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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와 나선형 공진기를 이용한 원 노이즈 감 방안 연구

Power Noise Suppression Methods Using Bead with Spiral Res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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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동시 스 칭에의한 잡음 감을 하여일반 으로 사용하는 비드와 더불어 나선형공진기를

함께 사용하여 보다 향상된 역의 잡음 감 특성을 확보하 다. 비드는 기본체배 주 수 아래 역인 0.8 

GHz 이내에서 효과 으로 잡음이 감되고, 공진기는 공진기 턴길이에 반비례한 공진 주 수 이내까지잡음을

잘 감할 수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비드와 공진기를 함께 사용하면 각 주 수 역에서 임피던스가 높은

성분에 의하여 향을 받아 보다 역의 동시 스 칭에 의한 잡음 감 특성을얻을수 있다. 22 nH 비드만을

사용한 경우 1, 2, 3, 그리고 4체배에서 각각 4.8, 2.0, 0, 0.6 dB의노이즈 감 특성을 얻었으나, 22 nH의 비드와

3턴공진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 9.5, 8.3, 6.1, 9.9 dB의 역에 걸친 잡음 감소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비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22 nH 비드를 사용하면 원단 흔들림이 76 mV에서 56 mV로감소하고, 비드와 3턴공진

기를 함께 사용하면 34 mV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즉, 비드와 공진기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역의

동시 스 칭에 의한 잡음 감 특성을 확보함을 보 다.

Abstract

In this paper, to the aim of wideband SSN(Simultaneous Switching Noise) suppression characteristic, investigation 

of spiral resonator are used in conjunction with bead which is commonly used for noise suppression method. Bead 

works effectively to suppress the power noise up to the first harmonic of fundamental frequency, 0.8 GHz, and spiral 

resonator suppress noise well in the frequency range of SRF(Self Resonance Frequency) which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length of spiral. Thus, when bead used in conjunction with a spiral the noise suppression characteristic is 

determined by the one of higher impedance element of the two in the frequency range and achieves more broadband 

filtering characteristic. The case for using 22 nH bead turns out 4.8, 2.0, 0, and, 0.6 dB, and the case for using 22 

nH bead in conjunction with 3-turns spiral achieves more wideband characteristic of 9.5, 8.3, 6.1, and 9.9 dB power 

noise suppression performances at the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harmonics, respectively. The peak-to-peak voltage 

levels decrease from 76 mV to 56 mV using 22 nH bead, and the level decrease rapidly to 34 mV when using in 

conjunction with bead and 3-turn spiral. Thus more wideband SSN suppression characteristic can be achieved using 

bead with spi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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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보 통신 기기들은 유무선 환경에서 고속

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처리하고 있다. 고속 인쇄

회로 기 (printed circuit board: PCB) 상에서 동시 스

칭에 따른 잡음(simultaneous switching noise: SSN)

이 발생되어 PCB의 성능 하 오동작과 자기

장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문제 등을

유발한다.   

원단 노이즈 감을 통한 PCB 성능 향상은 디

커 링 캐패시터(decupling capacitor) 혹은 비드(bead)

와 같은 잡음 필터를 이용한 방법 등이 사용되어 왔

다. 그러나 디커 링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원 분

배 망(Power Distribution Network: PDN)의 임피던스

(impedance)를 낮추는 방법은 실제 디커 링 캐패시

터 내부의 인덕턴스 성분과 장착 시 발생하는 인덕

턴스로 인하여 임피던스를 낮출 수 있는 역은 수

백 MHz 이내로 제한된다. 한, 비드도 주로 100 

MHz 역에서 수십에서 수백 옴(ohm)의 값을 가지

므로 수백 MHz 역 이내에서 효과 으로 잡음을

감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고주 역의 잡음을

감하기에 치 못하다. 따라서 GHz 역 이상

에서 발생하는 SSN에 한 잡음 감 방법론이 필

요하 고, 이를 하여 보다 역 잡음 감을

하여 원면(power plane)을 단 셀(unit cell)이라는

주기 인 패턴으로 분리하고, 그 사이를 속 분기

(metal branch)를 통하여 연결시키는 주기 인 자

지 (electromagnetic bandgap: EBG) 구조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 나아가 EBG의 주 수 역

