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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요약

전화/모뎀 설비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회로는 가입자 전화 신호의 소스를 포함한다.  에너지 전달 소
자가 가입자 전화 신호 소스, 및 이 에너지 전달 소자와 전화/모뎀 설비의 사이에 접속된 인덕터에 접속
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화 설비내의 전단 회로(front end circuit)를 이 전화 설비에 연결된 전화 회선 상의 단락 
회로 또는 번개 등의 손상 신호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회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재의 전자 장치는 가입자의 전화 회선을 통해 외부의 컴퓨터와 접속하기 위해 모뎀 등의 전화 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는 비교적 고가이다.  그러나, 가입자 전화 회선이 이 전화 회선에 연결된 
전화 설비에 손상을 입히거나 전화 설비의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각종의 신호 여건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안테나로서 작동하는 전화 회선에 의해 전자기 간섭(EMI)이 전화선을 통해 
유입되거나, 가입자 지점에서의 전화 회선이 적절하게 접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전압 정전하가 이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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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상에 형성되어 회로가 전화 회선에 접속될 때 방전되거나, 전화 회선에 접속된 각종의 다른 회로가 고
장을 일으켜 지나치게 높은 전압을 갖는 신호 혹은 단락 회로를 발생하거나, 또는 전화 회선이 번개를 맞
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전화 회선은 이 전화 회선에 연결된 전화 설비에 전송되는 경우 그 회
로에 손상을 입히거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신호를 유입시킨다.

전화 설비와 전화 회선 모두를 손상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 전화 설비가 이러한 손상 신호의 존재시에 동
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각종의 검사가 규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Underwriter's Laboratory 에 
의해 UL 사양서 1459에 일련의 검사가 지정되어 있고,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연방 통신 위
원회)에 의해 FCC 전화 설비 규약, 파트 68에 다른 검사가 지정되어 있다.  전화 회선에 연결되는 모든 
장치는 미국내에서 시판되기 전에 이들 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들 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는 전화 회선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손상 신호로부터 전화 설비
를 보호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더우기, 제조업체는 수리 및 무상기간내 수리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들 
장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최대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손상 신호에 의해 야기된 이들 장치에 대한 손상
을 최소화시키길 희망한다.  더욱이, 제조업체는 자신들이 제조한 전화 설비의 동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신호가 이들 장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로를 포함시킨다.

손상 신호 또는 동작 저하 신호로부터 전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 회로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보호 회로는 가입자의 전화 회선과 전화 설비의 사이에 접속되며, 전술된 바와 같은 요구된 검사를 통과
하여 손상 또는 동작 저하로부터 전화 설비를 보호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종래 기술의 보호 회로
에서, 인덕터가 가입자 전화 회선에 직접 접속된다.  인덕터는 EMI를 최소화시키거나 이 EMI가 전화 설비
에 유입하지 못하게 한다.  그 외에, 인덕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손상 신호가 이들 인덕터를 통과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인덕터는 고전압 번개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여 전화 설비내로 유입
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고전압 번개가 전화 설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보호 회로는 고전압 번개의 에너
지가 그라운드로 전달되어 전화 설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인덕터와 전화 설비의 사이에 개스 봉
입 스파크 갭(a gasfilled spark gap)을 추가로 포함한다.  그러나, 고전압 번개가 개스 봉입 스파크 갭
에 도달할 때, 이 번개의 일부분이 전화 설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고전압 번개 및 EMI 모두에 대한 보호 및 다른 손상 신호 또는 동작 저하 신호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요망된다.  바람직하게는, 손상 신호가 발생할 때 파괴될 수도 있지만 더 고가의 전화 설비 자체가 파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회로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전화 설비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회로는 가입자 전화 신호의 소스를 포
함한다.  가입자 전화 신호에는 에너지 전달 소자가 결합되고, 이 에너지 전달 소자와 전화 설비의 사이
에 인덕터가 접속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화 인터페이스 보호 회로의 개략도이다.

