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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비아 위치를 이용한 PCB의 복사성 방사 성능 향상

Improved Characteristic of Radiated Emission of a PCB by           
 Using the Via-Hole Position

김 리 진․이 재 현

Li-Jin Kim․Jae-Hyun Lee

요  약

본 논문은 신호 전송용 비아가 있는 4층 PCB(Printed Circuit Boards)의 P/G(power/ground)면 사이에서 발생되는

공진을 상쇄시켜 복사성 방사(RE: Radiated Emission)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면간 공진 상쇄

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아가 있는 4층 PCB에서 신호 전송 선로의 전송 특성, PCB 개방 모서리를 통한 방사

(radiation)와 RE 세기를 계산하고, 측정하여 제안된 기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Abstract

The cancellation method of P/G(power/ground) plane resonances which are generated between the power plane and 
the ground plane in a 4-layer PCB(Printed Circuit Boards) with a via-hole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Radiated Emi-
ssion) characteristic is presente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was confirmed from simulation and measu-
rement of performances of signal transmission characteristic, intensities of edge-radiation and radiated emission of PCB 
with a via-hole.

Key words : Through-Hole Via, Power/Ground Plane Resonance, Via-Hole Position, Radiated Emission, Edge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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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디지털 기기 통합과 정보 통신 기기 및 시스

템이 다양한 기능을 갖는 동시에 휴대가 가능하도록

소형화 되는 추세로 인해 다층 기판 내부 배선이 복

잡해지고, 시스템 동작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 신

호가 고속화, 고주파화됨에 따라서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설계 대책은 전자기기 설계

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다층 구조 PCB가 요구되고, PCB 내부 배선이 증가

하고 있다. 또한 다층 PCB는 층간 신호 연결을 위한

많은 관통형(through-hole) 신호 비아(via)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관통형 신호 비아에서 방사된 전자파

가 그라운드 면(ground plane)과 전원 면(power plane) 
사이로 유입되고, 유입된 전자파로 인하여 두 면 사

이에서 공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공진은 구조상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SI(Signal Integrity)를 악화시키

고, 이 공진에 의하여 개방된 PCB 모서리로 방사되

는 전자파는 RE 성능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한다[1]～[4]. 따라서 관통형 신호 비아가 P/G면 공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파

이스(spice) 모델링[1], 대역 저지 여파기(band-stop fil-
ter) 개념[2], 평형 TLM(Transmission Line Method)[3] 
등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관통형 신호 비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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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모서리 방사를 해석하였다. 또한 PCB 모서리

방사를 감소시키기 위해 P/G면 공진 모드를 de-cap
을 사용하여 억제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3]. 하
지만, de-cap을 사용할 경우 사용 주파수가 높아지면

ESL(Equivalent Series Inductance)로 인해 추가적인

공진과 방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3], 별도의 소자

가 사용되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

니다. 
본 논문은 관통형 신호 비아의 위치에 따라 P/G면

공진 특성이 변화된다는 결과
[4]
를 확장하여, 원하지

않는 P/G면 공진 모드를 억압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 방법에 따르면 de-cap 없이 관통형 신

호 비아의 위치만을 이용해 P/G면 공진 모드를 억제

할 수 있으며, 제안 방법의 타당성을 PCB 모서리 방

사 특성의 시뮬레이션과 원거리장 방사 특성으로 검

증하였다.    

Ⅱ. 단일 비아를 이용한 P/G면 공진 상쇄

2-1 P/G면 공진 현상

관통형 신호 비아가 있는 다층 PCB 구조에서 발

생되는 공진의 주파수는 식 (1)과 같이 PCB 기판 크

기에 의하여 정해진다
[5].

2 2150 [GHz]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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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기판의 가로와 세로 길이이고, m과 n은

모드 수이다. 100×100 mm2 크기 PCB에서 발생하는

P/G면 공진의 모드와 주파수를 식 (1)을 이용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PCB가 정사각형이므로 표 1과 같

이 이중 모드(dual-mode)가 생성된다.

표 1. P/G면 공진의 모드와 주파수

Table 1. Modes and frequencies of the P/G plane re-
sonance.

모드(m, n) 주파수 [GHz]
(0, 1), (1, 0) 0.71

(1, 1) 1.01
(0, 2), (2, 0) 1.43
(1, 2), (2, 1) 1.61

(a) 윗면

(a) Top view

(b) 옆면

(b) Side view

그림 1. 비아 홀이 있는 PCB
Fig. 1. PCB with a through-hole via.