을 보다 낮은 역까지 확장하기 하여 분기 지

의 길이를 늘여 역용 EBG 구조 연구
[2]
와 주기

으로 분리되어 있는 패턴으로 인해 신호선의 귀환

경로(return path)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나빠진 신호 무결성(signal integrity)을 보완하기 한

국부 인 EBG 배치 구
[3]
까지 다양한 방법의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실제 PCB 패키지(package) 구

조에서는 원면 잡음을 발생시키는 고속 디지털 스

칭 소자나 이러한 잡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아날로그/RF 소자들은 특정 역에만 존재한다. 따

라서 EBG 구조를 원 지면의 체 역이 아

니라, 잡음 원이나 잡음에 민감한 소자들이 존재하

(a) PCB 조감도

(a) PCB bird-side view

(b) PCB 층 구조

(b) PCB stack-up

그림 1. 샘 PCB 모델

Fig. 1. Sample PCB model.

 

그림 2. 회로 시뮬 이션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circuit simulation. 

 

는 역에만 부분 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유용하게

용될 수 있다. 

최근 EBG 구조에서 나아가 공진기 구조를 이용

한 원 잡음 감 방안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4]～[6]. 기존 나선형 공진기는 주로 RFIC 분야에서

상 으로 은 면 에 높은 인덕턴스 값과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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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Q-factor) 값을 가지므로 인해 다양하게 사용되

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나선형 공진기를 PCB 

상에 용하여 SSN 잡음을 차단하는 방법 연구와

더불어 PCB에 구 된 공진기의 등가모델에 한 연

구 한 진행되어지고 있다 [7]. PCB에 구 된 나선

형 공진기는 잡음 차단 주 수 역이 수백 메카헤

르츠(MHz)까지로 낮아져 있어서 기존 EBG보다 실

제 제품에 용하기에 보다 합하다. 본 논문에서

는 보다 효과 인 역의 잡음 감 특성을 얻기

하여 나선형 공진기와 더불어 비드를 동시에 사용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  론  

비드와 나선형 공진기에 의한 잡음 감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PCB 상에서 발생된 SSN 차단량을

비교하여 필터링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해 그림 1과 같은 4층의 400×800×1 mm3 크기의 샘

PCB를 제작하 다. 제작된 샘 PCB는 1층에 4

개의 고속 신호선이 있고 2층은 지면(ground plane)

으로 구 하 으며, 3층은 원면(power plane)으로

구 되어 있는 4층 구조이다. 각 층의 유 체는 FR- 

4(μr=1, εr=4.4)이고, 두께는 h1은 0.18 mm이고, h2

는 0.53 mm 값을 가지며, 각 층의 도체의 두께는 35 

um이다. 샘 PCB 원 공 을 하여 3개의 원

포트가 있으며, 첫 번째는 이상 인 원을 공 하

는 Voltage Regulator Model(VRM) 포트, 드라이버 IC

에 원을 공 하는 드라이버 원 포트, 그리고 수

신단 IC에 원을 공 하는 수신 원 포트이다. 실

제 PCB상에서 DDR3-1600 데이터 신호가 동시에 동

작할 때 발생하는 드라이버 단의 SSN이 비드나 나

선형 공진기 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통과하면서

얼마나 효과 으로 잡음이 어드는가를 수신단에

서 확인하기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 수행 방법은 1단계로 샘 PCB를 3차

원 자장 시뮬 이터(3D electromagnetic simulator)

인 Ansys(사)의 HFSS을 이용하여 S- 라미터(S-pa-

rameter)를 추출하는 필드 해석 단계와, 회로 시뮬

이터인 Agilent(사)의 ADS을 이용하여 1단계에서 추

출된 PCB의 S-parameter와 회로 부품 모델(DDR3의

IBIS 모델, 비드의 S-parameter, Decap.의 RLC 모델

등)과 연결하여 회로 시뮬 이션 하는 2단계를 걸쳐

진행하 다. 이를 통하여 시간 역 해석과 주 수

역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2는 회로 시뮬

이션 블록도이다. 회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하여 4개의 데이터 신호선에는 1.6 Gbps로 동작하는

