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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design complexity and performances are increased in satellite electronic board, noise 

related problems are also increased. To minimize the noise issues, various design improvements 

are performed by power integrity and signal integrity analysis in this research. Static power and 

dynamic power design are reviewed and improved by DC IR drop and power impedance 

analysis. Signal integrity design is reviewed and improved by time domain signal wave analysis 

and PCB(Printed Circuit Board) design modifications. And also power planes resonance modes 

are checked and mitigation measures are verified by simulation. Finally, it is checked that 

radiated noise is reduced after design improvements by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RE(Radiated Emission) measurement results. 

   록

본 연구에서는 위성용 전장품 보드의 성능 요구조건과 설계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증가되는 노이

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 건전성(Power Integrity) 및 신호 건전성(Signal Integrity)의 설계 

분석이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적용된 설계 개선 내용을 기술하였다. 전원 건전성은 정전류 전압강

하(DC IR drop) 해석을 통해 정적 전원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각 전원의 임피던스 해석을 통해 동

적 전원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 분석 결과를 이용한 설계 개선 방안들이 적용되었다. 신호 건전성 

측면에서는 주요 데이터버스 신호에 대한 시간영역 파형 분석과 PCB(Printed Circuit Board) 설계 

수정을 통해 노이즈가 개선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설계된 PCB 보드의 전원 층에 대한 공진모

드를 분석하여 발생된 공진 영역들에 완화 조치를 적용하였고 조치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을 통해 설계 개선이 적용된 유닛에 대해 수정 전과 후의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RE(Radiated Emission) 노이즈 측정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방사성 노이즈가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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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위성 시스템의 성능 요구조건이 높아지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탑재컴퓨터 유닛 설계

의 복잡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드 사이즈의 증가 

없이 장착되는 부품 수가 증가하면서 신호라인의 밀

집도가 커지고, 요구되는 전원도 다양화 되고 있다. 

때문에 PCB(Printed Circuit Board) 상의 전원설계 및 

신호 설계에 따른 영향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노이즈 

민감도가 증가되고 관련된 오류 발생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보드 레벨의 노이즈 증가는 방

사성 노이즈의 증가를 야기하여 위성시스템의 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RE(Radiated Emission)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위성은 한정

된 공간에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전장 유닛들이 밀집

되어 있고 외부와 통신하기 위한 RF(Radio Frequency)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까다로운 EMC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원과 신호에서 발생

되는 노이즈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설계를 통

해 전장품의 동작 오류가능성을 줄이고 성능을 안정

화 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전장품 보드

에 대한 전원 건전성(Power Integrity) 및 신호 건전성

(Signal Integrity)의 분석이 수행되었다. 전원 건전성 

측면에서는 정적 및 동적 전원 설계의 특성을 각각 

정전류 전압강하(DC IR Drop) 분석 및 전원 임피던

스 분석을 통해 설계 개선사항들을 적용하였고, 신호 

건전성 측면에서는 신호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설계 

방침을 마련하였고 주요 신호네트에 대한 시간 영역

의 파형 분석을 통해 설계 개선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원 플레인(Plane)의 공진모드를 분석하여 공진 완화 

설계 조치를 적용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적

용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설계개선들을 통해 최

종적으로 방사성 노이즈가 감소된 것을 EMC RE 측

정 및 결과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

에서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은 Ansys 사의 프로그램

이 사용되었다.  

Ⅱ. 본  론

2.1 원 건 성(Power Integrity) 분석  설계

위성용 전장품 유닛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1차 

전원을 받아 유닛 내의 전원공급부에서 2차 전원으로 

변환하여 각 보드에 공급하게 된다. 이때 각 보드에

서 최종 사용자인 로드 부품들의 전류 사용량과 전

원 플레인의 PCB 레이아웃 설계에 따라 DC 전압의 

저하 정도가 결정되므로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각 로드 부품에서 요구되는 전압 조건을 충분히 만

족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각 로드 부품이 스위

칭 동작할 때 필요로 하는 전류를 충분히 빠른 시간

에 공급해야 부품이 정상 동작을 할 수 있고 전원의 

흔들림에 의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1]. 

본 절에서는 전원 설계의 DC(Direct Current)와 

AC(Alternate Current) 측면에서의 전원 건전성을 분

석하였고 그 결과 설계 개선된 사항들을 기술하였다. 

