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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인덕턴스 영향이 주요한 불연속 배선의 신호천이 특성을 예측하는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불연속한 
일반적인 배선을 수학적 방법을 통해 유효 럼프드 RLC 회로로 모델링 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수식을 통해 결정된 유효 파라
미터를 사용한 유효 럼프드 RLC 모델이므로 불연속 특성을 반영하여 배선의 신호천이 특성을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모델의 정확성은 SPICE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Abstract

A novel analytical model for the signal transient response of interconnect line with discontinuities is developed. 
The generic interconnect line with discontinuities is modeled effective lumped RLC circuit. Since it is represented 
by effective lumped RLC circuit, the signal transient response of interconnect line is analytically estimated. It is 
shown that the analytical models are in excellent agreement with those obtained with SPIC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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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CMOS 공정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CMOS 

VLSI 회로의 동작주파수는 수 GHz를 넘어서고 있다
[1]. 또한 끊임없는 미세회로 가공기술의 발전으로 시스

템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SoC 

(System on a Chip) 와 SIP (System in a 

Package) 및 3차원 집적화 기술이 대두되었다[2]-[4]. 

이와 같이 고속/고집적화 된 고성능 시스템에서 배선은 

시스템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5]-[7].

시스템의 동작속도가 수 GHz 대역까지 증가함에 따

라 배선의 인덕턴스에 의한 신호왜곡 문제가 심화되었

으며, SiP/3차원 집적기술로 인해 배선의 복잡도가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비아 (via)와 같은 

불연속점 (discontinuity)에서 임피던스의 미스매칭 

(mismatching)으로 인해 신호 왜곡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배선의 시그널인테그러티 (signal integrity)를 

빠르고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RC 모델을 사용하는데[5], 

이 모델은 쉽게 배선의 지연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인덕턴스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부정확하다. 또

한 이전의 RLC 모델은 각 부분을 럼프드 (lumped) 

RLC 회로로 근사화하여 인덕턴스 영향을 고려하여 쉽

게 50% 지연시간 예측할 수 있으나[6][7], 그림 1에서 

보듯이 비행시간 (time of flight), 상승/하강시간 

(edge rate) 및 오버슈트/언더슈트 (overshoot/ 

undershoot)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인덕턴스의 영향이 주요한 불연속 배선을  

유효 (effective) 럼프드 RLC 회로로 근사화하여 스텝

신호에 대한 신호천이 특성을 빠르고 정확히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제안된 모델을 SPICE 결과와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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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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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불연속한 배선의 신호천이 특성 및 이전 모델의 

문제점

Fig. 1. Signal transient response for discontinuous 

interconnect line and problems of previous 

model.

Ⅱ. 불연속한 배선의 럼프드 RLC 회로 모델

N개의 불연속점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배선은 그

림 2와 같은 회로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 일반적인 불연속 배선의 회로모형

Fig. 2. Generic interconnect lines with discontinuities.

그림 2의 회로모형은 수식으로 신호천이를 예측

하는 것이 난해하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은 유효 배

선파라미터(Reff, Leff, Ceff)를 사용하여 럼프드 RLC 

회로로 근사화하고, 수학적 방법을 통해 유효 배선

파라미터를 결정하면 불연속한 배선의 시스템 응답

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유효 

배선파라미터 결정법 및 응답파형과 비행시간을 통

한 응답파형 재구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유효 배선 파라미터 결정

서로 다른 임피던스를 갖는 배선 N 개가 직렬로 

연결되었다고 가정하면, 배선은 N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구역은 전송선 특성을 지니므로 

그림 3과 같이 다수의 럼프드 r, l, c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시스템의 드라이버와 리시버는 각각 저항

(RS)와 커패시터 로드(CL)로 가정하였다.

그림 3. 불연속 배선의 유효 럼프트 RLC 회로 모형

Fig. 3. Effective lumped RLC circuit model with 

discontinuities.

이 시스템을 Elmore 방법을 적용하여 시상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1

1

N N

Elmore i j
i j i

T r c
+ +

= =

= ∑ ∑ , (1)

여기서 M은 전체 럼프드 소자의 개수로 각 구간이 

k개로 구성되었다면 M=k․N을 의미하고, ri, ci는 i-

번째 럼프드 저항과 j-번째 커패시터를 의미 한다 

(단, r1은 RS로, cN+1을 CL로 정의하였다). 수식 

(1)은 유효저항과 유효커패시터로 표현할 수 있다.

