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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와 차단 메카니즘(304)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전자 장치(300)가 개시

되어 있다.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는 다른 전자 장치에 상호 접속하기 위한 것이다. 차단 메카니즘은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에 위치되어 있고 다른 전자 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를 통해 전

송되는 누설 전류를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1b, 1c는 본 발명의 적어도 몇몇 실시예가 이용될 수 있는 전자 장치와 결합하여, 상호 접속된 전자 장치 사이

에의 누설 전류의 부가적인 특성의 다른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이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를 방지하도록 제공된 예

시적인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내부의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을 구비한 전자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외부의 누설 전류 차단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통합된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을 구비한 케이블 어셈블리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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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저주파 누설 전류의 주파수 프로파일을 도시하는 그래프,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의 전달 함수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104, 106 : 전자 장치 114 : 사용자

122 : 접지 202 :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

302 : 전원 공급 장치 304 : 상호 접속 포인트

308 : 내부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대부분의 전자 장치는 측벽 콘센트로부터의 고전압 교류(AC)를 저전압의 직류(DC)로 변환하는 전원 공급 장치를 포

함한다. 이러한 장치는 텔레비젼, 스테레오 장비, 홈 시어터 장비 등과 같은 오디오-비디오(AV) 장비 뿐만 아니라, 컴

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과 같은 정보 기술 장치(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ITE)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

한 전자 장치의 전원 공급 장치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고전압의 AC에 접속되어 있는 전원 공급 장치의 1차측으

로부터, 저전압의 DC를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의 2차측으로 누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전자 장치의 누설 전류가 상당히 크다면, 전자 장치의 밑판(chassis) 또는 밀폐물(enclosure)과 접촉하는 사용자가 

이러한 누설 전류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러한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user-perceptible touch current)로 인해 

사용자는 찌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사용자는 쇼크를 느낄 수 있고, 심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의 전자 장치는, 누설 전류의 최대량이 사용자가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적도록 설계된다. 또한, 일부 장치는 측벽 출

구가 누설 전류를 배출할 수 있는 접지에 접속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들 장치는, 측벽 출구에 의해 제공되는 접지에

접속되도록 설계되지 않은 클래스 Ⅱ 장치와는 대조적으로, 클래스 Ⅰ 장치로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 장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프린터와 스캐너는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으며, 컴팩트 디스

크(CD) 플레이어와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Digital Versatile Disc) 플레이어는 수신기에 일반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누설 전류는 공통의 기평면(ground plane)을 공유하는 접속된 전자 장치 사이에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장치의 단일 부분의 누설 전류는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작을 수 있

지만, 장비의 다른 부분의 누설 전류와 결합된 이러한 누설 전류는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로 될 수 있어, 바람직하

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전자 장치는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와 차단 메카니즘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배

선 상호 접속 포인트는 다른 전자 장치와 상호 접속하기 위한 것이다. 차단 메카니즘은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

인트에 배치되어,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를 통해 다른 전자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누설 전류를 감소시킨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서, 본 명세서의 일부를 이루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고, 그 도면에는 실행될 수 있는

본 발명의 특정의 예시적인 실시예가 예시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들 실시예는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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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논리, 기계적인 변경 등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다른 실시예가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은 제한적이지 않으며,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

정된다.

개요

도 1a, 1b, 1c는 본 발명의 적어도 몇몇 실시예가 이용될 수 있는 전자 장치와 결합되어, 상호 접속된 전자 장치(102, 

104, 106) 사이에의 누설 전류의 부가 특성의 3개의 시나리오(100, 130, 160) 각각을 도시한다. 도 1a의 시나리오(1

00)에서, 전자 장치(102, 104, 106) 모두는, 그들 어느 것도 접지(122)에 접속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클래스 Ⅱ 

장치이다. 또한, 장치(102)는, 장치(102, 104, 106)가 공통 기평면을 공유하도록, 전자 장치(104, 106) 둘다에 상호 

접속되어 있으며, 사용자(114)는 장치(106)를 터치하고 있다. 전자 장치(102)는 참조 번호(108)로 나타낸 값(x)을 가

진 누설 전류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 장치(104)는 참조 번호(110)로 나타낸 누설 전류(y)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 장치

