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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모바일 기기는 사용자 요구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있는 소형 컴퓨터의 형태로 발 하 다. 모바일 기

기의 다양한 기능을 구 하기 해 실장되는 AP(: Application processor)와 무선통신용 모뎀  고성능 카메

라 외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한 IC 들의 안정 인 동작을 해서는 원 공  네트워크 설계에 주의가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장 도 제한으로 인해 배선형으로 설계해야하는 모바일 기기의 원 공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를 해 드라이버 IC 칩에서 요구하는 목표 임피던스를 만족하도록 디커 링 캐패시터의 치, 용

량, 개수 등의 설계 라메터를 최 화하는 방법에 해 분석하고 시뮬 이션을 통해 검증하 다. 본 논문을 

통해 제안된 배선형 원 공  네트워크 설계 방법은 모바일 어 리 이션 외 고속신호 송선로가 포함되는 

다양한 응용분야에 확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Recently, mobile devices have evolved into small computers with various functions according to user requirements. Careful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design of the power supply network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application processor (AP), the wireless communication modem, the high performance 

camera, and the various interfaces of the mobile device to implement various functions of the mobile device. In this paper, we analyzed and verified the 

method of optimizing the design parameters such as the position, capacity, and number of decoupling capacitors to meet the target impedance required by 

the driver IC chip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power supply network of mobile devices that should be designed as wiring type due to mounting density 

limitation. The proposed wired power supply network design method can be applied to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 high-speed signal transmission line in 

addition to mobil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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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모바일 기기는 자우편, 인터넷, 자책 읽

기, 소셜 네트워크, 게임, 비즈니스 활동 등 다양한 기

능이 있는 소형 컴퓨터의 형태로 발 하 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는 다양한 기능을 구 하기 해서 AP와 

무선통신용 모뎀  고성능 카메라 외 다양한 인터페

이스를 한 IC 들이 시스템 내부에 실장 된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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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다양한 IC 들은 VRM(: Voltage regulator 

module)에서 안정 으로 원을 공  받아야 정상 동

작 가능한 활성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1-3].  

모바일 기기의 원 공  네트워크는 실장 도 제

한으로 인해 일반 인 고속 시스템에 용되는 평

형이 아니라 원 선로의 폭이 제한된 배선형으로 설

계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의 원 공  

네트워크는 DC부터 1 GHz 이상의 주 수 역까지 

임피던스가 목표 기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VRM에서 드라이버 

IC까지 연결되는 배선형 원 공  네트워크의 불안

정성에 의한 동시 스 칭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해 드라이버 IC 칩에서 요구하는 목표 임피던스를 만

족하도록 디커 링 캐패시터의 치, 용량, 개수 등의 

설계 라메터를 최 화하는 방법에 해 분석하고 

시뮬 이션을 통해 검증하 다.

Ⅱ. 모바일 기기의 원 공  네트워크

2.1 원 공  네트워크

고속 디지털 시스템 내의 인쇄회로기 은 수 GHz 

이상의 역폭을 가지는 디지털 신호를 빠른 속도로 

송할 수 있는 성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고속 인

쇄회로기 에 있어 안정 인 원 공  네트워크 설

계가 제되지 않으면 신호의 무결성은 보장될 수 없

으며, 자  장애 문제로도 귀결된다. 원 공  네

트워크의 안정성은 설계구조에 의존 이다. 고성능을 

요구하는 디지털 시스템의 원 공  네트워크는 안

정성 확보를 해 평 형으로 설계된다. 평 형 원 

공  네트워크 설계에서 주의할 은 평  구조의 공

진이다. 드라이버 IC 치의 원 공  네트워크 평

 구조에서 공진이 발생되면 시스템 동작 주 수와 

동일한 공진주 수에서는 작은 양의 스 칭 류가 

발생되더라도 원 공  네트워크의 압 변동이 크

게 증폭되어 나타나게 되어 신호선의 노이즈 발생에 

의한 시스템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평 형 

원 공  네트워크는 주 수응답 시뮬 이션을 통한 

공진 특성 분석 결과를 반 한 설계가 필요하다[4]. 

모바일 기기의 원 공  네트워크는 실장 도 제한

으로 인해 일반 으로 평 형이 아닌 원 선로의 폭

이 제한된 배선형으로 설계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모

바일 기기의 원 공  네트워크는 공진 특성보다 

압강하 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DC 항을 목표 이

하로 설계하는 것이 요하다[5]. 고속 디지털 시스템

은 내부에 여러 개의 드라이버 IC들을 포함하고 있다. 

