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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D 개별 소자에 대한 열 설계시 

고려사항 

1.1  개요 

반도체 장비에는 전기 및 열을 제한하는 파라미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데이터시트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SOAR (Safe Operating ARea)를 나타낸 
것입니다. SOAR은 정적 바이어스 (bias) 설정 및 동적 운영 
지점을 제한합니다.  

IC(max) 보더 (boarder)를 교차하는 전류에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전원 전도 채널이 타거나 또는 연결선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VCE(max) 보더를 교차할 경우, 연결 부분이 
손상되거나 방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원 손실이 
초과된 보더인 Ptot를 교차할 경우, 열/전기 과도 스트레스 
현상 (EOS)이 발생하여 다이 (die: 크리스탈)의 활성 영역이 
일부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장비의 경우, 펄스 운영시 
이러한 한계치를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보더를 교차할 경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해당 장비에 수리가 
불가능한 손상이 영구 발생합니다. 이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최대 반도체 연결부 온도인 Tj, 전체 전원 손실인 Ptot 
및 열 저항인 Rth로 규정되는 열 한계치를 다루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시트에는 연결부에서부터 주변부를 둘러싸고 있는 케이스에 이르기까지 기본 열 방출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열 저항이 표시됩니다. SMD 패키지가 소형인 경우, 복사를 통해 주변 온도를 식히게 되면 
온도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전원 손실을 낮추게 되면 대규모의 납땜 처리한 SMD 패키지의 경우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있어, 이 점은 패키지 규모가 작은 경우 중요합니다. 

 

1.1.1  정의 

열 지점에서 냉각 지점까지의 열 전도성:
 

단순화한 경우: 
 

옴 (Ohm)의 법칙과 비교시: 
 

 

직렬 단계의 Rth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병렬 단계의 Rth 값에 대해서는 전도율을 추가합니다. (일반 온도 기울기 
값 (gradient)에서 유효) 

Tj:  일반적으로 Si의 경우, 150°C ~ 175°C (세부 내역은 데이터시트 참고) 
TA:  주변 온도 / [°C] 
TS:  납땜 부위 온도 / [°C] 
PD:  전원 손실 / [W] 
Ptot:  전체 전원 손실 제한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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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SMD: 주변부로 기본 열이 방출된 경우 

 
연결부 케이스 주변부 

 
 
데이터시트는 다이 (die: 크리스탈)에서 활성 반도체 영역에 생성된 제한 연결부 온도 Tj가 표시됩니다. 이로 인한 
전원 손실은 케이스 (패키지)로 복사되는데 이 케이스에는 제한 열 전도성 수치인 Rth(J-C)가 들어 있습니다. 열 
부하가 이루어진 패키지는 특정 효율이나 열 전도성 Rth(C-A)이 포함된 주변부로 열을 복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시트는 Rth(J-A)=Rth(J-C)+Rth(C-A)를 나타내줍니다. 케이스에서 주변부로 복사된 전원은 해당 장비의 표면을 
접촉하는 공기의 기능과, 공기의 순환 방법, 주변 온도 TA 및 기타 요인의 역할을 합니다. 열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이 늘어나고 또한 열 공기 흐름이 발생하여 (예: 침니 (chimney)에서 잡아당기는 효과) 공기에 
대한 열 전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1.3  SMD: 주변부와 납땜 부위로 열이 방출된 경우 (리드 프레임 = Ts) 

리드 프레임 및 납땜 부위에는 열 연결부가 없습니다. (TBA810 오디오 전원 증폭기의 패키지 참고.) 

 
 
소형의 SMD 패키지의 경우, 측정 가능한 분량의 열 전원은 리드 (lead)를 
통해 납땜 부위로 방출됩니다. 여기에서 열은 PCB 회선과 기층 
(substrate)으로 복사됩니다. 이로 인해, 케이스에서 공기 (Rth(J-A))로의 열 
저항을 정의하는 작업은 공기와 접촉하는 면이 작은 SMD 패키지의 경우,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케이스에서 납땜 부위 Rth(C-S)로의 열 
저항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Philips에서는 SOT363 패키지의 
PMBFJ620 등의 트랜지스터에 대해 Rth(J-S)를 사용합니다. 

(1) PD  = PA + PS 

PD = 패키지에서 열 전원이 방출되는 양의 총계 
PA = 주변부로의 전원 방출 
PS = 납땜 부위로의 전원 방출 

연결부  케이스  주변부

연결부  리드 프레임 납땜부위

PCB로 열을 방출하는 데 
사용하는 리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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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관련 그림: QLPAK 및 LFPAK 패키지 [5] 

 
SO8 패키지와는 대조적으로, QLPAK 및 LFPAK 패키지의 기본 
열 경로는 이들 패키지의 금속제 리드프레임을 통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로는 직접 이어지는 경로로, 일반적인 열 
저항은 1.5 K/W 이하로, D-Pak 및 D2-Pak 등의 전원 패키지의 
경우와 유사하며 이는 SO8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수준입니다. 

 
 

K를 치환 

 
 

납땜 부위로의 기본 열 방출인 경우: 

 

주변부로의 열 방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경우 Rth(C-A)가 매우 커집니다. 

 

등식 (15)으로, 납땜 부위로의 기본 열 방출인 경우 TA로 인한 영향이 무시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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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SMD: 주변부와 납땜 부위로 열이 방출된 경우 (연결선 = Ts) 

리드 프레임 및 납땜 부위에는 열 연결부가 있습니다. 이는 장비의 활성 접촉부의 경우, 모두 연결 패드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기본 열은 다이 (die)의 표면에서 생성됨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은을 넣은 에폭시 (silver-
filled epoxy) 다이를 리드 프레임에 부착한 경우, 열 방출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연결부 케이스 주변부 

 
연결부  케이스  납땜 부위 

 

이로 인해 주변부 (PA)와 납땜 부위 (PS)로 들어가는 열 전도 흐름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등식 (2)를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3D 열 관련 그림: 

SO8 패키지에서, 기본 열 경로는 패키지에서 가느다란 컴포넌트 다리 
부분을 거칩니다. 칩 아래 부분의 절연 플라스틱으로는 대체로 열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장비 연결부에서 보드로의 열 저항이 
높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20 - 30 K/W) 

 SO8 패키지의 열 관련 그림 [5]

 

 
TC에 대해 (3)을 다시 쓰면, 

 

(8)을 (7)로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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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부로의 열 방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경우 Rth(C-A)가 매우 커집니다. 

 

 

케이스에서 열 방출 납땜 부위로 열 방출이 잘된 경우: 
Rth(C-S)<<Rth(C-A) 
 

 
 
PMBFJ620 데이터시트에 적용한 사례: 
단일 부하: Rth(J-S)=315K/W 
이중 부하: Rth(J-S)=160K/W 
최대 연결부 온도: TJ=150℃ 

 

PMBFJ620 전원 감세 곡선 
(1) 이중 부하 
(2) 단일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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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FET 제품군 310에 적용한 사례 

유형 패키지 기능 Rth / [K/W] PTOT / [mW] 상태 

J310 TO92 single JFET Rth(j-a)=250 400 assy on PCB

PMBFJ310 SOT23 single JFET Rth(j-a)=500 250 assy on FR4

PMBFJ620 SOT363 double JFET Rth(j-s)=315 190 single loaded

   Rth(j-s)=160  double loaded
 
예문: 

바이어스 VDS= 9V인 JFET, ID=10mA. 최대 환경 온도를 결정해줍니다. 