2.1.1 DC IR Drop 분석  설계 계선

유닛의 전원보드는 외부로부터 28V의 1차 전원을 

받아 DCDC(DC to DC) 컨버터를 통해 5V의 2차 전

원을 만들어 각 보드로 분배한다. 다시 각 보드에서

는 5V의 2차 전원을 사용 부품의 전압 수요에 맞게 

추가로 3.3V, 1.8V, 1.5V의 다양한 전압으로 변환하

여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2차 전원이 사용되

면서 각 전원 분배를 위한 PCB 상의 전원 플레인이 

복잡한 설계를 가지게 된다. 먼저 5V 전원 플레인의 

레이아웃은 DCDC 컨버터를 통해 변환된 5V가 외부 

커넥터를 통해 들어와 저전압 및 과전류 보호회로를 

거치고 릴레이 부품을 통과한 후 최종적으로 다시 

커넥터를 통해 외부 보드로 공급되는 구조를 가진다. 

위성용 탑재 유닛의 경우 전원 고장이 탐지되면 

전환할 수 있는 이중화 개념의 설계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분배보드에서 각 기능을 수행하게 된

다. Fig. 1은 전원 분배보드에서 PCB 상의 5V 전원라

인의 입력 경로를 보여준다. Fig. 1의 (a) 그림은 초기 

설계된 5V의 전원라인이고 (b)는 초기 설계와 이

         (a)                  (b)

              (c)                  (d)

Fig. 1. 5V Power Line Layout ((a) Initial Design  

 (b) Improved Design) & DC IR drop         

 Analysis Results((c) Initial Design

       (d) Improv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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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완한 설계를 노란색으로 같이 나타낸 그림이며, 

(c)와 (d)는 각 설계에 대한 DC 전압강하에 대해 분

석한 결과이다. 초기 설계의 PCB　레이아웃 파라미

터를 보면 1.52mm의 선폭에 2온즈의 구리 층을 이

용한 배선이 적용되었다. 이는 PCB의 Top 층과 

Bottom 층에 여러 부품들이 실장 되기 때문에 각 층

에서 사용되는 비아(Via) 홀 및 같은 층의 배선을 피

해야 하는 제약에 따른 초기 설계의 결과이다. 이를 

2.5A의 로드 전류 조건에 대해 DC 전압강하를 시뮬

레이션한 결과 Fig. 1(c) 그림의 화살표 지점에서 최

대 140mV라는 큰 전압 레벨의 저하가 예측되었다. 

해당 전원은 5% trim-up 설계를 통해 250mV의 추가 

마진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커넥터를 통한 다른 보드

까지의 전달 경로를 감안하여 전원 분배보드 내에서

는 100mV 이내의 버젯(Budget)을 할당하여 통제하

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Fig. 1(c)의 초기 전원라인 

설계에서 가장 큰 전압강하가 확인되었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설계로 Fig. 1(d)와 같이 배선 폭을 2.54 

mm로 증가시키고 전원경로를 줄였으며 비아 홀 주

변의 레이아웃을 플레인(Plane)으로 보강하였을 때 

동일 로드 전류에서 화살표 지점의 전압강하가 최대 

65mV로 나타나 50% 이상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이

는 단순한 선폭의 증가 이외에 여러 개의 비아 홀을 

직렬로 연결한 초기 설계를 플레인으로 보강함으로

써 각 비아 홀에서의 입출력이 병렬로 이뤄질 수 있

도록 개선한 설계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류밀도를 고려했을 때 Fig. 2(a), (b)의 그림

과 같이 직렬형태의 비아 연결에서는 전류가 입/출

력의 특정 비아 홀에 몰리는 것이 확인되었고 Fig. 2 

(c), (d)의 수정된 설계그림에서는 전류가 각 비아 홀

로 분산됨으로써 PCB 패턴에서의 발열량이 감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상기의 전원

            (a)                      (b)    

            (c)                      (d)

Fig. 2. Current Density of Initial Design((a), (b)) 

and Improved Design((c), (d))

Fig. 3. DC IR drop of 1.5V Power Plane  

분배보드에서 각 유저 보드로 분배된 후의 2차 전원

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메인보드의 경우 사용되는 

전원이 로드 부품에 따라 5V, 3.3V, 1.8V, 1.5V로 다

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2차 전원 층이 복잡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주요 부품인 CPU(Central Processing 

Unit) 소자와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소자의 코어 전압이 각각 1.8V 및 1.5V를 사용하고 

PCB의 한 층을 공유하면서 분리되어 있다. 이 경우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각 로드 전류 소모량과 전원 

플레인의 레이아웃 형상에 따라 DC 전압강하 특성

이 결정되게 된다. 전원 플레인에 대한 전압강하의 

설계 요건은 해당 전원을 사용하는 로드 부품 중 최

소 요구전압 규격이 가장 높은 부품의 전압레벨이 

기준이 된다. 세 개의 FPGA 소자에 공급되는 1.5V

의 전원 플레인에 대한 전압강하와 전류밀도의 분석 

결과는 Fig. 3과 Fig. 4와 같다. 

