕턴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20 [ ]H 와 

40 [ ]H 를 추가하여 그림 5.20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s
n

mL

invC

invi
mi

mC

gi

cableL addL

 

그림 5.20 고유 주파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덕턴스를 추가한 실험 구성 

그림 5.20의 실험 구성에서 측정한 전압, 전류는 Common mode 전압과 

선체로 모의한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이며, 10m 전력 공급선에 

인덕턴스를 각각 20 [ ]H 와 40 [ ]H 를 증가시킨 후 측정된 실험 파형은 

그림 5.21, 5.22와 같다. 



 

63 

 PWM 인버터 3상 출력 전류 (      )invI

 누설전류 (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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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10m 전력 공급선에 인덕턴스 20 [ ]H  추가한 실험 결과 

 PWM 인버터 3상 출력 전류 (      )invI

 누설전류 (      )gI

 Common mode 전압 (      )snV

500[ ]ns

150[ ]V

0.5[ ]A

 

그림 5.22 10m 전력 공급선에 인덕턴스 40 [ ]H  추가한 실험 결과 

  그림 5.21과 5.22의 실험 결과로부터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 상의 

제정수를 계산하여 정리하면 표 5.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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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전력 공급선에 인덕턴스를 추가한 후 제정수 비교 결과 

구

분 

실험 1 (5.2.1) 
추가 실험 조건 

(10m 전력 공급선에 인덕턴스 추가) 

일반 전력 공급선 20 [ ]H  40 [ ]H  

n  612.38 10 [ / sec]rad  610.43 10 [ / sec]rad  69.976 10 [ / sec]rad  

nf  1.97 [ ]MHz  1.66 [ ]MHz  1.58 [ ]MHz  

  0.107  0.179  0.16  

L  11.23 [ ]H  7.77 [ ]H  8.01 [ ]H  

R  30.02 [ ]  29.03 [ ]  25.59 [ ]  

C  0.581 [ ]nF  1.18 [ ]nF  1.253[ ]nF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고유 주파수를 증감시킨 결과 표 5.5 ~ 

5.7로부터 고유 주파수가 변동함에 따라 등가회로의 캐패시턴스와 저항 

성분이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즉 고유 주파수가 증가하면 캐패시턴스는 

감소하고, 저항은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고유 주파수가 감소하면 

캐패시턴스는 증가, 저항은 감소하였다. 또한 5.3.2.2에서 RLC 계측기로 

100 [ ]kHz 까지의 캐패시턴스 감소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추가하여 

인덕턴스를 추가한 실험으로부터 MHz 의 주파수 대역에서 역시 고유 주파수 

증가에 따라 캐패시턴스 값은 여전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5.15로부터 고유 주파수의 증감은 전력 공급선에 흐르는 전류의 

표면 깊이(skin depth,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RLC 직렬 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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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회로 상의 저항 성분이 변화하게 된다. 저항 성분의 변화 역시 

추가실험을 통해 정리한 표 5.5 ~ 5.7로부터 고유 주파수 변동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5.3.3 Drain wire의 단말 결선 방법에 따른 효과 

전력 공급선에 Drain wire를 적용하면 누설전류에 대해 낮은 임피던스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를 감소시키게 하는 특성 

있음을 확인하였다. Drain wire의 단말 결선은 기본적으로 그림 5.4와 같이 

PWM 인버터와 전동기 지지대에 연결하여 설치 한다. 5.3.2에서 분석한 

Drain wire의 특성 외에 Drain wire의 단말 결선 방법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5.23과 같은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Drain wire의 

단말 결선은 각각 전동기 측, PWM 인버터 측, 양쪽 Drain wire를 개방 

하였다. 

sn

mL

mCinvC

gi

invi
mi

Drain wire

 

 (a) 전동기 측 Drain wire를 개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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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mL

mCinvC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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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b) PWM 인버터 측 Drain wire를 개방한 경우 

sn

mL

mCinvC

gi

invi
mi

 