(106)는 참조 번호(112)로 나타낸 누설 전류(y)를 가지고 있다. 누설 전류(x, y, y)는 각각 개별적으로 충분히 낮아서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전자 장치(102, 104, 106) 어느 것도 접지(122)에 접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지(122)로의 최소한의 저항 경로는 

사용자(114)를 통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설 전류(y)는 화살표(116)로 나타낸 바와 같이, 장치(104)로부터 장치(10

2)로 흐르고, 이 누설 전류는 누설 전류(x)와 결합된다. 결과적인 누설 전류(x+y)는, 화살표(118)로 나타낸 바와 같이

, 장치(102)로부터 장치(106)로 흐르고, 이 누설 전류는 누설 전류(y)와 결합된다. 최종적인 누설 전류(x+y+y)는 화

살표(120)로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자(114)를 통해 접지(122)로 흐른다. 누설 전류(x, y, y)는 각각이 충분히 낮아서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결합된 누설 전류(x+y+y)는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를 발생시

켜, 사용자(114)에게 손상을 준다.

도 1b의 시나리오(130)에서, 전자 장치(102)는 클래스 Ⅰ 장치로서, 접지(122)에 접속되어 있으며, 전자 장치(104, 1

06)는 여전히 클래스 Ⅱ 장치이다. 전자 장치(102)는, 장치(102, 104, 106)가 공통 기평면을 공유하도록, 전자 장치(

104)와 전자 장치(106) 모두에 재차 상호 접속되며, 사용자(114)는 여전히 장치(106)를 터치하고 있다. 접지(122)로

의 최소한의 저항 경로는 사용자(114)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장치(102)를 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참조 번

호(110)로 나타낸, 장치(104)의 누설 전류(y)는 화살표(116)로 나타낸 바와 같이 장치(102)로 흐르고, 또한, 참조 번

호(112)로 나타낸, 장치(106)의 누설 전류(y)는 화살표(13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장치(102)로 흐른다. 장치(102)에서

, 누설 전류(y, y)는 참조 번호(108)로 나타낸 장치(102)의 누설 전류(x)와 결합된다. 결합된 누설 전류(x+y+y)는,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살표(136)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접지(122)로 흐른다.

도 1c의 시나리오(160)에서, 전자 장치(102)는 여전히 클래스 Ⅰ 장치이지만, 장치(102)는 접지(122)에 적절히 접속

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개방(open)의 접지 회로, 즉 누전(fault)(138)으로 된다. 따라서, 전자 장치(102)는 사실

상 클래스 Ⅱ 장치가 되고, 결과적으로 도 1b의 시나리오(130) 대신에 도 1a의 시나리오(100)를 반영한 시나리오(16

0)로 된다. 즉, 참조 번호(110)로 나타낸 누설 전류(y)는 화살표(116)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전자 장치(104)로부터 장치

(102)로 흐르고, 이 누설 전류는 참조 번호(108)로 나타낸 누설 전류(x)와 결합된다. 결합된 누설 전류(x+y)는 화살

표(118)로 나타낸 바와 같이 장치(102)로부터 전자 장치(106)로 흐르고, 이 누설 전류는 참조 번호(112)로 나타낸 누

설 전류(y)와 결합된다. 결합된 누설 전류(x+y+y)는 화살표(120)로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자(114)를 통해 접지(12

2)로 흐르고, 결과적으로,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로 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202, 204)이 제공되어, 상호 접속된 전자 장치(102, 10

4, 106)의 결합된 누설 전류로부터 발생되는 누설 전류를 감소 또는 차단하는 예시적인 시나리오(200)를 도시하고 

있다. 전자 장치(102)는, 장치(102, 104, 106)가 공통 기평면을 공유하도록, 전자 장치(104)와 전자 장치(106) 모두

에 재차 상호 접속되고, 사용자(114)는 여전히 장치(106)를 터치하고 있다. 장치(102, 104, 106)는 클래스 Ⅰ 장치 

또는 클래스 Ⅱ 장치일 수 있지만, 도 2에서는, 클래스 Ⅱ 장치, 또는 그들이 누전되도록 접지에 적절히 접속되지 않은

클래스 Ⅰ 장치로서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접지(122)로의 최소한의 저항 경로는 사용자(114)를 통하는 것이

