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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문서는 A34M418 하드웨어를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담은 문서입다. 

 다양한 보드의 다양한 노이즈 대책에 대해 정해진 해답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만 고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대책은 없으므로, GND층 배치, 부품 배치, 부품 정격, S/W 등을 모두 고려
하여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그 동안의 노하우를 담았으며 다양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문서로, 향후
추가 개선된 방안 혹은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배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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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Noise 대책은 GND층을 배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드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Noise가 GND층을 통해 전원부로 잘 빠져나가도록, MCU에서 전원
부까지 GND층을 넓고 막힘 없이 배선해야 합니다.

 GND 연결 방법

• 다른 경로 대비 GND 경로를 최우선으로 배선합니다. 
(GND 패턴이 루프 형태를 띠는 것은 방사 노이즈에 취약해 질 수 있습니다.)

• 와이어 점퍼 사용이나 Layer 변경을 최소화합니다.

• GND층이 변경 될 경우 다수의 VIA를 사용해서 VIA의 기생 인덕턴스(기생 저항 포함)를 최소화합니다.
(단순 DC 연결 만이 아닌 수백MHz에서도 GND전위가 통일되어야 함)

• 면이나 넓은 배선을 사용합니다.   

• Clock source, Bypass Cap., 전원 Filter 등의 소자들은 MCU의 GND(VSS) 핀과 가깝게 배치합니다.
(MCU 동작에 중요한 부분(PLLFLT, VDD18, XTAL 등)은 특히 배치에 주의해야 함.)

 POWER 연결 방법

• 전원 선은 PCB GND와 병렬 배선합니다. 
(전원 배선의 길이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위상차에 의한 내부 리셋 또는 전압 불안정에 의한 오동작 발생할
수 있음.)

• 가능 한 넓은 배선 사용합니다.
(최대 전류 용량에 맞추어 배선 폭 결정)

• 배선이 길어 질 경우 배선 중간에 Bypass 콘덴서와 정류용 전해콘덴서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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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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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

MCU

GND

VDD 다른 회로로 연결

다른 회로로 연결

PCB 패턴

PCB 패턴

GND

VDD

다른 회로로 연결

다른 회로로 연결

PCB 패턴

PCB 패턴

(1) 방사 노이즈에 취약한
패턴형태: MCU 전원 소스가 외부
전원으로 통과하여 연결 되므로
외부로부터의 노이즈 영향을 쉽게
받음.

전원 소스

전원 소스

(2) 방사 노이즈에 강한 패턴 형태:
MCU 전원 소스가 외부 회로
전원과 분리되어 있어서 외부 방사
노이즈가 직접 유입되지 않음.

단일 유입의 GND패턴을 bottom 
면에 깔아서 단일 접지 형태로 하여
각 핀간 GND 위상차를 줄임.

 방사 노이즈에 강한 회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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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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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

VDD

GND

Bypass Cap.
(0.1uF)

VIA 없이
최소 길이

Bypass Cap. 연결

- 전원 소스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MCU측의 전원 입력
단 앞에 저/고주파 Cap 배치 필요. 
- 전원 안정화용 전해 Cap과 Bypass용 Cap.은 MCU 
가까이 위치시킴.
- 전원선과 GND의 인접 배선은 고주파 Filtering 기능
이 좋아 질 수 있음
- 100nF/50V 커패시터를 단다. 전원 안정화용

Cap(22uF 이상)은 MCU 전원 단에 배치하며, 
Bypass용은 MCU 전원 핀 마다 배치함. Noise 방지
용이기 때문에 MCU 가까이 배치.

MCU

VDD

GND

22uF 0.1uF

저주파
Filtering

고주파
Filtering

Main 전원 Cap. 연결

각 전원 핀에는 bypass cap(104)을 아주 가깝게 달아 주
어야함. (10mm 안으로)
위 그림 중 Better 와 같은 그림이 되도록 하고 CHIP과
bypass cap 연결 시 VIA의 사용은 Noise에 취약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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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 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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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D 연결의 예

MCU

VDD

VDD

GND

GND

GND

GND

Bypass Cap.을 GND 연결 시 전원 pin과
GND pin을 최소 길이로 연결.
IC의 바닥의 GND plane과 핀 바깥쪽의
GND plane을 GND pin을 이용해서 연결.

0.1uF 0.1uF

GND plane 연결 시
다수의 VIA사용 넓은
면의 GND plane 사용

최소 길이

MCU PIN과 최소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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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 예시(4)

내부 GND

방사 노이즈

내부 VCC

거리가 다름에 따
른 위상차 발생

VCC

동일 위상으로 발생
전압차이는 일정함

GND

VCC

GND

VCC

다른 위상차에 따른 순간적인 전압
다운리셋 또는 오작동 발생

- 외부 전원에 의한 노이즈 유입에 대한 주의 사항입니다.
- 전원 배선이 길이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위상차에 의한 내부 리셋 또는 전압 불안정에 의한 오동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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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 and BOOT PIN

 공통 사항

• MCU동작 중 RESET 핀에 Noise가 인가될 경우 비정상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10Kohm을 이용해서 풀업 시킵니다(아래 그림 참고).

