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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k Roelofs 부사장 겸 사업부장 RF 제품부 

 

개  요 
본 RF 매뉴얼은 RF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각종 자료와 다양한 측면을 망라하였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RF 소(小) 신호 개별 부품 (Small signal 

discretes), RF CATV 모듈 및 광(光) 네트워킹 부품의 제품 범위 전반을 제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 애플리케이션 유의사항, 

교차 참조문서, 패키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RF 매뉴얼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의 원천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문서를 연간 2회에 걸쳐 갱신하므로, 고객분들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Philips의 RF 매뉴얼은 RF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침서임을 자부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위주 기능 강화 

본 6차판에서는 RF 매뉴얼의 형식을 다소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본 

매뉴얼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중을 높여, ‘RF 애플리케이션, 권장 제품 

및 권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새로운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고객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관련도가 높은 제품이나 애플리케이션 정보 설명에 

이르기까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BAW 필터 

당사는 신규 BAW 필터 포트폴리오에 대해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BAW 필터 관련 장을 읽어보시면 주요 기능과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알 수 있습니다.. 

RF 매뉴얼 6차판의 부록 

이외에도 부록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본 매뉴얼의 주요 

부분과 마찬가지로, 부록은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개 장을 새로 수록하였습니다. (‘계단식 RF 블록의 

성과’와 ‘잡음 개요’) 

RF 매뉴얼의 웹페이지 상에서 향상된 부분을 검토하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사의를 표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판에서는 “RF 애플리케이션 – 기초”와 “RF 설계 - 

기초” 장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정, 공표하였습니다. 

쌍방향성 

본 RF 매뉴얼은 완전 쌍방향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품 유형을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본 매뉴얼의 추가 정보로 이동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Philips 웹사이트의 해당 제품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RF 매뉴얼의 웹페이지 

http://www.philips.semiconductors.com/markets/mms/products/discretes/documentation/rf_manual 

RF 제품, 마케팅팀 

Wil Konings, Kausik Mandal, Jos Peters, Pierre Ricard, Ronald Thissen, Joeri Voets, Jos Ze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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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플리케이션, 권장 제품 및 권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Philips의 RF 애플리케이션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applications/index.html 
 
Philips의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documentation/app_notes / 
 
Philips의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MMIC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discretes/documentation/mmic_amplifiers_mixers/ 
 
Philips의 애플리케이션 유의사항 (트랜지스터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discretes/documentation/transistors/ 

 

1.1 ODM/CEM 설계를 위한 저(低) 비용의 휴대전화 프론트 엔드 (front-end)  
 

애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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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제품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divers xxSB17 SOT343 BFG410W 
divers xxSB62 SOT343 BFG425W 
divers xxSB63 SOT343 BFG480W 

RF 
detector 

RF 
Schottky 
diode 

Low 
CdSchottky

divers xxSB82 SOT23 BFR520T 
SOT416 BFR505T  

 
Buffer RF bipolar

transistor
Wideband 
transistor 

SOT323 BFS540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divers BAP50  SOD523 BB141 
divers BAP51  SOD523 BB142 
divers BAP55  SOD523 BB143 
divers BAP63  SOD523 BB145 
divers BAP64  SOD523 BB145B 
divers BAP65  

VCO Varicap 
diodes 

VCO 
varicap 
diodes 

SOD523 BB149 
divers BAP1321       

Antenna 
switch RF diode PIN diode 

divers BAP142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T343R BGA2001  SOT343 BFG21W 
SOT343R BGA2003  SOT343 BFG425W 
SOT363 BGA2004  

Bipolar 
transistor

Wideband 
transistor 

SOT343 BFG480W 
SOT363 BGA2011  amplifier* SOT363 BGA2031/1

LNA MMIC 
Low noise 
wideband 
amplifier 

SOT363 BGA2012  

      

Driver 

MMIC 
Gen. 
Purpose 
wideband 
ampl. 

SOT363 
SOT363 

BGA2771 
BGA2776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T343 BFG410W  SOT343 BFG21W 
SOT343 BFG425W  

Bipolar 
transistor

Wideband 
transistor SOT343 BFG480WRF bipolar 

transistor 
Wideband 
transistor 

SOT343 BFG480W  amplifier * SOT363 BGA2031/1Mixer 

MMIC Linear 
mixer SOT363 BGA2022  SOT363 BGA2771 

      

Power 
amplifier 

MMIC Gen. Purpose
wideband 
ampl. SOT363 BGA2776 

           
ad* = 2단계 가변 이득 선형 증폭기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T343R BGA2001 Low noise

amplifier SOT343R BGA2003 
SOT363 BGA2771 MMIC Gen. 

Purpose 
amplifier  SOT363 BGA2776 

SOT363 PRF949 

IF 

RF bipolar 
transistor 

Wideband 
transistor  SOT363 BFS17W 

 

권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1880MHz PA driver BFG21W 
1880MHz PA driver BFG480W 
2GHz LNA BFG410W 
2GHz LNA BFG425W 
800MHz PA driver BFG21W 
900MHz driver BFG480W 
900MHz LNA BFG410W 
900MHz LNA BFG480W 
CDMA cellular VCO BFG425W, BFG410W, BB142 
Demoboard 900MHz LNA BGA2003 
Demoboard for BGA2001 BGA2001 
Demoboard for W-CDMA BGA2003 
High IP3 MMIC LNA at 1.8 - 2.4 GHz BGA2012 
High IP3 MMIC LNA at 900MHz BGA2011 
Power amplifier for 1.9GHz DECT and PHS BFG425W, BFG21W 
Rx mixer for 2450MHz BGA2022 
Ultra LNA’s for 900&2000MHz with high IP3 BFG410W, BFG42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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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LAN, Bluetooth™, DECT, ZigBee™ 등을 위한 2.4 GHz 프론트 엔드  
 

