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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자동차는 전자 부품에 속한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의 자동차에는 전장품이 차지하는 비율
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안전상의 이

유로 타 분야에 비해 엄격한 EMC 규격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1]～[3], 이러한 추세에서 전자파적합성 설계는 필수
요소이다. 자동차의 많은 전자 부품 중 LDWS(Lane De-
parture Warning System, 차선이탈경보장치)는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하여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차선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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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제 양산되는 디지털 전자제품에서 발생한 고조파 신호의 이상 현상 사례를 소개하고, 실용화에 효과
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디지털 신호의 고조파 잡음수준은 5차 이상부터 40 (dB/decade)의 기울기로 감소하
므로 5차 이상의 고조파는 대부분의 회로설계에서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특정 형상의 PCB 혹은 기구에서는 10차 이상
의 고조파도 높은 수준의 전달과 방사가 발생함을 측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공간적 설계 제한이 존재하는 상용제품에
서 커패시터를 주기적으로 배치한 저역통과 여파기 구조를 제안하였고, 측정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고조파 잡음수준의 지속적인 증가와 실용제품들의 공간적 제약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서 향후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unusual harmonics noise problem of digital electronic products in mass production was introduced and a practical 
solution was proposed. Generally, 5th or higher harmonics noise level has been ignored in circuit designs because over 5th harmonics 
noise decreases by 40 (dB/decade). Through some measurements, it is confirmed that over 10th harmonics noise can propagate and 
radiate in case of a certain PCB or housing conditions. We propose a capacitively loaded micro-strip low pass filter for commercial 
products having spatial design constraints and measured the effectiveness. The proposed structure can solve both of the continual in-
crement of harmonics noise level and the spatial design constraint of commercial products. We expect the proposed method be effec-
tively used for various digital electron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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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시청각적 경고를 하여 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시
스템이다. 실제 LDWS 제품 설계 시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설계 제한 조건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외부 디자인의 설계 제한이다. 자동차 부품

의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전에 장착 위치 및 공간
등이 정해진다. 따라서 기구 및 PCB의 형상은 고정된 상
태에서 회로 설계를 해야 하는 제한 조건이 있다. 
두 번째로 제품 크기의 설계 제한이다. LDWS의 경우, 

전방 도로의 차선을 카메라로 인식하고, 영상처리를 하는
기능으로 차량의 Windshield에 장착되어야 한다. 그림 1
의 차량 내 LDWS 장착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품
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소형 사이

즈로 제품 설계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용 제품의 특정 제한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저속 PCB의 이상 고조파 현상에대하여
다루었다. 일반적인 고조파의 경우, 신호의 상승시간 

(rise-time)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그 차수가 증가
하면 에너지가 감쇠되며, 대부분 5차 이후의 고조파부터
는 기울기 40 (dB/decade)로 감소하고, 점차적으로 에너지
를 잃게 된다. 하지만 특정 형상의 PCB 혹은기구를 사용
하면 10차 이상의 고조파에서도 이례적으로 에너지가 발
생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EMI 성능이 우수한 저속 PCB
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용 제품에서 실
시하는 해석 Tool상의 규격에 만족하더라도, EMI 실 측
정 시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Antenna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ource 부분을 개선한, 커패시터를 주

그림 1. LDWS의 형상 및 장착 위치
Fig. 1. LDWS figures and location in a vehicle.

기적으로 배치한 저역통과 여파기 구조를 제안하였고, 개
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설계 방법이, 
특히 공간적 설계 제한 조건이 있는 상용제품의 효과적

인 EMI 개선 방안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제품구조 및 사전 해석 결과

2-1 LDWS 제품 구조

그림 2는 LDWS 제품의 Block Diagram으로 주사용 주
파수는 SDRAM Clock과 Pixel Clock이다. 최근에는 DDR-
3, DDR4 등 800 MHz 이상의 고속 디지털 시스템이 적용
되고 있지만, 본 제품의 경우 저가형 시장을 목표로 만들
어진 130.5 MHz의 SDRAM을 사용하고 있다. 이 SDRAM 
Clock 신호의 경우, 내층에 길이 52 mm로 설계되었으므
로 /20 기준으로 분류 시 상대적으로 저속의 SDRAM을
사용하는 비 고속 시스템이다[4]. 그림 3은 LDWS 제품의
Artwork Data이고, 총 6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1, 3, 4, 6 
Layer는 Signal로 구성되어 있고, 2 Layer는 Ground, 5 
Layer는 Power로 구성되어 있으며, Ground Layer와 Power 
Layer가 Return Current Plane의 역할을 하고 있다.