Figure 3의 1.5V 전원 플레인의 경우 빨간색 부분

의 레귤레이터 소자로부터 1.5V가 공급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압강하가 커지면서 가장 아래의 파란

색 부분에서는 1.496V까지 전압강하가 발생되었다. 

이는 각 로드 부품의 최대 소모전류를 가정한 결과

이며 설계 요건이 되는 로드 부품의 최소 전압 기준

인 1.425V에 대해 71mV의 여유가 있는 것이 확인되

었다. 그러나 Fig. 4의 전류밀도 해석 결과를 보면 

붉은 색이 전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1.5V 전원

이 공급되는 레귤레이터의 출력 비아 홀 부근에서 

Fig. 4. Current Density of 1.5V Power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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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sign Improvement of Regulator Output Via

           (a)                      (b)           

Fig. 6. Power Density of 1.8V Power Plane 

((a) Initial Design, (b) Improved Design)

가장 높은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해당 전원을 공급하는 비아 홀의 개수를 

늘림으로써 해당 부위의 열 발생을 낮추고 전원공급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CPU가 사용하는 1.8V 코어 전원의 경우 Fig. 6의 

그림 (a)와 같이 초기 전원설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

되었던 붉은 색의 전원 출력 초입 부분을 그림 (b)와 

같이 전원 출력 경로를 줄이고 플레인을 넓혀 PCB 

레이아웃을 수정함으로써 전압강하 및 발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해석 결과를 보면 그림 (b)와 같은 

레이아웃 형상으로 설계변경 시 전압강하는 3mV에

서 1mV로 감소되었고, 전류와 관련된 전력밀도의 경

우는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Fig. 6(a)의 2.06E+5 

W/m3에서 (b)의 2.96E+04W/m3으로 7배 가량의 감

소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전원 플레인의 DC 특성은 

PCB 레이아웃 설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1.2 원 임피던스(Power Impedance) 분석  

설계 계선

전원 설계의 경우 정적인 DC 전압 레벨뿐만 아니

라 로드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고속의 스위칭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동적인 성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각 소자로 분배되는 전원 라인의 임피던스가 작

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옴의 법칙에 따라 로드 전

류에 대해 임피던스가 클수록 전압의 리플 노이즈

(Ripple Noise)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원 임

피던스의 설계 요건은 각 로드 부품마다 정의될 수 

Fig. 7. Power Impedance Simulation Result for 

each IC Power Line

있다. 즉, 설계 요건이 되는 목표 임피던스(Target 

Impedance)는 각 로드부품이 허용하는 리플 전압과 

로드 소모 전류에 의해 식 (1)과 같이 결정될 수 있

다[2].   

 

 ×
(1)

여기서 분자는 소자의 전원과 허용 리플의 퍼센티

지를 나타내고 분모는 소모전류를 나타낸다. 능동부

품에 도달하는 동적 전원의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는 전원 임피던스를 목표임피던스 이내로 낮추는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원의 디커플링 커

패시터의 설계가 중요하다. 동적 전원성능의 설계검

증을 위해 먼저 메인보드의 능동부품들에 대한 전원 

임피던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7은 각 부품별 전

원 분배 라인에 대한 전원 임피던스의 분석 결과이

다. 

수십 Khz 이하 주파수에서의 임피던스 특성은 

PCB 보드의 stack-up 및 레이아웃 특성에 의한 것으

로 볼 수 있고, 약 200M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IC 

(Integrated Circuit) 소자의 특성에 좌우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디커플링 커패시터 설계를 통해 임피던

스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200Mhz 수준 이내의 

주파수까지이다. 본 응용분야에서는 저 주파수 대역

을 중심으로 10Mhz까지의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목표임피던스를 만족시키도록 하고 그 이상부터는 

부품의 최대 동작 주파수까지를 주요 통제 주파수 

대역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부품의 동작 주파수에 따

라 출력단의 스위칭 주파수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전원 전류를 끌어 쓰는 빈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보드의 최대 동작 주파수인 100Mhz까

지를 주요 통제 대역으로 고려하였고 목표 임피던스 

대역 이후부터 통제 대역까지는 1ohm 이하의 임피

던스가 나오도록 통제하기 위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1ohm의 기준은 주요하게 사용되는 3.3V 전

원 부품을 고려하여 식 (1)에 의해 최대 전류기준 

300mA에서 ±10%의 전압 리플 여유를 허용할 때 임

피던스가 1.1ohm이 계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1ohm 

이하로 요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보드에서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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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노이즈 수준으로 기능동작상 문제가 되지 않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제 대역 이상의 고주파수 

영역에서의 높은 임피던스는 고주파수의 전원노이즈

가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되겠지만 동작주파수 이상

에서는 전원단의 노이즈 입력소스 레벨이 작아지므로 

발생 가능한 전원노이즈 레벨 또한 작아지게 된다. 