애플리케이션 

 
 

권장 제품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D523 BAP51-02 
SOD882T BAP51LX 
SOD882T BAP55LX 

SPDT 
Switch RF diode Pin diode 

SOD882T BAP142LX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Medium 
power 
amplifier 

MMIC 

Gen. 
Purpose 
med.  
Power ampl

SOT89 BGA6589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T343R BGA2003 
LNA  MMIC Low noise 

WB amplifier SOT343R BGA2001 
 

권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2.45 Ghz T/R, RF switch BAP51-02 
Low-impedance PIN diode BAP50-05 
Demoboard 900 MHz LNA BGA2003 
Demoboard for 900&1800 MHz BGA2001 
Demoboard for W-CDMA BGA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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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NB (Low Noise Block) 
 

애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 

 
 

권장 제품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T343FP CFH705F  divers BAP64 LNA RF bipolar 
transistor 

GaAs 
transistor Aircavity CFH703A  divers BAP51 

      divers BAP1321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divers BAP50 

SOT343 BFG424W  

IF switch RF diode PIN diode

divers BAP63 Oscillator RF bipolar 
transistor 

Wideband
transistor SOT343F BFG424F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T363 BGA2711  SOT363 BGA2709 
SOT363 BGA2712  SOT363 BGA2776 
SOT363 BGA2748  SOT363 BGM1014 
SOT363 BGA2715  SOT363 BGM1012 

MMIC 
Gen. 
Purpose 
amplifier 

SOT363 BGA2717  

MMIC Gen.purpo
se amplifier

SOT363 BGA2716 

SOT343 BFG424W  

Output 
stage IF 
amplifier 

RF 
bipolar 
transistor

Wideband 
transistor SOT343 BFG325 

1st stage 
IF 
amplifier 

RF bipolar 
transistor 

Wideband
transistor 

SOT343F BFG424F       

 

권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2.45Ghz T/R, RF Switch BAP51-02 
Low-impedance PIN diode BAP50-05 

 

 



Philips RF Manual 6th Edition 9 

1.4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애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 

 
 

권장 제품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기능 

SOT343 BFG425W Wideband 
transistor SOT343 BFG410W RF bipolar 

transistor 
SiGe SOT343 BFU540 

SOT343R BGU2003 
SOT343R BGA2001 

Low noise 
wideband 
amplifier SOT343R BGA2003 

SOT363 BGM1013 
SOT363 BGM1011 
SOT363 BGA2715 

LNA 

MMIC General 
purpose 
wideband 
amplifier 

SOT363 BGA2748 

 

 

권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Introduction into the GPS front-end* BGAx, BGMx, BGUx 
900 MHz LNA BFG410W 
2 GHz LNA BFG410W 
2 GHz high IP3 LNA BGA2003 

 
* 웹 링크 사용불가. 부록 6차판에 수록. RF 매뉴얼의 웹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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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V / VCR / DVD 튜닝 
 

애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 

 
 

권장 제품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D323 BB152  SOD323 BB152 VHF low 
SOD523 BB182  

VHF low 
SOD523 BB182 

SOD323 BB153  SOD323 BB153 
SOD323 BB157  SOD323 BB157 
SOD523 BB178  SOD523 BB178 

VHF high 

SOD523 BB187  

VHF high 

SOD523 BB187 
SOD323 BB149A  SOD323 BB149A 

Input 
filter 

Varicap 
diode 

UHF 
SOD523 BB179  

Bandpass 
filter 

Varicap 
diode 

UHF 
SOD523 BB179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T143 BF904       
SOT143 BF909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T143 BF1201  SOD323 BB152 
SOT143 BF1105  

VHF low 
SOD523 BB182 

SOT143 BF1211  SOD323 BB153 

5 V 

SOT143 BF1212  SOD323 BB157 
 SOD523 BB178 9 V SOT143 

SOT143 
BF1100 
BF1109  

VHF high 

SOD523 BB187 
SOT143 BF1202  SOD323 BB149A 
SOT363 BF1102R  

Oscillator Varicap
diode 

UHF 
SOD523 BB179 

SOT363 BF1203       
SOT363 BF1204       
SOT363 BF1205       
SOT363 BF1206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T363 BF1207  

RF 
pre-amplifier Mosfet 

2-in-1.5 V 

SOT363 BF1208  
IF amplifier MMIC Wideband  

amplifier SOT363 BGA2717 

 

권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Application note for Mosfets: BF9x, 
BF110x, BF120x*  BF9x, BF110x, BF120x 

 
* 웹 링크 사용불가. 부록 3차판에 수록. RF 매뉴얼의 웹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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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차량 라디오 수신기 (CREST IC: TEF6860HL, TEF6862HL) 
 

애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 

 
 

권장 제품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AM LNA RF 
transistor JFET SOT23 BF862  SOD323 BB156 

      
Oscillator RF diode Varicap 

diode 
SOD523 BB208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T23 BB201*       Varicap 

diode SOT23 BB207  기능 제품 패키지 유형 
SOD523 BAP70-02  

FM input 
filter & 
AGC 

RF diode 
PIN diode 

SOD323 BAP70-03  
AGC & 
hum filter RF diode PIN diode SOT363 BAP70AM

참고 1:  이러한 권장되는 개별 부품은 모두 NICEPACS, CCC en DDICE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NICE: TEA6840H, TEA6845H, TEA6846H, NICEPACS: TEA6848H, TEA6849H  
 CCC: TEF6901H, TEF6903H  DDICE: TEA6721HL. 
 이러한 권장되는 개별 부품은 모두 (AM LNA 입력 제외) 적용할 수 있습니다.  