PD=VDS*ID=9V*10mA=90mW 
 
 
단일 JFET 패키지의 경우: 

 
 

TO92의 J310의 경우: ¡ 
SOT23의 PMBFJ310의 경우:  

 
SOT363 패키지의 PMBFJ620의 경우: 

 
 

단일 부하: 
1대의 JFET사용 

 

이중 부하: 
2대의 JFET 사용 

 
 
 

 
 
단일 부하에서는 JFET를 1대만 사용합니다. 최대 190mW까지 부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중 부하에서는 JFET를 2대 사용합니다. 각각의 JFET에 대해 최대 95mW까지 부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 부하의 경우, 최대 납땜 부위 온도: 
 
단일 부하: 

 

이중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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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SOT363의 PMBFJ620 감쇄 도해 

표 5: 제한값 
절대 최대율 시스템에 따라 (IEC 60134) 

 
 
 

기호 파라미터 상태 최소 최대 단위 

Per FET      

VDS 드레인 (drain) 소스 간 전압   -  ±25 V 

VGSO 게이트 (gate) 소스 간 전압 개방형 드레인 - -25 V 

VGDO 드레인 게이트 간 전압 개방형 소스 - -25 V 

LG 전방 게이트 전류(DC) - 50 mA 

Ptot 전체 전원 손실  Ts≤ 90°C - 190 mW 

Tstg 저장 장치 온도      -65  +150 °C 

Tj 연결부 온도   - 150 °C 

기호 파라미터 상태 유형 단위

Rth(j-s) 연결부에서 납땜 부위로의 열 저항 단일 부하 *315 K/W

  이중부하 *160 K/W

 

 

! Deviation !
이중 부하 

단일 부하 

(1) 이중 부하 
(2) 단일 부하 
그림 1. 전원 감쇄 곡선 

단일 부하 이중 부하 

100℃ 보더를 교차하는 부분에 대한 PD 예: 

표 6: 온도 특성 

*Ts는 게이트 핀 (gate pin)의 납땜 지점 온도입니다.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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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교차 점검 사항: SOT353의 BFC505 감쇄 도해 

 
 
 

DC 컬렉터 전류 

전체 전원 손실 

저장 장치 온도 

연결부 온도 

열 특성 
기호 파라미터 상태 값 단위 

Rth(j-s) 연결부에서 납땜 부위로의 열 저항 단일 부하 *315 K/W 

  이중부하 *160 K/W 

제한값 및 열 특성 참고. 

1. Ts는 컬렉터 핀의 납땜 부위에서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이중 부하 

단일 부하 

125℃보더를 교차하는 단일 부하 선 

125℃보더를 교차하는 이중 부하 선 

이 도해로 대수값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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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교차 점검 사항: SOT343R의 BFG480W 감쇄 도해 

제한값 
절대 최대율 시스템에 따라 (IEC 134) 

기호 파라미터 상태 최소 최대 단위 

VCBO 컬렉터 베이스 간 전압 개방형 이미터(emitter) - 14.5 V 

VCEO 컬렉터 이미터 간 전압 개방형 베이스 - 4.5 V 

VEBO 컬렉터 베이스 간 전압 개방형 컬렉터 - 1 V 

IC 컬렉터 전류 - 250 mA 

Ptot 전체 전원 손실 Ts≤60°C 1 참고; 그림 2 참고 - 360 mW 

Tstg 저장 장치 온도   -65 +150 °C 

Tj 운용 연결부 온도   - 150 °C 

참고 1. Ts는 이미터 핀의 납땜 부위에서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열 특성 

기호 파라미터 값 단위 

Rth(j-s) 연결부에서 납땜 부위로의 열 저항 250 K/W 

 

 
 

이 도해로 대수값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 전원 감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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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ZA30x6을 포함하는 GH404  

2.1  개요 

TZA3026, TZA3036 및 TZA 046은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로, SDH/Sonet 및 FiberChannel/Gigabit 이더넷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비들은 다이 (die) 형태로만 공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GH404 
애플리케이션 보드는 4핀형 또는 5핀형 ROSA (receiver optical sub-assembly)로 조립되는 Philips의 TIA 제품군을 
활성화하고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GH404 및 사용법을 다룬 것입니다. 세 장비 모두, 제시한 일반적인 측정 결과는 OECA에서 조립한 
ROSA로 얻은 값입니다. (http://www.oeca.de/) 측정 설정값과 함께, GH404 구성 및 PCB 상위 계층의 컴포넌트 배치 
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2.2  GH404 보드 연결 

GH404 애플리케이션 보드에는 모든 관련 TIA 신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SMA 및 SMB 커넥터가 내장되어 
있으며, ROSA 핀 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은 애플리케이션 보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1 GH404 보드 커넥터 

 
표 1에서는 GH404 커넥터 상의 신호를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표 1 GH404 커넥터 
커넥터 이름 설명 

Supply, Supply ground ROSA용 전원 공급 장치 (3.3V) 

Out, OutQ  차별화된 ROSA 신호 출력 

NWA_Force,NWA_Sense  전원 공급 장치 거부율 측정 커넥터 

VPD  포토 감지기 모니터 전압 

ROSA  수신기 광학 서브어셈블리 1), TZA3026/36/46 TIA 내장. 
1) 그림은 ROSA를 나타낸 것입니다. (콘센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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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ROSA 

2.3.1 연결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ROSA를 직접 보드에 연결할 수 있으며, 또는 그림 2와 같이 콘센트의 일부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ROSA의 핀을 그림 2와 같이 연결해야 합니다.  

 
그림 2  PCB에 ROSA 연결하기 

 
2.3.2  구성 

측정한 광학 어셈블리는 OECA에서 구성한 것입니다. (http://www.oeca.de/) 

그림 3은 TZA3026에 장착되는 어셈블리의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3  ROSA 내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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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설계상 요령 

광학 수신기의 감도는 대개 TIA 입력에 발생하는 전체 잡음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전체 잡음은 TIA 
자체의 잡음과 외부적으로 추가된 잡음을 형성합니다. TZA30x6의 잡음은 설계상으로 고정되며 데이터시트는 자체 
값을 대역폭을 경유하는 전체 통합 RMS 잡음으로 지정합니다. (In(tot)(rms)) 이와는 반대로, 외부 잡음은 광학 
어셈블리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ROSA를 적절하게 설계하여 잡음을 최소화하면서도 양질의 감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잡음 추가 매커니즘은 2종이 있습니다. (그림 4 참고.) 

 
그림 4  잡음 추가 매커니즘  

 
먼저, 잡음은 TIA 입력으로 직접 결합되어 원하는 신호에 따라 증폭됩니다. 그러면 잡음이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추가되어 증폭한 체인으로 추가됩니다.  

외부 잡음에 얽매이지 않는 우수한 내성을 얻으려면 ROSA를 시작할 때 다음 요령을 숙지합니다. (그림 5 및 그림 6 
참고.) 또한 예문에서는 ROSA를 구성하는 옵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예: SMD 유형 또는 다이 (die) 유형 커패시터 
사용, 커패시터 및 포토 다이오드를 전송하는 층상 조직 (laminates) 사용). 

기본적으로, ROSA 설계는 TIA의 대칭형 포트 레이아웃을 통해 단순화합니다. IPHOTO/핀 2는 예외로, 이러한 
레이아웃을 통해 최소 2회 동안 각각의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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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시트 애플리케이션 권장안 

 
그림 6  TZA30x6 및 층상 조직을 사용한 ROSA 레이아웃 

 
레이아웃 설계상 요령: 

•  TIA 입력으로의 결합 최소화: 
- 포토다이오드를 TIA에 최대한 근접 배치, 연결선 B1 (DREF) 및 B2 (IPHOTO)의 길이 최소화 (이 두 연결선은 

포토다이오드를 핀 2 및 핀 3에 각각 연결해줍니다.) 
- 연결선 B2를 연결선 B4에 결합하는 경우 (커패시터 CVCC가 공급 장치 VCC에 연결됨)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  차별화된 출력의 연결선인 B5 및 B10을 되도록 짧게 하여 TIA 입력인 B1 연결선에 직교하도록 배치합니다. 

• 전원 결합 해제 망 최적화.  
- 결합 해제 커패시터인 CVCC를 TIA 및 ROSA의 VCC 연결 사이에 배치하여 L-C-L 망을 생성합니다. 
- 각각을 상호 연결하는 연결선인 B3 및 B4의 길이를 최소화합니다. 