Fig. 7에서 보면 일부 전원 공급라인의 임피던스가 

상기 설계 요건을 초과하여 높게 분석되었고 이들에 

대한 디커플링 커패시터 설계 개선이 수행되었다.  

임피던스가 높게 분석된 부품들의 전원 입력부에 

대해서는 Fig. 8의 그림과 같이 크게 3가지의 설계정

책으로 PCB 레이아웃 측면에서 수정 적용되었다. 먼

저 Fig. 8의 (a)와 같이 커패시터의 GND(Ground) 연

결을 공유하는 경우에 대해 그림 (b)와 같이 각각 

GND 비아를 추가하여 디커플링 커패시터의 GND 

연결 경로가 짧도록 수정하였다. 그림 (c)와 같이 부

품의 전원 핀과 디커플링 커패시터의 전원네트가 길

게 연결된 경우도 (d)와 같이 최대한 짧은 경로를 같

도록 수정되었다. 그림 (b), (d)와 같은 수정은 부품

과 디커플링 커패시터 사이의 인덕턴스 성분을 최대

한 줄임으로써 고주파수 임피던스를 낮게 하여 부품

의 스위칭 속도에서 신속하게 전류를 공급할 수 있

           (a)                      (b) 

           (c)                       (d)

           (e)                       (f) 

Fig. 8. Improvement of Decoupling Capacitor 

Design (Initial Design: (a), (c), (e), 

Improved Design: (b), (d), (f))

Fig. 9. Improvement of Power Impedance by   

 Capacitance Change

게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세 번째로 그림 

(e)와 같이 전원 비아가 부품의 전원 핀과 디커플링 

커패시터 사이에 위치하여 전원네트가 분기되는 경

우는 커패시터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며 그림 (f)와 

같이 전원 네트가 커패시터를 먼저 거친 후에 부품

의 전원 핀에 인가되도록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전원 임피던스 분석을 통해 임피던스가 높은 

영역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디커플링 커패시터의 

SRF(Self Resonance Frequency) 특성 및 IC 부품의 

동작주파수를 고려하여 부품의 전원에 적합한 커패

시터 값을 보완하여 수정 적용하였다. Fig. 9는 메모

리 부품의 전원라인에 장착된 4개의 디커플링 커패

시터 값이 각각 10nF인 경우와 이를 100nF으로 수정

한 경우의 개선된 전원 임피던스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해당 그래프를 보면 수정된 경우 커패시터

의 SRF가 작아짐에 따라 최저 임피던스 지점의 주파

수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와 함께 커진 용량 

값에 따라 임피던스가 아래쪽으로 이동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관심 영역대인 50Mhz부터 100Mhz

에서 기준 레벨인 1ohm을 일부 초과하였지만 주요

한 저주파수 스펙트럼은 기준요건을 만족하고 있고, 

초과된 임피던스가 2ohm 이내이며 해당 부품의 최

대 소모 전류가 150mA 임을 고려할 때 식 (1)의 최

악의 전압 리플의 경우를 예상하더라도 하드웨어 동

작요건인 300mV 이내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

여 수용한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상기와 같은 설계 

정책을 적용한 디커플링 커패시터의 설계 개선을 통

해 전원 노이즈를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수정된 케이

스로 주요 부품인 FPGA의 1.5V 및 3.3V의 전원 임

피던스 해석 결과를 보면 Fig. 10과 같이 나타났다. 

해당 부품의 목표 임피던스 값을 계산해 보면 부품

의 최소 허용 전압이 각각 1.425V와 3V이고 소모전

류는 각각 75mA와 60mA에 대해 2.5%의 보수적인 

허용 리플 요건을 적용하더라도 식 (1)에 의해 각각 

0.475ohm 및 1.25ohm이 계산되고 Fig. 10의 결과는 

이를 충분히 만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의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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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mpedance of FPGA Input Power     

 (1.5V and 3.3V)

은색 선은 10Mhz까지의 각 전원네트의 목표 임피던

스와 100Mhz까지의 기준을 표시하고 있고, 상단에 

표시된 그래프가 1.5V 전원들이고 하단에 표시된 그

래프가 3.3V 전원들을 나타낸다. 그림은 통제 주파수

대역에서 각각 0.1ohm 및 0.03ohm 이하의 해석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5V 전원 플레인이 Fig. 3과 

같은 PCB 레이아웃을 갖는 반면에 3.3V의 전원 플

레인은 하나의 층 전체로 할당되어 1.5V 대비 더 낮

은 임피던스 분포를 보이고 있다. 