 DICE2: TEF6730HWCE ICs: TEF6848H, TEF6849H) 
참고 2:  전화 및 휴대용 라디오 (IC: TEA5757)는 varicap BB200을 FM 발진기로 사용합니다. 
 전화 및 휴대용 라디오 (IC: TEA5767/68)는 varicap BB202를 FM 발진기로 사용합니다. 

 

권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Low-voltage FM stereo radio (TEA5767/68)* BB202 
A NICE radio (TEA6848H) - Draft** JFETS, Varicaps and PIN diodes 
Integrated Car Radio CCC (TEF69xxx) - Draft** JFETS, Varicaps and PIN diodes 

* 웹 링크 사용불가. 부록 3차판에 수록. RF 매뉴얼의 웹페이지 참조. 
** 웹 링크 사용불가. Philips의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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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ATV 전기적 (회선 확장 장치) 
 

애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 

 
 

권장 제품 
기능 제품 주파수 이득(dB) 유형 

33.5 - 35.5 BGY588N550Mhz 
26.2 - 27.8 BGY587B 

600Mhz 21 - 22 BGY687 
33.5 - 34.5 BGE788 
18 - 19 BGY785A 750Mhz 
21 - 22 BGY787 
18 - 19 BGY885A 
21 - 22 BGY887 
33.5 - 34.5 BGY888 

860Mhz 

25.2 - 25.8 CGY887A

RF Pre 
Amplifier Push-Pulls 

1000Mhz 18-19 BGY1085A
 

기능 제품 주파수 이득(dB) 유형 
550Mhz 18-19 BGD502 

750Mhz 
19.5 - 20.5 
18.2 - 18.8 
20 - 20.6 

BGD704 
BGD712 
BGD714 

18 -19 BGD802 
18.2 18.8 BGD812 
19.7 20.3 BGD814 
18.2 -18.8 BGD902 
19.7 -20.3 BGD904 
21.2 - 21.8 BGD906 
19.75 - 20.25 CGD914 

RF Power 
Amplifier 

Power  
Doublers 

860Mhz 

19.25 - 19.75 CGD923 
 

기능 제품 주파수 이득(dB) 유형 
5-75 MHz 29.2 - 30.8 BGY68 
5-120 MHz 24.5 - 25.5 BGY66B RF Power 

Amplifier 
Reverse  
Hybrids 

5-200 MHz 23.5 - 24.5 BGY67A 
*) SOT115 패키지에서 모두 사용 가능 

 

권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BGS67A 역동성이 높은 범위인 하이브리드형  
증폭기 역방향 증폭기 2방향 CATV 시스템 BGS67A 

BGD902를 갖춘 디지털 CATV 네트워크를 위한  
하이브리드형 광대역 증폭기 모듈 BGD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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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ATV (광수신기 유의사항) 
 

애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 

 
 
 
권장 제품 

기능 제품 주파수 이득(dB) 유형 

RF Reverse 
Receiver 

Optical Reverse  
Receiver 300 MHz SOT115 BGO387

 
기능 제품 주파수 이득(dB) 유형 

750 MHz SOT115 BGO747
RF Forward 
Receiver 

Forward Path 
Receiver 

860 MHz 
SOT115 
SOT115 
SOT115 

BGO807
BGO827
BGO847

 

권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CATV 애플리케이션에서 Philips의  
광 수신기 사용 모든 광 수신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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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광 네트워킹 (SFF/SFP 모듈) 
 

애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 

 
 
 
권장 제품  

기능 제품 데이터율 
(Mb/s) 패키지 유형 

155 die only TZA3036 
622 die only TZA3026 
1200 die only TZA3046 

RF 
Pre 

Amplifier 

Transimpedance 
Amplifier 

2488 die only TZA3013 

 

기능 제품 데이터율 
(Mb/s) 패키지 유형 

SOT560-01 TZA3047B1250 
SOT560-01 TZA3050 
SOT560-01 TZA3010B

Laser 
driver Laser driver 

3200 
SOT560-01 TZA3011B

 

권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OM5811 데모 보드: 30-3200Mb/s용 
TZA3010/11/47 레이저 드라이버 지원 TZA3010/11/47 

TZA30x6 – 수신기 광 하위 어셈블리 * TZA30x6 

* 본 애플리케이션 유의사항에서는 웹 링크를 사용할 수 없음.  

