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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회로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전자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LCD TV 제품 역시 유사한 상황이며, 특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EMI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MI 평가

는 샘플 제작 이후에만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EMI 문제 발생 시 

해결책 적용 및 샘플 재제작,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제품 개발 기

간 및 개발 비용 등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샘플 제작 

전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EMI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에 본 논문에서는 LCD TV 제품의 신호처리

용 PCB에 대한 EMI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시에 최소의 비용

으로 EMI를 저감시킬 수 있는 via hole 설계 rule에 대해 연구하

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를 통해 결론지었던 via hole 설계 rule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LCD TV 제품의 신호처리용 PCB에 

적용할 수 있는 via hole 설계 rule을 확립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준 모델로 40” 양산용 LCD TV에 적용된 

신호처리용 PCB를 선정하였고, 구조적으로 차폐가 불가능한 PCB

의 입력단에 대한 EMI 해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신호

처리용 PCB의 EMI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중 via hole 설계시

의 최적 간격을 확인하고자 signal line EMI 저감용 via hole 및 

PCB 전체 방사 저감용 via hole의 두 가지로 분류한 후 각각 유

니베리언트 방식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3D 시뮬레이션을 진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3D FEM 방식의 Ansoft사 HFSS tool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결과를 검증하기 위

해 신호처리용 PCB 제작 및 실험을 진행하여 제시된 via hole 최

적 간격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주요어 : EMI, PCB, via hole, univariant method, simulation

학  번 : 201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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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개발된 이후 전자 및 컴퓨

터 산업은 눈부신 발달을 거듭하였고 그로 인해 각종 전자기기들이 개발

되어 인류의 편리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작게는 계산기,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부터 크게는 비행기, 여객선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실생

활에서 이들 전자기기가 없는 생활은 더 이상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이

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기기들이 인류에게 순기능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

니다. 그에 반하는 수많은 역기능도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무턱대고 반

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기능의 대표로 전자기기들이 작동하

면서 발산하여 인체 및 주변 기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자파를 꼽을 수 

있다.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s)의 원래 명칭은 전기자기파로서 줄여서 

전자파라고 부른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

된 파동으로서, 공간을 광속도( 8103c m/sec)로 전파되는 ‘파’이다.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로서 전기가 흐

를 때 그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들이 주기적

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파동을 전자파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파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적 장해 또는 간섭을 일컬어 (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라 칭한다. 

EMI는 방사(RE : radiated emission) 또는 전도(CE : conducted 

emission)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의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것으로 회로기

능을 악화시키고, 기기의 오동작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신호이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신호이므로 이러한 EMI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예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찾지 못하였다. 다만 이

러한 EMI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들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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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대표적으로 grounding, shielding, filtering, chip level implement

의 4가지 방안들로 분류되며 연관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먼저 Grounding이란 전자파가 방사되거나 전도됨을 약화시키기 위하

여 전자파를 방사시키는 회로의 접지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1] - [3]  

Shielding은 전자파가 방사되는 회로 주위를 차폐시키는 방안이다. [4] - 

[5], [20], [21] Filtering은 회로 상 filter 역할을 하는 부품들을 배치하여 

전자파 방사 및 전도를 약화시키는 방안이다. [6] - [7] 마지막으로 chip 

level implement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chip 자체를 revision하는 방안

이다. [8] - [9] 실제로 LCD TV 제품 개발 시 EMI 이슈가 발생할 경우 

상기의 방안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최근 

LCD 디스플레이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종 IC 및 구동 회로부가 작아지

고 복잡해짐으로 인해 EMI를 포함한 회로 이슈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또한 제품 개발 중 EMI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책 적용에 따

른 개발 기간 지연 및 개발비 증가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

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EMI 이슈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타 방안 대비 최소의 비용으로 EMI를 저감시킬 수 있

는 grounding 방식의 via hole에 관한 최적 설계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MI를 저감하기 위한 via hole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2가지로 분

류된다. 첫 번째는 PCB 내에 존재하는 via hole에 대해  TLM 

(Transmission Line Model)로 해석하고 S-parameter를 분석한  부류인

데 해당 연구들의 경우 실제 제품에 적용 가능성이 낮음으로 인해 그 수

가 많지 않다. [10] - [11] 두 번째는 via hole에 대한 Case 별 시뮬레이

션 및 실험 논문이며 각 Case에 대한 S-parameter를 분석한 부류로 via 

hole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문들의 경우 via hole

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case 별 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S-parameter를 획득하였으나, via hole 설계 시 최적화의 개념이 빠져있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S-parameter 외에 field strength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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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 

[3], [12] - [1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MI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중 

Grounding 측면에서의 유니베리언트 최적화 방식을 이용한 via hole 최

적 설계 조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EMI 시뮬레

이션 및 via hole 최적 설계 방안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 연구 결과를 실

제 개발 및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자 기본 모델로 삼성 

디스플레이 40“ TV 제품의 구동 회로인 신호처리용 PCB로 선정하였다. 

LCD 디스플레이 TV 제품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LCD 패널, 구

동 회로, Backlight&chassis부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림 1.1.1은 

LCD TV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1.1.1 LCD TV 구성 요소

EMI는 LCD TV 구성 요소 중 구동 회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5] 그런데 이러한 LCD display 제품의 구동 회로는 휴대폰 등의 소형 

제품부터 TV, 광고전용 등의 대형 제품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종류

가 존재한다. 각각의 제품들은 저마다 개발 목적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

르기 때문에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 구동 회로부의 크기와 형태, 실장 

부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이 달라진다. 다만 최근 몇 년간 회로 통합 및 

기준회로 정립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EMI 시뮬레이

션 프로세스 도입 가능성을 점차 높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TV 부문에

서는 60Hz TV 모델의 생산이 많은데, 그 중 생산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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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모델의 구동 회로를 기준 회로로 삼아 40” 이상 제품들에 유사하게 

적용함으로써 회로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이다. 

상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40” FHD(full high definition) 

60Hz TV 모델의 신호처리용 PCB를 기준 모델로 선정하여 기본적인 

EMI 분석 및 via hole 최적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정한 

PCB의 크기는 150mm×80mm이며, 2layer 구조이다. 그림 1.1.2는 40” 

FHD 60Hz TV 제품의 신호처리용 PCB를 시뮬레이션 tool에서 캡쳐한 

그림이다.

그림 1.1.2 40” FHD 60Hz TV 제품 신호처리용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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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 구성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양산되는 40“ 

LCD TV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회로 부품 중 신호처리용 PCB에 대한 

EMI 분석 진행이며, 둘째 PCB의 EMI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중 

Grounding 측면에서의 univariant 최적화 방식을 이용한 via hole 최적 

설계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한 검증으로 요약할 수 있다.