 RESET

• 풀업 저항은 MCU pin에 최대한 가까이 배치하고 풀업용 VDD는 MCU가까이에 있는 전원을 사용합니다. 
(MCU에서 먼 전원을 사용하면 Noise에 약해 질 수 있음)

• Reset IC 사용 시 MCU에서 10mm 안에 배치합니다. 

• 추가 Noise bypass용으로 pin에 100nF 정도의 ceramic Cap.을 추가 합니다.

• Noise 방지용으로 추가 한 Cap.은 전원 Bypass Cap. 연결 방법과 같이 Cap.의 trace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합니다.

• 만일 풀업용 VDD가 MCU전원과 다소 멀어 진다면 풀업 전원에 Bypass Cap.(0.1uF)을 추가 합니다. 물론 Bypass Cap.
의 GND는 MCU pin GND와 Tight하게 연결 되어야 합니다. 

 BOOT(Active LOW)

• 이 핀으로 Low 신호가 들어 온채 MCU가 켜지게 되면 MCU는 부트 모드에 계속 머물게 된다. 부트 모드는 UART나
SPI로 Flash Programming 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 부트 핀은 상대적으로 Noise 영향에 적게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MCU 가까이 배치할 필요는 없다. 지나치게 멀리 배
치하지 않는 이상 MCU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배치하면 됩니다.

저항이 MCU에서 멀 경우
저항 사이에 추가 함

MCU VDD

A34M418

VDD

GND

RESET

BOOT

10K10K100nF

100nF

D
E
B
U

G
G

IN
G

 C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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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ck PIN
 방법

• Crystal 공진기나 Ceramic 공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방법은 동일합니다.

• 공진기 주변에 GND Guard를 둘러서 EMI 방사를 최소화하고, 외부 Noise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발진
회로 주변 및 위 아래에 routing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X-Tal의 경우 load Cap.의 GND핀, Resonator의 경우는 GND 핀이 MCU의 GND와 잘 연결해야 합니다.
(MCU에서 10mm 안)

• IC Bottom면 또는 Top 주변의 GND가 선이 아닌 면으로 연결하여 외부 Noise에 의한 발진 offset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외부로 연결될 경우 노이즈 유입경로가 됩니다.

MCU
XOUT

XIN

GND

발진부 GND 
Guard 

MCU PIN과 최소 거리

(수정 후)

GND 패턴 분리됨

단면 PCB 예시
(수정 전)

※ Clock의 GND를 따
로 분리하여 주위에
영향을 적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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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 PIN
 방법

• 외부 sensor로 부터 입력을 받는 부분으로 외부 Noise에 취약 할 수 있습니다.

• 전원과 입력 단의 Filtering이 중요.

• ADC 전원은 AVDD, AGND(AVSS)로 분리 되어 있는데, 이 전원을 MCU 전원과 분리 할 경우 sensor전원은
이 분리된 전원을 사용해야 정확한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분리하지 않는 것이 MCU전원의 Bypass Cap.을 공유 하므로 Noise에는 강할 수 있음).

• ADC 입력에는 필요에 따라 RC Filter를 추가 할 수 있는데, RC Filter는 연속 변화 입력 신호의 지연을 가지
고 오기도 하며, 입력이 과도하게 변화할 경우 정상 상태로 도달하는데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응용
에 따라 적당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RC Filter를 사용할 경우 RC 시 정수 3배 이상의 안정 시간이 필요함)

sensor

AVDD

AGND

R

C

AVDD

AGND

ADC M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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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PIN
 방법

• IO핀은 외부에서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내는 부분으로 외부 Noise에 취약 할 수 있습니다.

• RC Filter를 사용할 경우 IO의 최대 speed를 고려 하여 대략 Fmax=10/RC(RC로 인해 clock이 유지 되는 최
대 주파수)로 사용합니다.

• 통신 핀(UART Rx, Tx 등)이나 외부로 연결되는 IO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렬 저항(100~1K오옴)을 삽입하
여 회로를 구성합니다. 

• MCU에서 사용하지 않는 핀 처리 (I/O의 경우)

 I/O는 output으로 설정하고 출력 값은 low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핀은 외부에 pull down 저항을 사용하여 GND로 묶어 처리하도록 한다. 저항의 위치는 MCU에 가
깝게 배치합니다. (10K 사용을 권장 합니다.)

• 만일 제안된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을 경우 차선책으로 아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테스트가 필요함)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 입력 전압 레벨을 유지(pull up 또는 pull down으로 입력 레벨을 고정) 

 출력으로 사용할 경우 전류가 적게 흐르게 설정
예) 만일 핀에 pull-up resistor가 사용될 경우 output high 로 출력

 기본적으로, 포트는 floating이 되면 안됩니다.