DDR3-1600 데이터 신호의 Input/Output Buffer In-

formation Specification(IBIS) 모델을 인가하여 동작시

켰다. DDR3 IBIS 모델은 제조사(삼성)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사용하 으며, 동작 설정은 신호 주기 1.25 

ns, VDD 1.5 V, 그리고 duty cycle 50 %로 설정하여

동작하 다. 드라이버 원단에는 1 nF의 캐패시턴

스 값을 가지며, 내부 등가 직렬 인덕턴스(equivalent 

series inductance)값으로 1 nH와 등가 직렬 항(equi-

valent series resistance)값이 1 ohm의값을 가지는 디커

링 캐패시터를 병렬로 삽입하여 드라이버 IC에 필

요한 국부 원을 공 하는 역할과 비드 혹은 나선

형 공진기의 인덕턴스를 가려주는(screen out) 역할

을 수행하여 다. 삽입된 비드 공진기에 의해

SSN의 감쇠량을 비교하기 해 수신단 원 포트에

서 원 잡음 감량을 측정하 다.

2-1 드에 의한 잡  감쇠 효과 분석  

회로 시뮬 이션 단계에서 비드를 드라이버 원

포트단에 직렬로 연결하여 비드 삽입에 따른 SSN 

감 정도를 비교하 다. 비드는 실제 상용 휴 단

말기 제품에 사용되는 비드 모델 Taiyo Yuden(사)

의 0603 사이즈의 칩 비드를 선택하여, 비드 제조사

에서 제공하는 S 라미터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

다. 사용한 각각의 S 라미터 모델 일에는 1 

MHz에서 3 GHz까지의 S 라미터 값이 정의되어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각 비드의 표 인덕

턴스 값은 100 MHz에서 각각 10 nH, 22 nH, 80 nH 

값을 갖는다. 

먼 시간 역 해석을 통하여 비드 삽입에 따른

수신 원단의 흔들림을 표 1에 정리하 다. 표 1에

서와 같이 비드의 인덕턴스 값이 10 nH에서 80 nH

로 증가함에 따라 시간 역의 원단 흔들림이 59 

mV에서 46 mV로 감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

은 비드가 인덕턴스 값에 비례하여 임피던스가 높아

지며, 이에 따라 잡음을 감쇠하는 필터 성능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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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드 삽입에 따른 SSN 감량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SSN suppression level by inserting beads.

Inductance @ 100 

MHz [nH]

Time domain [mV] Frequency domain [dB]

Peak-to-peak voltage 

1'st 

harmonic 

(0.8 GHz)

2'nd 

harmonics 

(1.6 GHz)

3'rd 

harmonics 

(2.4 GHz)

4'th 

harmonics 

(3.2 GHz)

Case 1 (without bead) 78(1.544～1.466 V) - - - -

Case 2 10 59(1.531～1.472 V) 2.4 0.9 0.3 0.6

Case 3 22 56(1.528～1.472 V) 4.8 2.0 0.0 0.6

Case 4 80 46(1.524～1.478 V) 14.5 6.6 2.9 2.1

져 잡음 감쇠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간 역의 해석과 함께 주 수 역 해석을 함

께 진행하 다. DDR3-1600 데이터 신호가 1.6 Gbps

로 동작하게 회로 해석을 수행하므로, 0.8 GHz의 주

기를 갖는 기본 주 수와 그 체배 주 수(1.6, 2.4, 

3.2, 그리고 4.0 GHz)에서 신호의 에 지가 집 되어

있다. 먼 몇 체배까지 잡음 감량을 비교할지 주

수 역을 설정하기 하여 최 심 주 수를

계산하 다. 0.8 GHz 데이터 신호의 Tr(rising time)을

신호 주기의 0.1로 간주하면 Tr은 125 ps가 되고, 

knee frequency(fknee) 식 (1)을 이용하여 fknee의 역까

지 심 주 수 역으로 설정하 다
[8].  

