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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통신 시스템에서의 더 늘어난 대역폭(Band Width)의 수
요로 인해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에서 더 높은 동작 주파수
(Operating Frequency)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고주파 영역에서는
SRF(Self Resonance Frequency) 문제와 소자 값의 정확성(Accuracy)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수소자(Lumped Element)를 이용하여 해석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회로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
송선로(Transmission Line)를 이용하여 해석을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 순수한 내부 특성을 얻기 위하여
디 임베딩(De-Embedding)이라는 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알려진 몇
가지의 방법들은 인터커넥터 부분을 완벽히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Port 측정을 기반으로 한 8-Term Error을 이용한 디 임
베딩(De-Embedding) 방법을 이용하여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교정 값
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통신 시스템에서 더 늘어난 대역폭의 수요로 인하여 집적 회로에서의
더 높은 동작 주파수와 데이터 속도를 이끌게 하였다. 회로에 사용되는
주파수의 범위가 밀리미터파에 들어서게 됨으로서 파장은 반도체 위에
칩을 구성하는 크기에 비교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송 선로적
해석은 좁은 대역과 넓은 대역에서의 회로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전기적 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송 선로적 해석 시 DUT(Device Under Test)의 내부 특성
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 시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어댑터나 커넥터는
선로의 전기적 특성을 왜곡시키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de-embedding 기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de-embedding의 경우
정수소자로서 커넥터의 부분을 등가화 하거나[1] 혹은 ABCD, Y
parameter 기법을 이용한 de-embedding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는
데[2] 이 방법들은 인터커넥션 부분을 근사화시키는 방법으로 넓은 영역
에서 de-embedding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못한다. 또한 커넥터의 경우
2-Port로 측정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해결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Port 측정을 기반으로 한 8-Term error de-embedding 기법을 이용하
였고, 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기법이 다른 de-embedding 기법보다 더 정
확한 측정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3개의 Cascaded 구조 시스템의 T-parameter
<그림 1>과 같은 3가기 구조를 가진 시스템은 3개의 파라미터로 나
타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측정 부위는 양 끝 지점이므로, DUT의 내부
특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S-Parameter를 T-Parameter로 변환하
여 양단에 적용된 인터커넥션 부분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T-parameter
와 S-parameter의 변환 관계는 <표 1>을 통하여 알 수 있다[3].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터커넥션 부분의 2포트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얻는 것은
구조상 어려우므로, 1포트 측정을 통해 2X2 S-parameter를 얻고자 하
며, 이는 매트릭스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X-Parameter라는 변환식을 사
용한다. 즉, 오른쪽 Pad의 교정을 위해 도입된 Parameter이다.

<그림 1> 3 Cascaded Two Ports에서 Parameter 추출

<그림 1>에서 전체를 측정한  는 T-Parameter를 이용하면

 
′ 이며 DUT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Inverse Matrix

연산을 하게 되면   ′    을 통하여 DUT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표 1> S, T, X Parameter의 관계

From S to T From S to X From T to S

 


 


 



 

  

  



 

  

  



 


 


 



  2.2 1-포트 측정을 기반으로 한 8-Term-error De-embedding
Connector부분에서 2-Ports로 측정하기에 제한이 있으므로 1-Port 측
정을 통하여 8 Term-Error에 대한 항을 완성하여 S-Parameter를 구현
하고자 한다.

<그림 2> Error Term을 이용한 Connector에서 Parameter 도출

<그림 2>에서와 같이 Connector를 4개의 Error Term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는 Directivity Error, 은 Reflection tracking Error,

은 Source Match Error, 는 Actual Reflection Coefficient이다. 1

포트 측정된 반사계수는 식 (1)과 같으며 다음의 세 가지로 종단되었을
때의 반사계수인   ,   ,  을 이용하여 3차 연

립방정식을 통하여 식 (2)와 같이 풀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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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회로는 reciprocal하기 때문에     으로 쓸 수

있고, 따라서 수식을 통하여 구한 Error 항을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3)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커넥션 부분의 S-Parameter를 도출할
수 있다.