• 적절한 접지 작업 시행 
-  적절한 일반 접지를 해줍니다. (예: TO 캔 플레이트 (plate)) 
-  모든 접지 다이 (die) 패드를 사용하여 (핀 9 ~ 핀 12) 짧은 연결선인 B6 ~ B9를 통해 일반 접지 플레인에 

연결합니다. 
- 접지 연결선인 B6..B9가 출력인 B5 및 B10 연결선과 병렬로 배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접지로의 공통 임피던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CVCC 및 CDREF를 별도로 접지에 연결합니다.) 

• 영역을 최소화하여 다음 루프의 방사/결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  TIA 입력: CDREF -> GND -> GNDTIA -> 핀 2 -> DPHOTO -> CDREF 
- 공급 장치: CVCC -> GND -> GNDTIA -> 핀 4/17 -> CV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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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측정치 

다음 장에서는 GH404 애플리케이션 보드 상의 TZA3026, TZA3036 및 TZA3046 ROSA에서 얻은 측정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4.4절에서 제시한 설정을 사용하여 얻은 값입니다. 

 
2.4.1  측정 결과 TZA3026 

 
그림 7  TZA3026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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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측정 결과 TZA3036 

 
그림 8  TZA3036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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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측정 결과 TZA3046 

 
그림 9  TZA3046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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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측정 설정값 

일반 상태 값 

공급 장치 전압 3.3V 

온도 22 deg C 

데이터율 622 Mbps (TZA3026), 
 155 Mbps (TZA3036), 
 1250 Mbps (TZA3046) 

표 2  측정 상태 

 

 
 
비트 오류율 측정 

• –30 dBm에서 보정한 감쇠기 모니터/주요 비율 
•  TZA3036 측정치의 경우, 2014 및 2015 커패시터는 100 nF 버전으로 대치하였음. 
•  대역폭은 Agilent에서 SDH 저역 통화 필터에 의해 결정됨: 

TZA3026 유형 87441B / 622 Mbit/s 
TZA3036 유형 87441A / 155 Mbit/s 

 
TZA3046 필터 사용 안 함. 대역폭은 2.2 pF 부하 커패시터로 설정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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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록 

2.5.1  구성도 

이 절의 그림은 GH404 애플리케이션 보드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10은 ROSA를 GH404 애플리케이션 보드에 연결한 것입니다. 

 
그림 10  ROSA 연결 

 
전원 공급 장치 거부율 (PSRR) 측정치의 경우, 소형 회로를 추가하여 TIA의 DC 공급 장치에 RF 간섭 컴포넌트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림 11은 이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11  PSRR 측정 회로 

 



Philips  22 

그림 12는 전원 공급 장치의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회로에는 현재 제한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되는 경우에 
과전압 보호를 위해, 역 극성 보호 다이오드 및 제너 (zener) 다이오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림 12  전원 공급 장치의 회로 

 
2.5.2  컴포넌트 배치 

 
그림 13  레이아웃 및 컴포넌트 배치 (상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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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책임 한정 조항 

인명 지원 — 상기 제품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오동작할 경우 인명의 상해가 예상되는 인명 지원용 기구, 
장비 또는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이 아닙니다. Philips Semiconductors의 고객들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이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경우 Philips Semiconductors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변경 권한 — Philips Semiconductors는 설계 및/또는 성능 향상의 목적으로, 본 문서에서 설명하였거나 본 문서에 
포함한 제품을 (회로, 표준 셀 및/또는 소프트웨어 포함)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이 완전 생산된 시점에서 
(‘생산’ 상태) 관련되는 변경 내역은 CPCN (Customer Product/Process Change Notification)을 통해 전달됩니다. 

Philips Semiconductors는 이들 제품의 사용에 대한 책임 또는 책무를 지지 않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일체의 특허권, 
저작권, 외장 (mask) 작업에 대한 권한 하에서 라이센스나 표제를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특허권, 저작권, 외장 작업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정보 — 이들 제품에 대해 본 문서에서 설명한 애플리케이션은 예시 목적에 한합니다.  
Philips Semiconductors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추가 시험이나 수정을 하지 않고도 명시한 목적에 적합하다는 
표현이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7  라이센스 

Philips I2C 컴포넌트 구매 

Philips I2C 컴포넌트 구매시 Philips’ I2C 특허권의 라이센스를 얻어, 시스템이 Philips에서 정의한 I2C 사양에 적합한 
경우, I2C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양은 9398 393 40011 코드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Philips RC5 컴포넌트 구매 

Philips RC5 컴포넌트 구매시 Philips RC5 특허권의 라이센스를 얻어, Philips에서 정의한 원격 제어 명령어를 할당하기 
위한 RC5 표준 UATM-5000에 부합되는 RC5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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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F 애플리케이션- 기초 

3.1  주파수 스펙트럼 

 
Radio 스펙트럼 및 파장 길이 

각각의 재료 구성시 방사된 복사 에너지가 독자적인 유형으로 생성됩니다. 이를 방사된 복사 에너지의 “주파수” 및 
“파장 길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M (electro-magnetic) 신호는 광속으로 이동하므로 이러한 신호는 전파의 전파 
특성을 갖습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빛의 색상 범위 

 
조사한 주파수 대역 및 관련 파장 길이: 

대역 주파수  정의 파장 길이  CCIR 대역 

VLF  3kHz to 30kHz  Very Low Frequency  100km to 10km  4 
LF  30kHz to 300kHz  Low Frequency  10km to 1km 5 
MF  300kHz to 1650kHz  Medium Frequency  1km to 100m  6 
 1605KHz to 4000KHz  Boundary Wave   
HF  3MHz to 30MHz  High Frequency  100m to 10m 7 
VHF  30MHz to 300MHz  Very High Frequency  10m to 1m 8 
UHF  300MHz to 3GHz  Ultra High Frequency  1m to 10cm  9 
SHF  3GHz to 30GHz  Super High Frequency  10cm to 1cm  10 
EHF  30GHz to 300GHz  Extremely High Frequency  1cm to 1mm 11 
…  300GHz to 3THz  …  1mm-100µ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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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wave의 서브 대역에 따른 문서 연구에서는 유효성 범위에 대한 설명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 정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표에서는 개요를 제시하였으며, 이 표는 참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Nührmann Nührmann www.werweiss-
was.de www.atcnea.de 

Siemens 온라인 
사전 

Siemens 온라인 
사전 

ARRL 서적 번호 
3126 

위키피디아 
(Wikipedia) 

유효성 IEEE 레이다  
표준 521 

US 군사용  
대역 

위성  
업링크 

기본  
레이더 

GHz 영역의  
주파수 대역 마이크로파 대역 … 

위성 및 레이더 
기술 분리 

 
 
 

3.2  안테나 기능  

표준 애플리케이션에서 송신 전원 증폭기의 RF 출력 신호는 
동축 케이블을 통해 안테나가 설치된 적절한 위치로 
전송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입니다. (TV/라디오용은 75Ω) 안테나와 무한 공간 
사이에는 에테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도 임피던스 
값이 있습니다.  

에테르는 송신기 안테나에서 수신기 안테나로 무선 RF파를 
이동하기 위한 전송 매체가 됩니다. 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서 (예: 50 Ω) 에테르로 최적의 전원을 전송하려면 
(이론적 Z=120 πΩ=377Ω), “전원을 일치시켜주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장비가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케이블의 임피던스를 공간의 임피던스와 일치시켜줍니다. 
주파수와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안테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으로, 
등방성 볼형 (ball) 방사기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볼 때, 이 
장치는 수학 참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으로 단순한 구성 및 실제 널리 사용되는 안테나는 
쌍극자 (dipole: dipole 방사기라고도 함)입니다. 이 장치는 
2개의 축으로 배열된 막대형 도구로 구성됩니다. (방사기) 이 
방사기 중 하나를 탈장할 경우, 그림에 나타낸 대로 “수직 
단극형” 안테나가 됩니다. 

수직 단극형 안테나에는 방사 요소에 비중을 두는 “도넛형” 
영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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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수준으로 회로를 통합하고 비용을 절감하면 안테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PCB (printed CIRCUIT board) 
안테나 구조는 PCB에서 생성한 스트립 회선의 EM 영역 
방사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를 ‘패치 안테나’라 합니다. 
(도해 참고.) 에폭시 유전체 대신에 세라믹을 사용할 경우, 
기기 크기가 줄어듭니다. 

