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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PCB 임피던스측정 표준 개발과 연구 동향
홍 영 표․구 현 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Ⅰ. 서  론

전자파 임피던스는대부분의전자파측정에직접또는 간

접으로 근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 측정량이다[1]. [그림

1]과 같이 전자파 임피던스는 SI 기본단위인 길이 측정표준
을 사용하여 확립된다. 전자파 임피던스 및 전력 표준은 전
자파분야 측정표준 체계를 구현하는 기본량이다. 또, 전자파 
임피던스는 전자파 전력 표준 확립에도 사용되므로, 임피던
스 측정표준 확립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하다.
주요국의 측정표준기관(NMI; National Metrology Institute)

에서는 전자파 임피던스 표준의 확립 및 측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성임피던스 값을 갖는 전
송선로는 구조에 따라 동축선, 도파관, 평판선로 형태로 구
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파 임피던스 표준은 기준물
의 물리적 길이를 사용하여 구현되므로 SI 기본 단위인 길
이 표준에 측정의 소급성을 갖는다. 동축선은 110 GHz 이하
의 주파수에서 널리 사용되며, 동축선 임피던스 표준에는
직경이균일한내부도체와외부도체로구성되고, 두도체사
이의 매질이 공기인 에어라인(beadless airline)이 사용된다[2]. 
110 GHz 이상의 밀리미터파 및 테라헤르츠파 전송은 동축
선 제작의 어려움 및 삽입손실의 증가로 인해 구형 도파관

[그림 1] 전자파 분야의 주요 측정량 간의 관계도[1]

을 많이 사용한다. 도파관 임피던스 표준을 위한 기준물은
두께가 이고, 신호 전송을 위한 구형(rectangular) 개수를
갖는 shim이다. 도파관개구의가로및세로의길이가수 mm 
보다 작아, 도파관의 가공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차가
도파관의 신호 전송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랜지의 정밀한 제작이 필요하다. 도
파관의 전자파 임피던스 측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자파 분야의 주요 측정량인 산란계수의 정밀 측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140∼
220 GHz 대역 도파관 전송 특성 및 연결 반복도를 얻기 위
한 방안과 반사 계수 크기가 작은 피측정기를 정밀 측정하

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3].
국외의 경우, 영국 측정표준기관인 국립물리연구소(NPL; 

National Phisical Laboratory)과 일본 측정표준기관(NMIJ; Na- 
tional Metrology Institute of Japan)은 고가의 초정밀 3차원 형
상 측정기(CMM; Coordinate Measuring Machine)를 이용하여
도파관 shim의 두께 및 구형 도파관 개구의 가로 및 세로 측
정결과를 바탕으로(수 μm 이하의 측정불확도) 산란계수 측
정시스템(벡터회로망분석기, 주파수 확장모듈, 교정기준물
등을 포함)의 불확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하였
다[4],[5]. 더욱이 두 표준기관의 경우, 상호 비교를 통해 측정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6]. 위와 같이
확립된 전자파 임피던스 측정표준은 국방, 통신, 항공 등의
산학연 전자파 측정 전반에 표준의 소급성(traceability)을 제
공한다.
평판선로의 임피던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쇄회로기판

(PCB; Printed Circuit Board) 또는 반도체기판의 주파수종속 
물질상수(특히 복소유전율)에 대한 정보가필요하다. 기판상
의 전송선로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 및 평가하는 연구가 진

행되어왔다[7],[8]. 저손실기판의경우, 20 GHz 이하의주파수
에는 비교적 정확한 복소유전율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 이
상의 주파수에서는 손실(도체 및 유전체 손실) 매커니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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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이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측정이 어려운 복소유전
율이 전송선로의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주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평판선로의 경우 동축선 및 도파관에 비해 임피던스

표준을 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럽의 표준기관들은 전문 계측기

업체, 대학및연구소들과공동연구협력체를구성하여유럽
측정연구프로그램(EMRP; European Metrology Research Pro- 
gramme)의 지원 아래 “Metrology for New Electrical Measure- 
ment Quantities in High-Frequency Circuits”에 관한 다수의 프
로젝트를 진행 중이다(<표 1>)[9].

