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지 에 의한 피해 사항(Surge)

피해 유형1.

등 전원에 연결된 반도체가 손상된다- SMPS .

서지가 전원 장치를 통과해 기기의 내부- Linear

부품이 파손된다.

통신선 신호선에 유입된 서지에 입출력 장- / (I/O)

치가 영향을 받는다.

신호선 간에 가 발생한다- (Signal Track) Arc .

예기치 않은 출력 변환 등이 일어- , Reset, Mode

난다.

서지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이유2.

컴퓨터 칩 동작전압 추이

년대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인 에서 저속1980 , 5V

으로 동작하던 컴퓨터 칩이 년대에 들어서면, 1990

서 낮은 전압에서 고속으로 동작하게 되었다 따.

라서 약간의 전원전압 변동이나 전원선에 나타나

는 에도 이 민감하게 반응한다Transient Chip .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3.

3.1 St. Paul Insurance Co.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우리는 낙뢰1992 1996 5 ,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억 를 지불했다 이 금17 $ .

액은 전체 피해 보상금의 였으며 의 손8.7% , 3.8%

실을 입었다.

3.2 State Farm Insurance Co.

해마다 우리는 낙뢰 때문에 만 건 이상의 요30

구를 받아 백만 를 배상한다, 332 $ .

3.3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NY

전체 보상 요구의 가 낙뢰에 관련된 것이며5% ,

금액으로는 연간 억 이상이다10 $ .

3.4 Factory Mutual Companies

연간 평균으로 볼 때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의,

가 낙뢰에 관련된 금액이다3-4% .

피해 사항 조사 내용4.

의 조사4.1 EL&P

년 월에 발간된1993 3 EL&P(Electric Light &

에 따르면 이 선정한 대 기업Power) , Fortune 1,000

의 설비가동중단 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약 백3.48

만 달러 억 원 이며 미국 산업체의 전기품질(45 ) ,

문제에 의한 비용이 억 달러 조 원 로 추산260 (34 )

된다.

의 조사4.2 Computer Technology Review

잡지 의Computer Computer Technology Review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설비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비용이 시간당 달러 우리 돈으로 약78,000 ,

억 원에 이른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내용에10 . ,

따르면 년 미국의 산업설비가동 중단비용이, 2001 ,

연간 약 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조 원에260 , 300

이른다.



의 조사4.3 IBM

전압품질 이상

이 년에 조사하고 이IBM 1974 National Power Lab

년에 다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압품질이상1994

의 약 가(Power Line Voltage Disturbances) 90%

에 의한 것이다 이 강Transient . Surge Protection

조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의 조사4.4 MIS Week

데이터 처리 중단 비용

의 자료에 따르면 업무용 건물에서 전MIS Week ,

기품질로부터 야기된 데이터 처리 중단 비용이

년에 에서 년 로 년에는 로1980 5% 1990 27% , 2000 47%

증가했다 가동 중단 시간이 이렇게 극적으로 증.

가한 이유가 전기품질에 관련된 환경이 매우 악화

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년대의 컴퓨터 칩은 이상의 상대적으로1980 5V

높은 전압에서 구동되었는데 년대에는 낮은, 1990

전압에서 구동되는 컴퓨터 칩에 의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그런데 이 칩들은 전력선. ,

에 나타나는 약간의 전압변동이나 서지

(transient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시 말) .

해 컴퓨터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기품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의 조사4.5 Infonetics Research

통신 정지에 따른 손실LAN

의 조사에 의하면 년의Infonetics Research 1989

관련 설비고장에 따른 수입 감소가 생산성 감LAN

소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불과 년 후인, 4

년에는 수입 감소가 생산성 감소를 초과하게1993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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