 
 
 
 
 
 
 
 
LF-MF-HF 애플리케이션 범위에서는 주로 페라이트 봉형 
안테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테나는 자기장을 
페라이트 코어로 구성하는데 이 코어는 RF 자기장을 위한 
증폭기처럼 동작합니다. 코일은 변압기와 같이 신호를 
잡아냅니다. 코일은 사전 선택형 LC 탱크의 일부로, 
이미지를 거부하고 채널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튜너는 Nordmende Elektra 진공관 라디오의 
일부입니다. (최소 40년 된 것이나 현재까지도 사용 중임). 
크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Monolithic 마이크로파 IC를 납땜 
부위의 앞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406-512 MHz를 위한 로가리듬 주기 안테나  UHF 광대역 discone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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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의 Arecibo 관측소에는 직경 305 m에 안길이가 
51 m인 접시형 안테나를 갖춘 무선 망원경이 있습니다. 2차 
반사 망원경과 수신기는 900톤급 플랫폼에 배치되어 있으며, 
접시형 안테나 위의 공중 137 m 지점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지점은 L-대역 마이크로파 안테나 및 SETI@home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50 MHz - 10 GHz 안테나의 인입 
지점입니다. 수신기는 저잡음으로 운영하기 위해 액상 
헬륨을 사용하여 50 K로 냉각되며, (잠재적으로) 외계의 지적 
생명체로부터 수신되는 원거리의 미약 신호를 수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측소는 안정화된 클라이스트론 증폭기를 갖춘 
송신기를 사용하여 수신되는 신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2.5 kW 출력 첨두치 전원. 120 kV / 4.4 A 전원 공급 장치). 

 푸에르토리코의 Arecibo 관측소 

 

3.3  트랜지스터 반도체 공정 

3.3.1  범용 소형 신호 양극형 

트랜지스터는 3개 계층에서 구축됩니다. 

•  Highly-doped 이미터 (emitter) 계층 
•  Medium-doped 기반 영역 
•  Low-doped 컬렉터 영역. 
 
highly doped 기층은 캐리어와 전도체만으로 동작합니다. 
 
어셈블리 공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트랜지스터 다이 (die)는 
접착이나 공정 납땜을 거쳐 리드 프레임에 부착됩니다. 
이미터와 기반 접촉부는 연결선 (예: 금, 알루미늄 등)을 
통해 리드 프레임 (리드)에 연결되며, 이 때, 초음파 용접 
공정 등을 거치게 됩니다. 

NPN 트랜지스터 교차 지점 

 

BC337 및 BC817의 다이 SOT23 표준 리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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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이중 다결정 실리콘 

기존의 고급형 양극형 트랜지스터 

모바일 통신 시장이 출현하고 고(高) 주파수 사용도가 
높아지면서, RF 광대역 트랜지스터, 증폭기 모듈 및 MMIC가 
저(低) 전압에 고(高) 성능을 갖출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Philips는 이중 다결정 
실리콘 공정을 개발하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중 다결정’ 발산 공정은 고급형 트랜지스터 
기술을 사용하며, 이 기술은 기존의 양극형 기술에 비해 더 
우수합니다. 
 
이중 다결정 Si RF 공정의 장점: 

•  고 주파수 (>23GHz) 
•  전원 이득 Gmax이 높음 (예: 22dB/2GHz) 
•  저 잡음 운영 
•  역 고립화 정도 높음 
•  일치 기능 단순화 
•  전류 소모량 낮음 
•  낮은 공급 전압에 최적화됨 
•  효율성 높음 
•  선형성 높음 
•  열 손실량 향상 
•  MMIC에 대한 쌍방향성 높음  

(SSI= Small-Scale-Integration) 
 
애플리케이션 

셀룰러 및 무선 시장, 저 잡음 증폭기, 믹서 및 전원 증폭기 
회로 (1.8 GHz 이상에서 운용됨), 
고 성능의 RF 프론트 엔드 장비, 무선 호출기 및 위성 TV 
튜너. 
 

이중 다결정-Si로 제작한 일반 제품: 

•  MMIC 제품군: BGA20xy 및 BGA27xy 
•  6세대 광대역 트랜지스터: BFG403W/410W/ 

425W/480W 

이중 다결정인 경우, 다결정 실리콘 계층을 
사용하여 이미터를 발산, 연결할 수 있으며, 다른 
다결정 실리콘 계층을 사용하여 기반 지역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형태의 (buried) 계층을 
통해, 컬렉터를 다이 (die)의 상단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준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경우, 
컬렉터는 후방 기층을 통해 접촉하게 되며 리드 
프레임에 부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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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F 설계 기초 

4.1  RF 기본파 

4.1.1  RF파 

RF EM (electromagnetic) 신호는 연못에 돌이 던져지면 파장이 
이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전파됩니다. EM파는 광학 신호에 
적용되는 법률로 관리됩니다.  

외부의 영향이 없는 동종의 진공 상태에서 EM파는 
Co=299792458 m/s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기층이나 연결선 또는 
공기 이외의 유전체에서 이동 경로로 들어가는 파장은 속도가 
저하되며 그 속도는 유전체 상수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ereff는 기층의 유전체 상수가 됩니다. 

 
 
 
 
‘v ‘로, 다음과 같이 파장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문 1:  FR4 에폭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PCB와 통합 회로의 금속/유전체/반도체 커패시터에서 전자기파의 

속도를 계산합니다.  

계산:  금속/유전체/반도체 커패시터에서 유전체는 SiO2 (Silicon-Dioxide) 또는 Si3N4 (Silicon-Nitride)가 됩니다. 

 
 

예문 2:  공기 중에서, 또한 FR4 PCB 내에서 6030 kHz로 상용 SW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49미터 대역에서 
SWR3)에서 송출된 파장 길이는?  

계산:   공기는 진공에 가깝습니다.  

공기 중 파장 길이:  

 
예문 1에서는 FR4 유전체 상수를  = 4.6, n = 139.8•106m/s로 하였고 또한 PCB의 파장 길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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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이동파는 소스를 통해 이동 매체 (에테르, 기층, 
유전체, 연결선, microstrip, waveguide 또는 기타 매체)로 
송출 (주입)되며 해당 매체의 반대편 부하로 이동합니다. 
두 유전체 사이의 연결부에서 전방 이동파 중 일부는 소스 
쪽으로 다시 반사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하 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림 6: 서로 다른 임피던스 Z1-Z3를 갖는 회선 간의 다양한 반사  

 
그림 6에서 주요 전방 이동파는 (붉은 색) 임피던스 값이 
다른 소재 사이에서 (Z1, Z2, Z3) 발생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후방에서 반사된 파 (초록색)는 부하 방향으로 전방 
이동파로 다시 반사됩니다. (그림 6의 보라색 참고) 서로 
다른 유전체가 서로 최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신호 
반사가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최대 전원이 전송됩니다. 
임피던스가 다르거나 불연속형인 회선의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반사량은 반사 계수로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예문: 파장 길이 (70cm)를 읽을 수 있는 선 (파란색)을 
교차하는 주파수 (ISM433)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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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반사 계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방 이동파의 일부는 회선 임피던스가 
불연속형이거나 불일치형인 연결부로 다시 반사됩니다. 
단, (부하로 전달되는) 전방 이동파의 일부는 흡수되어 해당 
부하에서 처리됩니다. 유전체의 전파 속도는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유 공간을 이동하는 파장을 경유하여 부하 지점에 
파장이 전달될 때 그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상 편이) 
수학적으로, 이러한 동작은 복잡한 가우스 공간에서 벡터로 
모델링됩니다. 이동 매체 (또는 연결선)의 각 위치에서 진폭과 위상 
지연이 다른 파장의 앞부분은 헤테로다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연결선을 따라 에너지 엔벌로프 (envelope)가 잔물결처럼 
나타나며 이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이 포함됩니다. 최대값 사이의 
위상차는 최소값 사이의 위상차와 값이 동일합니다. 이 거리를 반 
파장 길이 또는 라 합니다. (180°의 정상 위상 편이라고도 함.) 
 