2015년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영국 NPL, 프
랑스 LNE(Laboratorie National de Metrologie), 체코 CMI(Czech 
Metrology Institute)의 국외 측정표준기관과의 공동연구의 일
환으로 “Traceable Differential S-parameter Measurements on 
Planar Circuits to Test Signal Integrity”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A reference PCB for validating microwave measurements on 
PCBs and a differential calibration kit for traceable measure- 
ments”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10].
일반적으로, PCB 상의 차동 전송선로는 노이즈 내성 및

전압이득에 효과적인 장점으로 인해, 고속 인터페이스에서

<표 1> EMRP 연구동향[9]

참여기관 연구주제

- 7 개의 표준기관
 ․CMI(체코)
 ․LNE(프랑스)
 ․METAS(스위스)
 ․NPL(영국)
 ․PTB(독일)
 ․SP(스웨덴)
 ․VSL(네덜란드)
- 2개의 계측기업체
 ․Keysight Technologies
 ․Rohde&Schwarz
- 4개의 대학 및 연구소

Traceable Reflection and 
Transmission Measurements in 
Metallic Waveguides to 1.1 THz and 
Coaxial Lines to 110 GHz

Traceable Multi-port Vector Network 
Analyser Techniques and Automatic 
(Electronic) Calibration Techniques

Traceable Differential S-parameter 
Measurements on Planar Circuits to 
Test Signal Integrity

Traceable Nonlinear Measurements 
and Extreme Load Impedances

Vector Measurement Uncertainty and 
Verification International Guides and 
Standards

주로 사용하는 신호전달기법이다. 차동 구조를 이용한 광대
역안테나[11], 평판구조전력합성기[12], 도파관전력합성기[13], 
푸시-풀구조의전력증폭기[14] 등다양한고주파소자들이연
구되었다. 집적도가 높은 PCB 회로 및 반도체 기반의 IC 설
계에서는 칩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층구조를

활용하며, 일반적으로 비아를 통해 연결한다. 그러나 비아를 
포함하는 전송선로 설계의 경우, 임피던스 부정합 및 평행
평판 공진에 의해 불요 전자파가 발생하여 원하는 고속 전

자파 전송을 방해한다. 특히 공진모드는 특정 주파수 대역
의 신호를 억압하는 BSF(Band Stop Filter)과 같은 특성을 보
여, 반도체 집적회로 패키징 기술에 주요 제약요인이다.

Ⅱ. 고속 PCB 임피던스 측정표준 연구

본고에서는현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수행중인고속 
PCB 임피던스 측정표준의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벡터회로망분석기와 고주파 프로브를 사용하여

10 MHz부터 26.5 GHz까지 다층 PCB 기판상의 테스트 시료
에 대한 S-파라미터를 측정하였다. 측정시스템(벡터회로망
분석기, 고주파프로브, 고주파동축선등)의교정(calibration)
을위하여, 동일한다층 PCB 기판상에 TRL(Thru-Reflec-Line) 
표준시료및 테스트 시료를 제작 및평가하였으며, 이를 On- 
PCB calibration(온 PCB 교정)라 명명한다. 일반적으로 상용
ISS(Impedance Standard Substrate) 기판에 존재하는 표준시료
들(short, open, load, thru)을 이용하여 TRL(Thru-Reflect-Line) 
교정법을통해측정시스템의교정을수행한후, 이종의기판
에 있는 테스트시료를 측정한다. 하지만, 이는 TRL 교정 시
사용되는 측정기준임피던스가 ISS 기판에 있는 전송선로의
특성임피던스로 결정되어, 테스트 시료가 있는 이종의 기판
특성에 있는 전송선로의 특성임피던스와는 차이가 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시료 및 테스트 시
료를동일한 PCB 기판에함께제작하였다. [그림 2] (a)와같
이 표준시료 및 테스트 시료는 다층 PCB기판에 설계 및 제
작하였다. 설계 및 제작된 4가지 구조의 전송선로는 single- 
ended(이하 SE라 명명) microstrip, SE stripline, differential(이
하 DF라 명명) microstrip, DF stripline이다. 2-port 산란계수로 
표현되는 SE 구조와 달리 DF 구조의 전송선로는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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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층 PCB기판 구조

(a) Single-ended microstrip 구조

(b) Differential microstrip 구조

(c) Single-ended stripline 구조

(d) Differential stripline 구조

(e) Single-ended microstrip-stipline transition

(f) Differential microstrip-stipline transition

[그림 2] PCB 레이아웃

mode와 differential-mode로 표현되며, 모두 16개의 산란계수
로 정의된다(<표 2>). 모든 측정은 고주파 프로브를 사용하
기 때문에 [그림 2] (e)∼(f)와 같이 SE strilpine과 DF stripline
은 비아를 통해 microstrip-stripline transition을 사용하였다.