2.2 신호 건 성(Signal Integrity) 분석  설계

주요 신호네트에 대해 시간영역의 신호파형을 시

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함으로서 신호의 타이밍 및 품

질 측면의 신호 건전성(Signal Integrity)이 분석되었

고 설계 개선이 수행되었다. 시간영역의 신호파형 분

석을 위해 PCB 설계파일에서 대상 신호의 네트에 

대한 S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스파이스(Spice) 파일로 

변환하였고, 이를 송신 및 수신 부품의 IBIS(Input/ 

Output Buffer Information Specification) 모델과 연

동하여 회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S 파

라미터를 추출하기 위한 신호의 주파수 범위는 신호

가 가지는 에너지스펙트럼을 충분히 커버하기 위해 

무릎 주파수(Knee frequency) 이상으로 잡았다. 무릎 

주파수를 구하기 위한 공식은 식 (2)와 같다. 

 or


(2)

여기서 TRise or Fall 은 신호의 상승 또는 하강 시간

을 나타내고, K는 K 인자를 나타내는데 이는 신호의 

상승 또는 하강 에지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드라

이버 소자의 IBIS모델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승 및 하

강전압 신호의 모양에 따라 K 인자를 정의할 수 있

는데[3] 여기서는 보수적인 해석을 위해 가장 넓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지는 이상적인 Linear의 에지모

양을 가정하여 0.5의 K 인자를 적용한 해석이 수행

되었다. 따라서 신호가 1ns의 상승/하강시간을 가질 

때 식 (2)에 의해 최소 500Mhz 이상의 주파수 특성

이 포함되도록 해석 조건을 잡았다. 참고로 일반적인 

가우시안 상승/하강 에지의 경우라면 0.35의 K 인자

가 신호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볼 때 좀 더 현실적인 

           (a)                      (b)

Fig. 11. Design Change of PCB Stack-up Structure

접근이 될 수 있겠으나[4] 파형 해석을 위한 조건이

므로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IBIS모델은 실제 하

드웨어에 사용된 부품의 제작사를 통해 입수된 모델

파일이 적용되었다. 신호 건전성 분석은 먼저 유닛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와 메인 메모리 사이

의 데이터 버스 네트에 대해 수행되었다. 신호 품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송신 소자부터 신호네트, 그

리고 수신 소자까지의 모든 경로상의 임피던스를 최

대한 동일하게 매칭 시켜줌으로써 반사파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PCB 보드의 

공간 제약에 의해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별도의 

termination 설계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신호의 

노이즈를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 정책으

로 신호 네트의 임피던스 통제 및 신호의 최단 귀환 

경로 설계, 전원 노이즈 영향 통제, 신호 네트의 최

단 경로 및 Skew 통제의 설계적 접근이 이뤄졌다. 

이러한 설계 정책을 반영하여 초기 버스 설계 대비 

적용된 세부 설계개선 사항은 총 4가지이다. 첫 번째 

고려된 개선사항은 PCB의 stack-up 구조이다. Fig. 

11의 (a) 그림이 초기 PCB의 stack-up 구조를 보여주

며, 붉은 박스로 표시된 8층과 10층에 위치한 전원 

층을 7, 9, 11층의 신호들이 전자기적인 리퍼런스 층

(Reference Layer)으로 활용하는 형상이었다. 그러나 

각 층의 전원 플레인 형상을 보면 Fig. 12와 같이 (a)

            (a)                      (b)

Fig. 12. Power Plane in Stack-up Layer ((a) 3.3V  

 power plane, (b) 1.5V/1.8V/5V power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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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3V 전원 층은 하나의 플레인으로 이뤄진데 반

해 (b)의 1.5V/1.8V/5V 전원은 각 전원 플레인이 분

리되어 있어 전자기적인 리퍼런스 플레인(Reference 

Plane)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상이 된다. 따

라서 Fig. 11(a)의 11층 신호들이 10층의 분리된 플레

인 부분에서 방사성 노이즈가 증가될 수 있는 구조

였다. 이를 Fig. 11(b)의 붉은 박스와 같이 갈라진 전

원 층을 이동시키고 별도의 GND 층을 추가하여 전

원 층을 차폐함과 동시에 모든 신호 층이 최소 하나

의 전체 플레인으로 된 귀환 경로(Return Path)를 갖

도록 리퍼런스 층 구조를 보완하였다. 이로 인해 각 

층 신호의 귀환 경로가 최소화되는 구조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각 층의 신호네트 임피던스를 

50ohm 부근으로 통제하기 위한 층간 두께와 신호네

트의 단면적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수정사항은 각 데이터 신호네트가 최단거

리로 배선되도록 부품을 배치하고 버스구조 설계를  

변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신호가 지나가는 비

아 홀의 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Fig. 13의 그림 (a), 

(b)는 각각 부품 배치 및 최단거리 배선 변경의 샘플

을 보여준다. 

