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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Bare-die Chip 형태의 Drive amplifier를 Ajinomoto Build-up Film (ABF)와 FR-4로 구성된 PCB

에 내장함으로써 28 GHz 대역 모듈에서 적용될 수 있는 내장형 능동소자 모듈을 구현하였다. 내장형 모듈에 사용된 유

전체 ABF는 유전율 3.2, 유전손실 0.016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Cavity가 형성되어 Drive amplifier가 내장되는 FR4는

유전율 3.5, 유전손실 0.02의 특성을 가진다. 제안된 내장형 Drive amplifier는 총 2가지 구조로 공정하였으며 측정을 통

해 각각의 S-Parameter특성을 확인하였다. 공정을 진행한 2가지 구조는 Bare-die Chip의 패드가 위를 향하는 Face-up 내

장 구조와 Bare-die Chip의 패드가 아래를 향하는 Face-down내장 구조이다. 구현한 내장형 모듈은 Taconic 사의 TLY-5A

(유전율 2.17, 유전손실 0.0002)를 이용한 테스트 보드에 실장 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Face-down 구조로 내장한 모듈은

Face-up 구조에 비해 Bare-die chip의 RF signal패드에서부터 형성된 패턴까지의 배선 길이가 짧아 이득 성능이 좋을 것

이라 예상하였지만, Bare-die chip에 위치한 Ground가 Through via를 통해 접지되는 만큼 Drive amplifier에 Ground가 확

보되지 않아 발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Bare-die chip의 Ground가 부착되는 PCB의 패턴에 직접적으로

접지되는 Face-up 구조는 25 GHz에서부터 30 GHz까지 약 10 dB 이상의 안정적인 이득 특성을 냈으며 목표주파수 대역

인 28 GHz에서의 이득은 12.32 dB이다. Face-up 구조로 내장한 모듈의 출력 특성은 신호 발생기와 신호분석기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신호 발생기의 입력전력(Pin)을 -10 dBm에서 20 dBm까지 인가하여 측정하였을 때, 구현한 내장형 모듈

의 이득압축점(P1dB)는 20.38 dB으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을 통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Drive amplifier와 같은

Bare-die chip을 PCB에 내장할 때 Ground 접지 방식에 따라 발진이 개선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Chip Face-

up 구조로 Drive amplifier를 내장한 모듈은 밀리미터파 대역의 통신 모듈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by embedding a bare-die chip-type drive amplifier into the PCB composed of ABF and FR-

4, it implements an embedded active device that can be applied in 28 GHz band modules. The ABF has a dielectric

constant of 3.2 and a dielectric loss of 0.016. The FR-4 where the drive amplifier is embedded has a dielectric constant

of 3.5 and a dielectric loss of 0.02. The proposed embedded module is processed into two structures, and S-parameter

properties are confirmed with measurements. The two process structures are an embedding structure of face-up and an

embedding structure of face-down. The fabricated module is measured on a designed test board using Taconic’s TLY-

5A(dielectric constant : 2.17, dielectric loss : 0.0002). The PCB which embedded into the face-down expected better gain

performance due to shorter interconnection-line from the RF pad of the Bear-die chip to the pattern of formed layer. But

it is verified that the ground at the bottom of the bear-die chip is grounded Through via, resulting in an oscillation. On

the other hand, the face-up structure has a stable gain characteristic of more than 10 dB from 25 GHz to 30 GHz, with

a gain of 12.32 dB at the center frequency of 28 GHz. The output characteristics of module embedded into the face-up

structure are measured using signal generator and spectrum analyzer. When the input power (Pin) of the signal generator

was applied from -10 dBm to 20 dBm, the gain compression point (P1dB) of the embedded module was 20.38 dB.

Ultimately, the bare-die chip used in this paper was verified through measurement that the oscillation is improved

according to the grounding methods when embedding in a PCB. Thus, the module embedded into the face-up structure

will be able to be properly used for communication modules in millimeter wave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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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신 및 전자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기기에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출시되고 있으며, 전자기기 내부에는 메

인 칩, 능동소자, 수동소자들과 같은 부품들의 수가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기기 자체의 소형화 추세로 인해 메인

PCB의 공간이 점점 제한되어가고 있으며 그 면적은 현

재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1)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으로 부품 내장 기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부

품 내장기술은 Amplifier와 같은 능동 부품이나 Capacitor,

Resistor와 같은 수동부품들을 사용하는 기판내에 내장하

여 PCB의 실장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 집적도를 획기적

으로 늘리는 기술이다.2) 또한 주요 부품이 기판에 내장됨

으로 PCB를 더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기를 더욱

소형화 시킬 수 있다.

