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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및 팩키징 구조에서의 전파 특성
한 기 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Ⅰ. 서  론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과 팩키
징은 전자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자들을 기계적, 열
적으로 보호하고 각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시스템의 동작에 필요한 신호와 전력의 전송을 가능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시스템들이 고속화되
고 집적도가 향상됨에 따라 PCB와 팩키징의 고주파
특성에 관한 설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신호 및 전력 연결체들의 전파 특성의 해석, 측정 및
전파 특성을 고려한 설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PCB와 팩키징의 전파 특성은 기존의 전송선로 및

무선 수동소자에서의 전파 특성과 기본적으로 동일

하다. 그러나 직류에서 수십 GHz 수준의 고주파까
지 포함하는 광대역 신호에 대한 채널 특성을 규명

해야 하고, 수십에서 수백 개 이상의 연결체(inter- 
connection)간의 복잡한 전기적 결합이 포함된 다단
자망 특성을 다루어야 하며, 시스템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단순화하기 어려운 특성들을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고, 이와 관련된 다
양한 기술적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PCB 및 팩키징에서의 전파 특성의 개

요, 전파 특성의 해석 및 모델링, 전파 특성의 개선
을 위한 설계, 그리고 전파 특성의 측정 및 테스트
기술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최근까지 널
리 사용되고 있는 다층 PCB 및 팩키징에서의 전파
특성과 함께, 집적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팩
키징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실리콘 기반 3차원 집적

기술에서의 전기적 특성 및 측정 기술에 대해서도

논하며, 향후 관련 분야에서의 해결해야 할 연구 주
제들을 제안한다.

Ⅱ. PCB 및 팩키징에서의 전파 특성 개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CB 및 팩키징에서의
전파 특성은 기존의 전송선로 이론, 안테나 이론 등
을 통해 규명되어온 수동 구조의 고주파 특성을 따

른다. 다양한 고주파 특성들은 수동 구조들이 디지
털 신호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지, 또는 회로의 전
력공급을 위해 사용되는지에 따라 신호 무결성

(Signal Integrity; SI) 또는 전력 무결성(power integrity, 
PI) 문제로 분류된다. 팩키징을 구성하는 수동 구조
들과 수동 구조들에서 발생하는 SI, PI 관련 문제들
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2-1 신호 무결성(SI)

고속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채널을 통해

[그림 1] 개념적인 팩키지 기반 집적 시스템을 구성하
는 수동 구조와 SI, PI 문제들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4卷 第3號 2013年 5月

43

전송되는 신호가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왜곡 없이 전달될 때 신호 무결성을 만족한다고 판

단한다. 신호 무결성이 저하될 경우, 디지털 신호의
왜곡은 수신회로에서의 전압 왜곡, 지터(jitter)로 인
한 아이 다이어그램(eye diagram)의 열화로 나타나
고, 신호 수신 오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신호 무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채널을 구성하

는 PCB와 팩키징 상의 전송선로(마이크로스트립, 
스트립 라인 등), 와이어본드, 관통 전극(via), 볼, 핀, 
컨넥터 등 각종 연결체들의 신호 전달 특성을 정확

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결체들의 응답 특성
이 고주파에서 이상적이지 못한 특성을 가질 때 신

호의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연결체들의 바람직
하지 못한 특성들에는 연결체의 전도성 저항 손실, 
기판 및 팩키징 재질의 유전 손실, 연결 구조의 불연
속성에 의한 임피던스 부정합, 인접한 연결체 및 수
동 구조와의 전기적 결합에 의한 누화(crosstalk), 연
결체의 공진에 의한 방사(radiation) 등이 있다.

2-1-1 연결체의 전도성 저항 손실

저항성 손실은 크게 전도체에서의 손실과 기판

또는 팩키징 유전체에서의 유전 손실로 구분된다. 
이 중 고속 디지털 신호 전송에 큰영향을 미치는 요

소는 유전 손실로 신호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유전체

에서의 열손실에 의한 신호 감쇄가 두드러진다. 전
도체의 손실은 표피 효과(skin effect)와 근접 효과

(proximity effect)에 의한 고주파 저항에 의해 증가하
는데, 특히 주파수가 매우 높은 영역에서 표피 효과
가 연결체의 거친 표면(surface roughness) 효과를 무
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경우 상당한 손실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1].