(c) PWM 인버터 및 전동기 Drain wire를 모두 개방한 경우 

그림 5.23 Drain wire의 단말 결선 방법 

그림 5.23의 Drain wire의 단말 결선을 다르게 한 각각의 실험 장치로부터 

측정된 Common mode 전압 및 누설전류 파형은 그림 5.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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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동기 측 Drain wire를 개방한 경우 

 PWM 인버터 3상 출력 전류 (      )invI

 누설전류 (      )gI

 Common mode 전압 (      )snV

500[ ]ns

150[ ]V

0.5[ ]A

 

(b) PWM 인버터 측 Drain wire를 개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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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WM 인버터 및 전동기 Drain wire를 모두 개방한 경우 

그림 5.24 Drain wire의 단말 결선 방법에 따른 실험 결과 

  그림 5.24로부터 계산된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제정수를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표 5.8 Drain wire 단말 결선 방법에 따른 제정수 비교 결과 

구

분 

5.2.2 Drain wire의 단말 결선 방법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공급선 

(a) 전동기 측 

    개방 

(b) PWM 인버터 측  

   개방 
(c) 모두 개방 

nf  2.57 [ ]MHz  1.99 [ ]MHz  1.85 [ ]MHz  1.92 [ ]MHz  

  0.235 0.156  0.123  0.112  

L  7.153 [ ]H  7.362 [ ]H  7.763 [ ]H  8.157 [ ]H  

R  54.51 [ ]  28.83 [ ]  21.94 [ ]  22.20 [ ]  

C  0.534 [ ]nF  0.862 [ ]nF  0.968 [ ]nF  0.841 [ ]nF  



 

69 

  Drain wire의 단말 결선 방법에 따른 실험 결과 및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제정수 비교 결과로부터 Drain wire의 단말 결선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개방되면 Drain wire가 가진 누설전류 저감 특성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력 공급선에 Drain wire를 설치하는 방법은 PWM 

인버터 측과 전동기 측 모두 결선을 하는 경우에만 전도성 EMI가 저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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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6.1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전기추진함정에서 전도성 EMI의 원인이 되는 Common 

mode 전압의 발생 원인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전압원으로 하여 공통 접지인 

선체를 통해 흐르게 되는 누설전류를 저감하기 위한 Drain wire의 적용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Drain wire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PWM 인버터 출력 전류와 

전동기 입력전류 그리고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 파형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전류 파형으로부터 PWM 인버터의 출력 전류에 포함되는 고주파의 

Common mode 전류 성분이 전동기의 표류 캐패시턴스와 접지선을 통하는 

전류경로를 통하여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렇게 측정된 

누설전류 파형으로부터 누설전류에 대한 등가회로를 계단파 전압이 인가된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로 근사하였다.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을 이용하여 전동기를 구동한 실험 결과로부터, 

Drain wire가 접지선으로 흐르는 누설전류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PWM 인버터의 접지와 전동기 지지대에 연결된 Drain 

wire에도 고주파 전류 성분이 흐르고 있음을 측정하였으며, 전동기 중성점과 

직류단 중성점간의 전위차인 Common mode 전압의 Overshoot 현상 또한 

일반 전력 공급선 대비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력 공급선에 

Drain wire를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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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지선으로 흐르는 누설전류가 감소하고, PWM 인버터 출력전류의 

      감쇄율( )이 증가한다. 

  (2) Common mode 전압의 Overshoot이 감소한다. 