 

2-2 단일 비아를 이용한 P/G면 공진 제어

P/G면에서 발생하는 공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그림 1과 같은 4층 기판을 고려한다. 
기판 크기는 100(Px)×100(Py) mm2이며, 유전체는

FR-4(μr=1, εr=4.4)를 사용하였고, 최상층과 최하층

에는 신호 선로가 있고, 가운데 두 개 층 중 두 번째

층을 그라운드 면, 세 번째 층을 전원 면으로 하는

4층 기판이다. 유전체 두께(h)는 0.6 mm, 선로, 전원

면, 그라운드 면을 구성하는 구리 두께는 35 μm이

며, 신호 선로 폭(w)은 1 mm이다. 최상층과 최하층

에 존재하는 신호 선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관통형

신호 비아(R=1 mm, r=0.6 mm)를 사용하였다. 비아

위치는 (Tx, Ty)로 나타내었다.
다층 기판에서 관통형 신호 비아가 존재할 때 전

원 면과 그라운드 면 사이 임피던스는 그림 2와 같

이 평행한 두 개 판에 포트(port)가 존재할 때로 고려

할 수 있으며, 그 때 전원 면과 그라운드 면 사이 임

피던스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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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과 n은 각각 x 와 y 방향 모드 고유 수이고, d는

유전체 두께를 나타내며, Px와 Py는 각각 평행 판의

x, y 방향 길이를 나타낸다. 또 Tx와 Ty는 x, y 방향 포

트(비아) 중앙 좌표이고, Lx와 Ly는 x, y 방향 포트 길

이(비아 지름)이다. Cm과 Cn은 모드 수 고려를 위한

인자로 m=0이면 Cm=1이고, m≠0이면 Cm = 2이다. 
동일하게 n=0이면 Cn=1이고, n≠0이면 Cn= 2이

다. k 는 파수(wavenumber)이고, 무손실을 가정하면, 

xm xk m Pp= , yn yk n Pp= 이고, k w me= 이다.
이때 비아의 임피던스 Zpp가 무한대가 되어 발산

할 때 P/G면 공진이 발생한다. Zpp가 무한대가 되는

조건은 특정 주파수에서 식 (2)의 분모가 0이 되고, 
분자가 0이 아닐 때로, 그 주파수를 구해 보면 앞서

정의한 공동의 공진 주파수를 나타내는 식 (1)과 동

일하다.
하지만, 식 (2)에서 Zpp가 발산하지 않도록, 즉 분

모가 0이 될 때 분자가 0이 되면, 해당 주파수에서

공진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공진을 상쇄하

기 위하여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을 구해 보면, 
코사인(cosine)항 또는 싱크(sinc)항이 0이 될 때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싱크 항이 0이 되는 조

건은

22 or yx

x x y y

PPm n
T L T L

= =
(3)

 
와 같다. 하지만, PCB 크기(Px, Py)와 비아 지름(Lx, 
Ly)을 수 mm로 가정하였을 때, 식 (3)을 만족하기 위

그림 2. 포트가 존재하는 평행한 두 개 판

Fig. 2. Parallel-plate with ports.

해서는 모드 수가 수 천이 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

로 만족하지 못한다.
다음 조건인 코사인 항이 0이 되는 조건은 식 (4)

와 같다.
 

or
2 2

yx

x y

PPm n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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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크기(Px, Py)와 재질(μr, εr), 비아 크기(비아

지름: Lx, Ly)를 정하여 해당 변수를 고정시키면, 식
(4)에서 알 수 있듯이, 비아 위치 변수 Tx, Ty를 이용

하여 공진 모드를 제어할 수 있다. 즉, Tx, Ty를 이용

하면 P/G면 공진을 상쇄할 수 있다. 공진을 상쇄할

수 있는 비아 위치를 식 (5)와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or
2 2

yx
x y

PPT T
m n

= =
(5)

 
따라서 식 (5)를 사용하면, 사용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P/G면 공진을 신호 전송용 비아 위치로 제

어할 수 있다.

2-3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

그림 1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P/G면 공진을 상쇄

할 수 있는 비아 위치를 제시한다. 표 1에 나타낸

100×100 mm2 크기의 다층 PCB의 P/G면 공진을 식

(5)를 이용하여 상쇄시킬 수 있다. 만약 (1, 1) 모드

공진을 상쇄시키고자 한다면(m=1, n=1), 식 (5)에 의

해 비아를 (Tx, Ty)=(50, 50)에 위치시키면 된다. 공진

특성과 P/G면 사이의 전자장 분석을 위하여 FEM 
(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는 상용 3차원 전자

장 분석 프로그램인 Ansoft사의 HFSS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Agilent N5230A VNA를 사용하였으며, 장비

구성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표 2에 100×100 mm2 PCB 크기에서 각 공진 모드

를 상쇄할 수 있는 비아 위치를 식 (5)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표 2에서 x와 y로 표시한 것은 비아를

해당 좌표축으로 어느 곳에 위치시켜도 무관함을 의

미한다. 즉, 비아를 x-축 좌표 50 mm에 위치시키면

y-축 좌표로는 어디에 위치시켜도 (1, 0) 모드를 상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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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란계수 측정을 위한 장비 구성

Fig. 3. Setup for measurement of scattering parameter.
 

표 2. P/G면 공진 모드를 상쇄시킬 수 있는 비아

위치

Table 2. Position of the via-hole to cancel the P/G 
plane resonant mode. 

