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3 -

Abstract – 최근 전자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기기의 집적도가 높
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자기적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집적도가 높은 스마트 기기(Smart
Device)의 AP(Applicaton Processor)의 경우,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부
품이 집적된 SOC(System On Chip)이기 때문에, 전자기적 간섭에 더
민감할 수 있다. 더불어 LTE(Long Term Evolution)을 무선통신으로 이
용하는 다양한 주파수대에서 전자기적 간섭은 어플리케이션 및 전자기
기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칩
패캐지 레벨의 Meander 구조의 기존 필터(Filter)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
한 구조를 설계하여 3차원 상의 전자장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칩의 내성(Immunity)이 취약한 여러 주파수 범위를 차단할 수 있는 이
중 대역차단 필터(Dual Band Stop Filter)를 Meader Line구조를 단순하
게 만들어 설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서    론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자기기는 빠른 동작 속도의 필요와 여러 소자를
한정된 공간 안에 구현하면서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
기의 경우 무선 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 내부 소자끼리의
전자기적 간섭뿐만 아니라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간섭도 영
향을 주므로, 간섭에 대한 내성이 크게 요구되어진다. [표 1]은 각 나라
에서 사용되는 LTE 주파수대역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각 나라별 사용되는 LTE 주파수

Operator Country Date
Frequency

(GHz)
AT&T U.S.A. 2011.09 0.7, 1.7

Verizon U.S.A. 2013.10 0.7, 1.9
T-Mobile U.S.A. 2013.03 0.7, 1.9

SKT South Korea 2011.07 0.8, 1.8
LG U+ South Korea 2011.07 0.8, 2.1

KT South Korea 2012.01 1.8
NTT Japan 2012.11 1.5, 1.8, 2,1
Au Japan 2012.11 1.5, 2.1

Soft Bank Japan 2012.02 2.1, 2.5

기기내 칩의 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통신사별 LTE 주파수 대
역을 차단하는 이중 대역 차단 필터를 설계하여 칩 패키지(Chip
Pacakge)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고주파 영역에서는 소자 값의 정확
성(Accuracy) 문제와 SRF(Self Resonance Frequency) 문제 때문에 수
동소자(Lumped Element)를 이용하여 필터를 설계할 수 없다. 또한, 평
행선로 상에 Meader line 구조를 이용 기존의 대역 차단 필터는 한 개
의 주파수 대역 차단과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행 선로 상에 Meander line 구조를 간단 구조로 바꾸고 두 주
파수 대역을 차단하는 필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원하는
주파수 영역에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인덕턴스(Inductance)와 커
패시턴스(Capacitance) 값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설계하여 Interdigital
Capacitor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Ansoft사의 HFSS 시
뮬레이션(Simulation)을 사용하여, 3D 상에서 기존의 미엔더 라인을 향
상시킨 구조를 설계하여 전자장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기존 대역차단필터의 문제점

[그림 1]은 기존 필터의 Meander line 구조이다. 이 구조를 활용하여
기존의 대역 차단 필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용된 Meander line 구조가
제작하기에 복잡하고 단위 면적당 필터가 차지하는 영역이 크다. 더불어
한 주파수 대역에서만 차단하므로 통신사별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
맞춰 필터를 설계해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
된 영역에서 기존의 복잡한 기존 Meader line을 Straight line으로 개선
하여 원하는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 값을 설정하였고, 두 주파수 대역을
차단하는 이중 차단 필터 기능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커패시턴스
의 성분을 증가시키기 위해, Interdigital Capacitor 형태를 필터에 적용
하였다.

<그림 1> 기존의 Coplanar Meander line Structure

  2.2 설계한 Straight line구조와 이중 대역 차단 필터
본 논문에서 기존의 논문에서 사용한 Meander line구조와 달리

Straght line 구조로 개선했고 Coplanar Structure로 설계하여 ground와
signal이 같은 평면에 있다. 전송선로 높이는 0.0175mm, 두께는 0.08mm

이며 기판(Substrate)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FR4_epoxy(  )
보다 유전율이 큰 CEM10(  )을 사용하였다. 더 자세한 설계 정
보는 [표 1]에 설명되어있다.