 





(1)
 

식 (1)을 이용하여 fknee를 계산하면 2.5 GHz이며, 

주 수 마진을 고려하여 4체배인 3.2 GHz까지 심

주 수 역으로 설정하여 각 체배 주 수에서 비드

가 삽입되지 않은 case 1 비 얼마나 잡음이 감소하

는지 비교하여 어든 원 잡음량을 dB 단 로

정리한 결과, 시간 역 해석 결과와 유사하게 비드

의 인덕턴스 값이 증가함에 따라 잡음 감소량이 증

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잡음 감쇠 효과가

주로 1체배에서 나타나고, 2체배에서는 그 효과가

어들면서 3체배 이상에서는 잡음 필터링 효과가

미약함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비드는 주

역의 잡음 감에 효과 이고, 고주 역에서는

감 효과가 약함을 알 수 있다.

2-2 나선  공진 에 의한 잡  감쇠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PCB상에 구 가능한 1.1×1.1 mm2 

크기 내에서 턴 수를 변경하며 나선형 공진기를 구

하 고, 구 된 나선형 공진기에 의한 잡음 감

정도를 확인하기 해 드라이버 원단에 삽입하

다. 나선형 공진기의 양 끝은 원 송 선로와 비아

(via)에 연결되어 있으며, 비아를 통해 원 층에 연

결되어 있다. 앞단과 동일하게 PCB 상에 DDR3-1600 

데이터 신호를 동시 스 칭 함에 따라 드라이버 단

에서 발생한 SSN이 나선형 공진기에 의해 얼마나

감쇠되는지를 수신단에서 측하 다. 

나선형 공진기의 등가 모델은 그림 3과 같이 π-타

입으로 나타낼 수 있다[9]. Csh는 공진기와 아래 지

면 사이의 병렬 캐패시턴스이고, Cs는 공진기 선간

의 직렬 캐패시턴스이며, Ls와 Rs는 공진기 도체의

인덕턴스와 항 성분이다. 항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작다는 가정(Rs→0)하에, Y- 라미터(Y-para-

meter)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i1과 는 1번 포트에서의 류와 압 값이고, 

는 2번 포트에서의 압 값이다. Y11의 허수 값이 0

이 될 때 공진이 일어나므로 SRF 값을 계산할 수 있

다
[10],[11]. 

구 된 PCB 지면 의 나선형 공진기는 그림 4 

와 같다. 각 턴의 선폭과 간격은 0.1 mm로 동일하다. 

공진기의 턴 수 변화에 따른 나선형 공진기의 인덕

턴스와 공진 주 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해 3차원

자장 시뮬 이션를 수행하여 Y-parameter를 계산

하고, 이를 통하여 인덕턴스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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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π-타입의 나선형 공진기 등가 모델

Fig. 3. π-type equivalent circuit model of spiral reso-

nator.
 

 (a) Case 1    (b) Case 5    (c) Case 6   (d) Case 7

그림 4. 제작된 샘 PCB 

Fig. 4. Fabricated sample PCB. 

 

인덕턴스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다
[10].

 

 

mag 
H

(3)
 

Imag[—1/Y11]은 [—1/Y11]의 허수 부분이고, Y11 

그림 5. 시뮬 이션과 측정된 샘 PCB의 달 계수

비교

Fig. 5. Comparison of simulated and measured transmi-

ssion coefficients of sample PCBs.

표 2. 턴 수 변경에 따른 공진기의 인덕턴스와 공진

주 수

Table 2. Inductance and SRF of spiral resonator with 

various turns. 

Turns of 

spiral 

Length of 

spiral 

[mm]

Inductance at 

200 MHz [nH]

First SRF

[GHz]

Case 5 2 8.4 7.3 4.19 

Case 6 3 13.9 11.2 2.78 

Case 7 4 20.5 16.7 1.92 

는 포트 1에서 계산된 셀 어드미턴스(self admi- 

ttance)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트 1을 나선형 공진  

기 드라이버 단으로 설정하 다. 

