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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에 대한 서지억제

아주 오랜 동안 통신선에 대한 서지억제가 간과,

되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 데.

이터 통신 장비는 서지/ (voltage surges and

에 극도로 취약하다 특히transients) . RTU,

디맨드메터 기타 원격계측기 등이 서지에SCADA, ,

민감하다.

하나에 개 이상의 메모리와 개 이IC 100,000 5,000

상의 가 들어있다 에 들어있는 매우logic gate . IC

민감한 칩들은 서지에 의해서 급격히 열화 된다.

부품들이 작아지면서 절연 내전압이 상당히 낮아

졌다 사설교환기나 모뎀 원격계측 장비들은 민. ,

감하고 낮은 전압에서 작동한다 회로에. RS-232

들어있는 드라이버는 의 서지에도 고장나TTL 40V

고 은 에서도 고장난다, CMOS chip 17V .

대부분의 는 이하의 낮은 에너지를 가진IC 100mJ

서지에도 고장 나고 당장은 고장 나지 않은 칩도,

점차 열화 된다 그 결과는 카드가 심하게. , PCB

타고 자판이 잠기거나 메모리가 없어지고 데이터

가 이상하게 바뀌는 현상 등으로 나타난다 이.

때 사용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하드웨어 문제로,

간주해 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지는 전력선을 타고 들어오

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통신선을 타고 들어온다,

는 것을 모르고 있다 서지는 전화선 전용임대선. ,

로 동축케이블, , RS-232, RS-422, RS-423, 4mA

케이블 등의 통신선을 통해서도 들어온다-20mA .

서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많지만 통신선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서지는 낙뢰에 의해 근처에 있

는 통신선에 유도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설비에. ,

서 발생하는 서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 서지는 주.

로 전동기를 기동 정지 할 때 발생한다 데이터/ .

선로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전력선에 의한 전자유

도에서도 서지가 발생한다.

통신회사들이 가스튜브 등으로 서지에 대한 일차

적인 보호를 시도하지만 이 것으로는 데이터 선,

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이들 보호 장치의 기.

동전압 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firing voltage) .

이 보호 장치는 통신장비 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데이터 통신 장비는 반드시 서지전압을 보호 대,

상 기기에 맞는 전압으로 제대로 낮추어 주는 서

지억제기로 보호해야 한다.

데이터 선로용 서지억제기가 설치될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 건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모든.

건물의 인입구 데이터선이 들어가는 곳 에는 반드( )

시 서지억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입구.

에서 이상 떨어져 있는 모든 단자와 장비에150m

도 서지억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보.

호대상 장비의 접지와 서지억제기의 접지는 동일

접지로 처리되어야 한다.

데이터 장비에 대한 서지억제기는 전력선과 통신

선에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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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의 의 올바른 설치 예SPD

그림KS C IEC 61663-2 6

통신선상의 차10. 1 SPD

그림KS C IEC 61024-1-2 70

차폐 또는 차* 2 SPD

그림KS C IEC 61024-1-2 B.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