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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선의 혼합 모드 산란 계수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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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연선의 성능 측정을 위한 혼합 모드 산란계수 측정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연선은 균형 형태의 소자

로써 일반적으로 동축 형태로 구현된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하여 특성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때, 발룬을 이용하여 

균형 신호와 불균형 신호 간 변환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지만 측정 주파수 대역폭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발룬을 사용하지 않고 4포트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와 설계한 고정구를 이용하여 혼합모드 산란계수를 측

정하여 연선의 성능을 측정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용 이더넷 케이블의 성능을 측정해보고 발룬의 이용

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연선의 성능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ixed-mode s-parameter measurement system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twisted 
pairs. A twisted pair is a balanced type component, its characteristics can not be directly measured using network 
analyzer, which is generally implemented as a unbalanced type. It is possible to convert between balanced signal and 
unbalanced signal by using a balun but it restricts the frequency range of the measurement system. The proposed system 
measures the performance of twisted pairs by measuring mixed-mode s-parameters using a 4-port vector network analyzer 
and a designed fixture, without using a balun. We measured the performance of a commercial Ethernet cable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which measured by using balu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system is capable of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twisted p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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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선 환경에서 안정적인 RF 신호 전송을 위한 방법

은 전송선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같은 신호 대비 적은 전력과 잡음 강건성을 위해 차동 

신호(differential signaling) 방식을 적용하였다[1]. 차동 

신호를 적용한 디지털 장비간의 전송선로로는 두 신호

선을 꼬아서 만든 연선(twisted pair)을 많이 사용한다. 
연선은 간단하고 저렴하게 구현 가능한 동시에 외부 전

자기간섭을 줄이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2].

Fig. 1 Measuring a characteristic of a twisted pair using 
VNA and baluns

통신 케이블의 성능은 S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연선 케이블에 대한 S파라미터는 그림 1과 

같이 2포트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vector network 
analyzer, VNA)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VNA는 포

트별 주파수에 따른 삽입 손실(insertion loss)과 반사손

실(return loss)을 측정해주는 장비이다. 일반적으로 

VNA는 불균형(unbalanced) 형태인 동축(coaxial) 시스

템으로 구현되어 있어 균형(balanced) 형태인 연선과 바

로 연결하여 특성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불균형 시

스템과 균형 시스템 간 연결을 위해 발룬(balun)을 이용

한다. 발룬은 변압기(transformer)의 원리와 접지를 이

용하여 균형 신호를 불균형 신호로 혹은 불균형 신호를 

균형 신호로 바꾸어 주는 장비이다. 하지만 실제 구현

된 발룬들은 자체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정확한 DUT(device under test) 특성 측정에 한계가 있

다. 특히 고주파의 경우 성능한계가 존재하여 상용 발

룬들은 사용 대역폭을 제한하여 성능을 보장한다. 발룬

을 이용한 균형 시스템의 정확한 성능 측정을 위한 캘

리브레이션 방법[3]이 소개되었지만 복잡한 단점과 여

전히 측정 주파수가 제한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연선과 같은 균형 소자는 차동 네트워크(differential 

network)로 모델링하여 혼합 모드(mixed-mode) S파라

미터로 해석이 가능함이 알려져 있다[4]. 다양한 연구에

서 혼합 모드 S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균형 소자의 특성

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 하였다[5, 6]. 이 방법은 발룬

을 사용하지 않고 균형 소자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어 

발룬의 문제점인 주파수 제한이나 정확성 문제를 해결 

하여 균형 소자의 특성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
근에는 VNA를 이용하여 연선 케이블의 특성을 측정하

는 방법[7]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이 소개되었다[8, 
9]. 해당 연구들에서는 VNA와 연선의 연결과 측정을 

위한 간단한 구현 방법을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혼합 모드 S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연

선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전 연구결과

에서 간단히 소개된 측정 방법을 구체화한 혼합 모드 S
파라미터 측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4포트 VNA와 설계한 고정구(fixture)를 이용하여 발룬

을 사용하지 않고 연선의 특성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선 시스템 모

델을 소개하고 혼합모드 신호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단일 종단(single-ended) S파라미터에서 혼합 

모드 S파라미터를 얻어내는 방법을 소개한다. 3장에서

는 제안하는 시스템과 그 설계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

서는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용 이더넷 케이블의 

성능 측정을 수행하고 고성능 발룬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비교해 본다. 5장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논문을 

마무리한다.