2-1-2 임피던스 부정합

연결체의 구조가 전환될 때 또는 연결체가 균일

한 전송선로의 특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불연속

성에 의한 임피던스 부정합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칩에서 팩키징 인터포저로 신호를 전송할 때

와이어본드 또는 볼 구조에서 마이크로스트립 전송

선로로 구조가 전환되는 경우, 팩키징에서 PCB로
신호를 전송할 때 관통 전극을 통해 다층 기판의 스

트립라인전송선로로구조가전환되는경우등단일

채널안에서다양한연결체의전환이이루어질수있

다. 또한 전송선로가 PCB 상에서 꺾어지거나(ben- 
ding) 팬아웃(fan-out)을 위해 선로의 폭이 변경되는
등 전송선로 자체의 불균일성에 의한 임피던스 부정

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임피던스
부정합이 나타나는 경우로 관통 전극-전송선로의 전
환구조가 있는데, 특히 [그림 2]에 보이는 바와같이
관통전극의일부분이스텁에의한공진을일으킬경

우 상당한 신호 왜곡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2].

2-1-3 누화    

다채널 인터페이스에서 다중 도체 전송선로를 통

[그림 2] 관통 전극의 스텁에 의한 신호 전달 특성의
왜곡의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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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신호를 전송할 경우, 누화현상이 고려되어야 한
다. 특히 시스템의 집적도 수준이 높아지고 신호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연결체 간의 전기적 결합이 강

해지고 누화에 의한 잡음이 증가한다.
한편, 기존의 PCB 및 팩키징의 유전물질은 유기

재료 또는 세라믹 재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연결체

간의 전기적 결합은 주로 유도성(inductive) 또는 용
량성(capacitive) 결합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3차원 팩
키징에서 실리콘 재료를 사용함에 따라 저항성 결합

또한 누화현상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1-4 방사

연결체에의 공진에 의한 방사는 신호의 전달 특

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인접 전자 시스템에 방
사 잡음을 인가하여 EMI/EMC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 특히 와이어본드를 10 G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사용할 경우 방사로 인한 전력 손실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2-2 전력 무결성(PI)

시스템이 전력 무결성을 만족시키는지 판단하기

위해 PCB 및 팩키징 구조상에 설계된 전력 분배망
(Power Distribution Network; PDN)이 전력의 손실과
잡음에 의한 교란 없이 안정적으로 반도체 집적회로

의 각 부에 전원을 공급하는지에 관한 분석을 수행

한다. PDN에서의잡음은디지털회로의스위칭에 의
해 유발되고, 특히 PDN의 공진 주파수가 스위칭 주
파수 성분에 근접할 경우 잡음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데, 이를동시스위칭잡음(Simultaneous Switching No- 
ise; SSN) 또는 접지 반동(ground bounce)이라고 한다.
전력 분배망의 전파 특성에서 전력 잡음과 직접

연관되는요소로귀환경로불연속(Return Path Discon- 
tinuity; RPD)을 들 수 있다[4]. 전송선로와 관통 전극
등의 연결체를 통한 신호의 전송과정에서 전류의 귀

환 경로가 전도체를 통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귀환

[그림 3] 마이크로스트립, 관통 전극, 스트립 선로 전
환 구조에서의 귀환 경로 불연속[4]

경로의 결함이 있는 영역에서 원하지 않는 방사 효

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분배망과 접
지 평면 구조가 [그림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구성될
경우, 전류의 귀환 경로가 끊어져 변위 전류원이 발
생할 수 있다. 이때,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스위칭 주
파수 성분이 전력 분배망의 공진주파수에 근접할 경

우, 변위 전류원에서 발생한 전파가 공진을 통해 전
력 분배망의 잡음을 증폭시킬 수 있다.
신호 무결성 문제에서 논했던 전도성 저항 손실

은 전력 분배망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도체에서의 손실은 직류 영역

에서 옴의 법칙에 의한 전압 강하(IR drop)를 야기하
는데, 이는 전력의 손실을 유발하고 전력 분배망의
각 회로에 공급되어야 하는 직류 전압을 떨어뜨려

회로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또한 전력 분배망의 전
도도는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전압

강하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2-3 온 칩(On-chip) 및 3차원 집적 시스템에서의 

SI/PI

PCB 및 팩키징 수준에서 신호의 전파 특성은 오
프 칩(off-chip) 또는 온 보드(on-board) 문제로 지칭되
며, SI/PI 분석 및 설계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그
러나 신호의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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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선로와 그리드 형태의 전력 분배망에서의 전파