2-2 PCB보드 PI 사전 해석 결과

우선 PI(Power Integrity) 측면에서 LDWS PCB 보드를
분석하기 위해 PI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림 4는 An- 
 

그림 2. LDWS 제품의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LD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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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DWS 제품의 Artwork data
Fig. 3. Artwork data of LDWS.

 
sys의 SIWAVE를 이용한 임피던스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5]. 임피던스 시뮬레이션 결과처럼 해당 PCB 보드는 상용
보드로 이미 PCB 보드 자체에 수십 개의 Decoupling 
Capacitor가 실장되어 있고, 이 Capacitor들의 영향 때문에
전 대역에서 그림 4의 Target 임피던스 이하의 규격을 만
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Target 임피던스 규격은
100 MHz까지는 식 (1)의 Target 임피던스 식을 적용하고
[6]～[10], 100 MHz 이후 대역부터는 선형적으로 증가시켜서
2.5 GHz에서 300 Ω을 적용시키는 국내 자동차 업체 자체
규격을 사용하였다.

 

  ×      

   (1)

2-3 SDRAM SI 사전 해석 결과

그림 4. LDWS의 PI 시뮬레이션 결과
Fig. 4. The PI simulation data of LDWS.

 

이번에는 SI(Signal Integrity) 측면에서 LDWS PCB 보
드를 분석하기 위해 SI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림 5
는 Ansys의 SIWAVE를 이용한 SDRAM의 SI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SI 시뮬레이션 결과
는 Setup time과 Hold time 규격에 만족하고 있고, SD-
RAM의 Return Current Plane의 설계에도 슬롯(Slot) 등 SI 

       

(a)

(b)

(c)  

그림 5. LDWS의 SI 시뮬레이션 결과
Fig. 5. The SI simulation data of LD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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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11].

Ⅲ. EMII 측정 결과 및 분석

3-1 EMI 실 측정 결과

그림 6은 LDWS 초기 제품의 EMI 측정결과이며, 녹색
파형은 방사되는 전자파의 평균치를, 파란색은 최고치를
나타낸다. 사용된 규격은 자동차 EMI 규격인 CISPR를 토
대로 한 국내 자동차 업체의 자체 SPEC로써, 상하에 표
기된 가이드라인은 각각 평균치, 최고치 규격의 권장값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6의 측정 결과로부터 현재 관심 주
파수는 130.5 MHz의 SDRAM Clock으로 판단된다. 30 ～
960 MHz 대역까지는 SDRAM Clock인 130.5 MHz의  , 
 , 고조파에 의한 노이즈가 측정되었지만, 정상적인
수준으로 규격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130.5 MHz의
 , 고조파인 1.8 GHz 대역에서 급격히 규격조건
을 벗어난다. 표 1은 관심 주파수인 SDRAM Clock의 고
조파 성분의 측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로 문제가 되는 주

파수의 소스는 SDRAM Clock인 130.5 MHz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7의 고조파-에너지 그래프[12],[13]에 의

하면, 신호의 상승시간  (Rise-time)에 따라 가변적이기

는하지만, 일반적으로  ,   고조파 주파수 까지문제
가 되지 않았던 대역이 GHz 대역에 들어서는  ,   
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본 논문
에 사용된 SDRAM Clock의 경우도 신호의 상승시간 

(rise-time)값이 1 ns로 Knee 주파수인 약 318 MHz 이후에
40 dB/decade로 그 에너지가 감소해야 하지만, 실 측정을
하면 1.8 GHz 대역 부근에서 해당 고조파가 크게 측정되
고 있다.
본 논문의 2-2와 2-3절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

한 이상 고조파에 대한 문제 현상은 상용제품에서 실시

하는 해석 TOOL상의 규격에 만족하더라도, 실제 EMI 측
정을 통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3-2 EMI 노이즈 원인 분석

본 논문에서는 GHz 대역에서의 EMI 문제에 대한 원인

(a) 30～200 MHz

(b) 200～960 MHz

(c) 1.45～2 GHz 

그림 6. LDWS 제품의 초기 EMI 측정 결과
Fig. 6. The first EMI measurements of LD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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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DRAM clock 고조파 EMI 측정 결과
Table 1. EMI measurements of SDRAM clock harmonics.

Num
EMI 측정 결과 Harmonic

frequency 비고
Peak level Frequency

1 15.0 130.5 1 OK
2 - 261 2 OK
3 15.1 391.5 3 OK
4 14 522 4 OK
5 13 652.5 5 OK
6 9.5 783 6 OK
7 15 913.5 7 OK
8 - 1,044 8 -
9 - 1,174.5 9 -
10 - 1,305 10 -
11 - 1,435.5 11 -
12 28 1,566 12 OK
13 16 1,696.5 13 OK
14 44.5 1,827 14 NG
15 42 1,957.5 15 NG
16 32 2,088 16 OK
17 - 2,218.5 17 -
18 14 2,349 18 OK
19 34.5 2,479.5 19 OK

 

그림 7. 고조파-에너지 그래프
Fig. 7. Harmonics frequency-amplitude graph.
 