Ⅱ. 차동 네트워크와 혼합 모드 S파라미터 변환

연선 케이블은 그림 2와 같이 각 단선(wire)을 접지

를 기준으로 포트로 생각하여 4포트 단일 종단 네트워

크로 모델링할 수 있다. 연선은 통신을 위한 전송 선로

로 주로 사용되므로 이 경우 2포트씩 짝을 이뤄 논리적 

포트(logical port)로 가정하여 2포트 차동 네트워크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림 2 (c)와 같이 포트1과 포트2를 

차동 포트1로 포트3과 포트4를 차동 포트2로 정의하면 

차동 네트워크의 차동 모드(differential-mode)와 공통 

모드 (common- mode) 전압, 전류 그리고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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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Modeling of a twisted pair, (a) Schematic of twisted 
pair and ground, (b) Diagram of a 4-port single-ended 
network model, (c) Diagram of a 2-port differential 
networ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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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 2 이며, 은 번 포트 전압, 은 번 

포트의 전류, 은 기수-모드(odd-mode) 임피던스이

며, 은 우수-모드(even-mode) 임피던스이다. 그리고 

단일 종단 모델의 경우처럼 차동 모드와 공통 모드의 

정규화된(normalized) 입사 전력(incident power) , 

과 반사 전력(reflection power) ,  은 다음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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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1, 2이다.
위의 관계가 성립 할 때,   라고 가정하

면 단일 종단 S파라미터 행렬  은 혼합 모드 S파라

미터 행렬  와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4].

        (6)

여기서  ,   그리고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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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기서 ()는 차동 네트워크의 논리적 포트

의 차동 모드(공통 모드) 입력에 따른 논리적 포트의 

차동 모드(공통 모드) 응답의 비(ratio)이며, ()

는 논리적 포트의 차동 모드(공통 모드) 입력에 따른 

논리적 포트의 공통 모드(차동 모드) 응답비이다. 그림 

2 (a)의 연선의 경우 삽입 손실은  또는 로 표

현 가능하며, 반사 손실은  또는  로 표현된다. 

연선 쌍의 경우 각 연선 끝단을 터미네이션 시켜 근단 

누화(near-end crosstalk, NEXT)와 원단 누화(far-end 
crosstalk, FEXT)를  또는 으로 표현할 수 있다.

Ⅲ. 제안하는 측정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식 (6)을 이용하여 연선의 4포트 단일 

종단 S파라미터를 측정하여 혼합 모드 S파라미터를 얻

음으로써 케이블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연선의 4x4  를 얻기 위해선 4포트 VNA의 각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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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선의 각 단선을 연결해주어야 한다. 또한 VNA의 

각 포트의 접지가 공통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Fig. 3 The proposed twisted pairs characteristic 
measurement system

이를 위해 그림 3과 같은 시스템 설계하였다. VNA 
각 포트와 연결된 동축 케이블을 SMA (SubMiniature 
version A) 커넥터를 이용하여 전도가 가능한 재질로 만

들어진 고정구에 연결한다. 고정구의 섀시를 통해 VNA
의 각 포트의 접지가 연결된다. SMA 커넥터의 핀에 연

선의 각 단선을 연결하여 VNA 포트마다 하나의 단선

이 연결되도록 한다. 고정구의 SMA커넥터 위치는 시

료 연결 시 연선의 꼬임이 최대한 풀리지 않아 케이블 

특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능한 가깝게 

위치시킨다. 그림 3과 같이 각 연선마다 섀시를 이용하

여 격벽을 세워 분리한다. 이 격벽은 두 가지 역할을 수

행한다. 첫 번째는 연선과 고정구의 연결단에서 이웃한 

연선끼리 발생하는 누화를 방지한다. 일반적인 VNA들

은 포트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선 동축 케이블도 같은 길이의, 짧
은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이런 제약 때문에 시료