Elmore eff effT R C≡ ⋅ . (2)

수식 (2)에서 정의한 유효저항과 유효커패시터 중 

하나를 결정하면 수식을 통해 다른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유효커패시터는 병렬 커패시터의 총합으로 

결정하였다.
1

1

N

eff i
i

C c
+

=

≡ ∑ , (3)

수식 (2), (3)을 통해 유효저항을 결정하면

Elmore
eff

eff

T
R

C
=

. (4)

커패시터와 유사하게 유효인덕턴스는 직렬로 연결된 

각 구역의 전체 인덕턴스의 합으로 표시하면

1eff NL L L= + +L . (5)

수식 (3)-(5)를 통해 결정된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불연속한 배선을 그림 3과 같이 럼프드 RLC 근사회

로모델로 나타내었다.

2. 럼프드 RLC 모델의 신호천이 특성

일반적인 럼프드 RLC 회로에서 스텝 신호 (step 

input)에 의한 응답파형은 수식을 통해 손쉽게 결정

된다. 응답파형은 양호도 (quality factor: Q)에 따

라 3가지의 수식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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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ffo

eff eff

L
Q

R C
ω
α

≡ =
, (6)

여기서 α=Reff/(2․Leff) 이고, 0 1 eff effL Cω = 이다.

인덕턴스의 영향이 주요하여 Q>0.5 인 배선은 언

더댐프드 (underdamped) 경우로 응답파형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01 cost
o DD d

d

V t V e tαω
ω φ

ω
−⎡ ⎤

= − ⋅ −⎢ ⎥
⎣ ⎦ , (7)

여기서, 
2 2

0dω ω α= −  이고, 
1tan

d

αφ ω
− ⎛ ⎞= ⎜ ⎟
⎝ ⎠이다.

3. 럼프드 근사회로 모델의 최대, 최소 전압 결정

언더댐프드 경우 스텝 신호에 대한 출력파형은 

VDD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흔들리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시점과 최소가 되는 시점이 존재한다. 이 시점

은 수식 (7)을 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 ) ( )0 coso t
d

d

dV t
e t

dt
αω

α ω φ
ω

−⎡= − − ⋅ ⋅ −⎣

        ( )sin 0t
d de tαω ω φ− ⎤− ⋅ − =⎦ . (8)

수식 (8)을 만족하는 시점은 다음을 통해 

1 d

d

tan
t

ωφ
α

ω

− −⎛ ⎞+ ⎜ ⎟
⎝ ⎠= , (9)

여기서, ( )1
dtanφ α ω−= . 삼각 함수는 주기함수 이므

로 최대와 최소가 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

1

max.

2 1

d

n
d

tan
t

n

ω
φ

α
ω

− −⎛ ⎞+ ⎜ ⎟
⎝ ⎠=

− , (n=1, 2, …), (10)

 

1

min .

2

d

n
d

tan
t

n

ωφ
α

ω

− −⎛ ⎞+ ⎜ ⎟
⎝ ⎠=
⋅ , (n=1, 2, …). (11)

수식(10), (11)을 VDD를 기준으로 흔들리는 최대/최

소 전압을 결정한다.

4. 반사 시간 결정

일반적인 전송선에서 파가 출력단까지 전파되는 

시간은 다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lightt L C= ⋅ . (12)

여기서 L과 C는 are 배선의 전체 인덕턴스와 커패

시턴스를 각각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불연속에 의한 

반사가 발생하는 시간은 다음 수식과 같다.

1

N

ref i i i
i

t a L C
=

= ⋅∑ , (13)

여기서 Li, Ci는 각 구간의 전체 인덕턴스와 커패시

턴스를 의미하고, ai는 0보다 큰 양의 정수이다. 그

림 2에서 출력단에서 반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N 

개의 계수가 홀수이며, 한 항이 나머지보다 클 경우 

출력단에서 반사가 발생한다. 이중에서 출력단에 변

화폭이 급격히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_ (2 1)MAX n T Tt n L C= − ⋅ (14)

여기서 LT와 CT는 불연속 배선의 전체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나타낸다.

5. 응답파형 재구성

모델의 신호천이 특성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신호가 출력단까지 전달되기 

전까지의 구간이다. 시간과 전압은 다음과 같다.