1장에서는 EMI 관련 연구 배경 및 동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EMI 분류 및 규격, 측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PCB

에서의 EMI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부 40” LCD TV에 적용된 PCB에 대

한 EMI 분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PCB 기판의 EMI 저감을 위한 

grounding 방식의 via hole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유니베

리언트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via hole 간격과 연관된 split 설계를 진

행하였고, 각각에 대한 s-parameter 및 EMI peak를 고주파 해석 tool인 

Ansoft사의 HFSS(high frequency simulation system)를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여 s-parameter data set과 electric field strength data 

set을 획득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얻은 via hole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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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PCB에서의 EMI 영향

2.1 EMI 분류

EMI를 설명하려면, 상위 개념인 EMC로부터의 순차적인 설명이 필요

하다. EMC란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의 약자이며 전자파 양립성 

또는 전자파 적합성이라고 한다. 기기 외부로부터 불요 전자파를 최소한

으로 방출하여 다른 기기에 전자파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전자파 간섭에 영향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상태, 즉 전자

파 간섭의 발생이 적고, 전자파에 대한 감수성 혹은 민감성이 적거나, 전

자파에 대한 내성이 강한 상태를 뜻한다. 그림 2.1.1은 EMC 분류표를 

나타낸다. 

그림 2.1.1 EMC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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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EMI는 EMC의 분류 중 하나이며 전자파 

장해 또는 전자파 간섭이라 한다. 전자파 간섭은 방사 또는 전도되는 전

자파가 다른 기기의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것으로 회로기능을 악화시키고, 

기기의 오동작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신호를 말한다. 전도 방출은 주로 

30MHz 이하 주파수 영역에서 발생하며 전자파가 신호선 또는 전원선 

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전자파 잡음을 말하며, Shield room에서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사 방출은 주로 30MHz 이상 주파수 영역

에서 발생하며 전자파가 공기중으로 방사되어 전달되는 전자파 잡음을 

말한다. 측정 장소는 open site, semi-anechoic room, full-anechoic room

과 같이 다양하며, 측정 거리는 3m, 10m이다. 

그 외 EMS는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의 약자로 전자파 감수

성 또는 전자파 내성이라 한다. 기기가 외부로부터 전자파 간섭을 받을 

때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즉 전자파 감수성 또는 민감성을 

나타내며 CS(conducted susceptibility/immunity)와 RS(radiated  

susceptibility/immunity)로 구분된다. CS는 전도 내성을 뜻하며 외부 케

이블, power cords, I/O interconnects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자파 간

섭에 견디는(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도이다. RS는 방사 내성을 뜻하며 

자유공간으로부터 전파되어 들어오는 전자파간섭에 견디는(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도이다.

Pulsed EMI는 짧은 시간 내 pulse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자파 간섭을 

뜻하며 ESD(electrostatic discharge), EFT/Burst(electrical fast 

transient/burst), surge, voltage dip으로 구분된다. 이 중 ESD는 정전기 

방전을 뜻하며 서로 다른 정전기 전위를 가진 물체가 가까워지거나 접촉

했을 때, 갑작스러운 전하의 이동으로 인해 과전류가 흘러서 기기가 오

작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EFT/Burst는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surge

는 수 μs ∼ 수 초간 지속되는 전압, 전류, 전력의 과도현상을 말하며, 

voltage dip은 전압 감소 전자시스템의 한 지점에서 전압이 급격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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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가 수 사이클에서 수 초간의 짧은 시간 후에 전압이 회복되는 현상

이다.     

EMP는 electro-magnetic pulse의 약자로 전자파 펄스라고 한다. 과도

적으로 높은 세기의 전자기장으로 전자파 펄스는 통상적으로 지구 대기

권 내 근처에서의 핵폭발과 관련되나, 번개와 같은 다른 전파원에 의해

서도 전자파 펄스가 발생할 수 있다.   

Nature & cosmic noise는 우주 공간이나 주변 공간으로부터 방사되

는 전기적인 잡음을 말한다. Lightning은 말 그대로 번개를 통해 발생하

는 전자파 간섭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hazard는 전자파가 유기체의 건강, 

생존, 번식에 미치는 위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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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MI 규격 및 PCB에서의 EMI 영향

전자파 적합성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산하에 CISPR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라는 국제무선장

애 특별위원회가 있다.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DMB, IPTV 등 방송수신 기능을 갖는 IT 기기가 많아져 이러한 융/복

합기기에서의 EMC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측정방법 및 허용기준이 필

요한 상황에서 해당 특별위원회는 정보기술기기와 방송수신기기를 모두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기기에 대한 새로운 전자파적합성(EM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그 중 멀티

미디어기기 관련 전자파 장해(EMI) 표준을 CISPR32라 칭한다.

CISPR32는 기본적으로 600V 이하의 정격 AC 혹은 DC 공급 전압을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멀티미디어 기기라 

함은 정보기술 기기,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방송 수신기기, 그리고 이

들이 조합된 기기로 정의된다. CISPR32는 9kHz ∼ 400GHz 대역에서 

무선 서비스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접되어 사용하는 기기가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상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불요 전자파를 규제함을 목

적으로 한다. 해당 규격에 따라 멀티미디어기기에 대한 복사성 방출 시

험 시 동작주파수 1GHz 이하는 야외 시험장(open area test site)과 전

자파 무반사실(anechoic chamber)이 기준시험시설로, 1GHz 이상은 자유

공간 야외시험장(free space open area test Site)이 기준시험시설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10m, 3m의 측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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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는 기본적으로 측정 거리에 따라 near-field와 far-field로 구분된

다.  Near-field와 Far-field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식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그 중 안테나의 면적 D 및 파장 λ과 관련된 다음의 수식

이 가장 formal한 형태의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D⟫λ일 경우 

Near-field 및 Far-field 경계 : 2D²/λ                         (2.1)  

으로 표현되며, D《 λ 일 경우는

Near-field 및 Far-field 경계 : λ / 2π                        (2.2)

로 표현된다.

λ = 300 / fMHz 이며, LCD TV 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심 최대 

주파수는 1GHz이므로 λ = 30cm가 된다. EMI를 측정하는 안테나의 기

본 면적은 파장에 비해서는 훨씬 크므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측정 데이

터는 CISPR32 기준에 따른 측정 기준으로 생각하면 Far-field EMI가 

된다. 그림 2.2.1은 방사되는 사인파에 대한 near-field 및 far-field를 나

타낸다.