세 번째 수정사항은 해당 부품에 적용된 디커플링 

커패시터 설계의 수정이다. 앞서 2.1.2절에서와 같이 

디커플링 커패시터의 위치 및 배선을 개선하고 메모

리소자 전원에 커패시터를 보강함으로서 신호가 스

위칭될 시의 전원 흔들림에 의한 노이즈를 감소 시

켰다. 전원에서 발생된 노이즈성분은 신호의 노이즈 

성분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신호 건전성 설계를 위해

서는 먼저 전원의 동적, 정적 건전성 설계가 선행되

어야 하겠다[5-7]. Fig. 9에서 보여준 메모리 부품의 

디커플링 커패시터 설계 개선에 대해 전원의 스위칭 

노이즈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품이 출력 스위

칭시의 전원 레벨을 시뮬레이션 하였고 결과는 Fig. 

14와 같이 나타났다. Fig. 14의 스위칭 신호에 대한 

전원라인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3.3V 

SRAM 메모리 부품의 입력 전원이 신호의 상승 및 

하강 스위칭 시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고, 버스신

             (a)                     (b)

Fig. 13. Change of Part location(a) and Data    

 Nets Routing(b)

Fig. 14. 3.3V Power Switching Noise Reduction  

 at SRAM Device 

호의 하강 스위칭 시에 크게 흔들리는 3.3V 전원의 

최대 리플 노이즈가 약 300mV에서 200mV로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다. 

네 번째로 적용된 수정사항은 PCB 상에서 버스의 

각 데이터 신호네트간의 신호지연 시간을 유사하게 

맞추어 신호 간의 skew를 줄이는 배선설계가 적용된 

것이다. PCB상에서의 신호지연시간은 단순히 신호네

트 간의 길이만 맞춘다고 동일하게 되지는 않는다. 

PCB의 Top 층 또는 Bottom 층의 외층 신호는 전송

선로의 상/하층 유전율이 공기층과 PCB층으로 다르

기 때문에 Quasi-TEM(Transverse Electro Magnetic) 

모드로 전자기 신호가 진행되고 PCB 내층의 신호들

은 전송선로의 유전율이 동일하여 TEM 모드로 진행

된다. 따라서 식 (3)과 같은 신호의 속도 관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PCB 재질인 FR4의 외층 유

전율이 약 2.8~4.7의 분포를 보이고 내층의 유전율이 

약 4.7임을 고려하면 신호의 속도는 식 (3)에 의해 

PCB의 외층에서 141~179mm/ns이고 내층에서는 179 

mm/ns를 나타낸다. 즉, 공기의 유전율이 PCB 재질

의 유전율보다 작기 때문에 PCB 외층의 신호가 내

층의 신호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 대상 보드의 PCB 유전율이 4.2임을 고려할 때 각 

버스 신호네트의 외층 및 내층의 라우팅 비율과 각 

네트의 선로길이가 함께 고려된 전송 지연시간을 통

제해야 제대로 된 skew 통제가 가능하다. 

 


(3)

여기서 c는 빛의 속도로 ×이고 은 매질

의 유전율을 나타낸다. 해당 데이터버스 신호의 skew 

통제요건으로는 동작주파수 80Mhz의 최소 신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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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12.5ns에 대해 15%인 1.875ns 이내에 해당 버스 

32비트의 신호가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통제 하였

다. 이는 신호의 상승시간인 4ns의 50% 미만이 되는 

요건이 되어 해당 버스 통신의 타이밍 여유에 문제

가 없는 요건으로 판단하였다. Fig. 15는 해당 버스

의 skew 통제 전과 후의 신호 분포를 상승신호의 기

준이 되는 10% 전압지점에서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

다. 

최종적으로 앞서 네 가지 설계 수정사항들의 적용 

전과 후의 해당 데이터 버스 네트들에 대한 시간영

역 파형을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16과 Fig. 