Philips의 영업사원에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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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포트폴리오 
 

Philips의 제품을 선택하시려면: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products/selector/27046/index.html 
 
Philips의 RF 개별 부품 카탈로그: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cgi-bin/catalog/catalog.pl/mms/219/282/^27046/ 

 

2.1 신규 제품 

 
신규: RF 다이오드  SRA/RFS 
BB202LX 휴대 전화, MCD에서 모바일 라디오용 varicap CQS Q3 2005 
BB178LX TV & 위성용 varicap CQS Q3 2005 
BB179BLX TV & 위성용 varicap CQS Q3 2005 
BB179LX TV & 위성용 varicap CQS Q3 2005 
BB181LX TV & 위성용 varicap CQS Q3 2005 
BB182LX TV & 위성용 varicap CQS Q3 2005 
BB187LX TV & 위성용 varicap CQS Q3 2005 
BB198 TV & 위성용 varicap CQS Q3 2005 
BB140LX TV & 위성용 varicap CQS Q3 2005 

Chapter 2.2.1 Varicap diodes 

BAP142LX 휴대 전화, 블루투스, 무선 전화  
– RF 스위치 및 FE 모듈 DEV Q3 2005 

BAP51LX 휴대 전화, 블루투스, 무선 전화  
– RF 스위치 및 FE 모듈 RFS Q2 2005 

BAP55LX 휴대 전화, 블루투스, 무선 전화  
– RF 스위치 및 FE 모듈 DEV Q3 2005 

BAP70AM 차량 라디오 AM CQS Q3 2005 

Chapter 2.2.2 Pin diodes 

 

신규: RF 양극성 트랜지스터 

BFG424F 위성 LNB – DRO (절연 공진 발진기)용  
고(高) 주파수 발진기 RFS Q1 2005 

BFG424W 위성 LNB – DRO (절연 공진 발진기)용  
고(高) 주파수 발진기 RFS Q1 2005 

Chapter 2.3.1  
Wideband trs 

 

신규: RF IC 
BGM1014 위성 LNB, 케이블 시스템 – IF 증폭기 RFS Q4 2004 Chapter 2.4.1 MMICs 

 

신규: RF MOS 트랜지스터 

BF1208 TV/VCR/DVD/STB/SAT용으로 향상된  
VHF 교차 변조 기능을 갖는 1쌍의 MOSFET RFS Q4 2004 

BF1207 TV/VCR/DVD/STB/SAT용으로 향상된  
VHF 교차 변조 기능을 갖는 1쌍의 MOSFET RFS Q1 2005 

BF1207F TV/VCR/DVD/STB/SAT용으로 향상된  
VHF 교차 변조 기능을 갖는 1쌍의 MOSFET CQS Q1 2005 

Chapter 2.5.3 
 MOSFETs 

 

신규: RF 모듈 

 
 

신규: 광섬유 송수신기 IC 

 

유형 애플리케이션 / 설명 제품 상태 계획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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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F 다이오드 
 
Philips의 varicap: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discretes/featured_products/rf_varicaps/ 
 
Philips의 RF PIN 다이오드: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discretes/key_solutions/multimarket/diodes/PIN_diodes/index.html 
 
Philips의 RF Schottky 다이오드: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discretes/key_solutions/multimarket/diodes/low_cd_schottky/index.html 

 

2.2.1 Varicap 다이오드 
주파수별 Varicaps 다이오드 구성  

 
 

VCO varicap 다이오드 

Cd @ Vr  
(pF) 

Cd @ Vr 
 (pF) 

튜닝 범위 
Cd/전압 범위 

(V) 

rs 
(Ω) 유형 패키지 

최소값 최대값 (V) 최소값 최대값 (V) 비율 V1~v2 유형 

 
  = 신규 

ad*  = FM 차량 라디오를 위한 특별 설계 포함 (CREST-IC: TEF6860) 

ad** = 모바일 전화 튜너 IC를 위한 특별 설계 포함 

ad*** = 미배포. 표본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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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varicap 다이오드: FM 라디오 튜닝 

Cd @ Vr 
(pF) 

Cd @ Vr 
(pF) 

튜닝 범위 
Cd/전압 범위 

(V) 

Rs 
(Ω) 유형 패키지 

최소값 최대값 (V) 최소값 최대값 (V) 비율 V1~v2 유형 

 
  = 신규 

ad*  = FM 차량 라디오를 위한 특별 설계 포함 (CREST-IC: TEF6860) 

ad**  = 모바일 전화 튜너 IC를 위한 특별 설계 포함 

 

TV & 위성 varicap 다이오드 – UHF 튜닝 
튜닝 범위 

Cd @ Vr 
(pF) cd/전압 범위 

(V) 

rs 
(Ω) 일치 세트 일반 애플리케이션 

유형 패키지 

최소값 최대값 (V) 비율 V1~v2 최대값 % TV VCO SAT. STB 

일치 

 
불일치 

 
 = 신규 

 

TV & 위성 varicap 다이오드 – VHF 튜닝 
튜닝 범위 

Cd @ Vr 
(pF) cd/전압 범위 

(V) 

rs 
(Ω) 일치 세트 일반 애플리케이션 

유형 패키지 

최소값 최대값 (V) 비율 V1~v2 최대값 % TV VCO SAT. STB 

일치 

 
불일치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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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IN 다이오드 

 

PIN 다이오드 
한계치 RD (W) 유형@ Cd (pF) 유형@ 유형 패키지 Conf 

Vr(V) If(mA) 0.5mA 1mA 10mA 0V 1V 20V 

 
  = 신규 

S  = 단일 

SS  = 시리즈 

CC  = 공통 음극 

CA  = 공통 양극  

 

2.2.3 대역 변경 다이오드 

 

한계치 특성 ; 최대값 
Rd@IF and f Cd @VR and f 유형 패키지 

VR(V) IF(mA) 
_ (mA) (MHz) (pF) (V)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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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Schottky 다이오드 

 

기능: 

• (초)저 다이오드 용량 

• (초)저 순방향 전압 

• 단일 고립형 및 3배 고립형 다이오드 

• (극/초)소 패키지 

 

애플리케이션: 