그림 2.2.1 λ에 따른 near and far field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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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그림 2.2.2는 일반적인 thin-wire linear antenna를 나타낸다. 임의의 

excitation source가 안테나 외부로부터 인가될 경우를 나타내며 이로부

터 radiated field나 current distribution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2.2 Thin-wire linear antenna

Incident E field incE 로부터 current I가 wire로 유도되며, scattered 

field scaE  역시 생성되어 wire 표면의 total tangential E-field 
tot
zE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inc
zE  + 

sca
zE  = 

tot
zE  =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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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Scattered field는 다시 volume current density J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ol s

jkR

s
sca dV

R

e
rJk

j
rE

 4
)(])([

1
)( 2

0
0

             (2.4)

식 2.4를 z-directed current로 specializing하고 E-field의 

z-component로 풀어쓴 후  -
inc
zE 에 대입하여 풀면 아래와 같이 관측 포

인트 0r 에서의 wire current와 관련된 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wire

jkR
inc
z dz

R

e
zIk

dz

d
zEj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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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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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 때 거리 R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22)'( azzR                        (2.6)

Wire current와 관련된 식 2.5에는 unknown current )'(zI 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solution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은 general form

을 이용하여 찾기로 한다.

               
b

a
zgdzzfzzK )(')'()';(                      (2.7)

K(z;z’)과 f(z’)은 이미 알고 있는 함수이며, f(z’)을 결정해야 한다. 식 

2.7을 아래와 같이 다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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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f                            (2.8)

Unknown function f를 series function fn 형태로 바꿔주면 

                         

n

nn fif
                          (2.9)

가 되며, 결국 식 2.8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Kfi

n
nn 

                        (2.10)

Finite set M에 대한 test function mw 을 가정하고, nf 과 동일한 

range를 가진다면, 식 2.10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N

mnmn gwKfwi ,,
              (2.11)

식 2.11은 다시 아래와 같은 matrix form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 mnnm viz                       (2.12)

식 2.12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Z][I] = [V]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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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이고 [Z]가 nonsingular하다면 식 2.13은 아래와 같이 표현이 가

능하다.

                    ][][][ 1
, mnmn vzi                       (2.14)

또한 이러한 far-field는 Hertzian dipole formula로 계산될 수 있는데, 

HelmHoltz equation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ᐁ²ψ + β²ψ = 0                     (2.15)  

식 2.3을 source embedded problem에 적용하여 풀면 최종적으로 

far-field formula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4 r

e
j

zI
E

rj

                  (2.16) 

                     


 





sin
4 r

e
j

zI
H

rj

                  (2.17)

      

즉 시스템의 current distribution을 알게 된다면 far-field는 계산되어

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far-field level이 변했다는 것은 시스템

의 current distribution이 변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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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은 실제로 기업체에서 개발 제품에 대해 EMI 평가를 진행

하는 전자파 무반사실이다. 평가 시료는 360° 회전하는 테이블 위에 설

치한 후 동작하는 상태에서 10m 거리에 떨어진 안테나를 이용하여 시료

로부터 방사되는 EMI를 30MHz ∼ 1GHz 대역까지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림 2.2.3 전자파 무반사실 (10m)

그림 2.2.4는 CISPR32 측정 규격 및 측정 방법에 맞춰 전자파 무반사

실에서 측정한 현재 양산중인 43” LCD TV 제품의 EMI 측정 결과이다. 

30MHz ∼ 1GHz까지의 주파수 대역에서 EMI peak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EMI 평가 pass/fail로 구분된다. (a)의 경우 100MHz 대역 

전후로 CISPR limit인 30dBμV/m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EMI 평가 fail인 

케이스이다. (b)의 경우에는 (a)사양에서 LCD Backlight를 구동하는 컨

버터 회로부만 off한 측정 결과이다. 측정한 모든 대역에서 CISPR limit

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EMI 평가 pass인 케이스이다. (b)와 같은 수준의 

EMI 결과를 얻어야만 해당 제품의 양산 및 판매가 가능함을 뜻한다. 이

와 같이 회로 사양에 약간의 변화만 주어져도 EMI 평가 Pass/Fail로 극

명하게 갈라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는 LCD TV 제품 내에서 제품을 

구동시키는 회로부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주는 단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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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LCD TV 제품의 EMI 평가 단계에서 수 dBμ

V/m의 차이로 EMI 평가 fail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PCB 

설계 단계에서부터 본 연구의 결과인 via hole 최적 설계 rule을 적용하

여 주어진 조건에서의 Ground를 최대한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면 이는 

동시에 EMI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지며, 기존과 같은 EMI fail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고 EMI fail로 발생하는 개발비 감소 및 개발 

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5], [18], [19], [20]  

(a) EMI 평가 fail의 예

(b) EMI 평가 pass의 예

그림 2.2.4 LCD TV 제품의 EMI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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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신호처리용 PCB의 EMI 시뮬레이션

3.1 디스플레이 TV 제품 신호처리용 PCB EMI 분석

 

LCD display 제품의 구성 요소는 크게 패널, 구동 회로, 

Backlight&chassis부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며 EMI는 그 중 제품의 구

동 회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5] 그리고 LCD TV 제품의 구동은 

보통 Control PCB라고 불리는 신호처리용 PCB에서 대부분 담당한다.

그림 3.1.1은 LCD 40” TV 모듈의 후면 구성도이다. LCD display 구

동 전반을 제어하는 신호처리용 PCB는 일반적으로 LCD 모듈의 후면에 

부착된다. LCD 모듈 후면에는 신호처리용 PCB 외에도 signal source를 

입력받는 셋탑박스, 신호처리용 PCB로부터 방사되는 EMI 차폐를 위한 

shield case, backlight unit을 control하는 inverter 회로 등이 부착된다. 

그림 3.1.1 LCD TV 모듈 구성도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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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품의 후면 중 신호처리용 PCB를 차폐하고 있는 shield case

를 살펴보면 상단은 metal tape으로 차폐가 되어있는 반면 하단 부위는 

개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신호처리용 PCB의 입력단의 경우 

셋탑박스로부터 데이터 및 전원을 전달받기 위한 입력 케이블을 연결해

야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신호처리용 PCB는 shield case를 이용

한 완전한 차폐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EMI의 완전한 차폐 또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shield case

로 차폐가 불가능한 부위인 신호처리용 PCB의 입력단에 대해 배선 및 

부품 변경 전/후에 대한 EMI를 Allegro사의 Power SI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1.2는 선정한 모델의 신호처리용 PCB에 대해 입력단을 제외한 

나머지 Block의 부품 및 배선들을 모두 제거한 reference 모델이다. 입력

단의 입력 커넥터 및 저항과 같은 몇 종류의 부품과 배선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EMI를 측정하였다. 