17과 같다. Fig. 16은 CPU에서 메모리소자로 데이터

를 쓰는 신호이고 Fig. 17은 반대로 CPU에서 메모리

소자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모드의 신호로 데이터버

스의 양방향 신호에 대한 각각의 비교 결과를 나타

낸다. 각 그림에서 (a)는 설계 수정 전, (b)는 수정 후

의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에서와 같이 수정 후의 파형에서 노이즈 감소 

및 skew 분포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Fig. 16의 그림

(b) 수정 후 파형에서 상승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데이터 버스에 연결된 

부품의 변경으로 인해 로드 커패시턴스가 증가된 영

Fig. 15. Improvement of Skew Characteristic on 

the Data BUS Signal 

            (a)                       (b)

Fig. 16. Noise Improvement of Write Mode Signal  

 Waveform ((a) Initial Design, (b)                          

 Improved Design)

            (a)                       (b)

Fig. 17. Noise Improvement of Read Mode Signal 

Waveform ((a)Initial Design, (b) Improved 

Design)

향이 있다. 특이 사항으로 Fig. 16의 CPU가 주는 신

호 대비 Fig. 17의 메모리가 주는 신호의 상승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품의 전류 구

동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각 부품의 IBIS 모델 

데이터를 보면 CPU 소자보다 메모리 소자의 edge 

rate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자의 패키

징 기생성분인 R, L, C 값의 차이도 동작 모드에 따

른 신호의 상승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2.3 공진모드 분석

공진은 PCB의 전원 층과 GND 층 사이에서 발생

될 수 있으며 PCB 구조 및 레이아웃 설계에 따라 

공진모드의 주파수가 달라진다. 신호가 비아 등을 통

해 이 부분을 지나갈 경우 공진 주파수의 노이즈가 

증폭되어 방사될 수 있다. 때문에 공진 발생 모드가 

있는 경우 노이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 모

드를 변경시키거나 먼 주파수 대역으로 보내는 설계

가 필요하다. 해당 보드의 공진 분석 결과에 대한 

설계 요건은 해당 보드의 동작신호 중 가장 빠른 신

호의 무릎 주파수를 기준으로 충분히 벗어난 주파수

를 갖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공진 모드가 가장 

높은 무릎 주파수를 벗어난 경우는 노이즈원의 성분

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가장 빠른 신

호의 무릎 주파수에 대해 안전여유를 고려하여 

500Mhz 이내에서 발생된 모든 공진 모드는 제거하

거나 500Mhz 이상의 주파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조치가 수행되었다. 보드에 대한 공진모드 분석을 위

해 먼저 설계된 PCB의 stack-up 상에 위치한 전원 

층과 GND 층을 확인하여 이들 사이의 공진모드를 

설계 기준대역인 500Mhz 이상까지 분석하였다.   

공진 분석 결과 Fig. 18과 같이 여러 주파수에서 

공진모드가 확인되었고 이는 대부분 붉은색 영역으

로 된 갈라진 전원 플레인 구조에서 발생되었다. 

Fig. 18의 각 그림은 (a) 105Mhz, (b) 166Mhz, (c) 

186Mhz, (d) 289Mhz의 주파수에서 발생된 공진모드 

영역부분을 보여준다. 해당 주파수의 공진모드를 완

화하기 위한 조치로 PCB 레이아웃 또는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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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보다 좀 더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커패시터를 이용한 조치가 

수행되었다. 이는 공진모드 발생이 확인된 영역의 해

당 전원 층과 GND 층 사이에 커패시터를 삽입하여 

공진 주파수를 이동시킴으로써 공진 영향을 완화시

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방법을 통해 공진

모드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고, 한곳에 커패시터를 

이용한 조치를 적용하면 다른 위치 또는 다른 주파

수에서 공진모드가 전이되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

진모드에 대한 디버깅은 여러 조건에 대한 조치 시

도와 분석을 반복해야하는 어려운 작업이 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커패시터를 이용한 조치를 적용할 경우 

고주파수 공진모드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착형

상에 따른 인덕턴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조치에 대한 해석 시에도 커패시터의 인덕턴스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PCB상의 공진모드 발생 영역에 공진주파수에 대한 

커패시터의 SRF 특성을 고려한 조치 후 시뮬레이션 

수행을 반복함으로써 파생된 공진모드까지 모두 조

치한 도면은 Fig. 19와 같다. 최종적으로 그림 (a)의  

붉은색 박스 영역들이 기존 공진모드들을 완화시키

는 과정에서 추가로 파생된 공진모드들까지 모두 포

함하여 커패시터 장착 조치가 적용된 영역을 나타낸

다. 최종 조치된 형상에서 Fig. 19(b)의 그림과 같이 

모든 공진모드들이 관심주파수인 500Mhz 범위를 벗

어난 것이 확인되었다.  