•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 초고속 절체 

- 클램핑 (clamping) 회로 

• RF 애플리케이션: 

- 다이오드 링 믹서 

- RF 검파기 

- RF 전압 더블러 

 

저(低)용량 Schottky 다이오드 

유형 패키지 VR 최대값
(V) 

IF 최대값 
(mA) 

VF 최대값 
(mA) 

CD 최대값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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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F 양극성 트랜지스터 
 

2.3.1 광대역 트랜지스터 
 

RF 광대역 트랜지스터: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discretes/key_solutions/multimarket/transistors/25_45ghz_wideband/index
.html 

 

광대역 트랜지스터 

fT-IC 곡선은 천이 주파수 (fT) 특성을 6세대 RF 광대역 트랜지스터를 위한 컬렉터 전류 (IC)로 나타냅니다. 컬렉터 전류 (IC)가 동일하고 천

이 주파수 (fT)가 유사한 트랜지스터 그룹은 하나의 곡선으로 표현됩니다. 곡선의 번호는 표에 기재한 제품에 해당하며 제품의 RF 특성을 자

세히 제시하였습니다.  

 
 

광대역 트랜지스터 (RF 소(小) 신호) 
Ft Vceo Ic Ptot 

(GHz) (V) (mA) (mW)유형 곡선 패키지 
일반 최대값 

극성 Gum
(dB)

F
(dB)

@
(MHz)

Gum
(dB)

F
(dB)

@ 
(MHz) 

Vo 
(mV) 

Pl 
(dBm) 

ITO
(dBm)

@ Ic
&(mA)

Vce
(V)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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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트랜지스터 (RF 소(小) 신호) 
Ft Vceo Ic Ptot 

(GHz) (V) (mA) (mW)유형 곡선 패키지 
일반 최대값 

극성 Gum
(dB)

F
(dB)

@
(MHz)

Gum
(dB)

F
(dB)

@ 
(MHz) 

Vo 
(mV) 

Pl 
(dBm) 

ITO
(dBm)

@ Ic
&(mA)

Vce
(V)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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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F IC 
2.4.1 MMIC 
 

Philips 의 RF MMIC: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discretes/mmic/index.html 

 

범용 광대역 증폭기 (50 옴 이득 블록) 

 
  = 신규   참고: 1. 상위 -3dB, 1GHz에서 이득(Gain).  2. 최적 파라미터  3. 이득(Gain) = |S21|2 

 

2 단계 가변 이득 선형 증폭기 

 
참고: 1. 이득(Gain) = GP, 전력 이득.  2. DG = 이득 (Gain) 제어 범위 
 

광대역 선형 믹서 

 
참고: 1. 이득 = GC, 변환 이득. 
 

저잡음 광대역 증폭기 

 
참고:  

1.  MSG    2. 조정 가능한 바이어스 (bias)  

3.  |S21|2   4. 1.8 GHz 객체 데이터를 위한 내부 일치값을 갖는 교환 LNA 
 

범용 평균 전력 증폭기 (50 옴 이득 블록) 

 
참고: 1 반환 손실값으로 결정 (>10dB)  3. Gain = |S21|2 

유형 패키지 한계치 

주파수 
범위 

유형 패키지 한계치 

RF 입력 
주파수 범위 

IF 출력 
주파수 범위

유형 패키지 한계치 

유형 패키지 한계치 

유형 패키지 한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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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RF MOS 트랜지스터 
2.5.1 JFET 

 

절체를 위한 N 채널 접합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특성 

VDS VG
손실 V(p)GS RDSON Crs ton toff 

(V) (mA) (mA) (V) (&) (pF) (ns) (ns) 
유형 패키지 

최대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대 최소 최대 유형 최대 유형 최대 

 
 

 

절체를 위한 P 채널 접합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특성 

VDS VG
손실 V(p)GS RDSON Crs ton toff 

(V) (mA) (mA) (V) (&) (pF) (ns) (ns) 
유형 패키지 

최대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대 최소 최대 유형 최대 유형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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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채널 접합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특성 

손실 V(p)GS |Yfs|  Crs VDS VG

(mA) (V) (mS) (pF) 
유형 패키지 

(v) (Ma)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DC, LF 및 HF 증폭기 

 
차량 라디오의 AM 튜너용 전치 증폭기 

 
RF 단계 FM 휴대용 장비, 차량 라디오, 주요 라디오 및 믹서 단계 

 
저잡음 범용 증폭기 

 
범용 증폭기 

 
AM 입력 단계 UHF/VHF 증폭기 

 
1)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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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MOSFET 

 

N 채널, 절체를 위한 단일 MOSFETS  
특성 

손실 V(p)GS RDSON Crs ton toff |S21(on)|2|S21(off)2 VDS 
ID

(mA) (V) (W) (pF) (ns) (ns) (dB) (dB) 
유형 패키지 

(V) mA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대 최소 최대 유형 최대 유형 최대 최대 최소 
모드 

 
실리콘 RF 스위치 

 
 

N 채널, 이중 게이트 MOSFETS  
특성 

손실 V(p)GS |Yfs| Cis Cos F@800 MHzVDS 
ID

(mA) (V) (mS) (pF) (pF) (dB) 
유형 패키지 

(V) (mA)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유형 유형 유형 
VHF UHF 

외부 바이어스 포함 

 
완전 내부 바이어스 

 
부분 내부 바이어스 

 
 

1) 비대칭 
2) VGS(th) 
3) ID 
4) VSG 
5) 1개의 패키지에 공피층 FET 및 다이오드

6) VGS(th) 
7) @ 200 mhZ 

 