예문:  소스에서 나온 것으로 끝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회선에는 정재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회선을 따라 

정의된 위치에서 최소 및 최대 신호 진폭이 존재하게 됩니다. FR4 기반 기층의 인쇄 회로에서 처리되는 
Bluetooth 신호의 경우, 최악의 전압 지점 사이에서 대략의 거리를 결정해줍니다. 

계산:  FR4에서 가정한 속도:  = 139.8•106m/s 

 
파장 길이:  

 
 최소값에서는 최소 전압과 최대 전류를 갖습니다. 
 최대값에서는 최대 전압과 최소 전류를 갖습니다.  
 최소 및 최대 전압 (또는 전류) 지점 사이의 거리는 Ï/4가 됩니다. 

 
반사 계수는 후방 이동 전압파와 전방 이동 전압파 사이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반사 계수:  

 
 
반사 손실:  

 
색인 ‘(x)’는 회선을 따라 반사 계수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회선을 따라 정재파가 분배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반사 손실 (dB)은 전방 이동파와 비교하였을 때의 파장 반사량을 보여줍니다. 

50ø RF 장치의 입력 반사 성능은 종종 VSWR (전압 정재파 비율 또는 간단히 SWR이라고도 함)로 명시됩니다. 

 

일치율: 
 

VSWR의 일반 값들: 
 

 
개방형 회선이나 짧은 회선으로 인해 유발되는 100% 불일치: r = 1 및 VSWR =  
(이론상) 최적으로 일치하는 회선: r = 0 및 VSWR =  
모든 실제 상황에서 ‘r’은 0 < r < 1 및 1 < VSWR <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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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율 계산:  

 

수학 계산식 사용:  

 

결과: 
 

 
특정 임피던스의 반사 계수 (예: 부하):  

 
Zo = 일반 시스템 임피던스 (50Ω, 75Ω). 

 
설명한 바와 같이, 정재파로 인해 연결선을 따라 전압 및 전류의 진폭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2개 파라미터의 비율은 각각의 위치 (x)에서 임피던스 가 됩니다. 

이는 즉, 길이가 (L)인 회선과 연결선의 끝부분 위치에서 불일치하는 부하 Z(x = L)이 소스 위치 (x=0)에서 연결선 
길이에 따라 임피던스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문:  마이크로파 설계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정 사례 (방법)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길이의 연결선과 임피던스 ZL은 쿼터 (quarter) 파장 길이 변압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변압기: 

 

이를 SPDT (single pole, double throw) 기반의 PIN 다이오드 스위치나 DC 바이어스 회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이상적 상태에서) RF 단파 (대형 커패시터와 마찬가지로)가 저항이 낮은 dc 경로를 통해 무한 임피던스로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그림 6과 RF 이동파의 기본 규칙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치/반사/개별 연결선 성능은 연결선을 따라 임피던스 
변형을 하여 유발되는 벤치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각각의 측정 설정은 정밀한 참고 
자료를 통해 보정해야 합니다. 

RF 보정 참고 자료에 대한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방형  – 통과형 
- 단기형  – 증감 부하형 
- 일치형 
 

설정한 보정 툴은 의도하지 않은 연결선 변형이나 커넥터 간 불연속, 유사 측정 침투 (intrusion)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되돌리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DUT (Device Under Test) 측정 파라미터가 기기에 대한 벤치 설정 구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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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a) 데이터시트의 특성에 기반하여 2GHz용 BGA2711 MMIC 광대역 증폭기의 입력 VSWR을 결정합니다. 
b) 이론적으로 이러한 VSWR을 유발할 수 있는 저항 임피던스(들)의 유형은? 
c)   거리에서 50Ω 동축 케이블 상에서 측정하는 경우 입력 반사 손실은? 

계산:  2 GHz에서 BGA2711: rIN = 10dB 

 
 

절대값 (r)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각도는 아닙니다. 정의에 의하면 VSWR은 1보다 큰 값이라야 합니다. 
해답은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면 r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는 장비의 임피던스를 변환해줍니다. 

 
 
결과:  2GHz에서 BGA2711은 10dB (또는 VSWR=1.92)의 입력 반사 손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사는 96.25Ω 

또는 25.97Ω 임피던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L 및 C 값을 모두 조합하고자 할 경우 무한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2GHz에서 50Ω 이외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러한 임피던스를 측정할 경우, 거리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Zin1 = 96.25Ω이 25.97Ω로 발생하며 또한 Zin2=25.97Ω가 96.25Ω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VSWR (또는 반사 손실)은 장비의 입력 일치 품질을 
신속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 (벡터) 성능 (소실된 정보 또는 위상 정보)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RF 증폭기에 
대해 수학적으로 상세하게 망 분석하는 작업은 장비의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부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S12 문제) 
출력 장비의 임피던스는 해당 증폭기를 가동하는 소스의 임피던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S21 문제) 이와 같이 서로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소규모의 선형 신호망에서 s-parameter를 사용하면 결과값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s-parameter 이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비교: 



Philips  34 

 
예문:  원하는 반사 손실을 선택합니다. (10dB) 짙은 초록색의 선을 교차하면 VSWR (»1,9)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짙은 파란 색의 선을 교차하면 반사 계수 (r»0,32)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옅은 녹색 선 (Zmax»96Ω)을 
교차하거나 또는 옅은 파란 색 선 (Zmin»26Ω)을 교차하면 불일치하는 부분이 2군데 (100% 저항성)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대수학 응용 예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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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수동 장비의 이상과 실제 

실제 장비들은 매우 높은 주파수에서 사용되며 기생형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항기 유도성의 기생형 동작을 갖고 저역 통과 필터 기능을 합니다. 

유도기 커패시터와 저항성의 기생형 동작을 가지며, 특정한 자체 공명을 갖는 감쇄형의 평행/공진 탱크 회로로 
동작합니다.  

커패시터 유도성 및 저항성의 기생형 동작을 가지며, SRF가 들어 있는 감쇄형의 탱크 회로로 동작합니다.  

 
유도기 및 커패시터의 기생형 리액턴스로 인해 자가 공명이 발생합니다. 

 
그림 7.  수동형 군체 요소 

 
SRF 위의 수동형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SRF 위의 커패시터는 DC 차단 
기능을 갖는 유도기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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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스미스 선도 (Smith chart) 

앞 장의 예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의 임피던스는 위상 지연 및 기생형 동작으로 인해 유발되는 저항 및 
반응 부분을 조합한 것입니다. RF 임피던스의 경우, 벡터 대수식을 사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최대한 분석합니다. 

 

대상  주입  주파수 영역 

저항기  R  
 

유도기  L   

커패시터  C  
 

주파수  f   

복합 지정자  j  

 

 
 
RF 분석에서 유용한 기초 벡터 대수식: 

복합 임피던스:  

 

각도 사용 
합 사용 

 극성 표기 
 데카르트 (직교) 표기 

 

다른 문제에서도 이와 동일한 규칙을 사용합니다. 