다.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202)은 외부에 있고, 전자 장치(102)와 전자 장치(104)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204)은 전자 장치(106)의 내부에 있으며, 장치(106)가 장치(102)와 상호 접속되는 곳에 삽

입되어 있다. 그 차단 메카니즘(202)은 참조 번호(110)로 나타낸, 장치(104)로부터 장치(102)로 흐르는 누설 전류(y)

를 감소 또는 차단하며, 차단 메카니즘(204)은 참조 번호(108)로 나타낸, 장치(102)로부터 장치(106)로 흐르는 누설 

전류(x)를 감소 또는 차단한다. 따라서, 사용자(112)를 통해 접지(122)로 흐르는 누설 전류는 참조 번호(112)로 나타

낸 누설 전류(y)로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누설 전류(y)는 충분히 작아서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외부의 차단 메카니즘(202)이 시나리오(200)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는 사용자(11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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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접지(122)로 여전히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설 전류(y)는 전자 장치(104)로부터

전자 장치(102)로 흐를 수 있고, 이 누설 전류는 누설 전류(x)와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결합된 누설 전류(x+y)는 

전자 장치(106)의 내부 차단 메카니즘(204)에 의해 여전히 감소 또는 차단될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114)를 통해 접

지(122)로 흐르는 누설 전류가 여전히 누설 전류(y)로 실질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내부의 차단 메카니즘(204)이 시나리오(200)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장치(104)로부터의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는 여전히 사용자(114)를 통해 접지(122)로 여전히 흐르지 않을 것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서 전자 장치(104)로부터 전자 장치(102)로 흐르는 누설 전류(y)는 여전히 외부 차단 메카니즘(202)에 의해 감소 또

는 차단될 것이다. 그러나, 누설 전류(x)는 장치(102)로부터 전자 장치(106)로 흐를 수 있고, 이 누설 전류는 누설 전

류(y)와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114)를 통해 접지(122)로 흐르는 누설 전류는 결합된 누설 전류(x+y)일 수 

있다. 이 누설 전류가 충분히 크다면,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 장치, 누설 전류 차단 장치 및 케이블 어셈블리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내부의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306)을 구비한 전자 장치(300)를 도시하고 있다.

전자 장치(300)는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과 같은 정보 기술 장비(ITE)의 일부, 텔레비젼, 스테레오 장비의 일부, 

홈 시어터 장비의 일부 등과 같은 오디오/비디오(AV) 장치, 또는 다른 유형의 전자 장치일 수 있다. 내부의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306) 이외에, 전자 장치(300)는 전원 공급 장치(302),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304), 및 내부 회로(308)

를 구비하고 있다. 전자 장치(300)는, 당업자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3에 도시된 구성 요소 대신에 또는 추

가의 구성 요소를 구비할 수 있다.

전원 공급 장치(302)는 1차측(312)과 2차측(310)을 구비하고 있다. 전원 공급 장치(302)의 용도는 화살표(314)로 나

타낸 고전압의 교류(AC)를 수신하고, 화살표(316)로 나타낸 바와 같이, 내부 회로(308)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 그 

고전압 AC를 저전압의 직류(DC)로 변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1차측(312)은 고전압 AC에 결합되어 있지만, 2차측(31

0)은 저전압 DC에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누설 전류는 1차측(312)로부터 2차측(310)으로, 그 다음 내부 회로(308)

로 빠져 나갈 수 있다. 즉, 전원 공급 장치(310)는 내부 회로(308)로 전송될 수 있는 누설 전류를 방출할 수 있다.