<표 2> Mixed-mode S-parameter[15]

Differential-mode 
stimulus

Common-mode 
stimulus

Port 1 Port 2 Port1 Port 2

Differential-
mode 

response

Port 1 SDD11 SDD12 SDC11 SDC12

Port 2 SDD21 SDD22 SDC21 SDC22

Common-
mode 

response

Port 1 SCD11 SCD12 SCC11 SCC12

Port 2 SCD21 SCD22 SCC21 SCC22

(a) 산란계수 측정시스템 Testbench

(b) 차동구조를 갖는 고주파 프로브

[그림 3] 4-port differential 입출력 측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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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와 같이, 4-port 측정을 위한 사용한 벡터회로망
분석기는 Keysight사의 N5222A이며, 고주파 프로브는 GGB
사의 GSSG(Ground-Signal-Signal-Ground) 프로브([그림 3] (b)) 
및 GSG(Ground-Signal-Ground) 프로브이다. 또한 벡터회로망
분석기 포트와 고주파 프로브의 포트의 연결은 저손실 고주

파 전송특성이 우수한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였다. 
인쇄형 회로기판 또는 반도체 기판 위에 구현된 초고주

파소자및회로의특성을측정하기위하여사용되는교정방

법으로 TRL(Thru-Reflect-Line)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6],[17]. 
TRL 교정법의 경우, line standard와 thru standard의 전기적인
길이 차이가 180°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측정값의 불확실성
(0°와 180°의 정수배인 전기적인 길이는 전송선로에서 같은
위상응답 특성을 얻음)으로 인해 교정이 불가능하다. 그래
서 서로 길이가 다른 여러 시료를 측정하여 공진주파수를

제거한 후, 측정데이터를 재구성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MTRL(Multi- 
line TRL) 교정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17].

TRL 교정법과 유사하게, TKLT(Thru-Known-Loads-Thru) 
교정법은 3개의 offset short standard로 구성되며, 두 개 이상
의 short standard 간에 위상차이가 0°에 가까워지면, 교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TRL 교정법에서 line standard
와 thru standard의 전기적인 길이 차이를 20°에서 160°로 설
계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TKLT 교정법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3개의 short standard들의 전기적인 길이를 정
할 때 반드시 stability를 만족하여야 한다[19].

Calibration stability factor라 정의된 S는 아래와 같은 관계
식을 갖는다.

 
 ∆


∆

∆
 



(1)

이때, ∆, ∆, ∆는 short standard 쌍의 위상차를 나

타낸다. 3개의 short standard들 사이에 정확히 120°씩의 위상
차를 가지면, S는 최대값인 1이 되며, 0°씩의 위상차를 가지
면 S는 최소값인 0이 된다. 통상적으로 3개의 short standard 
설계 시, 원하는 동작주파수 대역에서, S>0.2를 만족하도록
설계를하며, S<0.2인주파수영역에서는추가적인 short stan- 

dard를 설계하여 식 (1)을 만족하도록 한다. 광대역(10 MHz
∼30 GHz) 산란계수 측정시스템 교정 시 TKLT 방법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표 3> 및 <표 4>와 같이 3개 이상의 short- 
circuit offset 표준시료가 필요하다. <표 3>은 서로 다른 길이
를 갖는 offset short 표준시료의 모의실험결과를 식 (1)에 적
용하여 calibration stability factor를 계산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교정가능 동작주파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그림 4] (a)와 같이 5 mm/32 mm/62 mm의 SE microstrip 
offset short 표준시료 조합을 통해서는 0.2∼1.5 GHz 주파수
범위에서 교정이 가능하며, [그림 6] (c)와 같이 5 mm/6.2 
mm/7.4 mm의 SE stripline offset short 표준시료 조합을 통해
서는 3∼29 GHz 주파수범위에서교정이가능하다. DF 구조
의 전송선로의 경우, 하나의 모드가 아닌 두 개 이상의 모드
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교한 교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multi-mode TRL 교정법을 적용해야
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현재 multi-mode TRL 교정
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본고에서는 자
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표 3> 벡터회로망 분석기 교정법 및 그에 상응하는 On-PCB 
교정 표준시료

VNA 교정법 On-PCB 교정 표준시료 SE/DF

Thru-Reflect-Line
(TRL)

Thru

SELines (광대역을 위한 서로 다른
길이의 다수의 선로)

Reflect (short-circuit)

Three-Known-
Loads-Thru

(TKLT)

Thru

SEOffset short circuits (광대역을
위한 서로 다른 길이의 3개 이
상의 선로)

Multi-mode
TRL[18]

Thru

DF

Lines (광대역을 위한 서로 다른
길이의 다수의 선로)

Terminations (short, open, 
differential-short‑common-open, 
asymmetric-mode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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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개의 SE microstrip offset short circuit들을 이용한 VNA 

교정법

교정

방식

Short-circuit offsets
[mm]

동작주파수

[GHz] (S>0.2)

