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패키지의 I/O

핀 수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칩내 배선 뿐만 아니라 패

키지 레벨에서도 더욱 미세화된 배선을 요구하게 되었

다.[1][2] 집적회로의 속도가 고속화되면서 이들 패키지,

를 위한 배선은 전체 시스템의 전기적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3][4]

일반적으로 배선은 관심 있는 최대 주파수 파장의 약

분의 보다 길면 전송선 으로 취20 1 (transmission line)

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동작 주파수가 수백 이상. MHz

에서 동작하는 최근의 디지털 회로 패키지의 대부분의

배선은 전송선으로 취급해야 한다.[3]

본 논문에서는 집적회로 패키지 배선의 주파수 종속

전송선 특성을 실험적으로 고찰 한다 실험을 위한 패.

턴은 최소 선 폭 명목치 가 가능한 패키지 공35u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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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종속 전송선 특성을 실험적으로 고찰한다 실험을 위한 테스트 패턴은 최소 선 폭이 인 패키. 35 mμ
지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배선의 단면정보를 단순히 장해석기 에 사용하여 전송선 특성 파라미터. (HFSS)

를 추출 후 회로설계에 반영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은 를 사용한 실험값과 상(s-parameter) VNA (vector network analyzer)
당한 오차가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다 이를 통하여 고주파 시스템에서 기존의 장해석기 만을 사용한 시그널 인테그.
러티 검증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Abstract

Frequency-variant transmission lines a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est patterns are designed and fabricated by
using a package process (in which a minimum line width is 35 m). S-parameters for the test patterns are determinedμ
by using both VNA (vector network analyzer) and HFSS (a commercial field solver). Then, it is shown that the
cross-section-based simulation using a field solver (HFSS) has considerable deviation from the measured data in
high-frequencies. Thereby, it is reported that the conventional simulation-based blind signal integrity verification may
be very risky for high-performance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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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사용하여 설계제작 하였다 측정 값과 상용화 장.

해석기 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HFSS) ,

실험적 고찰 없이 단순히 장해석기를 사용하는 것은 고

주파 회로설계 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고한다.

Ⅱ 파라미터 추출 및 실험 결과. S-

흔히 고주파영역의 회로의 특성 고찰은 장해석기를

사용하거나 측정을 통하여 파라미터를 추출한 다음s-

이를 통하여 다양한 신호의 특성을 고찰한다 시뮬레이.

션은 측정에 비하여 매우 쉽게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계

산할 수 있는 반면 그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장해석기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

이다 즉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정의 편차 및 물질. ,

상수 값의 변화와 같은 본질적인 입력 값의 문제 외에

도 계산을 위한 다양한 조건 예를 들면, ( , metal

및 의 수 결정 등 이 현실적roughness effect mesh )

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5][6] 따

라서 설계자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사,

용하여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송선의 고주파 특성을 고찰하기 위

하여 그림 와 같이 길이가2 L2 (2.135mm), L6

및 인 세 개의 테스트(6.565mm), L19 (19.695mm)

패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테스.

트 패턴의 단면은 다섯 개의 같은 패턴 값의 평균을 사

용하였으며 측정에 사용된 시료의 유전상수는 단순히,

로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하였으며 도체 밑면FR4

의 역시 무시할 수 없기“metal roughness effect”

때문에 대략 정도의“surface roughness( 1.2765 mμ

값 도 측정 하였다 또한 에서는)” . , “solution setup”

를 결과 값의 오차율“solution frequency” 20GHz,

을 로 해서 최대 번의 계산을 수행하도록 설정0.01 20

하여 의 범위에서 를 사용하여 파0~26.5GHz HFSS s-

라미터를 계산하였다.[7]

윗면(a)

단면(b)

그림 1. 측정 패턴

Fig. 1. Test pattern of interconnect line

시뮬레이션의정확성을검증하기위하여같은패턴에

대하여 웨이퍼 레벨 측정을 위한- Cascade

측정 팁과 를 연결하여 파라미터Micro-Tech VNA s-

를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한 는. VNA SOLT (Short

법을 사용하여 팁의 종단까지 캘리브Open Load Thu)

레이션하였다 측정은 주파수 구. 100MHz ~ 26.5GHz

간까지 의 간격으로 개의 주파수에서 측정100MHz 265

하였다.

테스트 패턴에 대한 측정치와 로 시뮬레이션HFSS

한 파라미터를 그림 에 동시에 표시하여 비교하였s- 3

다 를 사용한 파라미터의 경우 실제 측정 값과. HFSS s-

상당한 오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전송. ,

선의 손실과 관계된 값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도저S21

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단순한 시뮬레이션에 의존한 고주파 회로 설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5 10 15 20 25
-40

-30

-20

-10

 

Frequency[GHz]

S1
1[

dB
]

-2

-1

0

HFSS

S21[dB]mea.

(a) L2(2.135mm)

2009년 SoC 학술대회

-     422     -



5 10 15 20 25
-40

-30

-20

-10

 

Frequency[GHz]

S1
1[

dB
]

-3

-2

-1

0

HFSS

S21[dB]mea.

(b) L6(6.56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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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파라미터S-

Fig. 2. S parameter by measurement and simulation

시그널 인테그러티 검증.Ⅲ

전송선에서 시그널 인테그러티 의(signal integrity)

악화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입력펄스 신호에 대한 응

답특성 을(signal transient) HSPICE W-model[7]을

사용하여 고찰하였다 배선의 길이가 길수록 입력신호.

는 수신 단에서 주파수 종속특성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

난다 그림 에서 보듯이 길이의 전송선에. 3 19.695mm

서 를 사용한 는 실제의 측정치HFSS signal transient

와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송선의 주파수 특성이 의 특성 변화eye-diagram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5Gbps PRBS

를 사용하여(Pseudo Random Bit Sequence) 10cm

에 대한 변화를 그림 와 같이 시뮬line eye-diagram 4

레이션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는 전송선의. HFSS jitter

특성에 있어서 측정 데이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값과

약 -10%, 개구 는 약 의 오차를(eye-opening) 13%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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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SPICE 를 사용한W-element L19 (19.695mm)

에서의 signal transient

Fig. 3. Signal transient using HSPICE W-element

for L19 (19.695mm) line

그림 4. 에 대한 전송선의5Gbps PRBS 10cm

Eye-Diagram

Fig. 4. Eye-Diagram for 5Gbps PRBS in 10cm

transmission line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송선의 주파수 종속 특성이 시그널

인테그러티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및 를 사HFSS VNA

용한 측정을 통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단순히 시료의 치수 및 공정에 사용한 재료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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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인 명목 값 을 사용하지 않(nominal value)

고 시료의 단면 및 물질상수 값을 측정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은 실측. , HFSS

한 값과 상당한 오차를 보였으며 이는 실제 회로에서

시그널 인테그러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고주파 시스템 설계에서 실험에 의. ,

한 보정 없이 단순히 장해석기를 사용한 시그널 인테그

러티 검증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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