원 공  네트워크는 이러한 IC가 동작될 수 있도록 

안정 인 원을 공 하여야 한다. 원 공  부인 

VRM부터 드라이버 IC까지 경로를 살펴보면 아래 그

림 1(a)와 같이 VRM과 드라이버 IC 사이에 인쇄회로

기 , 패키지, 다이를 거처 칩까지 연결된다. VRM으

로부터 드라이버 IC까지의 원 공  네트워크 길이

는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다. 원 공  네트워크가 길

어지면 아래 그림 1(b)와 같이 기생 루  인덕턴스가 

커져서 동시 스 칭 노이즈가 유발된다. 동시 스 칭 

노이즈는 clock 주 수가 크거나 여러 개의 드라이버 

IC가 동시에 동작하기 해 순간 으로 많은 류가 

요구될 때 더욱 커진다[6-7].  

(a) Power delivery network structure

(b) Loop inductance in power delivery network

그림 1. 원 공  네트워크

Fig. 1 Power delivery network

그러나 모바일 기기의 VRM에서 모든 드라이버 IC 

사이의 원 공  네트워크 배선 길이를 최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1(a)와 같이 드라이버 IC 인

 치에 다양한 용량의 캐패시터를 실장하여 순간

으로 요구되는 원을 캐패시터에서 공 하도록 하

여 동시 스 칭 노이즈에 의한 공  원 불안정성을 

막을 수 있다. 캐패시터의 주 수 응답 특성을 보면 

아래 그림 2와 같이 기생 인덕턴스와 기생 항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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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생 성분에 의해 캐패시터

의 공진 주 수 아래 역에서는 캐패시터로 동작되

지만 공진 주 수 이상이 되면 인덕터로 동작하게 되

어 원 공  네트워크의 루  인덕턴스를 증가시키

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원 공  네트워

크에 용되는 캐패시터는 실장 치에 맞는 공진주

수와 용량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림 2. 디커 링 캐패시터 등가회로와 특성
Fig. 2 Decoupling capacitor equivalent circuit and 

characteristics

2.2 동시 스 칭 노이즈

이상 인 원 선로에는 일정한 공  압을, 지 

면에는 항상 0V의 압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원 

 지선로에 인덕턴스(L)과 항(R) 성분이 존재하

면 압 강하(:　Voltage drop) 상이 생긴다. 원 

선로가 가진 항 성분(R)에 의해 IR 만큼의 압 강

하가 발생하며 이를 IR-drop이라고 하며 원 선로의 

자항이 작더라도 류가 크면 IR 압 강하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 

원 선로가 가진 기생 인덕턴스(L) 성분에 의해 시

간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류가 흐르게 되면 

∙  압 변동이 생긴다. 이러한 순간  압 

변동 상을 Delta-I 노이즈라고도 한다. 최근 디지털 

자기기에서는 류의 크기는 커지고 시스템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 어드는 추세이므로 원 선로에 

걸리는 압 노이즈는 심각하게 증가하게 된다. 하나

의 IC에는 여러 개의 게이트들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

들이 동시에 on 되거나 off 되면 매우 큰 류가 흐

르게 되는데 이를 동시 스 칭이라 한다. 이때 큰 

류에 의해 생기는 원이나 지선로에 발생되는 노

이즈를 SSN(: Simultaneous switching noise)이라고 

한다. 즉 SSN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원 혹은 지

선로에 기생 인덕턴스와 항으로 인해 원으로부터 

공 되어야 할 류가 방해를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IC의 원  지 핀에 발생하는 Delta-I 노이즈와 

IR-Drop에 의한 원 노이즈이다[8-9]. 

그림 3. 원 공  네트워크 노이즈

Fig. 3 Power delivery network noise

2.3 목표 임피던스

원 공  네트워크 설계에 있어 요한 라미터

는 목표 임피던스이다. IC 입장에서 VRM 쪽을 바라

보았을 때의 임피던스는 특정의 임피던스 값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기  임피던스를 목표 

임피던스 이라고 한다. 목표 임피던스는 IC에 

공 되는 원 압의 허용 리  압을 최  천이 

류로 나 어 아래 식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여기

서 는 공  압, 는 허용 리  는 류 

이다.  

 

 ×
 (１)

VRM에서 IC로 원 류 공 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해서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DC부터 목표 주

수인 최  스 칭 주 수 체 범 에 해 IC에서 

VRM 측을 바라본 임피던스가 목표 이하가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 원 공  네트워크 

설계 후 반드시 목표 임피던스 특성이 드라이버 IC에

서 요구하는 수 을 만족하는지 Spice 해석 too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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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주 수 역별 임피던스 시뮬 이션으로 분석 

 검증 되어야한다.