8) COSS 
9) CCig 
10) 1개의 패키지에 동등형 이중 게이트 MOSFETS 2대 
11) 1개의 패키지에 저잡음 이득 증폭기 2대 
12) 트랜지스터 A: 완전 내부 바이어스, 트랜지스터  

B: 부분 내부 바이어스 
13) 내부 절체 기능 
14) 트랜지스터 A: 부분 내부 바이어스, 트랜지스터  

 B: 완전 내부 바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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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채널, 이중 게이트 MOSFETS  
특성 

손실 V(p)GS |Yfs| Cis Cos F@800 MHzVDS 
ID

(mA) (V) (mS) (pF) (pF) (dB) 
유형 패키지 

(V) (mA)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유형 유형 유형 
VHF UHF 

부분 내부 바이어스 

 
  = 신규 

1) 비대칭 
2) VGS(th) 
3) ID 
4) VSG 
5) 1개의 패키지에 공피층 FET 및 다이오드

6) VGS(th) 
7) @ 200 mhZ 

 

8) COSS 
9) CCig 
10) 1개의 패키지에 동등형 이중 게이트 MOSFETS 2대 
11) 1개의 패키지에 저잡음 이득 증폭기 2대 
12) 트랜지스터 A: 완전 내부 바이어스, 트랜지스터  

B: 부분 내부 바이어스 
13) 내부 절체 기능 
14) 트랜지스터 A: 부분 내부 바이어스, 트랜지스터  

 B: 완전 내부 바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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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RF 모듈 
 

2.6.1 CATV 역방향 하이브리드 

 
 

 

2.6.2 CATV Push-Pull 

 
 

  = 신규 

 

 

 

주파수 범위 유형 번호 이득(㏈) 기울기(㏈)

주파수 범위 유형 번호 이득(㏈)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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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CATV 전원 더블러 

 
  = 신규 

 

 

2.6.4 CATV 광 수신기 

 
 *) 참고: 이 표는 참조용입니다. 이 표에 제시한 산정값 중 일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신 데이

터시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품은 현재 개발 중입니다. 가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Philips의 영업사무소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설명: 

주파수 범위 데이터가 특성을 나타내는 MHz 범위의 최대 및 최소 주파수 

@Ch/@Vo  CTB, XM, CSO 및 d2가 특성을 나타내는 채널과 출력 전압의 수치 

@fm  측정 주파수 

F  잡음 지수 (Db) 또는 잡음 (pA/Sqrt(Hz)로 표기) 

FL  평탄도 

Rmin 광 수신기의 최소 반응도 

주파수 범위 유형 번호 이득(㏈) 기울기(㏈)

주파수 범위 유형 번호 Rmin 
(V/W) 기울기(㏈)

광 역방향 수신기 
 

순방향 경로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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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광섬유 송수신기 IC 
 

2.7.1 레이저 드라이버 

부품 번호 데이터율 
Mb/s 패키지 유형 베어 다이 

(bare die)
Imod/Ibias 

[mA] 
이중 루프 

(loop) 입력 Vcc 전원 손실 
mW 

 
 

 

2.7.2 트랜스 임피던스 증폭기 

부품 번호 데이터율 
Mb/s 

패키지  
유형 

베어 다이 
(bare die)

In 
[nA] 

Eq Sends
[dBm] RSSI 출력 Vcc 전원 손실 

mW 

 
  = 신규 

*) 참고:  

표에 제시한 수치는 모두 섭씨 25도에서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전원 손실은 Vcc = 3.3 V에서 발생합니다. 

Eq. 감도 조건: 0.7x 비트율에서 저대역 필터를 사용하여 잡음 수치를 계산하였으며, 소광비 (extinction ratio)는 10%, 광 다이오

드 반응도는 0.9A/W인 소스를 사용하였습니다. 

3.3_ 출력 단계가 5V 레이저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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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차 참조문서 및 대체품 
 

Philips의 교차 참조문서: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products/xref/ 
 
Philips의 EOL (end-of-life):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products/eol/ 

 

3.1 교차 참조문서: 제조업체 유형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였음 
약어: 

BS 다이오드 대역 절체 다이오드 

CATV PD  CATV 전력 더블러 

CATV PPA  CATV Push Pull 증폭기 

CATV PPA/HG CATV Push Pull 증폭기 고(高) 이득 

CATV RA CATV 역방향 증폭기 

FET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IS  업계 표준 

MMIC 모놀리딕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 

Varicap Varicap 다이오드 

WB trs 1-4  광대역 트랜지스터 1-4 세대 

WB trs 5-7  광대역 트랜지스터 5-7 세대 

 
제조업체  

유형 제조업체 Philips의  
유형 제품군  제조업체 

유형 제조업체 Philips의  
유형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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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유형 제조업체 Philips의  
유형 제품군  제조업체 

유형 제조업체 Philips의  
유형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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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유형 제조업체 Philips의  
유형 제품군  제조업체 

유형 제조업체 Philips의  
유형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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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유형 제조업체 Philips의  
유형 제품군  제조업체 

유형 제조업체 Philips의  
유형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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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유형 제조업체 Philips의  
유형 제품군  제조업체 

유형 제조업체 Philips의  
유형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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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차 참조문서: Philips의 단종 제품 유형 및 Philips의 대체품 유형 
Philips의 단종 제품 유형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였음 

 
약어: 