예: 복합 반사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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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 

• 저항 불일치:  반사 계수:  

• 유도 불일치:  반사 계수:  

• 커패시티 불일치:   반사 계수:  
 
가우스 번호 영역 (극성 도해)에서는 2차원의 직교 벡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할 경우, RF 설계자들은 50Ω 저항성의 임피던스에 근접하고자 합니다. 극성 도해는 출발점이 0Ω 입니다. 
RF 회로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임피던스가 발생하지만 최대 전원을 전송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특정 망 설계를 
통해 50Ω 에 가깝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임피던스가 매우 적거나 또는 매우 높은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극성 도해에서는 임피던스가 큰 크기로 동시에 발생해도 지면 크기상, 이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한 
50Ω  지역이 어느 정도 정확성을 보여도 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벨 연구소의 기술자 Phillip Smith 씨는 이러한 사실을 
활용하여 1930년대에 스미스 선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선도에서는 50Ω 이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축을 따라 왼쪽과 
오른쪽의 저항값은 0Ω  및 ?Ω 에서 끝나게 됩니다. 생각해 
볼 만한 반응 축 (가정 축 또는 Im-Axis)은 100% 반응성으로 
종료됩니다. (L 또는 C) 고 해상도가 제공되며 이 값은 
출발점인 50Ω 에 가깝습니다. 선도 중심에서 멀어지면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선도 중심에서 더 멀어지면 
해상도/오류가 증가합니다. 표준 스미스 선도는 양수 
저항값만을 보여주며 단위 반경이 표시됩니다. (r=1) 불안정한 
경우 (예: 발진) 발생하는 음의 저항값은 단위원 외부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선형 범위의 도해에서 Re-Axis의 무한 점은 
‘이론적으로’ 스미스 선도의 0 지점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이로 인해 스미스 선도의 단위 원이 형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r=1) 이 원에 있는 모든 점은 1의 반사 
계수 절대값을 표시해줍니다. (100% 불일치) 수학적으로, 
저항기와 임의의 양수 L/C를 조합한 값은 스미스 선도의 
단위 원 내부에서 극성 표시 반사 계수로 표시됩니다. 스미스 
선도는 선형 범위의 극성 도해가 변형된 것이므로 극성 도해 
규칙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범위의 특성으로 
인해 데카르트 도해 규칙이 변경됩니다. 

 

Re 회선의 점은 100% 저항성입니다. 
Im 회선의 점은 100% 반응성입니다. 
Re 회선 위의 점 일부는 유도성 및 저항성입니다. 
Re 회선 아래의 점 일부는 커패시티형 및 저항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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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 

• 수평축 아래의 점은 커패시터 부분이 있는 임피던스를 나타내줍니다. ( 180° < φ < 360° ) 
• 수평축 상의 점은 (세로 좌표) 100% 저항성입니다. (φ = 0° ) 
• 수직축 상의 점은 (가로 좌표) 100% 반응성입니다. (φ = 90° ) 
 

 
그림 8: BGA2003 출력 스미스 선도 (S22) 

0 및 무한으로 커지는 임피던스에 대한 특별한 사례를 (위에) 제시하였습니다. 반원 윗부분은 유도 지역입니다. 
반원 아래 부분은 커패시티 지역입니다. 출발점은 50Ω 시스템 참고 부분입니다. (ZO)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도에 표시한 수치들은 ZO으로 일반화하였습니다. 

임피던스 절차 일반화:  
 

ZO = 시스템 참고 임피던스 (예: 50Ω, 75Ω) 

 
예문:  100Ω & 50Ω 저항기를 상위 BGA2003의 출력 스미스 선도에 표시합니다. 

계산:   

결과:  100Ω 저항기가 위치 2에서 수평축 상의 점으로 나타납니다. 
25Ω 저항기가 위치 0.5에서 수평축 상의 점으로 나타납니다.  

예문1:  다음 3개 회로에서 커패시터 및 유도기가 리액턴스의 수량으로 지정됩니다. (@100MHz 설계 주파수) 해당 
부분의 값을 결정합니다. 임피던스를 BFG425W의 출력 (S22) 스미스 선도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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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결과: 

 

 
 
 
계산:  사례 A (상수 저항) 

회로에서부터  
 

 
스미스 선도로 그림 

 

 

사례 B (상수 저항 및 가변 리액턴스 - 가변 커패시터) 

 
기초:   

회로에서부터 

 
 
사례 C (상수 저항 및 가변 리액턴스 - 가변 유도기) 

회로에서부터 

스미스 선도로 그림 

 
예문 2:  데이터시트에서, 3GHz에서 BFG425W의 출력 반사 계수 (S22)를 결정합니다. 출력 반사 손실과 출력 

임피던스를 결정합니다. 임피던스의 반응 부분을 보상해줍니다. 

 

스미스 선도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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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극성 표기의 벡터 반사 계수를 사용하면 해상도가 향상되어 
스미스 선도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절차: 1) 선도의 출발점에서 3GHz로, 스칼라 길이를 측정합니다. 
(벡터 거리) 

2) 선도의 오른쪽에 0~1의 번호로 괘선이 인쇄됩니다. 
여기에서 측정한 범위의 스칼라 길이 |r| = 0.34를 
읽습니다. 

3) 각도  를 측정합니다. 벡터 극성 표기에 반사 
계수를 씁니다. 

  
 일반화한 임피던스:  
 
트랜지스터가 50W 벤치 시험 설정에서 특성화되었으므로, 

 

임피던스:  

 
 
BFG425W의 출력에는 1.38pF 시리즈의 캐피턴스를 갖는 
65.2Ω의 동등 회로가 포함됩니다. 
출력 반사 손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RLOUT=-20log(|r|)=9.36dB 결과: VSWROUT=2 
 
임피던스의 반응형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 리액턴스의 
conjugate complex를 취하였습니다. 

 결과: 

 
 
2nH 시리즈의 유도기는 커패시티형 리액턴스를 
보상해줍니다. 새로운 입력 반사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출력 반사 손실은 보상됩니다.  
: RLOUT= -20log(0.132)=17.6dB 결과: VSWROUT=1.3 

참고: 실제 상황에서, 출력 임피던스는 입력 회로의 기능이 됩니다. 
입력 및 출력 일치 회로는 안정성 요구사항과 필요 이득, 
잡음 일치 수준에 의해 정의됩니다. s-parameter에 기반한 망 
분석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Philips  41 

4.2  소규모 신호 RF 증폭기 파라미터 

4.2.1  트랜지스터 파라미터 (DC –> 마이크로파) 

DC 저 전류 및 저 전압에서 트랜지스터는 전압 제어 전류 소스로 동작하고 이 때 다이오드 제어 동작이 기본 
이미터 입력 회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트랜지스터는 대규모의 신호 DC-
parameter (DC 전류 이득 (B, ß, hfe)), 최대 전원 손실, 장애 전압 등에 의해 지정됩니다. 

  
 

 
주파수를 오디오 주파수 범위로 늘이면 트랜지스터의 파라미터는 
주파수 위주의 위상 편이와 기생형 커패시티 효과로 인해 변경됩니다. 
이러한 효과의 특성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신호 h-parameter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형 파라미터는 1대의 단말기에서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고 다른 포트에서 개방형/짧은 형 (표준)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아래에 h-parameter 매트릭스를 제시하였습니다. 
 

h-parameter 매트릭스 

 
 

 
주파수를 HF 및 VHF 범위로 늘이면 개방형 포트는 전계 복사가 
어긋나면서 정확성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용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y-parameter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전압 및 전류를 다시 측정하지만 ‘짧은’ 표준만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짧은’ 접근법을 사용하면 이 주파수 지역에서 
정확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y-parameter 
매트릭스를 제시하였습니다. 

y-parameter 매트릭스 

 
 
주파수를 좀더 늘이면 ‘짧은’ 형의 기생형 유도가 발생하며 장비 
의존형인 기생형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압, 
전류 및 위상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려워집니다. 산란 파라미터 (s- 
parameter)는 전방 및 후방 이동파의 측정값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트랜지스터의 단말기 (또는 포트)에서 반사 계수를 
결정해줍니다. 아래에 s- parameter를 제시하였습니다.  

s- parameter 매트릭스 

 
 
 

열 전압: VT=kT/q»26mV@25°C 
ICO = 컬렉터 역 포화 전류 
저 주파수 전압 이득 

전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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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s-parameter의 정의 
모든 증폭기에는 입/출력 포트가 있습니다. (2포트 망) 일반적으로 입력 포트는 포트-1로 표시되며 출력 포트는 
포트-2로 표시됩니다. 

 
그림 10: 2포트 망 (a) 및 (b) 파장 

전방 이동파 (a)는 DUT (입력 또는 출력) 포트로 이동합니다. 
후방 이동파 (b)는 DUT 포트에서 다시 반사됩니다. 
‘포트 ZO 종료’라는 표현은 50ø-표준을 사용함을 뜻합니다. 
이는 conjugate complex 전원 일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 장에서는 반사 계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반사 계수: r= 후방 이동파/전방 이동파 

포트 1에서 입력 반사율을 계산하면,  출력은 ZO에서 종료됨. 