실시예

도 1에는 표준 RJ11 전화 잭이 사용될 수 있는 전화 잭(10)이 공지된 방식으로 가입자 전화 회선(도시 생
략)에 접속되어 있다.  가입자 전화 회선의 팁 신호(T)에 접속된 전화 잭(10)의 제1 단자는 제1 저항(R
1)의 제1 전극에 접속된다.  제1 저항(R1)의 제2 전극은 제1 인덕터(L1) 및 제2 저항(R2)의 각각의 제1 
전극과, 스파크 갭(20)의 제1 단자(1)에 접속된다.  제1 인덕터의 제2 전극은 모뎀(30)의 제1 입력 단자
에 접속된다(상세히 후술됨).  제2 저항(R2)의 제2 전극은 기준 전위(접지)의 소스 및 스파크 갭(20)의 
제3 단자(3)에 접속된다.

가입자  전화  회선의  링  신호(R)에  접속된  전화  잭(10)의  제2  단자는  제3  저항(R3)의  제1  전극에 
접속된다.  제3 저항(R3)의 제2 전극은 퓨즈(F)의 제1 전극에 접속된다.  퓨즈(F)의 제2 전극은 제2 인덕
터(L2) 및 제4 저항(R4)의 각각의 제1 전극과, 스파크 갭(20)의 제2 단자(2)에 접속된다.  제2 인덕터
(L2)의 제2 전극은 모뎀(30)의 제2 입력 단자에 접속된다.  제4 저항(R4)의 제2 전극 또한 접지에 접속된
다.

모뎀(30)의 제1 및 제2 입력 단자는 전파 브리지 회로(full-wave bridge circuit)(B)의 각각의 양방향성 
단자에 접속된다.  sidactor 등록상표(S)는 브리지 회로(B)의 (+)전압 단자와 (-)전압 단자의 사이에 접
속된다.  또한, 브리지 회로(B)의 (+)전압 단자는 포토-달링톤 쌍(PD), 변성기 권선(Tr)의 직렬 접속 및 
제5 저항(R5)과 발광 다이오드(LED)의 제6 저항(R6)과의 병렬 접속에 의해 브리지 회로(B)의 (-)전압 단
자에 접속된다.

동작시, 모뎀(30)에서, 포토달링톤 쌍(PD)은 고체 상태 계전기의 일부가 된다.  고체 상태 계전기는 또한 
포토달링톤 쌍(PD)의 전도를 제어하기 위한 발광 다이오드(도시 생략)를 포함한다.  고체 상태 계전기는 
모뎀(30)을 연결(off-hook) 및 종료(on-hook)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변성기(Tr)는 모뎀(30)의 데이타 처
리 회로(도시 생략)에 접속된 다른 권선(도시 생략)을 포함한다.  변성기(Tr)는 공지된 방법으로 모뎀
(30)으로부터의 데이타 표현 신호를 가입자 전화 회선에 전송시키고 가입자 전화 회선으로부터의 데이타 
표현 신호를 모뎀(30)에 전송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제6 저항(R6)과 병렬을 이루는 제5 저항(R5)과 LED
의 직렬 접속은 광아이솔레이터(opto-isolator)의 일부가 되며, 이 광아이솔레이터는 또한 광트랜지스터
(phototransistor)(도시 생략)를 포함한다.  제6 저항(R6)은 제5 저항(R5)과 LED에 의해 제공된 임피던스
를 낮추기 위해 사용된다.  광아이솔레이터는 루프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다른 회로(도시 생략)와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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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달링톤 쌍(PD) 및 발광 다이오드(LED)는 단방향성 소자이다.  그러나, 전화 회선 팁(T)과 링(R)의 어
느 것이 (+)전압에 접속되고 가입자 전화 회선에서의 (-)전압 소스에 접속될 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다이오드로 제조되는 전파 브리지 회로인 브리지 회로(B)는 팁 신호(T) 및 링 
신호(R)에 접속되어 이들을 단방향성 포토달링톤 쌍(PD) 및 발광 다이오드(LED)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적
합한 극성으로 변환한다.

단방향성 sidactor 등록상표(Teccor Electronics, Inc의 등록상표)(S)는 양방향성 DIAC와 유사한 방식으
로 동작한다.  특히, 이 단방향성 sidactor 등록상표는 그 양단에서의 전압이 소정 트리거 전압 이하로 
유지하는 한 고임피던스를 유지한다.  그러나, 트리거 전압이 초과될 때, sidactor 등록상표(S)는 공지된 
전압/전류 특성을 갖고 전도성이 된다.  이로써, 모뎀 회로(30)에 걸쳐 과전압에 대한 보호가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sidactor 등록상표의 트리거 전압은 275∼300V 이다.

