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인 배경

휴 전화 및 무선 LAN 통신 시스템이 건강에 미치

는 향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

습니다. 비록 무선 주파수(RF) 에너지가 방사선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안전한 형태와 잠재적으

로 위험할 수 있는 형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RF 장치의 잠재적인 문제에 한 우려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 적인 가정과 사무실은 컴퓨터와 팩스, 무선 전화

기, 호출기, 전자 렌지 및 무선 LAN(WLAN) 장치

에 이르기까지 RF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제품들로 가

득 차 있지만 이러한 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RF의 수

준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용하는 부분의 장치는 예전의 장치

에 비해 보다 높은 주파수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주파

수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을 방출하고, 파장이 짧을수

록 인체 조직과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

니다. 주파주가 증가하면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장비

를 간섭하게 될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인체 조직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부분의 무선

에너지가 인체에 해로운 향을 남기지 않고 통과하므

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체에 흡수되는 에

너지가 극히 작아서 전혀 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

다. 의료 장비에 한 간섭 문제는 오클라호마 학의

무선 장치 센터(Wireless Device Center) 등에서 의

료 장비 제조업체가 RF 장치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현

재 해결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표준

연구원들은 지난 40년간 RF 에너지의 생물학적 향

에 해 연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인 기타 기관으로는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 의약국),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미국 연방 통신 위

원회),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 보호국) 및 오클라호마 학의 무선 전자기

호환성 연구 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Wireless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등이

있습니다. 이 연구 기관들의 관심 역 중 하나는 RF

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을 촉구하기 위한 표준을 확립하

는 것입니다.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 전기 전자 분야 엔지니어 협회)의 RF 전

문가들은 RF 에너지의 해로운 향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사용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비전리 RF 에너지와

관련된 이 안전 사용 지침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 국립 표준 기

구) 간행물 C-95.1 - 1991로 발행됩니다.

1997년 1월 1일부터 아마추어 무선 방송, 휴 전화,

확산 스펙트럼 무선 데이터의 RF 장치를 비롯한 여러

RF 장치는 FCC가 Docket 96-362(NPRM 93-62)

에서 규정한 RF 안전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OET Bulletin 65호의 제목은 Evaluating

Compliance with the FCC Guidelines for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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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시스템즈 확산 스펙트럼

무선 전파 및 RF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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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시스템즈의 준수 사항

시스코의 모든 무선 제품은 ANSI C95.1-1991 IEEE

Standards for Safety Levels with Respect to Human

Exposure 및 FCC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Bulletin 65 Evaluating Compliance with

the FCC Guidelines for Human Exposure를 모두 준수

합니다. 시스코의 무선 제품은 FCC 규정 중 FCC Part

2.1091과 2.1093의 요구 사항 및 Industry Canada의

RSS-102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RF 안전 준수를 평가 받습

니다. 규정 준수는 모바일 장치 또는 고정 장치에 한

MPE(Maximum Permissible Exposure) 연구와 휴 장

치에 한 SAR(Specific Absorption Rate)별 테스트 결과

를 기초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휴 장치란 사용자 또는 관람자로부터 20cm 미

만의 거리에서 안테나를 통해 작동하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팜탑 장치에 설치되어 허리띠에 착용하고 사용하는 라디오나

일부 랩탑 설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와 고

정 장치는 사용자로부터 20cm 이상의 거리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치로는 데스크탑에 탑재된 시스템,

천장에 장착된 시스템 또는 지붕이나 탑에 안테나가 설치된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FCC 또는 Industry Cana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려면 먼

저 모바일 장치 또는 고정 장치에 한 MPE 연구 및 SAR

연구 결과나 휴 장치에 설치된 장치에 한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명서에 규정된 파라미터 내에서 장치를

설치하고 작동하면 사용자나 일반인들이 권장 표준 이상의

RF 수준에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휴 장치의 경우, 확산 스펙트럼 라디오가 작동할 때 발생되

는 RF 수준은 이러한 유형의 장치에 권장되는 노출 요구량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스코 시스템즈의 제품은 의료 장비를 간섭할 수 있는

전파 방출량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확산 스펙트

럼 라디오와 같은 시스코 제품은 의료 환경에서 작동하는 장

치에 해 요구되는 FCC 및 유럽의 방출량 수준, 특히 EN

55011 방출 기준을 모두 준수합니다.

1996년 9월에 한 병원에서 시스코 시스템즈 확산 스펙트럼을

설치하기 전에 독자적인 테스트를 실시하 습니다. 테스트 결

과를 통해 시스코 시스템즈 2.4GHz 무선 전파가 심장 맥박

조정기와 같은 의료 장비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작동할 때

에도 의료 장비를 간섭하거나 장비의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시스코의 다양한 무선 제품은 유해한 전리를 발생시키지 않습

니다. 따라서 의도된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기만 한다면 시

스코 시스템즈 제품은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