그림 3.1.2 40” FHD 60Hz 제품 PCB reference 모델

그림 3.1.3은 Allegro사의 Power SI라는 2.5D 해석 tool을 이용한 

reference 모델의 EMI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참고로 2.5D라 함은 2D 평

면구조를 수직구조로 겹쳐서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즉, 완전

한 의미의 3D는 아니지만, 적층형 구조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2.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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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컫는다. 측정 결과 electric field strength는 30MHz ∼ 1GHz 전 구

간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그림 2.2.3에서 보여준 

실 측정 데이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다만 electric field strength

가 실 측정 데이터보다 약 20∼40dBμV/m가량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모듈에 의한 접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이며, 주파수가 높아

질수록 electric field strength가 증가하는 경향은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

서는 모듈을 배제한 신호처리용 PCB에 대해서만 일괄 비교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림 3.1.3 reference 모델의 EMI 시뮬레이션 결과 (farfield) 

다음 단계로 EMI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찾기 위해 배선 및 부

품에 대한 split 설계 후 EMI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먼저 그림 3.1.4

와 같이 저항 및 커패시터, 비드 및 RCLAMP에 대한 부품 실장/제거 

Split 모델에 대한 EMI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

림 3.1.5와 같다. 저항, 커패시터, 비드를 제거한 모델의 경우에는 

reference 모델과 EMI 레벨에서 차이가 나질 않는다. 그러나 RCLAMP 



- 20 -

제거 시에는 reference 모델 대비하여 electric field strength가 최대 3dB

μV/m 개선됨이 확인된다. 

RCLAMP란 electric surge damage를 저감시키기 위해 부착한 부품으

로 수 ns동안 기준치 이상으로 인가되는 surge의 peak 값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이를 입력단에 실장함으로 인해 ESD 안정성은 

증가하였을지 모르나 전압에 대한 선택적 필터 기능이 current 

distribution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EMI 관점에서는 electric field 

strength를 증가시키는 역기능도 존재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만약 ESD

에 대한 PCB의 내성 및 TV 모듈 자체의 내성이 충분히 만족된 상태 

하에서 EMI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RCLAMP의 제거를 충분히 고려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4 RCLAMP 탈/부착 split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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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부품 탈/부착 split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far-field)

 다음으로 부품 외에 배선이 EMI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배

선 관련 split 설계를 진행한 후 그에 대한 EMI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

다. 그림 3.1.6과 같이 signal 배선에 대해 differential line 및 dingle line 

축소를 진행하였다.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3.1.7과 같다. 

Differential line의 축소 시에는 reference 모델과 EMI 레벨의 차이가 없

다. 그러나 single line 축소 시 저주파수 대역에서 약 18dBμV/m의 확연

한 EMI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제품의 신호처리용 

PCB에는 PCB 내 chip간 통신 및 inverter 동기용 등으로 사용되는 약 

10여종의 single line이 존재하는데, 이들로 인한 current 루프가 생성되

고 이는 current distribution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EMI를 상승시키

는 역할을 하게 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

대로 향후 신호처리용 PCB 설계 시 EMI를 고려하여 최대한 single line

의 설계를 자제하거나, 최소의 길이로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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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single line 축소 split 모델

그림 3.1.7 배선 변경에 따른 EMI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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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CB 기판의 via hole 영향 분석

PCB(printed circuit board)에 존재하는 via hole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PCB 층의 transmission line이나 trace들의 전기적 연결을 위해 사

용한다. 한정된 면적의 PCB 내에서 구동에 필요한 부품 및 IC를 배치하

고 서로 연결하기 위해 via hole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Via hole은 그림 3.2.1.과 같은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림 3.2.1 Via hole의 종류

Through-hole via의 경우 최 외곽 layer를 연결시켜주며 모든 layer를 

가로지른다. Blind via hole의 경우 외곽 layer와 내부 layer를 연결시켜

준다. Buried via hole의 경우 내부 layer를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디스플레이 제품 신호처리용 

PCB가 2Layer 구조이므로 through-hole의 경우만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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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는 일반적인 via hole의 단면 구조이다.  

그림 3.2.2 일반적인 via hole 단면 구조

Via hole은 기본적으로 via pads와 drilling hole로 구성된 via barrel

로 구성되어 있다. PCB trace는 via pads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이다. 이

렇게 만들어진 via hole은 자체적으로 기생 성분을 띄게 되는데 이는 

impedance discontinuity의 원인이 된다. 특히 이러한 discontinuity는 

PCB가 복잡해지고 소형화되며, signal 전송 속도가 더욱 높아지는 최근

의 시스템 하에서 radiated emission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무작정 via hole을 많이 설계하거나 적게 설계한다고 해서 

PCB의 신호 특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적합한 수의 via hole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3], [10], [16], [28] - [31]

앞서 설명한 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via hole과 관련한 연구는 신호 품질과 연관되어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왔으며, scattering parameter라고 불리는 s-parameter로 설명되어

져 왔다. 원래 s-parameter는 RF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2000년

대 이후 고속 보드 레벨 회로 설계에서도 흔히 사용하게 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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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ameter는 회로 network에서 입출력 신호의 비율로 해당 network

의 특성을 묘사하는 인자이다. S-parameter data set은 EM 시뮬레이션 

tool이나 vector network analyzer로 얻을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Ansoft사의 HFSS (High Frequency Structure Simulator) tool을 이용하

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획득하였다. HFSS는 3D field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tool이며, 3차원적인 electromagnetic structure를 설

계하고 그에 대한 주파수 해석이 가능한 finite element method solver이

다. PCB 입력단의 배선 및 via hole에 대한 다양한 구조에 대한 split 설

계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각각에 대한 s-parameter data set을 

구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외에 electric field strength data set도 구하여 

비교하였다. 