  (3) Common mode 전압에 의해 발생한 누설전류는 Drain wire와 

     접지선으로 각각 분배되어 흐르게 되며, Drain wire로 집중되어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Drain wire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분석의 

틀로써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를 이용하였으며, 일반 전력 공급선을 이용한 

전동기 구동시스템의 등가회로 모델과의 비교를 통하여 변동된 제정수 값을 

확인하고 그 값의 변동된 원인과 그 효과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Drain wire를 적용함으로써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에 나타나는 제정수의 

변화는 저항의 증가, 인덕턴스의 감소, 캐패시턴스 감소이다. 먼저 인덕턴스 

값의 감소는 Drain wire가 전력 공급선 가까이 배치됨에 따라 인덕턴스 값에 

관여하는 전류 Loop가 기존의 접지선을 통해 형성되던 전류 Loop에 비해 

작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인덕턴스에 의한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누설전류의 주파수는 MHz 대역의 고주파이기 때문에 

Drain wire는 접지선에 비해 낮은 임피던스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모든 누설전류가 접지선을 통해 흘렀지만, Drain wire를 적용함으로써 

Drain wire와 접지선의 임피던스 비에 따라 누설전류가 분배되어 흐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캐패시턴스의 감소와 저항의 증가는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고유 주파수로 해석하였다. 등가회로에서 나타나는 캐패시턴스 

값은 전동기 구동시스템의 표류 캐패시턴스를 의미하며, 이는 주파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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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값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PWM 인버터에서 출력되는 Common mode 

전류의 주파수가 낮으면 이 성분이 전동기 내부로 들어가서 전동기 영상분 

임피던스에 영향을 받아 표류 캐패시턴스 값이 커지게 되지만, 주파수가 

증가하면 전동기의 높은 임피던스로 인해 Common mode 전류가 전동기 

내부로 흐르지 못하고, 전력 공급선과 접지와 형성되는 표류 캐패시터를 통해 

흐르기 때문에 캐패시턴스 값이 작아지게 된다. 한편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의 고유 주파수는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 곱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Drain wire를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인덕턴스 감소 현상은 등가회로의 

고유 주파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곧 캐패시턴스 값의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저항의 경우 주파수가 증가하면 표피효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Drain wire를 적용하게 되면 고유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어 고주파 

저항 성분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에 대한 검증은 누설전류 경로인 

전력 공급선과 접지선에 인덕턴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고유 주파수,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저항의 증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분석한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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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전력 공급선과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전압 및 전류 파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RLC 직렬 공진 등가회로를 

이용하였다. 이 등가회로는 PWM 인버터에서 출력 전류를 기준으로 RLC 

제정수 값을 근사하였기 때문에 Drain wire의 모든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Drain wire가 적용된 전력 공급선의 전자기적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보다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본 논문에서는 전도성 EMI의 원인이 되는 선체를 통해 전달되는 

누설전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누설전류에는 수십 MHz 이상의 

방사성 EMI 성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논문에서는 상용 Drain wire를 모의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Wire를 

이용하여 축소된 모델에서 Drain wire의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나 향후 상용 

Drain wire가 설치된 실선에서 그 효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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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propulsion system of a naval ship has been changed from a mechanical 

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 based system to an electrical motor based one. The 

higher efficiency of the propulsion motor compared to the ICE in all operation area 

makes its advantages such as less fuel consumption, less noise and vibration of the ship. 

While, because not only the ship service load but also the propulsion loads should be 

supplied by the on-board generators, the operation of the high voltage and high power 

electric equipment is essential, and that results in the necessity of additional protection 

and safety measures. The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the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is one of them, caused by common mode voltage and leakage current of the 

electric propulsion ship equipped with high power motor and power conversion 

equipment, which would not be a concern in the mechanical ICE propulsion system. The 

installation of power cables with drain wire between Pulse Width Modulation (PWM) 

inverter and motors had been introduced for the electric propulsion ship for the reduction 

of conducted EMI which was originated from electrical motor and its drive system. 

This paper explains causes of conducted EMI in PWM inverter driven electric 

propulsion ship and analyzes the effect of drain wire applied to power distribution system 

between power converters, motors, and switchboards. The main role of the drain wire is 

to provide low impedance current path for high frequency current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power cables. As a result, the drain wire can reduce conducted EMI which 

otherwise would flow through ship’s hull.  

Key Words : Electric propulsion ship, Conducted EMI, Common mode voltage,  

          Leakage current, Drain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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