기존 표면 실장형(Surface mount technology (SMT))기

술 중 하나인 Chip on Board (COB) 방식과 비교해보면

COB 방식은 전기적 성능이 우수하지만 와이어 본딩으로

전기적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PCB에 추가적으로 Foot

Print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고주파에서

쓰이는 부품인 경우 표면 실장 소자의 크기와 핀 간격이

매우 작아서 수작업 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실장 하

는 엔지니어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3) 하지만 칩을 내

장하는 패키징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와이

어 본딩을 하지 않아도 되어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내구성 면에서도 우수하다. 그리고 짧은 Interconnection

으로 인덕턴스, 저항, 커패시턴스를 낮추고 전기적 지연

을 줄여 좋은 고주파 특성을 갖게 한다. 능동 소자가 가

져야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안정성이며, 발진 없이

능동소자의 출력 특성이 보장 되어야한다.4) 능동소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는 DC 바이어스 네트워

크를 튜닝하여 DC 전원과 RF 신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

는 방법,5) Input, Output단의 매칭, 능동소자에 공급되는

Ground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일반적으로 능

동소자에 Ground가 충분히 공급되는지 확인하고 접지구

조를 튜닝하여 발진을 제어한다. 또한 상용 칩의 능동소

자인 경우 바이어스 단과 매칭 단이 최적의 설계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발진이 발생한다면 원인은 Ground

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상용 능동소자의 접지 방식이 다른 2가지 내장

구조 구현하고 측정을 통해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비교

한 2가지의 내장 구조는 능동소자의 Ground가 Through

via를 통해 접지되는 Chip Face-down 내장 구조와 능동소

자의 Ground 전면이 PCB의 패턴과 직접 맞닿아 접지되

는 Chip Face-up 내장 구조이며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신

호분석기,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안정성과 최대 전력점

을 측정하였다.

2. 본 론

2.1. 칩 내장형 모듈 공정 설계 및 제작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이 Bare Die 칩 형태의 Drive

amplifier를 Ajinomoto Build-up Film (ABF)와 FR-4로 구

성된 기판에 내장하는 공정을 진행하였다. ABF는 미세

회로 패턴 공정 기술인 Semi-Additive Process (SAP)에 대

표적으로 사용되는 절연 소재이며, 패턴과 기판의 접착

력을 향상시켜주고 Via 형성을 위한 Laser 가공을 용이하

게 한다.6) 공정에 사용된 ABF의 유전율은 3.2, 유전손실

은 0.016이며 두께가 25 um이다. 그리고 FR-4의 유전율

은 3.5, 유전손실은 0.02이며 두께는 100 um이다. 내장한

칩은 Qorvo사의 MMIC 칩이며 크기는 2.75 mm  1.5

mm  0.07 mm이다.

칩 내장 공정은 Fig. 2와 같이 2가지 구조로 진행하였

다. Fig. 2(a)는 칩의 패턴이 아래를 향하는 Face-down 구

조이며, Fig. 2(b)는 칩의 패턴이 위를 향하는 Face-up 구

조이다.

Face-down 구조와 Face-up 구조는 Via 가공 전까지의

공정 순서는 같다. 우선 칩을 기판에 내장하기 위해 칩 두

께에 맞게 FR-4를 Laser로 가공하여 Cavity를 형성한다.

그리고 칩의 I/O 패드 부분과 정합 될 FR-4 단면의 불순

물을 제거하기 위해 100 W 산소 플라즈마로 5분간 클리

닝 공정을 진행하였다. 그 후 25 um ABF를 170oC에서 30

분간 진공 라미네이션 하여 FR-4와 정합 하였다. 다음으

로 Face-down 구조는 모듈의 하단에서부터 칩의 I/O 패

Fig. 1. 3D Model of Bare Die Chip and Cross-sectional views of Drive amp embedding structu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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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까지 Blind via를 가공하고 Ground 접지를 위해 모듈의

상단 패턴과 하단 패턴을 연결할 Through via를 가공하였

다. 그리고 Face-up 구조는 모듈 상단에 위치한 전송선로

와 칩의 I/O 패드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Blind via를 가공

하고 모듈 하단에 형성될 전송선로 패턴과의 연결을 위

해 Through via를 가공하였다. 2가지 구조 모두 Blind via

와 Through via를 가공한 후 Seed layer 형성을 위해 0.9

um 두께의 무전해 도금을 진행하였다. 이 후 패턴이 생

성 되어야하는 층에 Dry film을 이용하여 패턴을 형성하

였다. 그리고 Soft etching을 통해 패턴이 형성 되어있는

층에 남아있는 Seed layer를 제거하였다. 칩 내장 공정 조

건은 Face-down, Face-up 두 가지 구조 모두 같으며, 2가

지 구조를 3D 모델링 한 모습은 Fig. 3과 같다.

Fig. 3을 보게 되면 우선 두 가지 구조 모두 모듈의 크

기가 4.4 mm  4.18 mm이다. 그리고 Face-up 구조와 Face-

down 구조의 비아 배치를 비교한다면, Fig. 3(a)와 같이

Face-down 구조는 Bare Die 칩의 패턴 면이 아래를 향하

고 있어 칩과 연결되는 전송선로(Transmission Line)에

Through via 대신 Blind via를 통해서 PCB와 전기적 연결

이 가능하다. 하지만 칩 바닥 면의 Ground 연결을 위해서

상단면에 패턴을 구현하고 Through via를 배치하여야 한

다. Fig 3(b)와 같이 Face-up 구조는 Bare Die 칩의 패턴 면

이 위를 향하고 있어 칩 바닥 면의 Ground와 실장 되는

PCB 패턴과의 연결은 Through via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

만 칩의 RF 신호 선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송선로에

Through via를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Face-down 구조

로 구현한 칩 내장형 모듈과 Face-up 구조로 구현한 칩

내장형 모듈의 모습은 Fig. 4와 같다. 