Via hole 시뮬레이션을 위해 가장 먼저 reference 모델을 선정하고 설

계하였다. PCB 면적은 실제 디스플레이 40” TV 제품에 적용된 신호처

리용 PCB와 동일한 면적인 150mm×80mm로 설계하였으며, 배선으로 인

한 커플링 영향 확인 및 port 지정을 위한 목적으로 top면에 differential 

line 1 pair를 배치하였다. 임피던스를 고려하여 microstrip line width 

(Wm) = 1.47mm, spacing between lines = 1mm으로 설계하였고, 실 제

품 신호처리용 PCB에 적용된 소자 및 배선들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하여 

top면에 배선을 제외한 copper 층을 추가 배치하였다. Excitation은 각 

trace end를 port로 지정하였고, 실 제품 및 향후 개발될 고 사양 제품까

지 고려하여 frequency range는 100MHz ∼ 5GHz로 확장하여 측정하였

으며 각각에 대한 electric field strength를 얻었다. 또한 reference 모델

을 이용하여 얻은 EMI data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copper층을 제외한 

배선만 존재하는 비교 모델을 선정하여 얻어진 EMI data를 비교하였다. 

reference 모델 및 비교 모델, via hole 설계 모델은 그림 3.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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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ference 모델               (b) 비교 모델

        (c) Via hole 설계 모델  

그림 3.2.3 Via hole 시뮬레이션을 위한 reference 모델 및 비교 모델 

그림 3.2.4는 via hole 시뮬레이션을 위해 설계한 reference 모델과 비

교 모델의 EMI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단순 배선만 존재하는 비교 모델

의 electric field strength보다 copper층이 추가로 구성된 reference 모델

의 electric field strength가 최대 20dBμV/m 이상 높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op면에 copper층이 깔린 모델이 비교 모델보다 실제 제

품에 적용되는 신호처리용 PCB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via hole 간격 설계 시뮬레이션 및 실험 진행 시 copper 

층이 top면에 깔린 reference 모델을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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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Reference 모델 및 비교 모델의 EMI 시뮬레이션 결과 (far-field)

그림 3.2.5 Reference 모델 및 via hole 설계 모델의 EMI 시뮬레이션 결과

                                (far-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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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는 via hole 시뮬레이션을 위해 설계한 reference 모델과 실

제 via hole을 설계한 비교 모델의 EMI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Via hole

이 없는 reference 모델의 electric field strength보다 배선 주변으로 via 

hole이 설계된 비교 모델의 electric field strength가 최대 15dBμV/m 이

상 높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호처리용 PCB에 설계된 via 

hole로 인해 ground가 강화되며 signal line 주변의 EMI 방사를 억제함

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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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ignal Line EMI 저감을 위한 via hole 최적 설계

수 년 전부터 PCB 설계 시 via hole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

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signal 

line EMI 저감을 위해 적용하는 guide via hole 설계 시에는 λ/20 혹은 

λ/10 ∼ λ/50의 수준으로 설계해야 하며, 또한 균등 간격으로 via hole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호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

다. [2], [3], [10], [17], [18], [30] - [33] 그런데, 이러한 via hole 설계 

rule은 실제 LCD TV 제품이나 기타 제품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

다. 실제로 LCD TV 제품의 EMI 평가는 30MHz ∼１GHz 대역에서 이

루어지는데, 이 경우 관심 최대 주파수 1GHz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λ 

= 30cm가 되고, λ/20 = 15mm가 된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간격으로 

via hole을 설계할 경우 LCD TV 제품의 신호처리용 PCB 면적을 고려

했을 때 실제로 적용 가능한 via hole의 수는 수 십 개를 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수동 및 능동 소자와 배선까지 고려할 경우 설계 가능

한 via hole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그림 3.3.1은 지금까지의 via 

hole 간격에 관한 연구의 한계에 대해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3.3.1 기존 via hole 설계 rule의 한계 및 현실적인 via hole 설계 rule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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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CD TV 제품에 적용 가능한 via hole 설계 간격을 λ/10 ∼ λ

/50의 수준으로 규정지으면 설계 범위가 너무 넓어 효과적인 PCB의 설

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via hole과 관련된 

specific한 최적의 설계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

제 LCD TV 제품의 신호처리용 PCB에 적용이 가능한 via hole 간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며, 기준 배선–via hole 간의 간격에 대한 설계 rule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찾아보기 힘들기에 본 논문에서 함께 분석하고

자 한다. 

우선 EMI 저감을 위한 via hole 최적 설계 rule을 도출하기 위한 연

구 방법 중 하나로 신호 라인 간 crosstalk 분석을 통한 최적 설계 rule

을 검토하였다. 앞서 제작한 reference model을 베이스로 via hole간 거

리 및 배선-via hole 간 거리에 대해 유니베리언트 최적화 방식을 적용

하여 split 설계를 한 후 HFSS를 이용한 EMI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측정 주파수 대역은 100MHz ∼ 5GHz이며 해당 대역에서의 S21 및 

S41을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제작한 PCB의 제원은 표 3.3.2에 

나타내었다. 설계변수인 via hole간 width(W) 및 배선-via hole 간 

distance(D)는 각각 3[mm] (=λ/100) 부터 30[mm] (=λ/10)까지 설정하였

다. 이는 결국 2개의 변수인 W와 D를 가지는 함수 F(W, D)의 최적값을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설계 flow-chart는 그림 3.3.3과 

같다. 그림 3.3.4에는 HFSS를 사용하여 만든 split 설계안 중 4종류의 

PCB만 간략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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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Via hole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용 PCB 제원 

PCB Size 150 [mm] × 80 [mm]

PCB 층 수 2 Layer

PCB 두께 0.8 [mm]

배선 width 1.47

배선 length 80mm

배선 임피던스 50 [Ω]

via diameter 0.35 [mm] 

via pad diameter 0.7 [mm]

via hole 간 width (W) 3 [mm] ∼ 30 [mm]

배선–via hole 간 distance (D) 3 [mm] ∼ 30 [mm]

그림 3.3.3 최적 설계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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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Via hole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용 PCB

먼저 W를 고정하고 D가 변경되는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

며, board a vs board b, board c vs board d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3.3.5는 W 고정 / D 변경 시의 guide via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 

s-parameter, 특히 배선 간 신호 전달 품질 및 crosstalk을 보기 위한 

S21 및 S41을 나타낸 결과이다. S21의 경우 insertion loss라 불리며, 입

력 포트로 들어가서 출력 포트로 나오는 신호의 비를 말한다. S21의 레

벨이 낮을수록 입력 대비 출력 신호의 파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

며, 만약 S21 = -3dB라면 입력 대비 출력 신호의 파워가 반으로 줄어들

었음을 의미한다. S41의 경우 far-end crosstalk이라 불리며, 레벨이 낮

을수록 신호 전달이 잘됨을 의미하는데, 이는 EMI 방사가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a)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S21)을 보면 

test board b보다 test board a가 최대 1dB만큼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이는 test board a가 test board b보다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타낸다.  