BS 다이오드 대역 절체 다이오드 

CATV   공통 안테나 텔레비전 시스템 
FET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Varicap Varicap 다이오드 
OM 광 모듈 
 

Philips의  
단종 제품 유형 제품군 Philips의  

대체품 유형  Philips의  
단종 제품 유형

제품군 Philips의  
대체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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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의  

단종 제품 유형 제품군 Philips의  
대체품 유형  Philips의  

단종 제품 유형
제품군 Philips의  

대체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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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크 탄성파 (BAW) 필터 
 

 

2005년도 후반기에 Philips의 RF 제품 비즈니스 라인에서는 신규 제품군의 최초 

장비로 벌크 탄성파 (BAW) 필터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RF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고(高)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추세가 

확연해지고 있으며, 또한 고성능에 대한 요구와 소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BAW 필터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세라믹 및 표면 탄성파 (SAW) 필터와 비교해보면, BAW 필터는 일반적으로 

소형의 크기로, 하위 및 상위 천이 대역에서 대역내 삽입 손실을 줄였으며, 필터 

스커트 (skirt)의 고립성과 기울기 정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SAW 필터와 

비교하였을 때, BAW 필터는 중앙 주파수와 온도 변화를 줄여, 1 ~ 20GHz 범위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SAW 필터의 경우, 2GHz 이상의 주파수 범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올해 1차로 배포되는 필터는 (W-) CDMA 휴대전화의 US PCS 송신 및 듀플렉서 

(duplexer)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당사의 차기 제품은 블루투스형 

안테나 필터와 UMTS 듀플렉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BAW 필터는 구성한 패키지의 축소형 제품은 물론, Philips의 특허 제품인 

Chip Scale 패키지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 제품인 Chip Scale 

패키징은 RF 프론트 엔드 모듈의 필터를 원활하게 통합하는 데 적합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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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패키징 
 

Philips의 녹색 패키징: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green_roadmap/ 
 
Philips의 패키징: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package/index.html 

 

신규 SOD882T/SOT88xT 패키지 세대 

Philips는 소(小) 신호 개별 부품인 반도체를 위한 혁신적인 초박형 무연 (無鉛) 

플라스틱 패키지 기술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야인 모바일 통신, PDA 및 노트북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고품질의 소형 RF 

컴포넌트를 요구하는 뚜렷한 추세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SOD882T/SOT88xT의 주요 기능 

·  높이 낮음 (0.4 mm) 

·  밑넓이 작음 (0.62 x 0.32 mm2) 

·  유연성이 뛰어난 플랫폼 

·  고도의 Si/밑넓이 비율 

·  RF 성능이 우수함 

·  밑넓이가 JETA 표준 SC-101을 준수함 

·  포장 작업의 효율성 우수. 15k/7" 릴 (reel) 

·  무연의 녹색 플라스틱 

 

주요 애플리케이션 영역 

· 모바일 통신: 

- 스위치용 PIN 다이오드 

- VCO용 Varicap  

- 라디오 튜너용 Varicap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모바일 튜너용 Varicap  

- 모바일 튜너용 MOSFET 

 

 
 

신규 플랫폼의 특징으로, 표준 QFN 및 리드(lead)형 장비들과 구분됩니다. 리드형 

프레임 (frame)을 형성할 때 특별 식각 (蝕刻) 과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단부의 

레이아웃과 상단부의 레이아웃 사이에 상대적으로 여유를 둘 수 있어, 기존과는 

다른 식으로 설계를 해볼 수 있습니다.  

1006이나 멀티 리드형 설계에 이중형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등의 제품에 고립형 

다이 패드 (die pad)를 실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중형 다이오드  멀티 리드 (Multi lead) 

또한 재라우팅의 기본 형태를 구성할 수 있어, 핀 할당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RF 시장을 소개하기 위해 Philips는 SOD882T 다이오드 설계에 PIN 및 (일치형) 

varicap 다이오드를 장착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든 제품은 RoHS 호환형입니다. 

(무연, 녹색 플라스틱) 

이러한 신규 플랫폼에 대한 싱귤레이션 (singulation)은 플라스틱을 잘라내는 

것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기존의 QFN과는 다름. 기존에는 

금속제/플라스틱제를 혼용한 경우, 별도로 분리해야 했음) 웨이퍼를 잘라내는 

경우와 유사하게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고도의 Si/밑넓이 비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플랫폼으로 생성한 장비는 리드형 장비와 비교할 때 RF 성능이 

우수한데, 이는 리드 길이가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부품에 의존해야 

하는 특성 (parasitics)이 축소됩니다. 플립 칩 (flip-chip) 기술을 사용하면 RF 

성능을 더욱 보강할 수 있습니다. 

 
 

SOD882T는 밑넓이 면에서 Philips의 SOD882와 호환되며, JETA 표준 SC101을 

준수합니다. 