을 신호선 관점과 전원 관점, 그리고 기구 관점에서 분석
하였다[14].

첫 번째로, 신호선 관점에서 전송선의 길이가 파장의
0.25배(/4)와 같아지는 주파수에서 /4 radiation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보면, 신호선의 길이가 동작 주파
수에서의 /4의 홀수 배와 같아지는 주파수에서 상대적
으로 강한 전자파 노이즈가 방사된다[14]. SDRAM Clock 
신호선은내층에 52 mm로 설계되었고, 유전율 4.5의 PCB
를 사용하므로, /4가 52 mm가 되는 주파수는 679.9 
MHz이고, 3 /4가 52 mm가 되는 주파수는 2,039 MHz이
며, 5 /4가 52 mm가 되는 주파수는 3,397 MHz이다. 현
재 EMI 문제가 되는 주파수 대역은 1,827 MHz와 1,957.5 
MHz으로, /4 radiation이 발생하는 조건의 주파수와는
무관하다. 또한, 그림 9에 나타낸 SDRAM Clock 신호선의
주파수 전달 특성을 보더라도 특이사항을 찾아 볼 수 없

다.  따라서 /4 radiation 현상은 본 EMI 문제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전원 관점에서 PCB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공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그림 8. 전송선의 주파수-전자기장 세기 그래프
Fig. 8. Radiation profile from signal line.
 

그림 9. SDRAM clock 신호선의 주파수 전달 특성
Fig. 9. Signal transmission response of SDRAM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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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DRAM clock의 전원 임피던스 결과
Fig. 10. Impedance simulation data of SDRAM clock.
 
상용제품의 Target 임피던스 규격에는 만족하지만, 문제
가 발생한 SDRAM Clock 신호선의 전원 임피던스를 나타
낸 그림 10을 보면, 1.827 GHz, 1.9575 GHz 대역의 임피던
스는 각각 48.31 Ω, 31.12 Ω으로 타 대역에 비해 Peak 형
태의 높은 임피던스로 존재한다. 이러한 높은 임피던스
Peak는 PCB 공진현상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 부근에서는
작은 전류에서도 EMI 문제가 발생하는원인이 된다. GHz 
대역의 임피던스는 PCB의 구조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것
이므로, 이 대역의 임피던스 자체를 낮추는 것에는 한계
가있다[15]. 물론최근에는고유전율의 PCB 재질들과 Em-
bedded Capacitance로 GHz 대역의 임피던스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싸고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
어서 상용제품에 실제 적용이 어렵다[16],[17].
세 번째로, 기구 관점에서는 Connector로 인한 Hole이

나 Gap 혹은 Slit 등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구의 차
폐 역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LDWS의 기구는 알루
미늄 재질의 2 mm 두께로 설계되어 있다. 물론 완벽한
차폐는 불가능하지만, 기구가 일반적인 수준의 차폐만 되
어도, 식 (2)의 Skin Depth 식에 의한 Absorption Loss에 의
해 GHz 대역의 전자파는 기구밖으로 방사되지 못한다. 
알루미늄의 경우, 1 GHz에서의 Skin Depth는 약 2.5um로, 
정상적인 수준의 차폐 기능이 있는 기구에서는 이러한

GHz 대역 EMI 문제의 발생 확률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
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위해, 3D 전자기장 해석
TOOL인 CST를 이용하여[18] 기구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
하여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1의 가로축은 주파수, 
세로축은 SE(Shielding Effectiveness)를 의미한다[3]. 그림

그림 11. LDWS 기구의 shielding effectiveness
Fig. 11. Shielding effectiveness of LDWS housing.
 

11을 보면, 약 1.7 GHz 대역부터 급격하게 SE가 감소하
여, 문제가 되는 주파수 대역인 1.827 GHz, 1.9575 GHz 대
역의 SE는 각각 —0.02 dB, 0.48 dB로, 이 대역에서의 기
구로 인한 차폐효과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 

m 
(2)

  
이상의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본 EMI 문제는

전원관점과 기구관점, 즉 PCB 공진현상에 의한 높은

Peak 임피던스와 기구의구조적 특성에 의한 복합적인 원
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MI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은 Source, 

Route, Antenna를 개선하는 각 3가지 방안이 있다[19]. 하지
만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Antenna를 개선하는 즉, 
PCB 및 기구의 형상 혹은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의 경우, 
실 산업 현장에서는 기구와 PCB의 형상이 대부분사전에
고정되고, 그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외한 Source와 Route를 최적화 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진행하였다. 