가 연결 시 나란히 배치될 수밖에 없다. 누화 측정의 경

우 측정 신호 레벨이 낮은 정밀한 측정이기 때문에 고

정구와 연선을 연결 과정에서 연선 간 확실한 분리가 

되지 않아 누화가 발생한다면 측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격벽은 연선 연결단에서의 누화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연선과 VNA 동축 케이블 

사이의 안정적인 필드를 생성 해준다. VNA와 연선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선의 꼬임이 풀려 

균형 형태가 VNA의 불균형 구조 변경될 수밖에 없다. 
이때 VNA 포트의 신호 핀과 단선만 연결을 해놓는다

면 주위의 환경에 따라 연결 부위 주위의 전자기 필드 

분포가 예측 불가능하게 된다. 격벽을 이용하여 일정한 

접지면을 제공하면 그림 4와 같이 연선 연결부분의 필

드를 일정한 양상으로 분포할 수 있게 해준다. 일정한 

필드의 분포는 주위의 환경을 배제하고 안정된 측정 환

경을 제공한다.

Fig. 4 Cross section of a connection part of wire and 
fixture with electric field lines

Ⅳ. 시스템 제작 및 측정 결과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용 이더넷 케이블의 성

능을 측정해보았다. 시료는 2m 길이의 Category 5e 케
이블을 사용하였다. 실제 제작된 실험 고정구와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고정구의 섀시는 알루미늄 재질을 이용하여 제작하

였고 커넥터는 50Ω SMA 커넥터를 이용하였다. SMA 
커넥터를 쌍으로 배치하여 시료 연결 시 연선의 꼬임 

풀림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시료 연결단은 각 연

선마다 섀시 격벽으로 충분히 분리되도록 하였다. 측정 

시료와 SMA 커넥터는 납땜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VNA의 캘리브레이션은 동축 케이블 끝단에서 4포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서 

같은 시료를 고성능 발룬을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은 구

성으로 측정하였다. 캘리브레이션은 동축 케이블과 연

결된 발룬 끝단에서 2포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발룬은 Category 7 시험용 제품(BH Electronis, 모델명 

040-0092)을 이용하였다. 발룬의 성능 보장 주파수 범

위 내에서 두 방법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6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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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 Fabricated test fixture, (a) fabricated test fixture 
without upper cover, (b) connection of SMA connectors 
and VNA coaxial cables on fixture, (c) twisted pairs 
and SMA connectors were connected by soldering

(a)

(b)

(c)



연선의 혼합 모드 산란 계수 측정 시스템

893

(d)
Fig. 6 Comparison of measurement results of a Cat. 5e 
UTP cable using baluns and the proposed system, (a) 
insertion loss (b) return loss, (c) NEXT, (d) FEXT

두 방법의 측정 결과, 측정 시료인 Category 5e 이더

넷 케이블의 최대 주파수 규격인 100MHz에서 삽입 손

실과 반사 손실은 0.2dB 이내, 근단 누화와 원단 누화는 

3dB 이내로 일치하였다. 근단 누화와 원단 누화와 같은 

측정 신호 수준이 –55dB 이하로 매우 낮은 신호에서

도 3dB 이내로 일치하는 결과를 통해 제안한 시스템이 

고성능 발룬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수준의 정확도를 보

여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

을 이용하여 연선 케이블 성능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연선의 성능 측정을 위한 혼합 모드 

산란 계수 측정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용 이더넷 케이블의 저주파에서의 성능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가 고성능 발룬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제안한 측

정시스템과 방법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시스

템은 발룬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룬의 제한점인 높

은 주파수에서의 연선 성능 측정이 가능하다. 제안한 

시스템은 레이더와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와 

기계 학습 및 인공지능 등의 적용으로 연선구조를 적용

한 높은 주파수 성능 특성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네트

워크용 케이블이나 군용 통신케이블 등의 성능 측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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