모드(m, m) → 주파수 비아 위치(Tx, Ty)
(1, 0) → 0.71 GHz (50, y)
(0, 1) → 0.71 GHz (x, 50)
(1, 1) → 1.01 GHz (50, 50)
(2, 0) → 1.43 GHz (25, y)
(0, 2) → 1.43 GHz (x, 25)
(2, 1) → 1.61 GHz (25, 50)
(1, 2) → 1.61 GHz (50, 25)

그림 4(a)는 비아가 (30, 30)에, 그림 4(b)는 (50, 50)
에 있을 때 신호 전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시뮬레

이션과 측정 결과의 공진 주파수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림 4(a)는 비아 위치가 표 2의 결과를 만

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P/G면 공진 모드가 발생

하게 된다. 하지만, 그림 4(b)는 0.71 GHz와 1.01 GHz,  
1.61 GHz 공진이 상쇄된다. 따라서 비아가 (50, 50)에
위치하면 1.43 GHz에서만 공진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결과에서 비아를 적절한 곳에 위치시키면 P/G면 공

진을 상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비아 위치에 따른 RE 세기

3-1 PCB 개방 모서리 방사

 P/G면 공진에 의한 전자파 방사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전원 면과 그라운드 면 중

(a) (Tx, Ty)=(30, 30)
(a) (Tx, Ty)=(30, 30)

(b) (Tx, Ty)=(50, 50)
(b) (Tx, Ty)=(50, 50)

그림 4. 비아 위치에 따른 P/G면 공진 주파수 변화

Fig. 4. Variation of the P/G plane resonance frequen-
cies due to change of the via-hole position.

 

그림 5. 필드 분포 관측 면

Fig. 5. Observation plane of field distribution.

 
앙에서 전자장 분포를 해석하였다. 관측 면을 점선

으로 나타내었다.
각 공진 주파수에서 PCB 모서리로 방사되는 전자

장 분포를 비아 위치에 따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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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 위치

(Tx, Ty)
주파수(GHz)

0.71 1.01 1.43 1.61

(30, 30)

(50, 50)

 PCB

그림 6. PCB 개방 모서리 전자파 방사

Fig. 6. Radiated field distribution at the edge of PCB.

비아 위치가 (30, 30)일 때 모든 P/G면 공진 주파수

에 모서리 방사가 발생하지만, 비아 위치가 (50, 50)
일 때는 1.43 GHz에서만 모서리 방사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3-2 RE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

비아가 있는 PCB의 RE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7과 같이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RE 측정

은 5×8×5(가로×세로×높이) m3 크기의 무반향실(ane-

(a) 측정을 위한 구성

(a) Setup for measurement

(b) 측정 구성 사진

(b) Picture of measurement setup

그림 7. RE 측정을 위한 측정 시스템 구성

Fig. 7. Setup for measurement of radiated emission.

그림 8. 6방향에서의 RE 측정

Fig. 8. Measurement of radiated emission at 6 direc-
tions.

 
choic chamber)에서 수행하였다. PCB를 올려 놓은 테

이블의 높이는 1 m이며, PCB의 한 쪽은 신호발생기

와 연결하였고, 반대쪽은 50 Ω으로 종단하였다. 그

(a) (Tx, Ty)=(30, 30) 
(a) (Tx, Ty)=(30, 30)

(b) (Tx, Ty)=(50, 50) 
(b) (Tx, Ty)=(50, 50)

그림 9. 비아 위치에 따른 RE 크기

Fig. 9. Radiated emission intensity due to the via-hol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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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PCB로부터 방사되는 RE는 2가지 종류의 안테

나로 측정하였다. 200 MHz부터 1 GHz까지 측정은

대수 주기 안테나(log periodic antenna)를, 1 GHz부터

2 GHz까지 측정은 혼 안테나(horn antenna)를 사용하

였다. 비아가 있는 PCB와 안테나는 1 m 거리를 두

고 측정하였다.
또 RE를 그림 8과 같이 6방향에서 측정하여 각

방향 RE 세기의 합을 그림 9에 시뮬레이션과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9에서 공진 주파수에서의 RE 세기가 다른

주파수보다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진이

발생할 때 RE의 성능이 열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비아 위치가 (30, 30)일 때 (50, 50)보다 더 많은

공진 모드를 갖기 때문에 비아 위치가 (30, 30)일
때 RE 세기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공진이 많이 발생

하면 RE 세기가 커지고, 이로 인하여 전자파 간섭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비아 위치를 이용한

공진 상쇄를 통해 RE를 감소시키면 PCB 레벨에서

EMI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다층 PCB의 특정 P/G면 공진 모드를

상쇄시킬 수 있는 신호 전송용 관통형 신호 비아 위

치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여 RE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아는 특정 위치에서 다층

PCB의 P/G면 사이 임피던스를 변화시켜 고유 공진

모드 특성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로 공진 모드를 변

화시킨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공진 모드

를 상쇄할 수 있는 곳에 비아를 위치시키면,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구조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P/G 
면 공진을 상쇄할 수 있으며, 공진 모드 상쇄를 통해

PCB 외부로 방사되는 전자파의 양을 줄여 PCB 레
벨에서 EMI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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