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어스(Earth)와 그라운드(Ground)의 구별이 중요하다 

전자기기에 트러블(Trouble)을 일으키는 노이즈는 신호와 같은 전자에너지이다.전기통신은 이 성가신 

노이즈와의 투쟁의 역사이지만, 노이즈 문제와의 정면적인 투쟁으로 여러가지의 유용기술이 만들어 

진것도 사실이다. 

언제,어디에서,누구라도,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사회에도 노

이즈 대책의 기술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레이다(Radar)이전의 항공기 탐지 기술 

휴대전화의 호입안테나가 비교적 짧게 가능한것은 파장이 짧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기내부에 격납할 수 있는 소형 칩안테나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20세기 초두(初頭)의 무선통신에서는 장파~중파 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는 수신기의 감도가 낮았기 때문에 길이 수100m에서 1Km에 이르는 안테나를 지상에서 100m이

상의 높이에 펼쳐 사용하였다.이러한 장대한 안테나는 멀리서도 눈에 띈다. 

전시에는 무선통신이 생명선이다.그 때문에 제1차대전중의 유럽에서는 무선통신용 안테나가 공격대상

의 최우선이였다. 

 

 

20세기 전기통신기술사에 이름을 남긴 아메리카의 전기공학자 E.H.암스트롱은 제1차대전중에 통신부

대의 장교로 유럽전선에 종군하였다.매우 중요한 통신안테나를 지키기 위해 그는 적기의 공격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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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 있는 묘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마르코니의 초기의 무선통신은 방전스파크가 발생하는 노이즈 전파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소

개 하였다. 

비행기 엔진의 점화 플러그도 방전스파크에 의한 노이즈전파가 발생된다.이것을 수신하면 적기의 근

접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멀리 비행기에서 방사되는 노이즈는 미약한 고주파이다.따라서 그는 수신한 고주파의 노이즈

전파를 낮은 주파수에 변환.증폭하여 검파하는 방법을 발명하였다 이것이 라디오 및 TV에도 사용되어 

지게 된 슈퍼헤트로다인(Super heterodyne)방식이다. 

 

**그라운드간의 전위치는 가능한 적게 한다. 

우리 주변의 전자기기는 많든 적든 노이즈를 방사하고 또 외부로부터 비래(飛來)하는 방사노이즈에 

의한 장해를 받고 있다.그러나 금속 케이스로 전자기기를 푹 뒤집어 씌우면 전자파로서 날아오는 외

래 노이즈는 방어할 수 있다. 

 

 

금속 케이스는 노이즈전파를 받아 내부에 투과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드」 

「반사」 

「바이패스」 

「흡수」 

라는 노이즈 대책의 4요소 증에 가장 알기 쉬운「실드」의 수법이다.이 때 금속케이스를 대지에 어스

(접지)시키면 노이즈전파의 에너지는 대지에 흡수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다. 

전자기기의 노이즈측정 등에 사용되는 전파암실도 외래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체를 금속으로 실

드하여 접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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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와 그라운드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간혹 어스라고 하지만 전자기기의 금속 케이스 및 샤시(Chassis),신호의 궤환회로에 사용되는 회로 

패턴의 접속은 정확히는 그러운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금속케이스 및 샤시등은 프레임(Frame)그라운드.회로패턴은 시그날 그라운드라고 부르고 있다. 

 

전자기기에 있어서 그라운드 와 어스를 엄밀히 구분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그라운드를 접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라운드 와 어스와의 기준전위는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

에 노이즈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이것은 프레임(Frame)그라운드 와 시그날 그라운드 사이에도 발생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라운드간의 전위차를 적게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회로패턴이 노이즈 방사의 안테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라운드는 적절한 개소에 가능한 굵게.짧게 한다」라는 것이 회로패턴 설계의 제1의 포인트이다. 

시그날 그라운드를 샤시 등의 프레임 그라운드에 접속하는 것도 그라운드 면적을 보다 넓게 하기 위

해서이다. 

그러나 나사로 접속되어 있는 경우 나사의 조임이 느슨하면 그 곳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

의하여야 한다. 

톱니가 있는 와셔 혹은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는 것도 보다 양호한 접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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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로 패턴을 설계 할 때도  「신호패턴과 궤환회로인 시그날 그라운드와의 패턴이 큰 루프를 만들

지 않도록 한다 」라는 것도 포인트이다.이 루프가 안테나가 되어 고 레벨의 방사노이즈가 발생하기

도 하기 때문이다. 

전자기기의 양면 PCB의 대부분은 이면 전체를 시그날 그라운드로 하고 표면에 신호 패턴을 설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시그날 그라운드를 흐르는 궤환전류는 가장 저항이 적도록 최단거리를 취한다. 

신호패턴의 바로 아래로 흐르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방사노이즈의 발생원이 되는 안테나 루프를 적게 

할 수 있다.  

 

                                                                                              

                                                                                 --이상— 

                                                                            2010-06-04 

                                                                             구 진욱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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