내부 회로(308)는 전자 장치(300)의 동작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전자 장치(300)가 컴퓨터에 접속가능한 프린

터였다면, 내부 회로(308)는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따라서 전자 장치(300)의 프린트 메카니즘을 제어할 것이

다. 다른 예로서, 전자 장치가 수신기에 접속가능한 컴팩트 디스크(CD) 플레이어였다면, 내부 회로(308)는 전자 장치

(300)의 광 디스크 메카니즘을 제어하여, 그 플레이어내에 삽입된 CD 상의 정보를 디코딩하고, 그 정보 신호를 수신

기로 전달할 것이다.

내부 회로(308)는 내부의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306)을 통해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304)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

어 있다.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304)는, 화살표(318)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전자 장치(300)가 다른 전자 장치에 접속

가능하여, 장치(300)가 이들 다른 장치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포인트이다. 상호 접속 포인트(304)는 잭(jack), 플러

그, 케이블 등일 수 있고, 무선 접속과 대조적으로, 전자 장치(300) 및 다른 전자 장치를 물리적으로 접속하도록 배선

되어 있다. 따라서, 상호 접속 포인트(304)에 의해, 전자 장치(300)는 다른 전자 장치에 신호를 전송하고 신호를 수신

할 수 있다. 서로 교환된 이러한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 및/또는 디지털 신호일 수 있다. 단 하나의 배선 상호 접속 포

인트(304)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 장치(300)내에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내부의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306)은 전원 공급 장치(302) 등에 의해, 전자 장치(300)로부터 배선 상호 접속 포인

트(304)를 통해 다른 전자 장치로 내부적으로 방출되는 누설 전류의 전송을 감소 또는 차단한다. 유사하게,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306)은 다른 전자 장치내에서 내부적으로 발생된 누설 전류가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304)를 통해 전

자 장치(300)로 전송되는 것을 감소 또는 차단한다. 따라서, 차단 메카니즘(306)은 전자 장치내에서 방출되는 누설 

전류를 감소 또는 차단하여, 다른 전자 장치로부터의 누설 전류와의 누설 전류의 부가 효과를 감소시키고, 다른 장치

에 의해 방출되는 외부 누설 전류와 장치(300)의 누설 전류와의 부가 효과를 감소 또는 차단한다. 차단 메카니즘(306

)은, 외부에 위치된 메카니즘과 대조적으로, 전자 장치(300)의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이다.

내부의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306)에 의해 감소 또는 차단되는 누설 전류는 저주파 전류일 수 있고, 배선 상호 접

속 포인트(304)를 통해 패스되는 신호는 고주파 신호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차단 메카니즘(306)은 저주파 전류를 

감소시 키면서, 상호 접속 포인트(304)를 통한 고주파 신호를 패스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누설 전류는, 차단 메카니즘(306)이 이러한 주파수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전달 함수

를 가지고 있어서 누설 전류가 메카니즘(306)을 관통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특정의 주파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차단 메카니즘(306)은 캐패시터, 저항, 인덕터 및 동작을 위해 외부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전기 부품으로 구성된

패시브 메카니즘일 수 있고, 또는 동작을 위해서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적어도 몇몇 전기 부품으로 구성된 액티브 메

카니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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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외부의 누설 전류 차단 장치(400)를 도시한다. 전자 장치(300)의 내부에 있는 도 

3의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306)과 달리, 도 4의 누설 전류 차단 장치(400)는 전자 장치에 외부적으로 접속되어 있

다. 차단 장치(400)는 접속 포인트(402, 404), 상호 접속부(406), 및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408)을 포함한다.

접속 포인트(402)는 화살표(410)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전자 장치로의 물리적인 배선 접속부에 수용적이고, 접속

포인트(404)는 화살표(41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제 2 전자 장치로의 물리적인 배선 접속부에 수용적이다. 따라서, 

차단 장치(400)는 제 1 전자 장치와 제 2 전자 장치간의 접속부내에 일직선으로 삽입된다. 접속 포인트(402)는 제 2 

전자 장치용으로 사용되는 제 1 전자 장치로부터 배선 접속부를 수용하고, 접속 포인트(404)는 제 1 전자 장치용으로

사용되는 제 2 전자 장치로부터 배선 접속부를 수용한다. 상호 접속부(406)는 접속 포인트(402) 를 접속 포인트(404)

