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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력 변환 회로의 자 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에 한 설계  측

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태양  에 지 장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LT3652 칩을 사용한 DC-DC 력 변환 회로

가 설계되어 제작되었다. 제작된 회로를 이용하여 원거리 방사, 근거리 도성  복사성 방출에 한 시뮬 이션이 

ANSYS SIwave로 수행되었으며 결과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불필요한 방사를 최소화하기 해 콘덴서와 

지 포스트가 추가된 회로를 사용하 다. 도  방사 방출은 CISPR 22의 표 화 된 시험 차에 따라 EMC 용 

무반사실에서 측정되었다. 개선된 회로를 사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제시하 고 개선 후의 값들이 비교되었다. 

제시된 결과를 보면 EMI 감소 기술이 용된 회로에서 원치 않는 방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서 제안 된 결과는 력 컨버터 모듈의 설계에 효율 으로 용 가능한 기술이다.

• 주제어 : 자 장해, 원모듈, 컨버터, 도성 방출, 복사성 방출

Abstract   In this study, an investigation study on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is presented for 

power converter circuit. A DC-DC power converter circuit using LT3652 chip i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ANSYS SIwave for far field radiation and unwanted emissions are presented.  

To minimize the unwanted emissions, we design a optimized circuit by using capacitors and ground posts. 

The conducted and radiation emissions are measured in the EMC test chamber based on standardized 

testing procedures of CISPR 22. The measured EMI emission values for a power converter circuit are 

presented and compared with the original circuit. The results show that the unwanted emissions from the 

circuit are tremendously diminished due to the applied EMI reduction techniques. The results proposed here 

can be usefully applied on designing power converter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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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기기들이 본격 으로 디지털 논리회로를 리 사

용하면서 디지털 신호를 생성하기 한 스 칭 속도가 

격히 빨라지게 되었다. 한 소형 자기기에 집  회

로들이 도입 되면서  력 기술들이 리 사용되고 있

다. 이러한 회로들은 상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외부 방

사 력에 의해 심각한 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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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자회로의 설계 단계부터 자 합성(EMC)을 만

족시키기 한 노력 들이 진행되고 있다[1,2]. 최근에는 

고집 회로 소자들이 리 이용되고 있고 이 소자들의 

동작 압이 매우 낮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의 원치 않는 

방사 신호로 인해 발생되는 방해신호로 부터 회로가 

향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3,4]. 일반 자기기의 EMC는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와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로 나  수 있다. EMI는 자기기로부터 

발생되는 Noise가 다른 부품에 방해를 주는 문제를 다루

며, PCB의 EMI 문제는 회로 설계, device 설계, 부품 실

장, PCB 설계 등 통합 이며 체 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5-7]. PCB의 EMC 문제 해결을 해 회로

의 원 라인을 통해 달되는 도성 방사와 안테나가 

되어 공 에 방사되는 불필요한 자 를 분석하는 시뮬

이션과 측정 방법들이 소개되었다[8-10]. EMC를 고려

한 설계 방법은 속성 PCB 패턴이 안테나 역할을 못하

게 하여 방사 에 지를 공 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

이 있다. 한 원 선에 유기되는 고주  압은, 원과 

지 사이에 고주 의 차가 생겨서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원과 지 패턴을 강화해서 불요 자 를 

이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태양  

발 기에 사용되는 자기기에 용되는 표 은 국제

기표 회의(IEC) 산하의 국제무선장해특별 원회(CISPR: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에서 발표한 CISPR  22의  표 을 따른다[11-13]. 이 표

 안에는 자 에 한 허용 한도, 측정법, 측정 장비의 

규격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CISPR 22 는 부분

의 정보기술기기(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 

한 표 을 정의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태양  

에 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DC-DC 력 변환기 회로에 

한 시뮬 이션과 측정 결과 분석을 하 다.  

2. 회로 설계 및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사용된 DC-DC 력 변환 회로는 태양  

에 지 장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LT3652 칩을 사용하

여 그림 1에 나타난 구성도와 같이 설계되었다. 이 회로

는 LT3652 사양에서 제시된 회로도를 참조하여 설계되

었다[15]. 그림 1의 설계에 따라 그림 2와 같은 PCB가 제

작 되었다. 그림 2의 PCB회로는 단층의 같은 면에  

라인들과 지가 배치되었으며, 크기는 500x730mm로 제

작되었다. 실제 제품에 용되기에는 다소 사이즈가 크

지만 본 연구에서는 EMC 특성 비교를 해 소형화 기술

은 용하지 않았다. PCB의 앙에 LT3652 칩을 심으

로 항, 커패시터, 인덕터, 다이오드 등이 배치되었다. 

 라인은 불필요한 방사 특성을 쉽게 보기 하여 최

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 한 단순하게 설계 되었다. 

그림 3에서는 그림 2를 기 으로 제작된 회로의 EMC 성

능을 개선하기 해 그림에 표시된 5개의 원으로 표시된 

치에 커패시터를 삽입하고 지 면을 PCB 아랫 쪽에 

배치하여 회로면의 지 면과 via hole을 통해 연결하

다. 커패시터의 치는 여러 번의 시뮬 이션을 통해 

EMI를 이기 한 최 의 치를 선정하 다. 기본

으로 지와 연결된 추가 커패시터는 고주  성분을 

여주는 역할을 하며 아랫면에 추가된 지 면을 통해 불

필요한 방사를 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 이러한 

효과들이 시뮬 이션과 측정 결과로 나타나 있다.