 
이는 즉, 소스가 전방 이동파 (a1)를 포트-1에 주입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전방 이동파 (a2)는 포트-2에 주입되지 
않습니다. 포트-2에서 다음을 사용하여 이와 동일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력 반사율: 
 

입력은 ZO에서 종료됨. 

 
이득 정의: 이득 = 출력파/입력파 

전방 이동파의 이득을 계산하려면 포트-2를 거친 파장 (b2)을 포트-1에 주입되는 파장 (a1)으로 나눕니다. 

 

후방 이동파의 이득을 계산하려면 포트-1을 거친 파장 (b1)을 포트-2에 주입되는 파장 (a2)으로 나눕니다. 

 

일반화된 파장 (a) 및 (b)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포트-1로의 신호 

포트-2로의 신호 

포트-1을 거친 신호 

포트-2를 거친 신호  

 

매트릭스 : 

등식:  

전방 송출: 

격리: 

입력 반사 손실 

출력 반사 손실 

삽입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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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파에는  단위가 있으며, 이 파장은 시스템 임피던스 
ZO로 참조됩니다. 다음 수학식에 제시하였습니다.  
U, P, ZO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므로, 정규화 파는 시스템 임피던스 상수  에서 참조하는 전방 이동파의 전압을 측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 결합기 또는 VSWR 브리지 (bridge)는 정재파를 전방 및 후방 이동 전압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 감지기는 이러한 파장을 Vforward 및 Vbackward DC 전압으로 변환합니다.  

DC 전압을 간편하게 처리하면 VSWR을 읽을 수 있습니다. 

50Ω의 VHF-SWR-미터로, 키트에서 구축 (Nuova Elettronica). 
3개 스트립 회선으로 구성됩니다. 중간 부분의 선은 입력 
부분에서 출력 부분으로 주요 신호를 통과시킵니다. 위쪽 및 
아래쪽 스트립 회선은 특수한 전자기적 교차 결합을 통해 
전방 및 후방 이동파의 일부를 선택합니다. 
결합된 스트립 회선 각 끝부분의 다이오드 감지기는 전원을 
DC 전압으로 정류하는데 이 전압은 외부 아날로그 회로로 
전송되어 VSWR 처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사용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안테나 일치 제어, PA 출력 전원 감지기, 벡터 전압계, 
벡터 망 분석, AGC 등. 
이러한 유형의 회로 키트는 아마추어용 라디오 문서와 몇몇 
RF 잡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2.2.1  2-포트 망 정의 

 

 
그림 11: 2-포트 망의 s-parameter 

Philips의 데이터시트 파라미터 삽입 전원 이득 

 

입력 반사 손실 

사용가능한전원입력포트의발생기에서

원입력포트에서반사된전S =11
 

 
출력 반사 손실 

사용가능한전원출력포트의발생기에서

원출력포트에서반사된전S =22
 

 
전방 송출 손실 (삽입 손실) 

변환기전원이득S =21  
 
후방 송출 손실 (격리) 

역변환기전원이득S =12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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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00MHz, 450MHz, 1800MHz 및 2400MHz에서 BGA2003을 위한 삽입 전원 이득을 계산하여 바이어스를 
설정합니다. 

 Vvs-out=2.5V, Ivs-out=10mA. 

계산: Philips 웹사이트에서 Silicon MMIC 증폭기 BGA2003를 위한 s-parameter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_510A3.S2P] 

 
이 부분은 파일의 일부입니다. 

 
 

결과: 

 

 
 
4.2.2.2  3-포트 망 정의 

3-포트식 s-parameter에 대한 일반 제품으로, 방향성 결합기, 전원 스플리터, 결합기 (combiner) 및 위상 스플리터가 
있습니다. 

그림 12: 3-포트 망 (a) 및 (b) 파장 

 

3-포트식 s-parameter의 정의:

• 포트 반사 계수 / 반사 손실: 

• 송출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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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F 증폭기 설계 기초 

4.3.1  MMIC를 위한 DC 바이어스 지점 조절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s-parameter는 바이어스 지점과 주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s-parameter 
파일에는 DC 바이어스 설정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s-parameter는 바이어스 
지점이 다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DC 바이어스-회로에 대한 설계 예문을 BGU2003으로 
설명하였습니다. (Vs=2.5V, Is=10mA인 경우) 공급 장치 전압은 VCC=3V로 선택합니다. 

 

LNA DC 바이어스 설정 

BGA2003 등가 회로: Q5는 주요 RF 트랜지스터입니다. Q4는 
Q5로 전류 미러 (mirror)를 형성합니다. 이 전류 미러의 입력 
전류는 Ctrl. 핀으로의 전류로 결정됩니다. 제어 전압이 Ctrl 
입력으로 직접 적용될 경우, Rb는 전류를 제한합니다. RC, C1 
및 C2는 RF 입력 신호에서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결합을 
해제합니다. (decouple) Q4 및 Q5가 동일한 다이 (die)에 있기 
때문에 Q5의 바이어스 지점에서는 온도가 안정적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위한 DC 바이어스 지점 조절 

BGA2003 데이터시트에서, 그림 4와 
그림 5를 조합하여 (그래프 참고) 
MMIC의 I/O DC 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붉은 색 선은 그래픽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IVS-OUT=10mA의 요구사항으로 
시작하여 자동으로 세로 좌표인 
ICTRL=1mA를 교차하여 
VCTRL=1.2V에서 가로 좌표로 끝납니다. 

 

4.3.2 트랜지스터를 위한 DC 바이어스 지점 조절 

MMIC를 위한 바이어스 설정은 간편하지만 이 부분은 오디오나 
IF 증폭기에서 사용한 설정 설계를 예로 들어 나타낸 것입니다.

 



Philips  46 

전압 피드백으로 안정화하여 DC 바이어스 설정하기 

이러한 설정의 장점으로, 저항성이 높은 저항기 RB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저항기는 단말기 [IN]에서 입력 
임피던스가 낮아 상쇄가 가능하며 또한 IF-대역 필터는 부하가 적습니다. 이미터 피드백 저항기가 없기 때문에 
Q1에서의 이득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득이 높은 협대역폭의 IF 증폭기에 필요합니다. 단점으로, 운용 
지점의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Si BE-다이오드의 상대적으로 선형인 음의 온도 계수 (ca.VBE» -2.5mV/K)가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이 값은 접지와 이미터 사이에 추가 저항기를 추가하면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터 저항기의 단점으로, 이득 손실과, 우회 커패시터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트랜지스터에서 접지 
성능의 품질이 떨어지고 (안정성 하락) 이미터의 열이 접지 
플레인으로 방출됩니다. 중간 수준의 출력 전원에서 바이어스 
설정은 안정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결부 온도가 상승하여 
DC 편차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안정화하지 
않을 경우, 트랜지스터가 타거나 왜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결책 방안을 그림에 제시하였습니다. (BFG10) BGA2003과 
상대적인 부분으로, DC 트랜지스터 T1과 함께 전류 미러를 
설계해줍니다. 인접 열과 결합할 경우, T1은 다이오드처럼 
동작하며 VCE (VBE) 편차는 RF 트랜지스터 (DUT)와 
근접하게 됩니다. β1= β DUT 이고 VBE-1 VBE-DUT 인 경우,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한 대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인 경우, 대수 분석이 더욱 
간단해집니다. 

 의 온도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관계로 
결론이 납니다. 최대한의 전류 이미지를 얻으려면 BE 다이 
(die) 구조 영역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4.3.3  이득 정의 

증폭기 이득은 안정 상태에서의 (이론적인) 측정 구현 방식과 일치 방식  (예: 최대 전원 처리, 최대 이득, 최저 
잡음 수치 또는 특정한 안정성 성능)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정됩니다. 종종, 특정 전원 이득은 가능한 상위 
및 하위 극단형의 파라미터를 위해 계산됩니다. 스미스 선도에서 원 (전원 이득 원, 안정성 원)을 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입력 또는 출력에서 유용한 작동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대수식은 문서 출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S12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출력은 필요한 소스의 기능이 되며 또한 입력은 필요한 부하의 
기능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일치 작업이 복잡해지는 한 편, 이러한 작업은 GA 및 GP 설계 절차의 일부가 됩니다. 
 