MCU

Not used IO Not used IO

Used IO

R

C
To other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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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PIN - 사용하지 않는 핀에 대해(1/2)

- 사용하지 않는 핀에 대한 PCB 처리 방안 입니다.
- 기본적으로 전원 단의 Impulse Noise에 대한 공핀 처리 방안은 Pull-down/Output-Low입니다.

- 아래는 Pull-down/Output-Low 처리 시의 방사 노이즈 동작 사례입니다.

GPIO
Output-Low

Pull-down/Output-Low 처리 시
외부 방사 노이즈 경로

R

내부 GND

방사 노이즈

내부 VCC

VDD, GND는 가까운쪽으로 노이
즈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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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PIN - 사용하지 않는 핀에 대해(2/2)

- 사용하지 않는 핀에 대한 PCB 처리 방안 입니다.
- 공간 협소로 인한 제약에 따라 routing이 길어질 경우에는 외부 저항의 효과 보다는 방사 노이즈에 의한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Analog Input 모드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는 Pull-down/Floating(Analog Input mode) 처리 시의 방사 노이즈 동작 사례입니다.

Floating

Pull-down/Analog Input 처리 시
외부 방사 노이즈 경로

R

내부 GND

방사 노이즈

내부 VCC

길이가 길어지면 방사 노이즈의
영향을 크게 받음

VDD, GND는 가까운쪽으로 노이
즈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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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AG 

• 개발 또는 양산 중에 firmware 변경이나 debugging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OPEN 상태로 Noise 취약 가능
성이 있습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10Kohm을 이용해서 풀업 시킵니다. (Noise 방지용으로 100ohm 직렬 저항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

 TDO는 1MΩ 풀업 저항을 단다. TDO에 1MΩ 풀업 저항을 다는 까닭은, 원래 TDO에는 저항을 달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Noise 또는 내부 규정상 풀업 저항을 달아야 한다면, floating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값이 큰 저항을 다는 것이다. (참고
로 TDO에 10Kohm 풀다운 저항을 다는 것도 가능.)

 nTRST는 JTAG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핀이다. 만약, 이 nTRST 핀으로 low 신호가 들어가면 JTAG 모듈이 disable됨. 
nTRST 핀을 VDD로 묶은 경우와 GND로 묶는 경우 두 가지가 가능하고, 실제로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각 설계담당자
의 판단을 따름.

• 풀업 저항은 MCU pin에 최대한 가까이 배치하고, 풀업용 VDD는 MCU가까이에 있는 전원을 사용한다. MCU에
서 먼 전원을 사용하면 Noise에 약해 질 수 있습니다.

• 만일 풀업용 VDD가 MCU전원과 다소 멀어 진다면 풀업 전원에 Bypass Cap.(0.1uF)을 추가 한다. 물론 Bypass 
Cap.의 GND는 MCU pin GND와 Tight하게 연결 되어야 합니다. 

JTAG

To 

Connector VDD

nTRST

TDI

TMS

TCK

VSS

100

100

100

100

10K 10K 10K 1M

Add Bypass 
Cap.

10K

TDO
100

M
C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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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D PIN

 목표
• Debugging Pin의 Noise 내성 강화

• 과도 이벤트(Noise, EFT/ESD) 인가 후 Debugging Pin (SWD/RESET Pin)과 GND PIN 사이의 전위 차 변동을 최소화

 SWD 
• 개발 또는 양산 중에 firmware 변경이나 debugging 용도로 사용 함(RESET/BOOT PIN과 함께)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OPEN 상태로 Noise 취약 가능성이 있음.

• 아래 그림과 같이 10Kohm을 이용해서 PULL UP(SWDIO,SWCLK)시킨다. (외부에 추가 함)

• PULL UP 및 PULL DOWN 저항은 가능한 MCU PIN에 가까이 배치한다. PULL UP용 VDD는 MCU와 같은 전원을 사용하
고 PULL DOWN GND는 MCU GND PIN에 가까이 한다

• 만일 PULL UP용 VDD, PULL DOWN GND가 MCU전원과 다소 멀어 진다면 PULL UP 전원 및 PULL DOWN GND 사이
에 에 Bypass Cap.(0.1uF)을 추가 한다. 

MCU VDD
PU/PD 저항이 MCU에서 멀 경우
PU/PD저항 사이에 추가 함

A34M418
SWCLK

VDD
10K

GND

SWDIO

RESET

BOOT

10K10K

0.1uF

0.1uF

D
E
B
U

G
G

IN
G

 C
O

N 100

100

100

100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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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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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버전 내용

2019-09-06 v1.0.0 초기 문서

2019-09-10 V1.0.1 IO PIN에 사용하지 않는 Pin 핀의 풀다운 저항 값 추가.

2019-09-30 V1.0.2 A34M418 SWD 내용 추가.

2019-10-02 V1.0.3 A34M418 SWD 내용 수정 / DOWNLOAD & JTAG 내용 추가.

2019-10-15 V1.0.4 BOOT mode 이미지와 설명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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