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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원터치(One Touch)장착으로 노이즈를 억지하는 클램프 필터(Clamp Filter) 
디지털 기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케이블(Interface Cable)는 노이즈 발생원이면서 침입구이기도 하다. 

고속대용량 네트워크(Network)는 소위 디지털 정보의 고속도로이다.고속도로에는 일반도로와는 다른 사고가 

발생하는 것 과 같이 고속대용량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인터페이스 케이블에도 적절한 노이즈 대책이 필요하

다. 

 

 
 

**고속대용량 네트워크 시대의 노이즈 장해 

ADSL 등의 보급에 의해 광대역(Broad Band)환경은 급속히 정비되었다.고속대용량 네트워크의 편리함을 많은 

사람이 누리고 있다.또 고속 인터페이스 케이블에 의해 각종 디지털 기기도 간단히 접속,대량의 데이타도 순

식간에 전송된다. 

그러나 고속대용량화에 따라 회선의 절단 및 통신속도의 저하,데이타의 전송에러 등의 문제의 발생 빈도도 

많아지고 있다.그 원인의 하나가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에서 방사하고,또 그것을 통하여 시스템 내에 칩입하

여 오는 노이즈이다.디지털 신호의 펄스파는 저전압에서 고전압으로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의 빠른 전환방식

으로 전송되어진다. 

고속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급하게 U턴 할 수 없는 것 과 같이 펄스신호가 상승,하강할 때에는 여세가 남

아 있어 정해진 전압치에서 벗어나는 고주파성분이 생긴다. 

이것이 오버슈트(Over Shoot) 및 언더슈트(Under Shoot)라고 부르는 파형의 흐트러짐을 만든다. 

또 인터페이스 케이블 과 그라운드 간의 부유용량(컨덴서 성분)은 방형의 펄스파를 구불구불 하게 찌그러지

게 하는  링깅(Ringing)이라고 부르는 흐트러짐을 만든다. 

이러한 노이즈 장해로 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무턱대고 길게하지 않는것 과 PC본체 및 

디스플레이 등 강한 노이즈를 방출하는 기기로 부터 케이블을 옮기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통하여 노이즈가 침입하느것을 의심 해 보아야 

한다.  

케이블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않된다.케이블은 길이도 길고 가장 표면적이 큰 전자부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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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프 필터(Clamp Filter)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노이즈 클리너(Cleaner) 

수도관이나 가스관에서 물이나 가스가 누출되면 큰 소동이 일어 나지만 케이블에서 나오는 방사노이즈는 오

감으로는 직접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 

공간 및 거리가 떨어져 있는 케이블이 왜 노이즈를 방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는것일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방사상의 전계와 동심원상의 자계가 발생하고 있다.이 때문에 케이블 끼리의 정전

결합 및 전자결합(電磁結合)등에 의해 크로스 토크(Cross Talk)라 부르는 선간결합이 생긴다.이로 인해 케이블

을 안테나로 하여 외부로 방사하기도 하고 또 수신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케이블은 전류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노이즈를 방사.수신하는 안테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주파

일수록 그 영향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노이즈의 저감에 간편하면서 경이로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글램프 필터이다.글램프 필터는 원통상

(圓筒狀)페라이트 코아를 종으로 2분할하여 수지 케이스에 격납한 간단한 구조의 노이즈 대책부품이다. 

PC와 주변기기를 연결하는 케이블,팩시밀리(Facsimile) 및 복사기 등의 OA기기의 케이블에는 코아형태의 부

품이 취부되어 있다.이것은 케이블 제조시에 미리 부착한 글램프 필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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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의 발생개소는 사용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의 대처가 필요하다. 

클램프 필터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에도 케이블을 절단하지 않고 장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케이스를 열

어 케이블을 넣고 케이스를 닫으면 된다. 

 

**정전기 등의 서지 노이즈(Surge Noise)대책에도 효과적 

클램프 필터는 전회에서 설명한 Common Mode Filter의 한 종류다.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전달 방법에는 

Differential Mode 와 Common Mode 두 타입이 있다.신호전류는 Differential Mode로 전달되는데 비해, 디지

털기기에서 전자파로 방사되기도 하고, 케이블을 안테나로 하여 침입하는 노이즈 전류의 대부분은 Common 

Mode이다. 

페라이트 코아를 이용한 클램프 필터는 겉보기에는 사이즈가 큰 칩 비드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노이즈 전류의 주위에 동심원상(同心圓狀)으로 발생하는 자계는 페라이트 코아의 터널을 통과할 때 흡수되어 

열로 제거된다.칩 비드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Differential Mode의 노이즈 전류를 흡수하여 열로 변환시켜 

제거한다. 

한편 클램프 필터는 Differential Mode 인 신호전류를 감쇄시키지 않고 Common Mode의 노이즈 전류만을 

억지하는 것이 특징이다.전회에서 소개한 Common Mode Filter와 비교하여 부유용량 및 전자적(電磁的)인 결

합이 무시 할 정도로 적기 때문에 Differential Mode Impedance는 광대역에 걸쳐 낮아 신호에 미치는 영향

은 거의 없다. 

클램프 필터는 페라이트만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페라이트는 평소에는 자기적인 성질을 겉으로 나타 내지 

않지만 외부에서 자계가 가해지면 즉시 자기적인 성질이 나타나 자속을 흡수하는 전자재료이다. 

TDK의 클램프 필터는 선진의 자성재료기술을 구사하여,고주파 노이즈만을 흡수하여, 신호전류의 파형은 찌

그려지지 않는 최적의  페라이트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 1GHz까지 안정된 주파수-임피던스 특성을 

발휘한다. 

TDK는 케이블의 외경에 적합한 각종 타입외에 케이블선 고정 타입.플래트 케이블(Flat Cable)타입 등 풍부한 

제품들이 시리즈화 되어 있다. 

정전기 등의 서지 노이즈(Surge Noise)에 의한 오동작의 방지에도 극히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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