  2.3. 실험에 사용된 Microstrip Line 구조
2.1절과 2.2절에 소개한 이론을 실험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Micro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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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구조인 PCB를 제작하였다. <그림3>의 좌측은 측정하고자 하는 라
인이며, 라인의 두께는 0.76mm이고 전체길이가 200mm이며, 왼쪽으로부
터 150mm 지점에 두께가 0.5mm이며 길이가 10mm인 불연속한 부분이
형성된 전송선로 라인이다. <그림 3>의 우측은 길이가 다른 두 라인의
파라미터를 이용한 De-Embedding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두께는 0.76mm이며, 길이는 15mm이다. <그림 4>에는 인터커넥터 부분
의 1포트 측정을 위한 Open, Short, 51(1%)의 그림이다.

<그림 3> 200mm 길이의 전송선로 라인(좌)과 디 임베딩을 위한 짧은 선로(우)

  

<그림 4> 1포트 측정을 위해 제작된 open(좌), short(중앙), load(우)

  2.4. ABCD, Y-parameter를 이용한 De-embedding 기법
<그림 3>의 좌측을 길이  우측을 길이 인 전송선로 구조이고 두

전송선로가 대칭이라면 시험 구조의 ABCD Transmission matrix는


≡이며  은 DUT의 ABCD Matrix이고  은 각

각 양쪽 PAD의 ABCD Matrix이다. DUT 내부 특성을 알기 위해 측정
된 두 라인의 S-parameter를 ABCD로 변환할 수 있고, 짧은 라인의 매
트릭스의 역을 곱하여 두 선로 길이의 차 만큼의 선로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다. PAD와 같은 구조는 자체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 따라서 임피
던스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며, Lumped admittance, 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따라서 곱해진 ABCD파라미터를 Y파라미터로 변환할 경우, 내
부의 선로와 병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의 식 (4)와 같이 Y파라
미터를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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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로가 충분히 대칭적이라고 가정하면, 포트1과 포트2의 위치를
바꾸어 우측 식의 두 번째 항을 제거해줄 수 있으며, 이를 식 (5)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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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양쪽의 Pad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을 보여준다
[2].

  2.5. VNA를 통한 측정과 De-embedding 결과 비교
  <그림 5>와 <그림 6>은 앞서 제시한 de-embedding방법들의 반사계
수의 크기와 위상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 결과들은 VNA를 이용하여
의 크기와 위상을 Matlab에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두 그림

에서  Original은 긴 라인의 측정된 S-파라미터를 나타낸 것이며

 Proposed de-embedding은 2.1절과 2.2절에 제시한

T-parameter 및 8-Term error을 이용해 DUT의 S-파라미터를 추출한
것이다.

1st Resonance 

Frequency

2nd Resonance 

Frequency

Original 412.6MHz 841.1MHz

Proposed De-Embedding 438.8MHz 894.4MHz

with ADS 438.8MHz 886.9MHz

with ABCD De-Embedding 450.1MHz 915.1MHz

<표 2> 네 가지 S 파라미터의 Resonanc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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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측정된 결과와 디 임베딩을 통하여 얻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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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측정된 결과와 디 임베딩을 통하여 얻은 의 Phase

 With ADS는 라인 설계 시 이용한 ADS를 통하여 레이아웃에

서의 DUT의 S-파라미터 값이며,  with ABCD De-embedding는

2.4절에서 설명한 ABCD, Y parameter로 DUT의 S-파라미터를 얻은 결
과이다. 각각의 방법에 대한 S-파라미터의 Resonance Frequency를 <표
2>에 나타내었다. Resonance Frequency를 비교하였을 때 논문에서 제
안한 1-Port 측정을 기반으로 한 8-Term error de-embedding이 ADS
로부터 얻은 라인의 Resonance Frequency와 가장 근사한 값을 보여 주
었다. 이는 커넥터 부분을 포함하여 측정한 값인 Original과 비교하였을
때 커넥터의 성분을 제거하여 보다 정확한 교정값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BCD de-embedding과 비교하였을 때 실험한 라인이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근사화의 한계점을 해
결해 주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de-embedding 기
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정확한 DUT의 내부 특성을 재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전송 선로적 해석은 좁은 대역과 넓은 대역에서의 회로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전기적 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파모델의 전송선로는 수평적
길이에 따른 특성이 일정한 모델이며 정수소자를 이용하여 해석하고 있
으나 길이적 특성과 구조적 불연속과 같은 내부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
므로 1-포트를 기반으로 한 8-Term error를 이용한 de-embedding 기
법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4가지 경우의 S-파라미터를 비교
한 결과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DUT의 내부 특성을 얻
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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