공진기의 요 특성 인자 하나는 인덕턴스 값

이고, 이 값은 임피던스에 요한 향을 미쳐서 잡

음 감 성능을 결정 짓는다. 다른 요 인자는

self resonance frequency(SRF) 값으로 공진이 일어나

기 주 수 역 역까지 공진기는 인덕터(induc-

tor)로 동작하고, 그 이후에는 캐패시터(capacitor)로

동작된다. 따라서 공진기의 임피던스 값은 주

수가 올라감에 따라 임피던스 값이 증가하다가, SRF 

이후에서는 임피던스 값이 감소함을 볼 수 있다
[12].

나선형 공진기의 턴 수 변경에 따른 인덕턴스와

공진 주 수의 값을 계산하여 표 2에 정리하 다. 

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기 길이의 늘어남에

비례하여 인덕턴스 값이 증가하는 반면, 공진 주

수는 인덕턴스 값에 반비례하므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즉, 2턴의 Case 5의 경우 인덕턴스 값이 낮아

SSN 필터링 특성은 낮으나 SRF는 제일 높아, 

역에 걸쳐 잡음 감쇠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반면, 

4턴인 Case 7의 경우 인덕턴스 값이 높아 SSN 감

특성은 높으나, SRF가 낮아 Case 5에 비하여 역

에서만 잡음 필터링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장단

이 있다. 회로 시뮬 이션을 통해 구 한 공진기를

통하여 드라이버 원 선에서 발생한 SSN가 공진기

에 의하여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수신단에서 측정하

여 잡음 감소량을 표 3에 정리하 다. 표 3에서와 같

이 나선형 공진기의 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 단

흔들림이 감쇠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공진기 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덕턴스

값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임피던스 값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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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나선형 공진기 삽입에 따른 SSN 감량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SSN suppression level by inserting spiral resonator.

Number 

of turn

L 

[nH]

Time domain [mV] Frequency domain [dB]

Peak-to-peak voltage 

1'st 

harmonic 

(0.8 GHz)

2'nd 

harmonics 

(1.6 GHz)

3'rd 

harmonics 

(2.4 GHz)

4'th 

harmonics 

(3.2 GHz)

Case 5 2 7.3 68(1.537～1.469 V) 6.1 5.5 4.4 8.6

Case 6 3 11.2 52(1.528～1.476 V) 9.5 8.2 5.8 5.0

Case 7 4 16.7 42(1.523～1.481 V) 12.8 9.2 5.0 2.1

표 4. 비드와 나선형 공진기 동시 삽입에 따른 SSN 감량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SSN suppression level by inserting bead in conjunction with spiral resonator.

# of 

turn

Bead 

[nH]

Time domain [mV] Frequency domain [dB]

Peak-to-peak voltage 

1'st 

harmonic 

(0.8 GHz)

2'nd 

harmonics 

(1.6 GHz)

3'rd 

harmonics 

(2.4 GHz)

4'th 

harmonics 

(3.2 GHz)

Case 8 2 22 46(1.524～1.478 V) 8.2 5.9 4.2 9.2

Case 9 3 22 34(1.518～1.484 V) 9.5 8.3 6.1 9.9

Case 10 4 22 31(1.516～1.485 V) 13.1 9.2 6.1 6.0

잡음을 감쇠하는 필터링 특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주 수 역 해석 결과에서도 2턴인 Case 5인 경우

는 인덕턴스 값은 작으므로 SSN 감 벨은 Case 

6과 7에 비해 으나, 공진 주 수가 높으므로 4체배

까지 역 SSN 감 특성을 볼 수 있다. 3턴의

Case 6의 경우는 턴 수 2인 Case 5에 비해 인덕턴스

값이 높아 3체배까지 잡음 감 특성이 좋아지나 공

진 주 수가 낮아져서 4체배 고주 역에서는

SSN 감 특성이 하됨을 볼 수 있다. 반면, 4턴인

Case 7의 경우 2체배까지는 제일 높은 필터링 성능

을 보이나, 3체배 이상의 고주 역에서는 필터링

성능이 격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공

진 주 수 이후에는 공진기의 임피던스가 감소함으

로 인해 잡음 필터링 성능이 떨어져 나타나는 것이

다. 제작된 샘 PCB 상에서 드라이버 포트와 수신

포트 사이에 SMA 커넥터를 달아 달 계수(trans-

mission coefficient)를 측정하여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측정된 달 계수를