그림 4에서는 설계된 도면을 기 로 실제 PCB로 제작

된 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에서는 각 부품들이 실

제 장착된 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측

정 결과는 그림 5에 제시된 회로를 사용하여 측정 되었

다.

[Fig. 1] The layout of the converter circuit

[Fig. 2] The designed 1-layer convert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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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optimized 2-layer converter circuit

[Fig. 4] The fabricated converter circuit 

[Fig. 5] The fabricated converter circuit with components

Frequency[MHz] Limits[dBμV]
Quasi-peak Average

0.15∼0.5 79 66

0.5∼30 73 60

<Table 1> Conducted emission limits of CISPR 22 for

industrial(class A)[14]

Frequency   [MHz] Quasi-peak[dB(μV/m)]
30 - 230 40

230 - 1,000 47

<Table 2> Radiated emission limits of CISPR 22[14]

표 1에서는 CISPR 22 표 에서 제시된 도성 방사의 

기 이 나타나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150kHz-108MHz 

역을 측정 하 으며 제시된 표 에서 73dBμV 이내로 

만족하는 특성이 요구 되고 있다. 표 2에 제시된 방사성 

방사의 기 은 40dB(μV/m)로 요구되고 있다[14]. 그림 6

은 원거리 방사 특성에 한 시뮬 이션 결과가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 제시된 시뮬 이션은 ANSYS SIwave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반 으로 100kHz-100MHz 

사이의 특성을 보면 단층 PCB보다는 양면 PCB에서 방

사가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에 나타난 도

성 방사 특성은 그림 1의 회로에서 Exit power 치에서 

측정되었으며, 최 화된 양면 PCB에서의 방사가 가장 

낮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Fig. 6] Simulated far field radiation

[Fig. 7] Simulated conducted emission @exit power line

3. 측정 결과
그림 8에서는 도성 방사 특성 측정을 한 측정 장

치 배치도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EUT로 공 되

는 원과 측정기기 사이의 Isolation을 해 LISN(line 

impedance stabilization network)이 사용되었다. 그림 9

에서는 회로 최 화 에 LISN(+) 라인에서 측정한 도

성 방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40MHz 이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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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값이 제한 범

를 과해서 에러가 나는 상태이다. 그림 10에서 60MHz

일 때 37.1dBμV, 104MHz일 때 35.4dBμV로 측정 되었으

며, 이는 표 1에 나타난 표 에 만족 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림 11에서는 회로 최 화 에 LISN(-) 라인에

서 측정한 도성 방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의 결과에서 30MHz 이상에서는 그 결과 값이 측정 불가

한 상태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30MHz 이상에서 

limit over로 표기되어 에러가 나는 상태이다. 그림 12의 

최 화 이후 특성에서 52MHz일 때 29.21dBμV, 98MHz

일 때 33.6dBμV로 측정되어 역시 표 1에 제시된 표 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Conducted emission test set up

[Fig. 9] Voltage on LISN(+) supply line before optimization

[Fig. 10] Voltage on LISN(+) supply line after optimization

[Fig. 11] Voltage on LISN(-) supply line before optimization

[Fig. 12] Voltage on LISN(-) supply line after optimization

[Fig. 13] Horizontal antenna position before optimization

[Fig. 14] Horizontal antenna position after optimization



전원모듈의 전자파 적합성(EMC) 특성 분석 27

[Fig. 15] Vertical antenna position before optimization

[Fig. 16] Vertical antenna position after optimization

복사 특성 측정을 해 여러 가지의 안테나가 사용되

지만 본 연구에서는 Bi-conical 안테나를 사용한 결과를 

제시하 다. 그림 13에서는 안테나를 수평 방향으로 배

치하고 30-300MHz 역에서 측정하 을 때 50MHz 이

하에서 큰 잡음 신호가 검출됨을 볼 수 있다. 회로 최

화 후에 그림 14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표 에서 정

한 사양을 만족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5에서는 안

테나를 수직 방향으로 배치하고 30-300MHz 역에서 

측정하 을 때 거의  역에서 큰 잡음 신호가 검출됨

을 볼 수 있다. 회로 최 화 후에 그림 16과 같이  역

에서 20dBμV이하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력 변환 회로의 자 장해(EMC)에 

한 설계 방법  이에 따른 도성/복사성 방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MI 특성 측정을 해 DC-DC 

력 변환 회로가 설계되어 제작되었으며, 1차 측정을 통

해 EMI 특성을 측정 한 후 성능 개선을 해 최 화 과

정을 수행 하 다. 이 과정에서 시뮬 이션을 통해 불필

요한 방사를 최소화하기 한 5개의 콘덴서가 추가 되었

고 다수의 지 포스트가 추가되었다. 최 화 과정 후 제

작된 회로를 이용하여 원거리 방사, 근거리 도  복사 

방출에 한 측정이 진행되어 결과가 제시되었다. 도

성 방사와 복사성 방사 모두 최 화 이 과 후에 뚜렷한 

EMI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시뮬 이션을 통한 최 화 과정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나 향후 EMI 개선을 한 이론 인 연구가 추가

되어 학술 인 가치가 있는 연구가 진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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