특성, 즉 온 칩 SI/PI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실리콘 기반 3차원 집적
시스템에서는 각 반도체 소자들의 온 칩 수동 구조

와 실리콘 인터포저나 칩 내부의 실리콘 관통 전극

(Through-Silicon Via; TSV)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에서의 칩 상호간 간섭과 잡음의 전파

특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전파 특성의 해석 및 모델링

전통적인 EMI/EMC 기술에서는 설계, 시험, 생산
단계에서 EMC 대책을 고려하면서, 설계 단계에서
EMI/EMC 문제를 고려할수록 설계 및 생산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EMI/EMC 기술은 대체로 시험단계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잡음 저감 소자 또는 차폐 기술
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왔다.

SI/PI 대책도 본질적으로는 EMC 기술의 기본 이
론을 따르지만, 통상적인 EMC 대책을 적용할 수 없
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PCB 및 팩키징에서의
잡음 및 왜곡 문제는 시스템 내부 회로간의 복잡한

간섭에 의해 발생하므로 회로 설계 단계에서 전파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험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

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I/PI를 고려한 시
스템 설계에서의 이러한 제약 때문에, PCB와 팩키
징에서 전파 특성의 해석과 모델링이 이전의 EMC 
기술에서 보다 더욱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전자기 해석 및 모델링의 관점에서 PCB 및 팩키

징 구조의 해석은 전파 산란이나 통신용 소자 해석

과 같은 기존의 전자파 응용 분야를 위한 해석에 비

해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 첫째, PCB 및 팩키징
에서의 전파 특성 문제는 전력 분배망 및 접지면의

크기와 전송선로 및 연결체의 크기 간의 차이가 매

우 커서 수치 모델을 단순화하기 어려운 멀티스케일

문제이다. 둘째, 전자기 해석 및 전자기 모델의 동적
시스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신호
의 특성상 수동 구조의 광대역 특성을 해석해야 한

다. 특히 직류 및 저주파 영역에서의 특성과 초고주
파 특성이 동시에 추출되어야 하는데, 초고주파 해
석기법을 직류 및 저주파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경

우 해석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3-1 전자기 해석을 통한 전기적 모델의 추출

PCB 및 팩키징에서의 전파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연결체 및 전력 분배망 등 수동 구조의 전자기적 특

성을 추출하고, 이를 시간영역에서의 시스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전기적 모델의 추출이 필요하다. 수
동 구조의 전자기적 특성은 측정 또는 전자기 해석

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데, 측정에 관한 논의는 Ⅴ장
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전자기 해석에 대
해 논하기로 한다.
우선 연결체와 전력 분배망의 전자기 해석을 위

해 기존에 개발된 전자파 수치 해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PCB 및 팩키징 구조의 경우, 널리
알려진 FEM, MoM, FDTD 기반 상용 3차원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판 상의
다중 채널 전송선로의 경우, 근사적인 2차원 전자파
해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주파수 대비 연결
체의 전기적 길이가 짧은 경우 준정적 전자기(quasi- 
static electromagnetic) 기생소자 추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등가 회로 성분을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CB 및 팩키징 구

조는 서로 다른 스케일의 수동 구조들이 상호작용하

는 멀티스케일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파 수치

해석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현재 계산 자원의 한도에서 PCB, 팩키징에서
의 전파 특성을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서로 다

른 수치 해석 기법들이나 해석적 기법들을 혼합한

혼성 해석 기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현재까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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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온 팩키징, 연결체 및 전력 분배망의 등가회로
추출 및 혼성 해석 기법들은 아래와 같다.

3-1-1 다층 유한차분법(Multilayered Finite Difference 
Method; MFDM)[6]

다층 유한차분법은 파워플레인의 해석을 위해 개

발되었으며, PCB 적층의 두께가 주파수 대비 매우
작을 경우 2차원 헬름홀츠 방정식으로 근사가 가능
한 성질을 이용하였다. 2차원 헬름홀츠 방정식에 유
한차분법을 적용하여 이산화할 경우 [그림 4]에 보
이는 요소 단위의 등가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등가 모델에서 얻어지는 시스템 방정식은 희소