(b)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S41)을 보면 tes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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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다 test board a가 전 대역에서 낮은 레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test board a가 test board b보다 신호 품질이 좋음을 나타낸

다. 즉 배선-via hole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타내

는 결과이다. (c)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S21)을 보

면 test board d보다 test board c가 최대 0.6dB만큼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test board c가 test board d보다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

타낸다.  (d)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S41)을 보면 

test board d보다 test board c가 전 대역에서 낮은 레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test board c가 test board d보다 신호 품질이 좋

음을 나타낸다. 즉 배선-via hole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호 손실이 낮

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상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

리면 배선-via hole 간 거리 D는 작을수록 신호 품질이 우수하므로, 실

제 PCB 설계 시 배선-via hole 간 거리 D는 λ/100(3mm) 혹은 그 이하

로 설계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a)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S21, test board a vs test boar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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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S41)

(S41, test board a vs test board b)

(c)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S21)

(S21, test board c vs test boar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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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S41)

(S41, test board c vs test board d)

그림 3.3.5 W고정/D변경 시의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s-parameter, S21, S41) 

다음으로 D를 고정하고 W가 변경될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

며, 이 경우에도 역시 board a vs board c, board b vs board d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3.3.6은 D 고정 / W 변경 시의 guide via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특히 배선 간 신호 전달 품질 및 crosstalk을 보기 

위한 S21 및 S41을 나타낸 결과이다. (a)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

뮬레이션 결과(S21)을 보면 test board a보다 test board c가 최대 1dB

만큼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test board c가 test board a보다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타낸다.  (b)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

션 결과(S41)을 보면 test board a보다 test board c가 전 대역에서 낮은 

레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test board c가 test board a

보다 신호 품질이 좋음을 나타낸다. 즉 via hole 간 간격 또한 가까울수

록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c)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S21)을 보면 test board b보다 test board d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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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0.6dB만큼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test board d가 test 

board b보다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타낸다. (d)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S41)을 보면 test board b보다 test board d가 전 

대역에서 낮은 레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test board d

가 test board b보다 신호 품질이 좋음을 나타낸다. 즉 via hole 간 간격

이 가까울수록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상기의 시뮬레이

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via hole 간 간격 W 또한 작을수록 

신호 품질이 우수하므로, 실제 PCB 설계 시 배선-via hole 간 거리 D는 

λ/100(3mm) 혹은 그 이하로 설계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a)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S21, test board a vs test boar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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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S41)

(S41, test board a vs test board c)

(c)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S21)

(S21, test board b vs test boar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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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S41)

(S41, test board b vs test board d)

그림 3.3.6 D고정/W변경 시의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s-parameter, S21, S41) 

지금까지 신호 라인 EMI 저감용 guide via hole 설계 rule에 대해 유

니베리언트 방식에 의한 split 설계 및 EMI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신호 라인 간 crosstalk 분석을 진행하여 첫 번

째 최적 guide via hole 설계 rule을 도출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본 논문

에서는 far-field EMI 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통한 두 번째 최적 guide 

via hole 설계 rule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 3.3.7의 (a)∼(e)는 

HFSS를 이용한 EMI 시뮬레이션 결과 중 electric field strength 

(far-field EMI)를 나타낸 결과이다. 관심 주파수인 100MHz ∼ 1GHz의 

주파수 대역에서 특정 주파수 별 electric field strength(dBμV/m)값을 

설계변수인 W 및 D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100MHz부터 100MHz 단

위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주파수 별 유사 사례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100MHz, 300MHz, 500MHz, 700MHz의 4가지 사례만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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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를 보면, 100MHz 대역에서의 EMI 최저점은 W 7.5 [mm], D 

7.5 [mm]로 via hole을 설계했을 경우이며, 이 때 electric field strength

의 크기는 약 36dBμV/m로 나타난다. 즉 W와 D 모두 λ/40 수준으로 설

계할 경우 100MHz 대역에서 EMI 최적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b)의 경우 300MHz 대역에서의 EMI 최저점 역시 W 7.5 

[mm], D 7.5 [mm]로 via hole을 설계했을 때이며, electric field strength

의 크기는 약 48dBμV/m로 나타난다. (c)의 경우에는 500MHz 대역에서

의 EMI 최저점이 W 7.5 [mm], D 10 [mm]으로 설계했을 때이며, 

electric field strength의 크기는 약 53dBμV/m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d)의 경우에는 700MHz 대역에서의 EMI 최저점이 W 6.0 [mm], D 7.5 

[mm]로 설계했을 때이며 electric field strength 크기는 약 59dBμV/m로 

나타난다. 

(a) 100MHz에서의 via hole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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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00MHz에서의 via hole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c) 500MHz에서의 via hole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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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700MHz에서의 via hole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3.7 Guide via hole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electric field strength = far-field EMI)

상기의 signal line EMI 저감을 위한 via hole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via 간 width 및 배선-via 간 distance를 최대한 

작게 만든다고 해서 결코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EMI 최적값을 얻을 수

는 없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 별 최적의 EMI를 나타내는 W 및 D가 존

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최저 EMI 

peak를 만족하는 W, D 역시 존재하지 않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EMI 최적값을 만족하는 specific한 W 및 D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

여 PCB 설계 및 제작 시 반영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PCB의 신호 품

질 향상 및 PCB EMI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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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체방사를 고려한 via hole 최적 설계

PCB로부터 방사되는 EMI 중 signal line으로부터 방사되는 EMI 외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PCB 전체 방사에 대한 것이

다. PCB는 배선 외에도 각종 IC들 및 수동소자, power, ground층 등으

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구조물이다. 그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일

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는 일은 ground층을 공고히 하여 power나 signal, IC 간 간섭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는 ground층을 연결시켜주는 

via hole의 역할이며, 따라서 이러한 GND via hole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가 결국 PCB의 EMI 전체 방사와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20], [28] - 

[30]

이러한 PCB 전체 방사를 고려한 via hole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signal line EMI 저감을 위한 via hole 설계와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정 signal line의 EMI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PCB 전체에

서 방사되는 EMI를 고려하기 위함이므로 signal line 주변에 via hole을 

설계한 모델 중 하나의 test board를 reference 모델로 선정한 후 PCB 

전면에 추가 via hole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signal line EMI 저감을 위해 배치한 via hole로도 막지 못하고 방사되는 

잔여 EMI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추가적인 EMI 저감 효과 확인이 본 절

의 요지이다. 이를 위해 signal 배선 한쪽을 signal 입력 포트로 두고, 나

머지 한쪽을 open 처리하는 구조로 만들어 해당 PCB 자체가 안테나 역

할을 하게 만든 후 관심 있는 각 주파수 별 EMI peak를 확인하는 것으

로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설

계한 전체방사에 따른 via hole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용 PCB의 제원을 

표 3.4.1에 나타내었다. 그림 3.4.2는 HFSS로 설계한 PCB이며 reference 

모델을 포함하여 총 4종의 PCB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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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전체방사에 따른 via hole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 PCB 제원