본 제품은 업계 표준의 천공 테이프로 포장하였습니다. 테이프는 2mm 피치 (pitch) 

및 0.5mm 두께로, 180mm/7" 릴당 15,000개의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P&P 장비의 처리율과 폐기물의 양, 보관소의 공간을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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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 및 신뢰성 
 

 

Philips의 품질 관련 안내서: 
http://www.standardics.philips.com/quality/handbook/ 

 

품질 

Philips는 전자 부품의 품질이 장비의 경제성과 지속적 가동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실하게 직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 수준의 품질 시스템 구현이라는 오랜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높은 품질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비즈니스 및 생산 센터는 

1990년에 최초로 ISO9001 인증을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품질 및 사업관리 

시스템을 위해 1995년에 Ford TQE, 1998년에는 QS9000, 그리고 2003년에는 

ISO/TS16949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조직의 품질 유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객은 당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조직의 우수성에 기인된 

결과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로써, 한층 개선된 물자공급 

신뢰성, 보다 짧아진 구매시간 (lead-times), 보다 개선된 출고 제품의 품질, 기타 

다수의 개선사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전달된 당사 제품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당사는 자격 증명 패키지 

(qualification packages)라는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제품 사양서의 측면에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 대한 세부 정보와 (플로우 차트), 신뢰성 관련 데이터, 

ESD 수준, 화학 제품 내용물 등이 기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가 누적된 

샘플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셈블리 및 시험 (Assembly and Testing) 

사전 시험, 어셈블리 및 최종 시험을 위한 사이트가 극동 지역 여러 장소에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사이트는 ISO/TS16949와 ISO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 공장에는 BIM (Breakthrough In Manufacturing)이라는 생산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라인은 매우 효율적인 생산 흐름을 보여줍니다. 공장 출하 전에 각 

제품은 2회에 걸친 시험을 받게 되므로 전기적인 문제로 인한 반품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신뢰성 

신뢰성 평가는 제품의 개발 사이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제품 개발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기존 제품이 달성한 신뢰성을 기준으로 개발 

제품의 신뢰성 평가 계획을 작성합니다.  

제품 개발이 시작된 이래 가장 빠른 단계에서 개발 제품의 잠재적인 신뢰성 문제를 

찾아내고자 초기 프로토타입에 신뢰성 시험을 적용합니다. 제품 발표 후에도, 

(구조적 유사성 규칙에 근거하여) 생산 현장에서 샘플을 선정하여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림 1. 1996년도 이후 판매된 10억 개 제품당 고객 반품 감소 추이 

ESD 

당사의 모든 제품은 정전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제품 포장시 정전기 방지용 

테이프 및 릴 (reel)을 사용하며, 포장 박스에는 그림 2에 있는 2개의 심볼 중 

하나를 부착합니다.  

당사는 고객들이 생산 설비에 ESD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JEDEC 사양 JESD625-A을 

참조하십시오. 

Philips에 요청하시면 ESD의 특성과 방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팜플렛을 제공해드립니다. 

 
 

환경적 사항 

유해 물질이나 에너지 등에 대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조직은 

모두 ISO14001 인증을 거쳤습니다. 당사의 전 제품은 무연 제품으로, EC의 RoHS 

지시사항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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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웹 링크 
 

 

Philips Semiconductors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 

 

Philips의 RF 매뉴얼의 웹페이지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
discretes/documentation/rf_manual/ 

 

Philips의 제품을 선택하시려면: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products/selector/27046
/index.html 

 

Philips의 RF 개별 부품 카탈로그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cgi-
bin/catalog/catalog.pl/mms/219/282/^27046/ 

 

Philips의 varicaps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
discretes/featured_products/rf_varicaps/ 

 

Philips의 RF PIN 다이오드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
discretes/key_solutions/multimarket/diodes/pin_diodes/index.ht
ml 

 

Philips의 RF Schottky 다이오드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
discretes/key_solutions/multimarket/diodes/low_cd_schottky/ind
ex.html 

 

Philips의 RF MMIC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
discretes/mmic/index.html 

 

Philips의 RF 광대역 트랜지스터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
discretes/key_solutions/multimarket/transistors/25_45ghz_wide
band/index.html 

 

Philips의 RF CATV 전기적 & 옵션 사항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communication
s/applications/infrastructure/catv/index.html 

 

Philips의 옵션 네트워킹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computing/appli
cations/optical/index.html 

 
 

 

Philips의 RF 애플리케이션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applicatio
ns/index.html 

 

Philips의 애플리케이션 유의사항: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document
ation/app_notes/ 

 

Philips의 애플리케이션 유의사항 — MMIC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
discretes/documentation/mmic_amplifiers_mixers/ 

 

Philips의 애플리케이션 유의사항 — 트랜지스터: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markets/mms/products/
discretes/documentation/transistors/ 

 

Philips의 교차 참조문서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products/xref/ 

 

Philips의 녹색 패키징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green_roadmap/ 

 

Philips의 EOL (end-of-life)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products/eol/ 

 

Philips의 품질 안내서 관련: 

http://www.standardics.philips.com/quality/handbook/ 

 

Philips의 문서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documentation/commer
cial/mms/discretes.html 

 

Philips의 패키징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package/index.html 

 

Philips의 녹색 패키징 관련: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green_roadmap/ 

 

Philips의 영업 사무소 및 배포업체: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profile/sales/index.html 



 

  

 

 

 

 

 

 

 

 

Philips Semiconductors 

Philips Semiconductors는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로, 20곳의 제조 및 
조립 사이트와 영업 조직 1곳을 갖추어, 전세계 60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 사무소의 최신 목록의 전체 내역에 
대해서는 당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sales) 

 

 

 

 

 

 

 

 

 

www.semiconductors.philips.com 

 

본 매뉴얼에 대한 모든 권한은 Philips Semiconductors에 귀속되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매뉴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매뉴얼에 수록된 정보는 여하한

경우에도 계약서 또는 견적서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록된 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예고 없이 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본 매뉴얼 발행자는 본 매뉴얼을 사용하여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문서에 나열한 정보는 특허권, 
산업 또는 지적 재산권의 양도나 이들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배포일자: 200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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