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악화되는 전원환경에서 기기를 지키는 AC전원용 EMC Filter
AC전원 라인은 전력 공급로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노이즈의 전송로가 되어 전자기기의 오동작 등을 유발
한다.
디지털기기 뿐만 아니라 냉장고, 에어콘 등의 가전제품도 노이즈의 발생원이다.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수원(水源)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 처럼 전원환경의 클린(Clean)화를 꾀하는 AC전원용 노이즈
필터는 꼭 필요하다.

**전등선 인터넷의 관건이 되는것도 노이즈대책 기술
"전등선 인터넷(PLC=Power Line Communication)"이라는 신기술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전원공급로인 전등선(AC100~220V)을 통신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이다.전등선을 통신선으로 사용
하면 기존의 옥내배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실용화 되어지면 전원 콘센트를 연결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고 가전제품의 홈 네트워크도 새로
운 배선공사 없이 구축을 할 수 있다.
일본의 총무성은 2005년 1월 전력회사 및 전기회사 등의 연구회를 발족,2005년 말까지 보고서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지금까지는 전파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10KHz~450KHz)에서 연구,실험하여 왔기 때문에
통신속도는 100Kbps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2~30MHz의 단파대의 이용이 허락되면 통신속도는 수십Mbps까
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전등선 인터넷의 실용화는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산적하여 있다.
우선 염려되는 것은 단파방송 및 아마추어(Amateur)무선에 미치는 수신장해이다.
전등선에 고주파신호를 실으면 전등선이 안테나의 역할을 하여 불요전자파를 주위에 방사하기 때문이다.
또 불요전자파가 주위의 전기.전자기기를 오동작 시키던지, 역으로 이러한 기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의해
통신속도가 저하하기도 하고 통신에러가 생기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전등선의 인터넷 실용화를 방해하는 최대의 문제는 노이즈 장해이다.
AC전원 라인은 각종 전도노이즈의 브로드 웨이(Broad Way/대로)이다 이것은 전원 콘센트에서 공급되는 교
류의 파형을 측정기로 조사하여 보면 알 수 있다.이론적으로는 싸인파 (Sine파)이지만 실제는 파형의 머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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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찌부러져 있기도 하고, 깔죽 깔죽 톱날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서지전압이 중첩되어 있기도 한
다.
노이즈 투성이인 AC전원을 그대로 이용하면 전자기기에는 여러가지 악영향을 준다.
의료분야 및 FA분야에서는 노이즈에 의한 오동작은 중대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깨끗한 전원환경이 요구되
어 진다.

**범위(존/Zone)를 분리한다는 개념으로 각종 노이즈의 침입.유출을 방지
AC전원 라인을 침입하는 노이즈는 전압레벨 및 파형 등에 의해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된다
1.고주파 노이즈:PC 및 스위칭전원 등의 스위칭 주파수에 포함되어 있는 고조파성분(기본주파수의 정수배의
주파
수).에너지 레벨은 수mV~수십mV로 비교적 낮지만 항상 침입하여 온다.
2.펄스성 노이즈:릴레이(Relay) 및 유도모터(Motor)등의 스위칭 시에 발생하는 노이즈.에너지 레벨은 비교
적 높고,
피크(Peak)전압이 수천V에 달하는경우도 있다.
3.서지성 노이즈:주로 유전뇌에 의해 전원라인에 발생하고, 해일같이 밀려오는 노이즈이다.에너지 레벨은 극
히 높아
피크전압이 수만V에 달하는 것도 있다.
IC를 탑재한 디지털기기는 펄스성노이즈 및 서지성노이즈의 피해를 직접 받을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고주파
노이즈의 발생원이 되어,AC전원 라인을 통하여 다른 디지털기기에 장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기내부의 노이즈 대책과 함께 AC전원의 인입선에 대한 노이즈대책이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의
발전과 함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AC전원 라인의 노이즈대책에는 존(Zone)분리라는 사고가 기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AC전원의 인입선을 관문으로 하는 노이즈의 침입을 저지하고,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양
면 작전의 사고이다.
예를 들면 PC등의 전원소켓(Socket)에는 인레트소켓(Inlet Socket)형의 노이즈 필터가 사용되고 있다.
외부에서는 단순한 3핀 타입의 소켓으로 보이지만 내부에는 Common Mode Choke와 컨덴서가 결합된 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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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필터가 내장되어 노이즈의 침입과 유출을 저지하고 있다(3핀의 가운데 중앙핀은 어스용)

**자기포화(磁氣飽和)가 잘 않되는 어모퍼스(Amorphous)코아의 사용
노이즈에 민감한 오디오팬(Audio Fan)은 음악을 감상하던지 녹음을 할 때에는 집의 PC 나 에어콘의 전원을
끊기도 하고 냉장고의 코드를 빼기도 한다.그렇게 하여도 AC전원 라인에는 여러가지 노이즈가 침입하여 온
다.
가정 및 사무소에서 간단히 사용하여 효과적인 것이 테이블탑(Table Top)형의 노이즈필터이다.겉으로 보기에
는 일반적인 테이블탑이지만 단순한 AC전원의 분기용이 아니라 고주파노이즈,펄스성노이즈,서지노이즈 모두
에 대해 억지 효과가 있는 노이즈 대책부품이다.
TDK의 테이블탑 형 노이즈필터의 회로구성의 예를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Common Mode Choke와 컨덴서에 의한 LC필터 와 바리스터 (Varistor)를 조합한 노이즈필터이다.
Common Mode Choke의 코아에는 연자성(軟磁性)어모퍼스(Amorphous) 합금 코아를 사용하고 있다.
어모퍼스(Amorphous) 합금은 유리처럼 원자가 불규칙적으로 배열한 비정질(非晶質)물질이다.
원자가 정연하게 배열된 결정금속에 비해 수배의 강인성(强靭性)이 있고,또 고투자율.고포화자속밀도,주파수
특성이 우수한 연자성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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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페라이트 코아에서는 자기포화 해 버리는 고에너지의 펄스성 서지를 가하여도 Common Mode
Choke의 어모퍼스(Amorphous) 코아는 우수한 억지 효과가 있다.
Common Mode Choke 및 컨덴서에 의해서도 억지되지 않는 유전뇌에 의한 서지성노이즈에 대해서는 높은
서지 흡수성이 있는 바리스터 (Varistor)가 흡수한다.
인레트소켓형,AC콘세트형.테이블탑형 이라는 어댑터(Adapter)타입 외에 전자기기의 전원부에는 여러 타입의
각종 노이즈필터가 다용되고 있다.
산업 로봇(Robot)등의 FA기기에는 3상 대전류용 박스형 EMC필터가 활약하고 있다.
AC전원용 EMC필터는 현대 일렉트로닉스 사회의 근저에서 방어하는 기대할 만한 전자부품이다.

--이상-2010-07-02
구 진욱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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