포토달링톤 쌍(PD)을 포함하는 고체 상태 계전기, 변성기(Tr), 및 발광 다이오드(LED)를 포함하는 광아이
솔레이터는 각각 과전압에 민감하다.  이 회로군은 도 1에 도시된 회로의 나머지 구성요소에 의해 보호된
다.

전화 잭(10)과 모뎀(30)의 사이의 도 1의 부분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 저항(R1) 및 제3 저항(R3)은 
각각 가입자 전화 회선으로부터 인출된 전류에 대해 전류 제한을 제공한다.  더욱이, 제1 저항(R1) 및 제
3 저항(R3)의 각각의 값과 퓨즈(F)는 짧은 고전압 펄스에도 불구하고 보호 회로의 동작을 지속할 수 있도
록 하면서 장기간의 단락 회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된다(상세히 후술됨).  바람직한 실시예
에서, 제1 저항(R1) 및 제2 저항(R2)은 각각 10Ω의 저항치를 갖고, 퓨즈는 350밀리암페어(ma) 퓨즈이다.

제2 저항(R2) 및 제4 저항(R4)은 각각 부유 전화 회선(floating telephone line)에 형성될 수 있는 정전
하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정전하는 예를 들어 가입자 지점 및/또는 중앙 전화국 지점
에서 적합하게 접지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가입자 전화 회선 상의 어떠한 정전하도 전화 잭
(10)이 가입자 전화 회선에 플러그 결합되는 즉시 제2 저항(R2) 및/또는 제4 저항(R4)을 통해 접지되며, 
어떠한 이런 전하도 전화 잭(10)이 플러그 접속된 채로 유지하는 한 구축(build up)하기 위한 기회를 갖
기 전에 접지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2 저항(R2) 및 제4 저항(R4)은 10㏁의 저항치를 갖는다.

스파크 갭(20)은 팁 신호에 접속된 제1 단자(1) 및 링 신호에 접속된 제2 단자(2) 및 접지된 제3 단자
(3)를 포함한다.  이들 단자 모두는 이들 중의 임의의 두 단자간의 전압이 소정 전압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압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가 이들 단자 사이에서 스파크로 변화되도록 선택되는 치수를 갖는 각각의 
에어 갭(air gap)에 의해 상호 분리된다.  특히, 팁 신호(T)와 접지 사이, 링 신호(R)와 접지 사이, 및 
팁 신호(T)와 링 신호(R) 사이에는 에어 갭이 존재한다.  이들 에어 갭은 인쇄 회로 기판(PCB)에서 갭을 
물리적으로 뚫고 양측의 갭 상에 구리 전극을 배치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로써, 개스 봉입 스파크 갭보다 
저렴한 에어 갭 스파크 갭이 형성된다.  기계적으로 더 견고한 스파크 갭을 제공하여 처리될 수 있는 전
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인쇄 회로 기판 상의 에어 갭의 양측의 구리 전극이 이들 
구리 전극에 접착되고 땜납으로 씌워지는 칩 저항을 갖는다.  스파크가 발생될 때, 땜납은 일시적으로 용
융되어 스파크 갭의 열 소산을 향상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에어 갭의 폭은 에어 갭 양단의 전압
이 2000∼2200V일 때에 스파크가 발생되도록 조정된다.

제1 인덕터(L1) 및 제2 인덕터(L2)는 각각 EMI 주파수의 신호에 대해 고임피던스를 나타내고, 모뎀 데이
타 주파수의 신호에 대해 저임피던스를 나타낸다.  이들 인덕터는 이러한 EMI 신호가 모뎀(30)에 도달하
거나 모뎀(30)으로부터 전파하지 않도록 한다.  그 외에, 제1 인덕터(L1) 및 제2 인덕터(L2)를 각각 스파
크 갭(20)과 모뎀(30)의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스파크 갭(20)에 의해 접지로 전달되거나 번개 자체에 의
해 발생된 어떠한 고주파의 고전압 신호도 모뎀(30)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차단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제1 인덕터(L1)와 제2 인덕터(L2)의 값은 각각 5μH 이다.