PCB size 150 [mm] × 80 [mm]

PCB 층 수 2 Layer

PCB 두께 0.8 [mm]

배선 width 1.47

배선 length 80mm

배선 임피던스 50 [Ω]

via diameter 0.35 [mm] 

via pad diameter 0.7 [mm]

via hole 간 width (W) 6 [mm], 15[mm], 30 [mm]

배선 – via hole 간 distance (D) 10 [mm] 고정

그림 3.4.2 전체방사를 고려한 via hole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용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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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3.4.3은 그림 3.4.2의 시뮬레이션용 PCB에 대해서 HFSS를 

이용한 EMI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로 electric field strength 

(far-field EMI)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3.4.3 전체방사를 고려한 via hole 최적 설계

     EMI 시뮬레이션 결과 (farfield)

 Reference 모델을 기준으로 via hole 간 간격 W가 작아질수록 

electric field strength 레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심영역

인 1GHz 대역에서는 reference 모델 대비하여 최대 14dBμV/m 가량 

EMI 레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전체 방사를 고

려한 via hole 설계 시 via 간 간격인 W를 고려할 때 λ/50 = 6mm 이하

로 설계할 경우 ground 강화 및 EMI 저감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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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    험 

Signal line EMI 레벨을 저감시켜 주는 via hole 최적 설계 시뮬레이

션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해 제작한 

PCB의 설계 제원은 표 4.1.1에 나타내었다. 그림 4.1.2는 제작된 PCB이

며, 그림 4.1.3은 PCB를 실험하기 위한 실험 환경이다.

표 4.1.1 Via hole 최적 설계 실험용 PCB 제원

PCB size 150 [mm] × 80 [mm]

PCB 층 수 2 Layer

PCB 두께 0.8 [mm]

배선 width 1.47

배선 length 80mm

배선 임피던스 50 [Ω]

via diameter 0.35 [mm] 

via pad diameter 0.7 [mm]

via hole 간 width (W) 3 [mm] ∼ 30 [mm]

배선 – via hole 간 distance (D) 3 [mm] ∼ 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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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2 Via hole 최적 설계 실험용 PCB 

  

（a）network analyzer(Agilent)         (b) PCB 체결 모습

그림 4.1.3 Via hole 최적 설계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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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작한 reference model을 베이스로 via hole간 거리 및 배선

-via hole 간 거리에 대해 유니베리언트 최적화 방식을 적용하여 split 

설계를 한 후 network analyzer를 이용한 s-parameter를 측정하였다. 측

정 주파수 대역은 100MHz ∼ 5GHz이며 해당 대역에서의 S21 및 S41 

을 획득하였다. 수작업의 한계로 인하여 설계변수인 via hole간 

width(W) 및 배선-via hole 간 distance(D)는 각각 6[mm] (=λ/50) 부터 

30[mm] (=λ/10)까지 split 제작을 진행하였다. 

먼저 W를 고정하고 D가 변경될 경우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board 

a vs board b, board c vs board d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4.1.4는 W 

고정/D 변경 시의 guide via 최적 설계 실험의 결과이며, 특히 배선 간 

신호 전달 품질 및 crosstalk을 보기 위한 S21 및 S41을 나타낸 결과이

다. 각각의 조건은 시뮬레이션 조건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a)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S21)을 보면 test board b보다 test board 

a가 최대 3dB만큼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test board a가 test 

board b보다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타내며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준다. (b)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S41)을 보면 

test board b보다 test board a가 전 대역에서 낮은 레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test board a가 test board b보다 신호 품질이 좋

음을 나타낸다. 즉 배선-via hole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호 손실이 낮

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결과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한 경향

을 보여준다. (c)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S21)을 보면 test 

board d보다 test board c가 최대 2dB만큼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test board c가 test board d보다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타낸다.  

(d)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S41)을 보면 test board d보다 

test board c가 전 대역에서 낮은 레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test board c가 test board d보다 신호 품질이 좋음을 나타낸다. 즉 

배선-via hole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타내는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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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

(S21, test board a vs test board b)

(b)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 (S41)

(S41, test board a vs test boar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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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 (S21)

(S21, test board c vs test board d)

(d)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 (S41)

(S41, test board c vs test board d)

그림 4.1.4 W고정/D변경 시의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 

(s-parameter, S21,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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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배선-via hole 간 거리 

D는 작을수록 신호 품질이 우수하므로, 실제 PCB 설계 시 배선-via 

hole 간 거리 D는 λ/50(6mm) 혹은 그 이하로 설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표 4.1.5와 같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한다.

표 4.1.5 W고정/D변경 시의 guide via 최적 설계 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시뮬레이션 결과 실험 결과

case (a), S21

test board a vs test board b

test board a가 

1dB 높음

test board a가 

3dB 높음

case (b), S41

test board a vs test board b

test board a가 전 

대역에서 낮음  

test board a가 전 

대역에서 낮음

case (c), S21

test board c vs test board d

test board c가 

0.6dB 높음

test board c가 

2dB 높음

case (d), S41

test board c vs test board d

test board c가 전 

대역에서 낮음

test board c가 전 

대역에서 낮음

다음으로 D를 고정하고 W가 변경될 경우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역시 board a vs board c, board b vs board d를 비교 분석하

였다. 그림 4.1.6은 D 고정/W 변경 시의 guide via 최적 설계 실험 결과

이며, 특히 배선 간 신호 전달 품질 및 crosstalk을 보기 위한 S21 및 

S41을 나타낸 결과이다. (a)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S21)

을 보면 test board a보다 test board c가 최대 3dB만큼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test board c가 test board a보다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타낸다.  (b)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S41)을 보면 test 

board a와 test board c가 전 대역에서 유사한 레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c)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S21)을 보면 test board 

b보다 test board d가 최대 3.5dB만큼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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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board d가 test board b보다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타낸다. (d)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S41)을 보면 test board b보다 test 

board d가 전 대역에서 낮은 레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test board d가 test board b보다 신호 품질이 좋음을 나타낸다. 즉 via 

hole 간 간격이 가까울수록 신호 손실이 낮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a)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

(S21, test board a vs test boar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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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 (S41)

(S41, test board a vs test board c)

(c)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 (S21)

(S21, test board b vs test boar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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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 (S41)

(S41, test board b vs test board d)

그림 4.1.6 D고정/W변경 시의 guide via 최적 설계 EMI 실험 결과 

(s-parameter, S21, S41) 

상기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via hole 간 간격 W 또

한 작을수록 신호 품질이 우수하므로, 실제 PCB 설계 시 배선-via hole 

간 거리 W는 λ/50(6mm) 혹은 그 이하로 설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으