행렬(sparse matrix) 방정식이므로적분방정식기반해
석기법과달리반복해법을사용할수있다. 또한전력
분배망 위의 신호 전송선은 모드 분해(modal decom- 
position) 기법을 이용하여 미세한 구조의 이산화 없
이 멀티스케일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캐비티 공진
기 기법을 사용한 해석기법과 비교하면, 불균일한
형태의 파워플레인의 모델링이 용이하여 다양한 실

제 구조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층 기판과 관
통 전극 간의 상호 결합 및 관통 전극-전송선로 전환
구조를 정확히 모델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1-2 물리 기반 관통 전극 전환부 모델[7]

본 해석방법은 다층 기판 구조의 각 층을 캐비티

[그림 4] 다층 유한차분법(MFDM)을 사용한 2층 기판
의 요소 모델의 예[6]

공진기로 가정하고 공진기들이 관통 전극을 통해 직

렬 연결된 해석적 모델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관
통 전극과 다층 기판 간의 상호결합 구조와 캐비티

공진구조 간의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므로 관통

전극-전송선로 전환 구조를 해석하는데 효과적이고, 
다수의 관통 전극 간의 전기적 결합 관계도 효과적

으로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기판이 유한한 크기를
갖고 있거나, 불균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계산
시간이 증가하고 모델링이 매우 복잡해진다. 또한
비아모델의 정확한 추출을 위해 관통 전극의 패드

구조, 안티패트 구조 간의 등가 커패시터 모델이 추
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1-3 다층 유한요소법(Layered Finite Element 
Method)[8]

기존의 유한요소법을 온 칩 회로 해석에 적용하

기 위해 원래의 3차원 문제에서 도출된 행렬 방정식
을 2차원 레이어 문제로, 그리고 다시 단일 레이어
문제로 변환하여 문제를 단순화한다. 그리고 로그
복잡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석시간을 줄였다. 문
제의 단순화 과정에서 이론적인 근사 없이 구축된

방법으로 50 GHz까지 측정 결과와 해석 결과가 일
치함을 보이고 있다.

3-1-4 부분요소 등가회로(Partial Element Equivalent 
Circuit; PEEC) 법

PEEC 법은 3차원 팩키징 연결체의 등가회로를 추
출하기위해개발된수치해석기법이다. 통상적인등
가회로들이 설계자가 연결체의 신호 및 접지 조건을

직관적으로 가정하고 추출하는 것과 달리, PEEC 법
은 신호의 전송 및 귀환에 대한 가정 없이 부분요소

들을계산하고, 이들의회로적인연결을통해신호전
송, 귀환경로가드러나도록한다. PEEC 법은 MoM과
같이 적분방정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간단하게는
[그림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저항-인덕턴스, 커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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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EEC 법에 의한 연결체의 저항, 인덕터, 커
패시터 모델[10]

턴스를 추출하는 저주파 모델을 널리 사용하나, 필
요한 경우 고주파에서의 지연 및 방사 효과를 고려

한 모델링으로 확장할 수 있다[9].

3-1-5 원통형 모드 기저함수를 이용한 등가회로 

모델링

앞서 설명한 PEEC 법은 PCB 기판이나 온 칩 상
의 평면형 연결체에 주로 적용되어 왔으나, 와이어
본드나 관통 전극과 같이 원형 단면을 갖는 3차원
연결체의 경우 구조 이산화가 까다롭고, 팩키징이나
3차원 집적 시스템에서와 같이 연결체의 숫자가 많
은 경우 각각의 연결체 내부를 이산화하여 등가 모

델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통형 모드 기저

함수를 사용하여 연결체들을 이산화할 필요 없이 고

주파 등가 모델을 추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1]. 
[그림 6]은 원형 모드 기저함수를 이용하여 고주파
저항 및 인덕턴스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인다. 제안

[그림 6] 원통형 모드 기저함수를 이용한 와이어본드
의 등가회로 모델 추출[11]

된 방법은 3차원 실리콘 집적 시스템에서 쓰이는

TSV의 모델링 기법으로도 확장되었다[12].