그림 4. 목표 임피던스와 주 수
Fig. 4 Target impedance and frequency

시뮬 이션 과정에서 원 공  네트워크 임피던스

가 목표 임피던스 보다 낮은 값을 유지하도록 디커

링 캐패시터 치, 개수, 용량을 최 화할 수 있다. 목

표 임피던스는 규정된 주 수 범 에서의 IC에 공

되는 원 압의 리  압을 리하는 기 이다. 실

제 목표 임피던스 값은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

반 으로 수십 mΩ 이하이다. 목표 임피던스는 압 

변동량(∆)으로 나 어 계산할 수 있다. 원 압

의 변동 량은 원 압에 허용 리 을 곱해서 계산

하며, 류에 변동 량은 최  천이 류량을 용한

다. 일반 인 고속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IC의 원 

단 원 압 변동률을 5 % 이하로 리되어야 하며, 

1 GHz 이상 의 스 칭 류 역까지 원활한 류 

공 이 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 5는 원 공  네트워크 치별로 용

되는 캐패시터의 요구 특성을 나타낸다. VRM 인  

치의 캐패시터는 낮은 공진주 수를 가지는 용량

의 bulk 캐패시터가 용되어야 하며, 드라이버 IC 다

이 에 용되는 캐패시터는 높은 공진주 수를 가

지는 용량이면서 낮은 기생성분을 가지는 캐패시터

가 용되어야 한다. 한 드라이버 IC의 패키지 내

부에 용되는 캐패시터는 간 값의 공진주 수와 

용량을 가지도록 선정하여야 원 공  네트워크의 

임피던스가 스 칭 주 수 체 역에서 목표 임피

던스 이하 기 을 만족할 수 있다[10-12].   

그림 5. 원 공  네트워크 캐패시터 특성
Fig. 5 Power delivery network capacitor requirements

Ⅲ. 모바일 기기 원 공  네트워크 설계

모바일 기기는 회로의 집도가 높아서 인쇄회로기

 내부 층 체를 원 공  네트워크로 설계할 수 

없고 이어 내의 일부 역만을 원 공  네트워크

로 사용해야 한다. 

본 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원 왜곡에 의한 송 

성능  EMI 방사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기 을 확

인하기 해 원 공  네트워크 IR-drop과 디커 링 

캐패시터의 치, 용량 개수가 임피던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아래 그림 6은 모바일 기기의 1.26 

V, 2.52 A 원 공  네트워크이다. 드라이버 IC의 

허용 리 은 2 % 이며, 목표 임피던스는 10 mΩ이다.  

그림 6. 모바일 기기 원 공  네트워크
Fig. 6 Mobile device power delivery network

원 공  네트워크에 디커 링 캐패시터를 표 1과 

같이 배치하고 임피던스를 분석하 다. 임피던스 시뮬

이션 결과는 아래 그림 7과 같이 Case 1의 경우 

500 KHz 이하의 주 수 역의 임피던스가 목표 이

상인 결과를 보 으나 Top 면에 PMIC와 최  6 mm 

이격 거리에 47 uF 용량의 캐패시터를 추가한 Case 

2는 100 KHz 부터 500 KHz 까지 주 수 역에서 

목표 이하의 임피던스를 가지며, 300 KHz에서는 

Case 1 비 최  106 mΩ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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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ance 

(uF)
Count

Mounting 

distance 

[mm]Case 1 Case 2

1 4 4
max. 0.8 

(from AP)

2.2 9 9
max. 3 

(from AP)

22 1 1
max. 8 

(from PMIC)

47 - 2
max. 6 

(from PMIC)

Total 14 16

표 1. 원 공  네트워크에 용된 디커 링 
캐패시터

Table 1. Decoupling capacitors applied to power 
delivery networks

그림 7. PMIC 치 bulk 캐패시터 추가에 따른 
임피던스 분석 결과

Fig. 7 Impedance analysis results by adding PMIC 
position bulk capacitors

다음으로 Case 1의 결과에서 100 KHz 이하의 임

피던스 특성을 개선하기 해 series 항을 삭제하고 

배선 항을 이기 해 원 선로를 아래 그림 8의 

우측과 같이 배선의 shape을 확장하여 설계를 변경하

고 임피던스를 분석하 다. 임피던스 시뮬 이션 결과

는 아래 그림 9의 Case 3과 같이 series 항 성분이 

작아져서 100 KHz 이하 주 수에서 임피던스가 약 4 

mΩ 감소하 다.

그림 8. 원 선로 확장
Fig. 8 Extension of power line

그림 9. 원 선로 확장에 따른 임피던스 분석 결과
Fig. 9 Impedanc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power 

line expansion

세 번째로 공진주 수 역의 임피던스 특성을 개

선하기 해 bottom 면 드라이버 IC 근처에 2.2 uF 

캐패시터를 아래 그림 10과 같이 추가하여 임피던스

를 분석하 다. 임피던스 시뮬 이션 결과는 아래 그

림 11과 같이 루  인덕턴스가 어 1 MHz 이상 주

수에서 원 공  네트워크 임피던스가 약 5 mΩ 

어들었고 1 MHz 주 수 역의 직병렬 공진 상이 

제거되어 목표 임피던스에 근 한 결과를 보 다.