와 상호 접속하고, 그 결과, 접속 포인트(402)에 결합된 제 1 전자 장치는 접속 포인트(404)에 결합된 제 2 전자 장치

에 결합된다.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408)은 상호 접속부(408)와 연관되어 있다. 차단 메카니즘(408)은 도 3의 차단 메카니즘(3

06)과 유사 또는 동일하다. 차단 메카니즘(408)은 배선 접속부로의 접속 포인트(402) 상의 제 1 전자 장치로부터 접

속 포인트(404) 상의 제 2 전자 장치로 배선 접속부를 통해 전송되는 누설 전류의 전송을 감소 또는 차단시킨다. 유사

하게, 메카니즘(408)은 배선 접속부로의 접속 포인트 상의 제 2 전자 장치로부터 접속 포인트(402) 상의 제 1 전자 장

치로 배선 접속부를 통해 전송되는 누설 전류의 전송을 감소 또는 차단한다. 따라서, 차단 메카니즘(408)은 배선 접속

부를 통해 제 1 전자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누설 전류가 제 2 전자 장치내에 사용자 감지가능 터치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내부의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514)을 가진 케이블 어셈블리(500)를 도시한다. 

차단 메카니즘(514)은 도 3의 차단 메카니즘(306) 및 도 4의 차단 메카니즘(408)과 유사 또는 동일하다. 케이블 어셈

블리(500)는 또한 전원선(508), 데이터선(510), 및 접지선(512)이 배치된 밀폐물(502)을 포함한다. 케이블 어셈블리

(500)는, 각각이 전자 장치에 접속가능한 접속 단부(504, 506)에서 종단을 이룬다. 따라서, 케이블 어셈블리(500)는 

제 1 전자 장치를 제 2 전자 장치와 접속하도록 되어 있고, 차단 메카니즘(514)을 통해 누설 전류를 감소 또는 차단하

는 기능을 제공한다. 당업자라면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밀폐물(502)내의 라인 유형의 개수는 도 5에 도시된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514)은 도 5의 접지선(512)과 특히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접지선(512)에 추가

또는 그 대신에 전원선(508) 및/또는 데이터선(510)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차단 메카니즘(514)은 접속 단부(504,

506) 사이의 어느 한 방향 또는 양 방향 모두로 접지선(512)을 통한 누설 전류의 전송을 감소 또는 차단한다. 차단 메

카니즘(514)은 전원선(508) 및/또는 데이터선(510)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차단 메카니즘은 전원선(508) 및/또는 

데이터선(510)을 통한 누설 전류의 전송을 감소 또는 차단한다. 따라서, 접속 단부(504)가 제 1 전자 장치에 접속되어

있고, 접속 단부(506)가 제 2 전자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 메카니즘(514)은 제 1 전자 장치로부터 제 2 전자 

장치로의 누설 전류의 전송을 감소 또는 차단하고, 및/또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방법(600)을 도시한다. 방법(600)은 다른 유형의 차단 메카니즘 중에서, 도 3의 차

단 메카니즘(306), 도 4의 차단 메카니즘(408) 및/또는 도 5의 차단 메카니즘(514)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저주파 누

설 전류 성분 부분과 고주파 상호 전자 장치 통신 부분을 가진 신호가 수신된다(602). 도 3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그 

신호는 발신(originating) 전자 장치내에 내부적으로 수신될 수 있고, 예정된 전자 장치로의 전송 용도로 되어 있다. 

대안으로, 그 신호는 도 4 및 도 5의 실시예와 같이, 발신 전자 장치로부터 외부적으로 수신되고 예정된 전자 장치로

의 전송 용도로 되어 있다.