보면 공진기를 삽입하지 않은 Case 1과 비교하여 공

진기를 삽입하면 달 계수 값이 낮아지며, 턴 수를

2턴에서 4턴까지 증가함에 따라 달 계수 값이 더

감소하여 필터링 성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 으로 측정과 해석 간의 달 상수 값이 고주

역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측정과 해석 간

의 감소 벨 유형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비드와 나선형 공진기를 원단에 삽입하 을 때

의 원단의 흔들림의 감쇄률을 그림 6과 같이 정리

하 다. 이를 통해 비드와 공진기의 인덕턴스 값에

따른 감쇄량을 측할 수 있다. 비드의 인덕턴스 값

그림 6. 비드와 나선형 공진기의 인덕턴스 값에 따른

잡음 감쇄량

Fig. 6. Noise suppression level by bead and spiral re-

s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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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 1의 Eye 다이어 (b) Case 3의 Bead 22 nH 

    그램 삽입했을 때 Eye 다이어

                              그램

 (a) Eye diagram of Case 1   (b) Eye diagram of Case 3 

                              having 22 nH bead

(c) Case 9의 3턴 나선형 (d) Case 10의 4턴 나선형

   공진기와 22 nH 비드를 공진기와 22 nH 비드

   동시에 삽입할 때의 Eye     를 동시에 삽입할 때의

   다이어그램  Eye 다이어그램

(c) Eye diagram of Case 9    (d) Eye diagram of Case 10

   having 3-turn spiral and       having 4-turn spiral and

   22 nH bead                 22 nH bead

그림 7. 비드와 나선형 공진기가 삽입되었을 때의 Eye

다이어그램 비교

Fig. 7. Eye-diagram comparison: inserted bead and spi-

ral resonator.  
 

에 따른 감쇄률 기울기보다 공진기의 기울기가 더

높은 이유는 공진기는 공진 주 수 이내의 고주

역까지 임피던스 값이 높게 유지되어 잡음을 감

하는 반면, 비드는 수백 MHz 이내에서만 이 임피던

스 값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SSN 감

성능이 하되기 때문에 기울기의 차이가 있다. 

2-3 드  나선  공진 에 의한 잡  감쇠 

효과 분석 

앞 단원에서 비드의 잡음 감 특성이 2체배 이내

에서만 효과가 집 되어 있는 반면, 나선형 공진기

는 턴 수에 따라 역의 잡음 감 특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비드와 나선형 공진기를 동시

에 사용함으로 인한 잡음 감 특성을 분석해 보고

자 한다. 이를 해 22 nH 값을 가진 비드를 2턴, 3

턴, 4턴의 나선형 공진기와 함께 사용할 때 SSN 

감 특성을 해석하여 표 4와 같이 정리하 다. 비드

와 나선형 공진기를 함께 사용할 때 기존 22 nH만

사용한 Case 3의 56 mV 원단 흔들림보다 개선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 2턴, 3턴, 4턴을 가진

공진기 만을 필터로 사용한 경우, 각각 68, 52, 42 

mV의 원단 흔들림에서 22 nH의 비드를 함께 사용

한 경우 46, 34, 31 mV로 원단 흔들림이 어듦을

볼 수 있다. 즉, 비드 효과와 공진기 효과가 더해진

결과가 도출됨을 얻을 수 있다. 