변환기 전원 이득: 원소스에서사용가능한전

부하로전송되는전원

P
PG
AVS

L
T ==  

 

여기에는 I/O 일치 효과와 장치 이득이 포함되며, 단, 컴포넌트 손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원 이득 또는 운용 전원 이득: 망으로입력되는전원

부하로전송되는전원

P
PG
IN

L
P ==  

 

S12를 무시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GP는 소스 임피던스와는 독립적입니다. 

사용 가능한 전원 이득: 원소스에서사용가능한전

망에서사용가능한전원

P
PG

AVS

AVN
P ==  

 

GA는 부하 임피던스와는 독립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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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사용 가능한 이득 (MAG): 
 

 
트랜지스터로부터 얻고자 하는 MAG는 동시에 접합한 I/O 일치에 이르며 이 때 Rollett 안정성 비율은 K>1입니다. 
K는 몇몇 하위 단계에서 s-parameter를 통해 계산됩니다. 무조건적인 안정성을 갖는 주파수에서 MAG 
(GT,max=GP,max=GA,max)는 트랜지스터 데이터시트에 표시됩니다. 

최대 안정성 이득 
 

 
MSG는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트랜지스터의 성능 지수로, K=1의 경우에 유효합니다. (MAG의 하위 집합).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주파수에서 MSG는 트랜지스터 데이터시트에 표시됩니다. 

 
증폭기 설계시 사용한 정의에 대한 추가 예문: 

- GT,max = 동시 접합 일치 상태에서 최대 변환기 전원 이득  
- GT,min = 동시 접합 일치 상태에서 최소 변환기 전원 이득  
- GTU = 일방의 변환기 전원 이득 
- GP,min =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장비에 대해 최소 운용되는 전원 이득  
 

- 일방의 성능 지수 
TU

T
G
G  는 S12=0을 가정하였을 때의 오류를 결정해줍니다. 

예문에서는 BGU2003 이득을 주파수 함수로 보여줍니다. 

100 MHz ~ 1 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MMIC는 잠재적으로 
불안정합니다. 1.2 GHz 이상인 경우, MMIC는 무조건적으로 
안정성을 갖습니다. (3 GHz의 측정 범위 내에서) 

S12=0이라고 가정할 때 GUM은 최대 일방의 변환기 전원 
이득이 되며, 접합된 I/O 일치: A S12=0이인 경우 (=일방의 
성능 지수) 일방의 2-포트 망이 지정되며, 그 결과, K= 
무한대 및 DS=S11*S22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ozar, Gonzalez, Bowick 등의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3.4  증폭기 안정성 

모든 변수는 복합 데이터로 처리해야 합니다. 파악한 K 인수는 선택한 s-parameter의 4개 요소들 [S11, S12, S21, S22]에 
대한 주파수와 바이어스 설정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결정 요인: 
 

Rollett 안정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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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서 출처에서는 Ds의 크기를 다음의 안정성 품질로 구분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K>1 & |Ds|<1 
임의의 소스 및 부하 임피던스의 조합에 대해 항상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임. 

K<1 
잠재적으로 불안정하며, 특정 소스 및 부하 임피던스의 조합으로 발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치가 
트랜지스터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며, 다만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짐을 나타내줍니다. I/O에 대해 동시 접합하는 일치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1<K<0 
발진 설계시 사용 

K>1 & |Ds|>1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트랜지스터 (필요: SWR(IN)=SWR(OUT)=1)는 생산하지 않으나,  
이러한 트랜지스터의 이득은 GT, min*이 됩니다. 

참조 자료— RF 애플리케이션 – 기초 및 설계 - 기초 
1.  Philips Semiconductors, RF 광대역 트랜지스터 및 MMIC, 데이터 매뉴얼 SC14 2000, S-parameter 정의, 39쪽 
2.  Philips Semiconductors, 데이터시트, 1998년 3월 11일, 제품 사양, BFG425W, NPN 25GHz 광대역 트랜지스터 
3.  Philips Semiconductors, 데이터시트, 1999년 7월 23일, 제품 사양, BGA2003, Silicon MMIC 증폭기 
4.  Philips Semiconductors, 데이터시트, 2000년 12월 4일, 제품 사양, BGA2022, MMIC 믹서 
5. Philips Semiconductors, 데이터시트, 2001년 10월 19일, 제품 사양, BGA2711, MMIC 광대역 증폭기 
6.  Philips Semiconductors, 데이터시트, 1995년 8월 31일, 제품 사양, BFG10; BFG10/X, NPN 2GHz RF 전원 트랜지스터 
7.  Philips Semiconductors, 데이터시트, 2002년 5월 17일, 제품 사양, BGU2703, SiGe MMIC 증폭기 
8.  Philips Semiconductors, 개별 소자 반도체, FACT SHEET NIJ004, 이중 다결정 실리콘 –실리콘 MMIC, RF 

트랜지스터 & PA 모듈 이면의 기술 
9.  Philips Semiconductors, 독일, 함부르크, T. Bluhm, 애플리케이션 관련 유의사항, 소규모 신호의 돌파구 - Low 

VCEsat (BISS) 트랜지스터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 AN10116-02, 2002년 
10. H.R. Camenzind, 통합 전자 공학을 위한 회로 설계, 34쪽, 1968년, Addison-Wesley, 
11. Prof. Dr.-Ing. K. Schmitt, Telekom Fachhochschule Dieburg, Hochfrequenztechnik 
12. C. Bowick, RF 회로 설계, 10-15쪽, 1982년, Newnes 
13. Nührmann, 트랜지스터-Praxis, 25-30쪽, 1986년, Franzis-Verlag 
14. U.Tietze, Ch. Schenk, Halbleiter-Schaltungstechnik, 29쪽, 1993년, Springer-Verlag 
15. W. Hofacker, TBB1, 트랜지스터-Berechnungs- und Bauanleitungs-Handbuch, Band1, 281-284쪽, 1981년, ING.W. 

HOFACKER 
16. MicroSim Corporation, MicroSim 구성도 평가 버전 8.0, PSpice, 1998년 7월 
17. Karl H. Hille, DL1VU, Der Dipol in Theorie und Praxis, Funkamateur-Bibliothek, 1995년 
18. PUFF, 마이크로파 통합 회로를 위한 컴퓨터 지원 설계,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1991년 
19. Martin Schulte, ‘Das Licht als Informationsträger’, Astrophysik, 2001년 2월 7일, Astrophysik%20Teil%201%20.pdf 
20. http://www.microwaves101.com/encyclopedia/basicconcepts.cfm 
21. http://www.k5rmg.org/bands.html 
22. http://www.unki.de/schulcd/physik/radar.htm 
23. SETI@home, http://www.planetary.org/html/UPDATES/seti/SETI@home/Update_022002.htm 

http://www.naic.edu/about/ao/telefact.htm 
24. Kathrein, Dipl. Ing. Peter Scholz, Mobilfunk-Antennentechnik.pdf, log.-per.Antenne K73232 
25. Siemens Online Lexikon 
26. http://wikipedia.t-st.de/data/Frequenzband 
27. www.wer-weiss-was.de/theme134/article1180346.html 
28. www.atcnea.at/flusitechnik/themen1/radartechnik-grundlagen.html 
29. Nührmann, Das große Werkbuch Elektronik,Teil A, 5. Auflage, Franzis-Verlag, 1989년 
30. ARRL,American Radio Relay 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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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 Semiconductors 
Philips Semiconductors는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로, 20곳의 제조 및 조립 사이트와 영업 조직 1곳을 갖추어, 전 
세계 60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 사무소에 대한 최신 목록의 전체 내역에 대해서는 당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emiconductors.philips.com/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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