3-2 전기적 모델의 동적 시스템 특성

측정 또는 전자파 해석을 통해 얻은 수동 구조의

전기적 모델은 주파수 영역에서 응답 특성을 분석하

는데 사용되기도 하나, PCB, 팩키징 및 아날로그-디
지털혼성신호시스템의분석과설계를위해시간영

역시뮬레이션에서 전달함수로 표현되는시스템요소

로써 활용된다. 수동구조의전기적모델이수동소자
들이조합된 등가회로모델로 표현될경우, SPICE 기
반 회로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 시뮬레

이션을수행할수있으나, 전기적모델이터치스톤파
일과 같이 주파수 영역에서의 수치 데이터로 표현되

는 경우, 시간영역에서의 컨볼루션 계산을 적용하거
나 수치 데이터를 수동 매크로모델링을 통해 SPICE
에서 활용 가능한 등가 모델로 변환해야 한다.
추출된 전기적 모델이 시간영역 시뮬레이션에서

정확도를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성, 수동성, 인과성과 같은 시스템의
동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각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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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특성에 관해 개략적으로 논의한다.

3-2-1 안정성(Stability)

수동소자의 시스템 모델은 에너지의 입출력과 내

부의 에너지 소모 이외의 자체적인 에너지 발생이나

증폭이없어야하며, 이러한특성은수학적으로 안정
성으로정의된다. 수동구조의모델이안정성을 만족
하지 못할 경우 시간영역 시뮬레이션에서 수치적 오

차가 증폭되어 파형이 발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3-2-2 수동성(Passivity)

수동소자 모델이 안정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그

수동소자 모델이 다른 회로 또는 시스템 모델과 연

결되어 시간영역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질 때 예상하

지 못한 신호의 발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시스템이 수동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영역 시뮬레이션에서 신호의 발산을 막

기 위해서는 시스템의안정성과 수동성이 위반(passi- 
vity violation)되는지 여부를 검출해야 하고, 수동성
이 위반되는 경우 수동성을 갖도록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passivity enforcement). 이
때 변경된 시스템 응답과 원래의 시스템 응답 간의

오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3-2-3 인과성(Causality)

동적 시스템에서의 인과성은 시스템에 입력되는

신호보다 출력되는 신호가 시스템에 내재된 지연시

간보다 앞서지 못함을 뜻한다. 수동 구조의 시스템
모델이 인과성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출력 신호 파

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시스템의 인과성 위반은
동적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이 전자기장 해석 및 측

정상의 한계 때문에 한정된 주파수 대역의 정보만

갖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안정성, 수동성, 그리고 인과성에 관한 수학적인

논의는 관련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13].

Ⅳ. 전파 특성의 개선을 위한 설계

앞에서 논한 해석 및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PCB와 팩키징에서의 전파 특성을 분석하고, 이로부
터 전파 특성을 개선하는 설계기법을 고안할 수 있

다. 본 절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최근에 제안
된 SI/PI 설계 기법들을 소개한다.

4-1 등화(Equalization) 설계

등화는 주파수 증가에 따라 전송선로의 감쇄가

증가하는 응답 특성의 왜곡을 등화기(equalizer) 회로
를 추가하여 보상하는 설계기법으로, 고속 입출력
(I/O)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등화 설계는 PCB 및 팩키징의 채널 응답 특성을 정
확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시스템의 SI 특성을 개선
할 수 있다.
등화기는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능동 등화

기(active equalizer)와 수동 등화기(passive equalizer)
로 구분된다. 능동 등화기는 인터페이스의 송신회로
에 설계되는 프리-앰퍼시스 회로와 수신회로에 설계
되는 디-앰퍼시스 회로와 같은 디지털 등화기에 제
어 루프가 포함된 적응 등화기가 널리 적용되고 있

으며, 아날로그 여파기와 증폭기로 구성된 아날로그
등화기도 채택되고 있다. 능동 등화기는 잡음과 지
터를 억제하고 신호의 출력 특성을 개선시키나, 등
화기 자체의 전력 소모, 등화기 설계의 복잡성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전송선로와 관통 전극 등으
로 구성된 채널의 임피던스 부정합이 큰 경우 적응

등화기의 설계가 어렵다.
수동 등화기는 관심 주파수 대역에서 고주파 영역

을강조하고, 저주파영역을억제하는 여파기 특성을
갖는데, 수동등화기단독으로는출력신호레벨이감
소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능동회로가 필요

하다. 즉, 수동 등화기는 능동 등화기 설계의 일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7]에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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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와 저항으로 구현된 수
동 등화기[14]

스트립 선로와 저항으로 설계된 수동 등화기의 예를

보인다. 한편, [그림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수동 등
화기가 주파수 선택 특성 이외에 채널의 부정합 특

성을 개선시키거나, 채널 전달함수에서 잡음을 발생
시키는 공진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경우 능동회