산업상이용가능성

가입자 전화 회선 상에 손상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도 1에 도시된 보호 회로가 초과 에너지를 소산시키
거나 그 신호가 모뎀 자체내의 비교적 고가의 회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보호 회로의 일부는 
번개 등의 특히 과도한 손상 신호의 발생시에 손상 또는 파괴될 수 있다.  그러나, 번개에 의해 야기된 
손상은 보호 회로에 국한될 것이다.  스파크 갭과 전화 설비의 사이에 인덕터를 배치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회로는 종래의 회로에 비해 추가의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도 1의 실시예는 모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보호 회로를 도시하고 있다.  본 기술분야의 당
업자라면 본 발명에 따른 보호 회로가 전화 장치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당업자는 다른 국가의 다른 전화 시스템에 대한 규정된 보호를 제공하
기 위해 다른 보호 회로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에서의 IEC 
규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회로가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회로가 도 1에는 도시되어 있
지 않지만, 당업자는 필수요건, 이 필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로, 및 이 회로를 설계 및 제조하여 도 
1에 도시된 회로와 상호접속시키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입자 전화 회선에 연결된 전화 설비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회로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전화 회선과 기준 전위의 소스의 사이에 접속된 에너지 전달 소자와;

상기 에너지 전달 소자와 상기 전화 설비의 사이에 접속된 인덕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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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 전달 소자는 상기 가입자 전화 회선과 기준 전위간의 전압이 소정 트리거 
전압을 초과하는 경우 스파크를 발생하도록 구성된 스파크 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크 갭은 상기 트리거 전압이 2000∼2200V 가 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전화 회선과 상기 기준 전위의 소스의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가입자 전화 
회선으로부터의 정전하를 상기 기준 전위의 소스로 방전시키는 회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방전 회로는 저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의 값은 비교적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전화 회선과 상기 스파크 갭의 사이에 접속된 퓨즈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8 

제1 입력 단자 및 제2 입력 단자를 갖고 제1 가입자 전화 회선 및 제2 가입자 전화 회선에 접속된 전화 
설비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회로에 있어서,

상기 제1 가입자 전화 회선과 기준 전위의 소스의 사이에 접속된 제1 에너지 전달 소자와;

상기 전화 설비의 제1 입력 단자와 제1 스파크 전극의 사이에 접속된 제1 인덕터와;

상기 제2 가입자 전화 회선과 상기 기준 전위의 소스의 사이에 접속된 제2 에너지 전달 소자와;

상기 전화 설비의 제2 입력 단자와 제2 스파크 갭의 사이에 접속된 제2 인턱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에너지 전달 소자는 상기 제1 가입자 전화 회선과 기준 전위간의 전압이 소정 
트리거 전압을 초과하는 경우 스파크를 발생하도록 구성되는 스파크 갭을 포함하며;

상기 제2 에너지 전달 소자는 상기 제2 가입자 전화 회선과 기준 전위간의 전압이 소정 트리거 전압을 초
과하는 경우 스파크를 발생하도록 구성되는 스파크 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
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파크 갭 및 제2 스파크 갭은 모두 상기 소정 트리거 전압이 2000∼2200V 가 
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가입자 전화 회선과 제2 가입자 전화 회선의 사이에 접속된 제3 에너지 전달 
소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에너지 전달 소자는 상기 제1 가입자 전화 회선과 상기 제2 가입자 전화 회
선간의 전압이 소정 트리거 전압을 초과하는 경우 스파크를 발생하도록 구성되는 스파크 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스파크 갭은 상기 소정 트리거 전압이 2000∼2200V 가 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가입자 전화 회선과 상기 제2 가입자 전화 회선중의 한 회선과 상기 제1 스파
크 갭과 상기 제2 스파크 갭중의 대응 스파크 갭의 사이에 접속되는 퓨즈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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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가입자 전화 회선과 상기 제1 스파크 갭의 사이에 접속된 제1 저항과;

상기 제2 가입자 전화 회선과 상기 제2 스파크 갭의 사이에 접속된 퓨즈와 제2 저항의 직렬 접속을 추가
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저항과 상기 제2 저항 모두의 값은 비교적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
비 보호 회로.

청구항 17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가입자 전화 회선과 기준 전위의 소스의 사이에 접속되고 가입자 전화 
신호로부터의 정전하를 기준 전위의 소스로 방전시키는 회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방전 회로는 상기 제1 가입자 전화 회선과 기준 전위의 소스의 사이에 접속된 제
1 저항, 및 상기 제2 가입자 전화 회선과 기준 전위의 소스의 사이에 접속된 제2 저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호 회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저항 및 제2 저항의 값은 모두 비교적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설비 보
호 회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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