1 5/32/60 0.2∼1.5

2 5/10.4/16.2 1∼7

3 5/6.4/7.8 3∼28

<표 5> 3개의 SE stripline offset short‑circuit들을 이용한 VNA 
교정법

교정

방식

Short-circuit offsets
[mm]

동작주파수

[GHz] (S>0.2)

1 5/29.4/51.4 0.2∼1.5

2 5/9.9/14.8 1∼7

3 5/6.2/7.4 3∼29

다층 PCB를 이용하여 제작된 4가지 전송선로(SE micro- 
strip, SE stripline, DF microstrip, DF stripline) 측정 및 평가하
기 위해 산란계수 측정시스템의 교정을 수행하였다. TRL 
(Thru-Reflect[short]-Line) 표준시료를 사용하여 교정을 수행
하였고, SE 구조는 GGB사의 임피던스표준기판(ISS, CS-3- 
450)을 사용하였으며, DF 구조는 임피던스표준기판(ISS, CS- 
9)을 사용하였고, 이 때 측정기준면은 프로브 팁에 위치하
게 된다. [그림 6]은 SE 구조의 전송선로 측정결과이며, SE 
stripline 전송선로의경우 [그림 6] (b) 비아를통한 microstrip- 
to-stripline transition을 포함하기 때문에, 2번의 임피던스 부
정합의 영향으로 SE microstrip 전송선로 [그림 6] (a)의 전송
특성에비해안좋은경향을보인다. [그림 7]은 DF microstrip 
전송선로의 mixed-mode S-parameter 측정결과이며, DF strip- 
line 전송선로의 mixed-mode S-parameter 측정결과는 [그림 8]
에정리하였다. DF stripline의경우비아를통한 microstrip-to- 
stripline transition을 포함하기 때문에, 2번의 임피던스 부정
합의 영향으로 20 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전송특성
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표준시료와 테스트시료가 같은 기판에 있는 경우의

On-PCB MTRL 교정을 수행하였다. Thru-reflect(short)-line 표

(a) 

(a) 5 mm, 32 mm, 60 mm

(b) 5 mm, 10.4 mm, 16.2 mm

(c) 5 mm, 6.4 mm, 7.8 mm

[그림 4] 3개의 SE microstrip offset short 표준시료에 의해 계
산된 calibration stabili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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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mm/29.4 mm/51.4 mm

(b) 5 mm/9.9 mm/14.8 mm

(c) 5 mm/6.2 mm/7.4 mm

[그림 5] 3개의 SE stripline offset short 표준시료에 의해 계산
된 calibration stability factor

(a) SE microstrip (Line 길이: 28 mm)

(b) SE Stripline (Line 길이: 24 mm)

[그림 6] SE 구조의 전송선로

준시료를 사용하여 교정할 경우, 측정기준면은 thru standard
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측정기준임피던스는 line standard
의 특성임피던스로 설정된다. TRL calibration 표준시료의 정
보는 <표 6>과 같다. Mixed-mode 산란계수 측정시스템에서, 
Port 1과 Port 2가 이론적으로는 대칭적이지만, 실제 측정시
스템에서는 동일한(identical) 전기적 특성을 갖지 않으므로, 
Reflect 표준시료의 경우 별도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또한
신뢰성있는측정을위해표준시료및테스트시료를 3번측
정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가지고, On-PCB MTRL 교정을 수
행하였다. On-PCB MTRL 교정은 참고문헌 [20]에 기반하여
최종산란계수결과를도출하였다. [그림 9]와 같이, 1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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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on-mode S-parameters

(b) Differential-mode S-parameters

[그림 7] DF microstrip 전송선로(선로의 길이: 30 mm)

∼26 GHz 주파수 범위에서 전송선로의 특성을 통해 on-PCB 
MTRL 교정이 안정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전자파 측정의 주요 기본 측정량인 전자파

임피던스 표준연구 국내/외 동향을 동축선, 도파관, 평판선
로형태로구분하여소개하였다. 특히이슈가되고있는고속 
PCB 전송선로의전송선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on-PCB 교
정법을 소개하였고, 주요 NMI의 연구동향 및 KRISS에서 진
행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a) 

(a) Common-mode S-parameters

(b) Differential-mode S-parameters

[그림 8] DF stripline 전송선로(선로의 길이: 24 mm)

<표 6> On-PCB MTRL 교정을 위한 SE microstrip 전송선로의
표준시료 및 테스트 시료 정보

시료 시료 길이 (mm)

표준 시료

Thru -

Reflect 1 (DE port 1) -

Reflect 2 (DE port 2) -

Line 1  2.8

Line 2 28.0

테스트 시료 Line 3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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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On-PCB MTRL 교정후 SE microstrip 전송선로 테스트 
시료(<표 5>의 Line 3)의 산란계수(Line 길이: 7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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