로가 없는 독립적인 수동 등화기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8] 확장된 수동 등화기 개념을 이용한 채널 왜
곡 특성의 개선[15]

4-2 다중모드 신호 전송(Multimode Signaling)[16]

고속 전송선로는 일반적으로 각 채널 당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가 전송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각
채널들이 물리적으로 근접할 경우 전기적 결합에 의

한 누화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
중 도체 전송선로(multi-conductor transmission line)에
다수의 모드가 합성된 신호가 전파되도록 송수신 회

로와 연결체를 설계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방
법은 하나의 이상적인 다중 도체 선로군(bundle) 내
에서는 모드 간의 간섭이 없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

로, 누화현상에 의한 잡음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멀티모드 전송기법의 실현을 위해
서는 멀티모드 전송을 지원하는 드라이버 설계가 병

행되어야 하며,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3 디커플링 커패시터(Decoupling Capacitors)를 

이용한 SSN의 저감

오프 칩 전력 분배망에서의 SSN을 억제하기 위해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사용한다. 디커플링 커패시터
는파워플레인과신호전송선간에형성되는귀환경

로 불연속(RPD)을 제거하고, 파워플레인의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 응답을 타깃 임피던스 이하로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디커플링 커패시터는 가능한 한
전력잡음에민감한회로에가장근접한위치에적용

해야 전원 잡음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전력 분배망의 설계에서는 파워플레

인의 형상과 신호 전송선 및 관통 전극 간의 결합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 커패시터

들의 적합한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소개했던 전력 분배망 해석기법과 최적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디커플링 커패시터의 개수와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7]. [그림 9]
에 개선된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PCB의 임피던
스가 타깃 임피던스보다 작도록 디커플링 커패시터

의 위치를 결정하는 설계의 예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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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커플링 커패시터
설계 최적화[17]

4-4 전력 전송선로(Power Transmission Line; PTL)

고속 디지털 PCB 설계에서 전력 분배망은 플레인
형태로 설계되어 왔으나, 앞서 언급한 SSN 등의 전
력 잡음 문제가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커
플링 커패시터를 적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플레인 구조 대신 [그림 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송선로 구조를 전력 분배에 이용하고 임피던

스 정합 설계를 통해 전력 잡음을 최소화 하는 전력

전송선로 개념이 제안되었다.
전력 전송선로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동적 DC

전압강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이는 드라이버와
병렬로 연결된 더미 경로를 추가한 정전류 전력 전

[그림 10] 전력 전송선로를 이용한 칩간 신호 전송[18]

송선로(Constant-Current PTL; CCPTL) 기법을 사용하
여 해결할 수 있다[18].

4-5 통계 기반 설계 및 최적 설계

멀티미디어 모바일 기기, 고성능 계산 서버 등의
구현을 위해 실제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다층 PCB에
전송선로, 관통 전극, 전력 및 접지 플레인, 팩키징
연결체 등의 다양한 수동 구조들이 복잡하게 전기적

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러한 수동 구조들이 비선형
능동회로인 디지털 구동회로들과 연계되어 있어, 앞
에서 보인 개별적인 설계 기법들만으로 원하는 성능

을 얻기 어렵다. 특히 최근 데이터 및 클락 신호의
속도가 수십 Gbps 단위로 증가하고, 전기적 결합의
효과가 더욱 커지면서 다양한 구조적, 전기적 설계
변수들을 설계 경험만이나 단순한 설계 규칙만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실제 설계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설계변수들이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기
법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19],[20]. 
또한, 다양한 설계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SI/PI의 성
능 변화를 탐색하여 최적화된 설계변수를 찾는 최적

설계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최적 설계 기법으로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 입자 스왐 최
적화(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등이 널리 적
용되고 있다.
통계적 설계와 최적 설계를 위해서는 수많은 설

계변수들의 조합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추출

되어야 한다. 그러나 PCB 및 팩키징 등이 포함된 수
동소자들의 전파 특성이 고려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존의 전자파 수치 해석 기법을 사용할 경우 충분

한 양의 데이터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기파 해석기법에
서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시뮬레이션을 통

해 많은 양의 고속 링크 특성 데이터를 파라미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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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파라미터 해석 툴을 이용한 고속 링크의 아
이 오프닝 특성 분포[21]

석기법이 소개되었다[21]. 제안된 방법은 앞서 소개된
물리 기반 관통 전극 전환부 시뮬레이터와 송수신부

의 링크 시뮬레이터를 결합하고, 다양한 물리, 전자
파라미터들의 조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용이하도

록 개발되었다.