Ⅳ. 문제 해결 방안 및 적용 결과

4-1 문제 해결 방안 제안

Source와 Route 측면의 개선 방안만 적용 가능한 설계
제한조건에서, 고차 고조파의 억제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Micro-strip을 이용한 계단형 임피던스 저역 통과 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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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였다[20]. 우선 Chebyshev Response를 이용하여
Passband Ripple은 1 dB이고, Cutoff Frequency는 1 GHz인
3차 저역 통과 여파기를 구현하였고, 그 등가회로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21]. 이 방안의 전제는 전송선에서 바라본
Source Driver의 Output Impedance가 50 Ω이어야 하므로, 
그림 13과 같이 33 Ω의 Series Resistor를 SDRAM Clock의
신호선에 추가하였다. 식 (3)을 이용하면 PCB의 Micro- 
strip Width와 그에 따른 특성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다
[22]. 여기서 PCB의원자재는 FR4를사용하였고, 기판두께 
H=0.19 mm, 동박 두께 T=0.018 mm, 유전율 =4.5로 적
용하였다. Effective Dielectric Constant, Guided Wavelength
은 식 (4), (5)로 표현된다[20]. 여기서 u=W/H이고 W는
Micro-strip Width를 의미한다. 이를 계산하면, 식 (6)에 표
현된 Micro-strip Length 값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표 2에
이러한 설계 변수를 정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를 이
용하여 계단형 임피던스 저역 통과 여파기를 설계하면

그림 14와 같다. 하지만 이렇게 설계할 경우, PCB 사이즈
에 비해 전송선이 너무 길어지게 되므로 실제 시스템 적

용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High Impedance와 동일한 역할
의 실제 커패시터 부품을 사용하여 총 전송선 길이를 축

소한 커패시터를 주기적으로 배치한 저역통과 여파기를

적용하였고, 그 형상을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그림 16의
주파수 전달 특성을 보면, 문제가 되는 대역인 1.827 GHz, 
1.9575 GHz 대역에서각각—24.31 dB, —25.39 dB의 감쇠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커패시터는 자체 인덕턴스를
줄이기 위해 1.0×0.5 mm의 소형 사이즈를 사용하였다. 

  

  ×  

ln



× 




(3)

그림 12. 3차 Chebyshev 저역통과 여파기
Fig. 12. 3rd Chebyshev lowpass filter.

그림 13. Series resistor를 이용한 SDRAM clock 임피던스
매칭

Fig. 13. SDRAM clock impedance matching by series re-
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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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단형 임피던스 저역 통과 여파기 설계 변수
Table 2. Stepped impedance lowpass micro-strip filter de-

sign parameter.

Low Z
(Capacitor)  Z Hign Z

(Inductor)
Characteristic

impedance
 Ω  Ω  Ω

Guided 
wavelength

     

Effective 
dielectric 
constant

     

Micro-strip 
width

     

Micro-strip 
length

  mm -   mm

비고
Capacitor로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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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계단형 임피던스 저역통과 여파기
Fig. 14. Stepped impedance lowpass micro-strip filter.

 

그림 15. 커패시터를 주기적으로 배치한 저역통과 여파기
Fig. 15. Capacitively loaded micro-strip lowpass filter.

 

그림 16. SDRAM clock 신호선의 주파수 전달 특성
Fig. 16. Signal transmission response of SDRAM clock.

 

 

 sin  (6b)  

4-2 해결 방안 적용 결과

그림 17은 본 방안이 적용된 PCB 실물 형상이고, 그림
18에 최종 EMI 결과를 나타내었다. EMI 측정결과를 보
면, 문제가 되었던 GHz 대역의 SDRAM Clock 신호의 고
조파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 고속 시스템에 해당하는 LDWS 제
품에서 GHz 대역의 이상 고조파로 인한 EMC 문제를 분

그림 17. 수정된 LDWS PCB 형상
Fig. 17. Improved LDWS PCB picture.
 

그림 18. LDWS의 최종 EMI 측정 결과
Fig. 18. The final EMI measurements of LDWS.
 

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GHz 대역
의 EMI 문제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고속 디지털 시
스템에서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비록 제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고속 시스템에 속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형상과 구조에 따라 이상 고조파로 인한 EMI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Antenna를 개선하는 방
안은 본 제품의 공간적 설계 제한 조건으로 인해 적용이

불가능하여 Source와 Route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
였다. 문제가 되는 Source 신호선에 커패시터를 주기적으
로 배치한 저역통과 여파기를 적용하였으며, EMI 문제
대역이개선된것을확인하였다. 제안된방법은실산업현
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간적 설계 제한 조건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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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더욱효과적일것이다. 제안된설계방법이향후 EMC 
적합성 설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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