며, 이는 표 4.1.7과 같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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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D고정/W변경 시의 guide via 최적 설계 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시뮬레이션 결과 실험 결과

case (a), S21

test board a vs test board c

test board c가 

1dB 높음

test board c가 

3dB 높음

case (b), S41

test board a vs test board c

test board c가 전 

대역에서 낮음  

test board c가 전 

대역에서 낮음

case (c), S21

test board b vs test board d

test board d가 

0.6dB 높음

test board d가 

3.5dB 높음

case (d), S41

test board b vs test board d

test board d가 전 

대역에서 낮음

test board d가 전 

대역에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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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양산되고 있는 

40” LCD TV에 적용된 회로 부품인 신호처리용 PCB에 대한 기본적인 

EMI 분석을 진행하였고, 둘째로 신호처리용 PCB로부터 방사되는 EMI

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via hole과 연계한 시뮬레이

션 및 실험,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현재 생산되고 있는 LCD TV는 구조적으로 신호처리용 PCB의 

입력단에서 방사되는 EMI를 차폐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

을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신호처리용 PCB로부터 방사되는 EMI를 저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via hole과 연계한 설계 방안에 대해 λ/20 혹은 λ/10 ∼ 

λ/50로 결론을 내린 기존 연구 결과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

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split 설계 및 시뮬레이션, 실험, 분석을 진행

하였다. 설계는 2가지 측면에서 진행하였으며, signal line EMI 저감을 

위한 via hole 최적 설계 측면과 PCB 전체 방사 EMI 저감을 위한 via 

hole 최적 설계 측면으로 분리하여 유니베리언트 최적화 방법을 적용한 

split 설계 및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

려한 via hole 설계를 통해 guide via hole 설계 시에는 λ/100 이하로 설

계해야 하며 특정 주파수를 고려할 경우 그에 따른 specific한 via hole 

간격 설정을 함으로써 ground 강화를 통한 신호처리용 PCB로부터 방사

되는 EMI를 저감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PCB 설계 시 본 논문에서 제시한 via hole 설계 rule을 따를 경

우 EMI 개선 측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LCD TV의 구동 회로부인 2

층 PCB라는 특수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LCD TV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

의 PCB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4층 이상의 PCB 및  

다양한 형태의 PCB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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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포함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집약된다면 제품 

제작 전 EMI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한 제품 개

발비 감소 및 제품 개발 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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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ization of Via-hole for Signal 

Process PCB‘s EMI Reduction

Kyung-woo Kim

Department of Electrical Eng.& Comput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re ar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electronic 

goods  caused by the increase of complexity of the circuit. Also 

LCD display products show similar phenomenon like above, and  

especially EMI problems affecting the human body is 

increasing. The EMI test has to be evaluated after the products 

are produced. But   if there is a problem, we should apply the 

solving method and need to re-produce and re-test about 

goods. In this process, product development time and 

development costs will be increased. For this reason, interesting 

in the EMI simulation previous to design of electronic product 

have risen, but still not applied yet.

 In this paper, we will progress the EMI simulation about the 

signal processing PCB of LCD display products, research about 

the via hole design rule which can reduce the EMI. In 

particular,  we will pointed to the problems of the via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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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rule in previous research, and establish the new via hole 

design rule which can be adapted to the signal processing PCB 

of real products. We select a signal processing PCB of LCD 

display 40" TV as a reference model, and progress EMI 

simulation about Input block of PCB because of we can't cover 

the shield case. Next, among the EMI reducing method of 

signal processing PCB, to find the optimum via hole spacing, 

and then divided into two groups, the one is via hole which 

can reduce the signal line EMI, and the other is via hole which 

can reduce the entire EMI radiation of PCB, and we were 

progress the 3D simulation applied univariant optimization 

method. In this process, we use an Ansoft HFSS tool which 

applied 3D FEM method. Finally in order to verify the results 

obtained by simulation, we were manufacturing the signal 

processing PCB and progressing experiments, and presented 

appropriate via hole interval that is proved optimal interval.

keywords : EMI, PCB, via hole, univariant metho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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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유니베리언트 최적화 방법

 유니베리언트 최적화 방법은 설계 변수 중 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는 고정시키고 한 변수를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변화시켜서 최적값을 

찾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변수를 바꾸어서 차례로 시행한다. 이 방

법은 구현하기에 간단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설계 변수의 변화에 따른 

목적함수의 영향을 이해하기에 용이하다. 기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2개의 변수, x1과 x2를 가지는 함수 F(x1, x2)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에 

대한 기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Maximize F(x1, x2) where a<x1<b, c<x2<d

문제 정의

 step 1. Set x2 = X2 = (c+d) / 2

 - x2의 초기 값 설정.

 step 2. Search x1 to maximize F(x1, X2), then set x1 = X1

 - x2를 X2로 고정시키고, x1을 변화시키면서 F(x1, X2)를 최대로 하는

   X1을 찾음.

 step 3. Search x2 to maximize F(X1, x2), then set x2 = X2

 - x1을 X1로 고정시키고, x2를 변화시키면서 F(X1, x2)를 최대로 하는

   X2를 찾음.

 step 4. Search again x1 to maximize F(x1, X2), then set x1 = X1’

 - x2를 X2로 고정시키고, x1을 변화시키면서 F(x1, X2)를 최대로 하는

   X1’을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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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If |X1 – X1’| < ε(given), then stop

   else X1 = X1’, go to step 2.

 - 수렴조건을 만족하면 프로그램 종료, 그렇지 않으면 step3.로 돌아감.

 다음은 유니베리언트 최적화 방법의 적용 사례이다. Test function은 아

래와 같다.

2 25 5 6F x y xy       (3.1)

 F가 최대가 되는 x 및 y를 찾는 방법이며 2차원 및 3차원으로 결과를 

표현하였다.

(a) 2차원 및 3차원 결과 그래프

(b) 최적값을 찾아가는 방법

그림 3.3.1. 유니베리언트 최적화 방법의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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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via hole 최적 설계를 위해 최적화 알고리듬 중 가장 기

본이 되는 상기의 유니베리언트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계 변수로는 향후 

설명할 배선 및 via hole 간 거리 D와 via hole 간 거리인 W로 설정하

여 D 및 W에 따른 split 설계 후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먼저 D를 고

정하고 W를 변경하며 최적의 EMI peak를 나타내는 W를 찾았으며, 다

음으로 W를 고정하고 D를 변경하여 최적의 EMI peak를 나타내는 D를 

찾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수렴 조건으로는 최소의 electric field 

strength(EMI peak)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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