Ⅴ. 측정 및 테스트 기술

본 절에서는 PCB 및 팩키징의 전파 특성과 이들
을 포함하는 고속 입출력 링크의 성능 측정 및 테스

트와 관련한 최근의 기술들을 소개한다.

5-1 다단자망 측정 및 보정

PCB 및팩키징을포함하는고속디지털채널의신
호 전송 특성은 시간영역에서의 아이 다이어그램을

측정함으로써확인할수있다. 그러나앞서논한대로
채널의신호전송특성이 PCB 및팩키징상의연결체
와전력분배망등수동구조의특성에좌우되므로수

동구조 자체의특성을측정하여 채널특성을자세히

파악하고 설계된 수동 구조의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팩키징 상의 연결체와 전력 분배망은 단자수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고, 각 연결체 간의 공간
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워 현재의 네트워크 분석기

와 프로빙 방식으로는 다단자 프로빙을 통한 고주파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팩키징 연결체의 반
사, 전달 및 결합 특성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12]에 보이는 바와 같은 다단자 프로빙이 가능
한 하드웨어 및 다단자 특성 추출을 위한 보정방법

의 개발이 필요하다[22].

5-2 X-파라미터를 이용한 측정

X-파라미터는 무선 회로 및 아날로그 집적회로

등의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해 개발된 다단자망 모

델로 폴리하모닉 왜곡(Polyharmonic Distortion; PHD) 
모델[23]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수동회로에
주로 적용되어온 S-파라미터의 보다 확장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고속 입출력 링크와 디지털 등
화기 등 채널의 비선형 회로의 특성을 측정하여 X-
파라미터로 모델링하여 S-파라미터로 저장된 수동
구조와 함께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기 시작했고[24], 비선형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의 개
발과 함께 X-파라미터를 이용한 측정 및 분석 기법
이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 팩키징의연결체다단자망측정을위한프로
브 하드웨어 및 네트웍 분석기 보정 방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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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리콘 기반 3차원 집적 시스템의 테스팅

최근 실리콘 기반 3차원 집적 시스템의 상용화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스템의 중요한 연결체인

TSV의 측정 및 테스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실리콘 인터포저에 포함된 수백 개
이상의 TSV를 전수 검사하기 위해 속도가 빠르고
TSV를 손상시키지 않는 측정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
아져, 이와 관련된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
되고 있다.

[그림 13] (a)는최근에 발표된비접촉 테스팅기법
의 예로, 링 오실레이터의 지연 응답 특성으로부터
TSV의 연결상태에관한 불량 여부를 검출한다[25]. 또
한 [그림 13] (b)와 같이 접촉 테스팅 기법이지만 유
연한 전도성 소재를 사용하여 접촉에 의한 TSV의
손상을 방지하는 컨택터와 프로브 카드를 사용한 측

정기법도 제안되어 있다[26].

(a) 링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비접촉 검사법[25]

(b) 컨택터를 이용한 접촉식 프로빙 기법[26]

[그림 13] TSV의 테스팅 기법

Ⅵ. 결  론

본고에서는 PCB 및 팩키징에서의 전파 특성 현상
과 전파 특성의 해석 및 모델링, 전파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그리고 전파 특성의 측정에 관한 개략
적인 내용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다.
데이터 대역폭(data bandwidth)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광학기술을 적용한
고속 디지털 신호 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27]. 광 신호 전송 기술은 전기적 신호 전송
기술에서 문제가 되는 채널 간의 누화 문제와 저항

성 손실이 없어 전기적 신호 전송 기술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초고속 컴퓨팅
기술에 일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전자시스템 및 반도체 시장에

서는전기적신호전송기술이제작성과비용의측면

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PCB 및 팩키징에서의 전파
특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전송속도와데이터대
역폭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 기술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늘어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 소개
한 PCB 및 팩키징 구조의 멀티스케일 해석 문제, 다
단자망 측정 기술의 하드웨어 및 보정 알고리즘 개

발, 실리콘 기반 3차원 집적시스템에서의 새로운신
호 및 전력 분배 기술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전력 회로에서의 전자파 간섭, 무선 회로 간

섭(RF Interference; RFI) 등 혼재신호 설계에서 PCB 
및 팩키징의 전파 특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주

제들이 많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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