<그림 2> C-inc, L-inc, L10C9L10DBSF_L2

 <표 2> 필터 설계 정보

명칭 Cd1 Cd2 Ld H W

길이(mm) 0.1 0.1 0.1 4.76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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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설계한 필터 구조에 대한 설명
본 논문의 2.1와 2.2절에서 설명한 구조는 [그림2]와 같으며, 좌측 상
단은 Straight line 과 Interdigital Capacitor 구조를, 하단부터 C-inc,
L-inc, 이를 조합하여 설계한 모델인 L9C9L9DBSF_L2를 나타내었다.
이 모델은 × 기판에 가운데 9개의 C-inc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L-inc를 9개, 오른쪽에는 L-inc를 9개 대칭으로 구성되었고, 양 끝단이
signal 과 ground가 들어간다. L-inc의 개수를 증가하면, 차단 대역(Stop
band)이 주파수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며, 차단 대역의 폭이 작아졌다.
C-inc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L-inc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차단 대역이
주파수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형성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이었다.
L-inc는 인턱턱스를, C-inc는 커패시턴스를 증가시키는 성분이다. 인덕
턴스와 커패시턴스로만 이루어진 필터의 경우, 식(1)에 의해서 공진 주
파수(Resonant Frequency)가 결정이 된다.

 


식 (1).

하지만 선로의 구조로 인한 전자기장 커플링(Coupling)로 발생하는 전송
선로의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 해석과 공진주파수를 예측하는 것은 복
잡한 과정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C-inc와 L-inc의 구조를 하나씩 느리
면서 조합하여 필터를 설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각각의 입사
파-반사파의 변화를 나타내는 HFSS 내의 S-parameter로 추출하였다.
[표 3]에는 C-inc와 L-inc개수와 그에 따른 구조의 명칭을 나타내고 있
다. 구조 이름의 L2표기는 선로의 위아래로 인덕턴스를 증가하는 선로
를 추가한 것을, air는 C-inc와 L-inc의 간격을 1.8mm에서 1.0mm로 줄
인 것을 의미한다.

   <표 3> 시뮬레이션 모델명 및 정보 요약

Name C-inc 개수 L-inc 개수 크기(mm)

L10C9L9
DBSF 9 10+9 9.62 x 10.195

L10C9L10
DBSF_L2_air 9 10+10 9.8 x 10.72

L9C9L9
DBSF_L2 9 9+9 9.26 x 10.72

<그림 3> L10C9L9DBSF의 S21 결과

<그림 4> L10C9L10DBSF_L2_air의 S21 결과

<그림 5> L9C9L9DBSF_L2의 S21 결과
 
  2.3 S-parameter 분석 :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 4 ,5는 C-inc와 L-inc의 조합에 따른 각각 S-parameter중 S21
에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S-parameter 중 S21에 대한 정보를 나타
낸다. S21는 신호의 투과정도를 나타내며, 차단대역에서 전달이 되지 않
아야 되고, y축이 -10dB이하의 영역을 차단대역으로 판단하였다.
L10C9L9DBSF는 0.7~1.6GHz와 1.90GHz, L10C9L10DBSF_L2_air은 약
1.6GHz와 2,35GHz, L9C9L9DBSF_L2는 1.57GHz와 2.4GHz에서 차단대
역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형성된 차단대역은 [표1]에서 언급한 LTE
주파수 대역을 차단할 수 있다. 앞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서,
C-inc와 L-inc의 조합을 통해 커패시티브 커플링(Capacitive Coupling)과
인덕티브 커플링(Inductive Coupling)에 의해서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의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패턴(Pattern)의 개수를 통하여서
차단할 대역을 옮길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특정 차단 주파수 대
역을 차단하는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모델
L9C9L9DBSF_L2는 두 대역의 LTE 주파에 대한 노이즈 차단에 가장
적합한 필터라고 볼 수 있다.
 

3. 결    론

고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전자기기는 전자기적 간섭(EMI)으로 인한 칩의
오작동 방지 및 시스템내의 노이즈를 필터링 하기 위한 대역 차단필터
가 필요하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기에는 여러 대역을 차
단하는 이중 대역 차단 필터가 있어야한다. 기존 필터가 가지고 있는 단
일 대역 차단, 구조의 복잡성과 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행선로의
새로운 구조를 C-inc와 L-inc조합으로 설계를 하였으면 3가지 구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그리고 S-parameter를 분석한 결과 C-inc
와 L-inc의 조합을 통하여 목표로 하는 주파수 영역들(Target Ranges)
에 여러 차단대역들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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