1
, ( ) 0,

N

flight i i
i

t L C V t
=

= ⋅ =∑ (15)

두 번째 영역은 급격한 반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커

패시티브 출력단의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차와 

3-pole 근사화 방법으로 구한 전압으로 선형화하여 

신호 천이를 예측한다. 세 번째 구간은 수식 (10), 

(11)을 통해 구한 최대, 최소전압을 수식(13)을 사

용하여 변화하고, 각 부분을 RC 형태로 근사화 하

였다.

 Ⅲ. 실험적 검증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수학적 모델과 SPICE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

교하였다. 그림 4의 (a)는 2 부분으로 분리되는 배

선의 회로모델과 단면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배

선에서 신호천이를 예측하면 그림 4-(b)와 같으며 

그림에서 보듯이 SPICE의 결과와 제안된 방법의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50% delay 및 edge rate 역시 정확하고 빠

르게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배선의 복잡도가 증가하면 그림 5와 같이 

Via 및 다른 층을 통해 배선을 해야 하며, 이로 인

해 신호의 왜곡이 증대된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모

델을 적용한 결과가 그림 5-(b)이다. 그림에서 보

듯이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결과와 SPICE의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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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언더댐프드 경우의 신호천이 특성 (a) 회로모델 

및 단면치수, (b) 신호천이 특성

Fig. 4. Signal transient response for under-damped 

case. (a)circuit model and dimension of 

interconnect lines (b) Signal transien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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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아(via)가 존재하는 불연속배선의 신호천이 특

성 (a) 회로모델, (b) 신호천이 특성

Fig. 5. Signal transient response with via 

discontinuities. (a) Schematic and circuit 

model, (b) Signal transient response

Ⅳ. 결론

인덕턴스 영향이 주요한 불연속 배선의 신호천이 

특성을 해석적 모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불연속한 배선을 근사 RLC 모

델로 나타내고, 근사 RLC회로의 응답파형을 수학적

으로 예측한다. 이 응답파형에서 VDD를 기준으로 진

동하는 최대/최소 전압을 결정하고, 출력단에 파가 

전파되는 비행시간을 수식적으로 계산하여 응답파형

을 재구성하여 신호천이 특성을 예측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SPICE 결과와 비교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

하였다.

참 고 문 헌

[1] ITRS,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 2007 edition," Tech. Report, 
ITRS, 2007.

[2] R. R. Tummala, "SOP: What is it and why? 
A new microsystem-integration technology 
paradigm Moor's law for system integration 
of miniaturized convergent systems of the 
next decade," IEEE Trans. Advanced 
Packaging, vol. 27, no. 2, pp. 214-249, 
2004.

[3] P. Pulici, G. P. Vanalli, M. A. Dellutri, D. 
Guarnaccia, F. L. Iacono, G. Campardo, and 
G. Ripamonti, "Signal integrity flow for 
system-in-package and packag-on-package 
devices," Proc. IEEE, vol 97, no. 1, pp. 
84-95, Jan. 2009.

[4] V. Kripeshm, S. Yoon, S. W. Yoon, V. P. 
Ganesh, N. Khan, M. D. Rotaru, W. Fang, and 
M. K. Iyer, "Three-Dimensional 
System-in-Package Using Stacked Silicon 
Platform Technology," IEEE Trans. Advanced 
Packaging, vol. 28, no. 3, pp. 377–386,  2005. 

[5] A. J. Bhavnagarwala, A. Kapoor, and J. D. 
Meindl, "Generic models for interconnect 
delay across arbitrary wire-tree networks," 
in Proc. IITC, 2000, pp. 129-131.

[6] A. B. Kahng and S. Muddu, "An analytical 
delay model for RLC interconnects," IEEE 
Trans. Computer-Aided Design, vol. 16, no. 
12, pp. 1507-1514, Dec. 1997.

[7] Y. I. Ismail, E. G. Friedman, and J. L. Neves, 
"Equivalent Elmore delay for RLC trees," 
IEEE Trans. Computer-Aided Design, vol. 
19, no. 1, pp. 83-97, Jan. 2000.

2009년 SoC 학술대회

-     416     -


	불연속 배선의 신호천이 특성 예측 모델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불연속한 배선의 럼프드 RLC 회로 모델
	Ⅲ. 실험적 검증
	Ⅳ.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