그림 10. 드라이버 IC 치 2.2 uF 캐패시터 추가
Fig. 10 Add driver IC position 2.2 uF capa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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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드라이버 IC 치 2.2 uF 캐패시터 추가에 
따른 임피던스 분석 결과

Fig. 11 Impedance analysis result by Adding driver IC 
position 2.2 uF capacitor

체 역의 임피던스 특성을 개선하기 해 먼  

그림 12의 좌측과 같이 Top 면의 원 공  네트워

크 배선 폭을 넓히고, 길이를 이도록 설계 변경하여 

DC 항을 13.2 mΩ에서 9.8 mΩ으로 감소시켰다. 그

리고 공진주 수 이상의 임피던스 특성을 개선하기 

해 드라이버 그림 12의 우측과 같이 IC 인  치

의 Top 면과 Bottom 면에 0.47 uF 캐패시터를 각각 

7개 씩 실장 되도록 설계하여 임피던스를 분석하 다. 

임피던스 시뮬 이션 결과는 아래 그림 13과 같이 1 

MHz이하의 주 수 역과 4 MHz 이상의 고주

수 역의 임피던스는 목표 기  이하로 어들었지

만, 공진주 수 역에서는 캐패시터의 유효 용량의 

감소에 의해 목표 임피던스 보다 높은 결과를 보 다.  

그림 12. 원 라인 확장  드라이버 IC 치 0.47 
uF 캐패시터 추가

Fig. 12 Power line expansion and adding driver IC 
position 0.47 uF capacitor

그림 13. 원 라인 확장  드라이버 IC 치 0.47 
uF 캐패시터 추가에 따른 임피던스 분석 결과
Fig. 13 Impedance analysis results with power line 
extension and adding driver IC position 0.47 uF 

capacitor

그림 12의 설계 구조에서 공진주 수에서 유효 용

량을 높여 체 역의 임피던스를 목표 이하로 낮추

기 해 아래 그림 14와 같이 Top 면의 0.47 uF 캐

패시터 7개를 제거하고 동일 치에 캐패시턴스가 

0.47 uF 보다 1.73 uF 만큼 높은 2.2 uF 용량(ESL 작

음, 0402 크기)의 캐패시터로 설계 변경하여 임피던스

를 분석하 다. 임피던스 시뮬 이션 결과는 아래 그

림 15와 같이 1 MHz이하의 주 수 역과 4 MHz 

이상의 고주 수 역의 임피던스는  그림 13의 결

과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진 주 수에서 유효 용량

을 상승시켜 임피던스를 낮춤으로써 체 스 칭 

역의 임피던스가 목표 기  이하를 만족하는 결과를 

보 다.

그림 14. PMIC 치 0.47 uF 제거  ESL이 작은 2.2 
uF 캐패시터 추가

Fig. 14 Remove 0.47 uF PMIC position and adding 2.2 
uF capacitors with small 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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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MIC 치 0.47 uF 제거  ESL이 작은 2.2 
uF 캐패시터 추가에 따른 임피던스 분석 결과
Fig. 15 Impedance analysis results with removal of 
PMIC position 0.47 uF and adding 2.2 uF with small 

ESL

모바일 기기의 원 무결성 확보를 한 원 공  

네트워크 임피던스 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 수 

구간별로 최 화 방법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DC ∼ 1 MHz : 원 공  네트워크 배선 폭을 

조정하여 특성 최 화

2. 1 MHz ∼ 4 MHz : 1 ∼ 4 uF 용량으로 기생

성분이 작은 캐패시터를 드라이버 IC 근처에 

용하여 특성 최 화 

3. 4 MHz 이상 : 1 uF 이하 용량으로 기생성분이 

작은 캐패시터를 드라이버 IC 근처에 용하여 

특성 최 화 

Ⅴ. 결  론

모바일 기기의 원 공  네트워크는 실장 도 제

한으로 인해 일반 인 고속 시스템에 용되는 평

형이 아니라 원 선로의 폭이 제한된 배선형으로 설

계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의 원 공  

네트워크는 DC부터 1 GHz 이상의 주 수 역까지 

임피던스가 목표 기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VRM에서 드라이버 

IC까지 연결되는 배선형 원 공  네트워크의 불안

정성에 의한 동시 스 칭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해 드라이버 IC 칩에서 요구하는 목표 임피던스를 만

족하도록 디커 링 캐패시터의 치, 용량, 개수 등의 

설계 라메터를 최 화하는 방법에 해 분석하고 

시뮬 이션을 통해 검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배선형 원 공  네트워크 

설계 방법은 모바일 어 리 이션 외 고속신호 송

선로가 포함되는 다양한 응용분야에 확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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