주 수 역에서의 잡음 감 특성 한 두 성분

에 의한 효과가 결합되어 역의 잡음 감 특성

을 얻을 수 있다. 22 nH 비드 만을 사용한 Case 3의

잡음 감쇠 특성이 1, 2, 3, 그리고 4체배에서 각각

4.8, 2.0, 0, 0.6 dB이고, 2턴의 공진기 만을 사용한

Case 5의 경우 각 체배에서 6.1, 5.5, 4.4, 8.6 dB의 잡

음 감쇠 특성을 갖는데, 22 nH 비드와 2턴 공진기를

함께 사용하면 Case 8과 같이 8.2, 5.9, 4.2, 9.2 dB의

개선된 잡음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3턴

공진기 만을 사용한 경우는 각 체배에서 9.5, 8.2, 

5.8, 5.0 값을 가지나, 22 nH 비드와 3턴 공진기를 함

께 사용한 Case 9의 결과는 9.5, 8.3, 6.1, 9.9의 잡음

감소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값은 Case 3의 비드

만 사용한 것 비 3채배, 4체배에서 특별히 향상된

잡음 감 특성임을 볼 수 있다. 한, Case 10의 22 

nH 비드와 4턴 공진기를 함께 사용한 경우 1체배, 2

체배, 3체배, 4체배에서 각각 13.1, 9.2, 6.1, 그리고

6.0 dB의 잡음 감 특성을 나타내고, 이 값은 기존

4턴 공진기만을 가진 Case 7의 4체배 주 수에서 감

쇄량인 2.1 dB 비 3.9 dB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드와 공진기가 서로 보완하여

SSN 감 특성을 향상하여 보다 역의 잡음

감 특성을 확보함을 볼 수 있다. 

원단에 비드와 나선형 공진기를 삽입하 을 때

DDR3의 데이터 신호의 특성을 확인하기 해 Eye 

다이어그램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7(a)와

같이 비드와 공진기를 사용하지 않은 Case 1의 경우

1.036 V, 620 ps의 Eye 높이와 폭 값을 가진다. 22 nH 

비드를 삽입한 Case 3 경우 그림 7(b)와 같이 Eye 높

이와 폭이 1.015 V와 600 ps로 Case 1에 비해 약간

감소하나,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JEDEC)의 DDR3 기 을 만족함을 볼 수 있다. 한, 

22 nH 비드와 3-턴의 나선형 공진기를 함께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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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9의 그림 7(c)와 22 nH 비드와 4-턴의 나선형 공

진기를 동시에 함께 사용한 Case 10의 그림 7(d)의

결과도 유사한 정도의 Eye 높이와 폭을 가지며, JE-

DEC79 스펙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단 SSN 감을 하여 일반

으로 사용하는 비드와 더불어 고주 잡음 감 특

성을 갖는 공진기를 함께 사용하여, 보다 향상된

역의 SSN 감 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 다. 

먼 비드 만을 사용한 경우, 기본 1체배 주 수 이

내에서 효과 으로 SSN 감하는 효과가 나오고, 나

선형 공진기 만을 사용한 경우 SRF에 따라 SSN 

감 역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드와 공진

기를 함께 사용한 경우, 주 역에서는 비드가

효과 으로 SSN을 감하고, 고주 역에서는 공

진기가 보다 효과 으로 SSN을 감하는 특성을 확

인하 다. 22 nH 비드만을 사용한 경우 Case 3과 같

이 1체배, 2체배, 3체배, 4체배에서 각각 4.8, 2.0, 0, 

0.6 dB이었으나, 22 nH와 3턴 공진기를 함께 사용한

Case 9의 경우, 각 체배 주 수에서 9.5, 8.3, 6.1, 9.9 

dB의 역에 걸친 SSN 감소 특성을 얻을 수 있었

다. 한, 주 수 역 해석과 함께 시간 역 해석

을 통해 22 nH 비드만 사용했을 경우, 비드가 없는

것 비 원단 흔들림이 78 mV에서 56 mV로 감소

함을 볼 수 있었고, 비드와 3턴 공진기를 함께 사용

한 경우 50 % 이상 어든 34 mV로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비드와 공진기를 동시에 사용함으로 인해

보다 역의 높은 잡음 감 특성을 확보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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