그 신호의 저주파 누설 전류 성분 부분은 감소 또는 차단된다(604). 실질적 인 감소는, 전원이 공급된 전기 부품이 누

설 전류를 능동적으로 감쇄시키는 액티브 방식으로, 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전기 부품이 누설 전류를 수동적으로

감쇄시키는 패시브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고주파 상호 전자 장치 통신 부분을 가지지만 감소된 저주파 누설 전

류 성분 부분을 가진 신호가 예정된 전자 장치로의 전송을 위해 패스되고(606), 이것은 그 신호의 예정된 전자 장치로

의 능동 전송을 포함할 수 있다.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 특성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누설 전류의 주파수 프로파일(706)의 그래프(700)를 도시한다. 주파수 프로파일(706)은 x축(

702)의 주파수에 대한 y축(704)의 전류로서 매핑되어 있다. 포인트(708)에서, 주파수 프로파일(706)은 60 Hy의 주

파수에서 최대 전류 레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자 장치간의 통신을 행하는데 사용되는 고주파 신호와, 예를 들어,

전자 장치의 내부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데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직류(DC)와 대조적으로, 사실상 교류(AC)인 누설 

전류에 대응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도 7의 주파수 프로파일(706)을 차단하는 누설 전류 차단 메카니즘의 전달 함수(706)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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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800)를 도시한다. 차단 메카니즘은 다른 유형의 차단 메카니즘 중에서, 도 3의 차단 메카니즘(306), 도 4의 차단 

메카니즘(408), 및/또는 도 5의 차단 메카니즘(514)일 수 있다. 전달 함수(806)는 x 축(802) 상의 주파수에 대한 y 축

(804) 상의 이득(gain)으로서 매핑되어 있다. 전달 함수(806)는 주파수 프로파일(706)의 미러 이미지(mirror image)

이며, 그 결과, 주파수 프로파일(706)을 가진 누설 전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포인트(808)에서, 전달 함수(806)는 6

0 Hy의 주파수에서 최대 음(-)의 이득을 가진다. 이것은 이 주파수에서의 누설 전류가 상대적으로 최소값에 있으며, 

다른 주파수는 패스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특정 실시예가 예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라면 도시된 특정 실시예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의도된 구조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출원은 본 발명의 설명된 실시예의 적응 또는 변경을 커버하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청구 범위 및 그 등가물에 의해서만 제한되도록 하고자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차단 메카니즘은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에 배치되어,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를 통

해 다른 전자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누설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 장치(300)에 있어서,

다른 전자 장치에 상호 접속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304)와,

상기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에 위치되어, 상기 다른 전자 장치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를 통해 전송되는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는 차단 메카니즘(306)을 포함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내부의 누설 전류를 방출하는 전원 공급 장치(302)를 더 포함하며,

상기 차단 메카니즘은 상기 내부의 누설 전류가 상기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를 통해 상기 다른 전자 장치

로 전송되는 것을 추가로 감소시키는 전자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누설 전류는 저주파 전류이고, 상기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 트에 의해, 상기 저주파 전류를 감소시키

면서, 상기 차단 메카니즘이 고주파 신호를 상기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를 통해 패스하도록, 상기 고주파 

신호를 상기 다른 전자 장치로 전송하고 상기 다른 전자 장치로부터 수신할 수 있는 전자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누설 전류는 주파수 프로파일을 가지며, 상기 차단 메카니즘은 상기 누설 전류의 상기 주파수 프로파일과 일치

하는 전달 함수를 가지는 전자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에 의해 상기 전자 장치는 상기 다른 전자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전자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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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에 의해 상기 전자 장치는 상기 다른 전자 장치로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다른

전자 장치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다른 전자 장치

와 교환될 수 있는 전자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 메카니즘은, 상기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를 통해 상기 다른 전자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누설 전

류가, 상기 전자 장치내에 있고 상기 전자 장치에 의해 방출되는 내부의 누설 전류에 부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방

지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 메카니즘은 상기 전자 장치에 의해 방출되는 내부의 누설 전류가, 상기 다른 전자 장치내의 누설 전류에 부

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10.
전자 장치(300)에 있어서,

누설 전류를 방출하는 전원 공급 장치(302)와,

다른 전자 장치에 상호 접속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304)와,

상기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에 위치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배선 상호 접속 포인트를 통해 상기 다른 전

자 장치로 전송되는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는 차단 메카니즘(306)을 포함하는

전자 장치.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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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1c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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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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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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