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C기술지원 설계대책 보고서

□개

요

o 제 품 명 : 휴대용 X-ray 검출기
o 지원내용 : 전자파 장해 복사성 방출(EMI-RE) FAIL로 인한 회로
검토 및

PCB Artwork 분석

□ 제품 및 노이즈 소스원 분석

o 30 MHz ~ 80 MHz 대역 브로드밴드 노이즈는 charger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charger의 IC는 TI사의 bq24640을 사용하고 있음
o bq24640은 기본적으로 12 kHz ~ 17 kHz의 스위칭을 통해 출력을 발생시키고,
이 스위칭 노이즈가 30 MHz ~ 80 MHz의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원인임
o 업체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케이블 등에 코어를 감아 노이즈 대책을
진행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PCB에서 방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PCB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 Data Sheet 검토(bq24640, TI, Super

capacitor Charger)

o bq24640의 PCB 설계 가이드에 따르면 1 ~ 6번 까지를 추천하고
있으나, 설계된

PCB와 회로도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음

- 1 -

o Application note에서 제공한 회로도를 보면 시그널 그라운드와 파워
그라운드는 분리토록 되어 있으며 두 개의 그라운드는

Power Pad

에서만 연결하여야 함

<Application Note 회로도>

- 설계된 회로도의 경우 파워 그라운드와 시그널 그라운드를 구분
없이 하나의 그라운드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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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에는 그라운드가 연결되지 않은 곳도 존재함

o 센싱저항의 경우 루프영역을 최소화 하고, 디커플링 캐패시터는

IC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은
패턴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PCB에는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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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베터리쪽 디커플링 캐패시터는 최대한 IC 칩에 가까이 배치

(Application note 회로상의 C10번)하여야 하나, 실제 회로도에는
무배치

o EVM 회로도에서 Q4 Drain, Q5 Source에 최대한 가까이에 디커플링
캐패시터(스너버 회로)를 배치하며 이때 세라믹 캐패시터는

X5R의 ESR이 낮을 것을 사용하여야 함. 회로도에는 무배치
※ 참고 bq24600 EVM(HPA421) http://www.ti.com/lit/ug/sluu410/sluu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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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7R,

<EVM보드 회로도>

□ PCB 설계대책
1. 2Layer가 아닌 EVM 보드에서처럼 4Layer PCB 설계 필요

TOP

2nd Layer(GND)

3rd Layer(VCC)

Bottom

2. 입력, 출력 캐패시터는 X7R, X5R의 ESR이 낮은 캐패시터를 사용
하며, 제품 내 온도가 높다면 X7R로 사용할 것. EVM보드 회로
에서처럼 Q4 Drain과 Q5 Source 사이에도 캐패시터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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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nd Layer(GND)에서 파워 그라운드와 시그널 그라운드 분리
파워 그라운드

시그널
그라운드

4. 붉은색으로 표시된 센싱저항 부분 PCB Pattern 변경, 부품 배치
등도 가급적 EVM보드 Pattern과 동일하게 배치 및 드로잉 하며,
파란색 테두리처럼 루프 사이즈를 최소화 할 것

5. 출력부 전류에 따른 인덕터, 캐패시터, 센싱 저항 값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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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수정 결과 데이터
회로 수정 전

회로 수정 후

o 회로 수정 결과 문제가 전체적으로 전자파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30 ~ 80 MHz 대역에서 FAIL이 발생하던 부분의 전자파가
확연히 감소한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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