           (a)                      (b) 

            (c)                      (d)

 Fig. 18. Resonant Mode Analysis Results 

(Resonant Mode at (a)105Mhz, 

(b)166Mhz, (c)186Mhz, (d)289Mhz)

 

           (a)                          (b)

Fig. 19. Result after Applying Mitigation Method 

of Resonant Mode ((a) Cap. install 

location, (b) Resonant Analysis Result 

at Final Configuration)

 

2.4 자기  합성(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측정 결과

전원 건전성과 신호 건전성은 EMC 성능과 연결되

는 특징을 갖는다. 즉, 보드의 전원에서 발생하는 노

이즈와 신호의 노이즈는 전자기파 노이즈를 방출하

며 곧 보드의 EMC 특성으로 이어진다. EMC 노이즈 

설계 요건의 경우 시스템 레벨에서 유닛간의 통제를 

위한 규격 레벨이 있으며 그 이하의 하위수준의 보

드 레벨에서는 별도의 규격 요건은 없다. 때문에 보

드 레벨 이하에서의 EMC 특성은 동작 성능 만족 여

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노

이즈원은 보드 레벨의 설계에 의해 발생된다. 앞서 

전원부의 동적성능을 개선하여 전원 노이즈를 줄이

고 주요 신호들의 노이즈를 줄임으로써 최종적으로 

해당 유닛의 EMC 특성의 개선정도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앞서 설명된 PI(Power Integrity), 

SI(Signal Integrity), 및 공진의 개선설계 적용 전과 

후로 수행된 RE 시험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20은 30Mhz부터 2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RE의 

E(Electric)-field 노이즈 스캔 시험결과를 나타내며, 

Fig. 21은 200Mhz에서 1Ghz까지의 E-field RE 노이

즈 스캔 결과를 보여준다. 각 해당 그림에서 (a)는 

설계 수정 전의 측정 결과이고 (b)는 수정 후의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시스템 요건이 되는 RE E-field의 

의 규격레벨은 각 그림의 붉은 색 선이 나타내는  

40dBuV/m이며 Fig. 20과 Fig. 21의 전반적인 주파수 

대역에서 시스템 규격레벨을 기준으로 설계 개선 적

용 후에 RE 노이즈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확인되

었다. 낮은 대역의 노이즈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의 

하모닉 성분들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Fig. 21(a)의 수정 전 결과에서 400~600Mhz 

대역의 시스템 규격요건을 초과한 부분의 경우 (b)의 

조치 후 결과에서 시스템 여유 범위 내에 수용 가능

한 수준으로 낮아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측정 결과를 

통해 전원 및 신호, 그리고 공진에 대한 보드 레벨의 

노이즈 저감 설계를 통해 EMC 방사성 노이즈 특성

이 개선되었음을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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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0. EMC RE Noise Scan Result from 30Mhz  

 to 200Mhz ((a) E-field RE Measurement   

 for Initial Design, (b) E-field RE           
 Measurement for Improved Design) 

(a)

(b)

 Fig. 21. EMC RE Noise Scan Result from 200Mhz 
to 1Ghz ((a) E-field RE Measurement for 

Initial Design, (b) E-field RE 

Measurement for Improved Design) 

Ⅲ. 결  론

위성에 탑재되는 전장품 보드 내에서 발생되는 노

이즈 성분을 줄임으로써 동작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 및 신호의 건전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고 이를 통한 설계 개선이 이

루어졌다. 전원 건전성은 DC 전압강하 분석을 통해 

전압레벨과 전류분포를 분석하였고 전류밀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분산 설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동적 전

원성능에 대해 각 IC 소자들에 공급되는 전원라인의 

임피던스를 분석함으로서 디커플링 커패시터 설계를 

개선하여 전원라인의 리플 노이즈를 감소시켰다. 신

호 건전성은 PCB stack-up 구조 및 임피던스 통제, 

배선설계, 전원 커패시터 설계, 그리고 skew 통제설

계를 통해 주요 데이터 버스 신호에 대한 노이즈 및 

타이밍 마진을 개선하였다. PCB의 전원 층과 GND 

층 사이의 공진모드를 분석하고 커패시터 적용 설계

를 통해 조치함으로써 여러 공진 주파수에서 발생되

는 노이즈 성분을 관심대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설계

를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설계 개선의 적용 전과 

적용 후의 해당 유닛에 대한 EMC RE 노이즈 측정

을 수행하여 30Mhz부터 1Ghz 대역까지 방사성 노이

즈가 크게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보드 

레벨의 전원 및 신호에서 발생되는 노이즈 성분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 개선으로 전장품의 EMC 

노이즈 레벨이 감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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