2.2. 칩 내장형 모듈 테스트용 보드 설계 및 제작

Drive amplifier를 내장한 모듈에 RF 신호와 동작 전원

을 인가하기 위해 2층 구조의 모듈 테스트 보드를 설계

하였다. 테스트 보드의 유전체는 Taconic 사의 TLY-5A로

유전율은 2.17, 유전 손실은 0.0009이며 두께는 5 mil이

다. 그리고 제작할 테스트 보드의 회로도는 Fig.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ias part의 Drain 전압은 5V이며 Drive

amplifier 양 단에 인가된다. 그리고 직류 바이어스와 신

호를 분리시키고 기생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Decoupling

capacitor를 사용하였다.7) 사용한 Capacitor의 용량은 0.1

uF, 100 pF이며 Drive amplifier 양단에 동일하게 배치하

였다. 그리고 내장한 Drive amplifier의 RF입력과 출력에

연결되는 전송선로는 일반적인 PCB에서 자주 사용되는

Coplanar Waveguide with Ground (CPWG) 방식으로 설계

하였다. 테스트 보드의 CPWG의 선 폭은 내장 공정한 모

듈의 Interconnection line의 폭을 고려하여 0.38 mm로 설

정하였다. 그리고 CPWG의 선로와 그라운드 사이의 Gap

은 CPWG 선 폭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설정한 Gap의

크기가 특성 임피던스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

Fig. 2. Schematic drawing of embedding process. (a) Process of Face-down structure (b) Process of Face-up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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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Sonnet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였으며, CPWG의 Gap

크기가 0.30 mm ~ 0.50 mm일 때의 S11에 대한 시뮬레

이션 결과는 Fig. 6과 같다. 일반적으로 전송선로의 S11

이 -20 dB 이하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50 Ω의 특성 임피

던스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Fig. 6과 같이 본 논문

에서 제안한 Gap 크기인 0.38 mm를 적용하였을 때 25

GHz ~ 31 GHz에서 반사손실이 -20 dB 이하를 유지하여

특성 임피던스가 50 Ω임을 검증하였으며, Gap 크기에 따

라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의 변화가 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제작한 테스트보드에 Drive amplifier

를 내장한 제안한 모듈을 실장 한 모습이다. Decoupling

Capacitor는 실장 된 모듈과 가까이 배치하여 DC Bias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최대한 줄였다. 그리고 테스

트 중 발생할 수 있는 Drive amplifier 열을 방출시키기 위

해 테스트 보드 하단에 알루미늄 지그를 장착하였다.

2.3. 칩 내장형 모듈의 S-parameter 특성 측정

본 논문에서 고안한 내장 구조는 Face-up 구조와 Face-

down 구조이다. 2가지 구조를 각각 테스트 보드에 실장

하여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Fig. 8과 같이 측정 환경을 만

들어 주었다. 계측기는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Vector

Network Analyzer, VNA)를 사용하였으며 동축케이블을

Fig. 3.. 3D Modeling of Embedded Drive amplifier (a) 3D Modeling of Face-down Structure (b) 3D Modeling of Face-up Structure.

Fig. 4. Top View of Fabricated Samples (a) Structure of Face-

down. (b) Structure of Face-up.

Fig. 5. The Circuit of test-board with Embedded Drive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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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테스트 보드와 결합된 End-launch 커넥터로 RF 신

호를 전달하였다.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의 Calibration은

SLOT (short, load, open, through) 방식을 이용하여 수행

하였고, 구현된 모듈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Drive amplifier

의 동작 전원은 Power supply를 사용하여 Fig. 8과 같이

양단에 5 V씩 인가하였으며, 이 때 Power supply에 측정

된 전류는 35 mA이다.

Fig. 9는 측정한 Face-up 내장 구조와 Face-down 구조

의 S11 및 S21 그래프이며, 파란색 실선과 점선은 Face-

down 내장 구조의 S21과 S11을 표현하였으며, 검정색 실

선과 점선은 Face-up 내장 구조의 S21과 S11을 표현하였

다. 일반적으로 Amplifier의 S11은 0 dB 이하로 나오며

S21 또한 Flat한 형상을 보인다. 만약 특정 주파수에서

S11이 0 dB 이상으로 나오게 되어 S21이 갑작스럽게 증

가하게 된다면 발진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Face-

down 내장 구조의 측정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Fig. 9의

파란색 점선과 같이 약 30 GHz 근처에서 S11이 0 dB 이

상으로 나오는 발진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이득(S21)은

발진하는 값을 가진다. 그로 인해 목표 주파수인 28 GHz

대역에서 안정적으로 이득을 내지 못하였다. 반면 Drive

amplifier의 Ground와 테스트 보드 Ground 패턴이 접지되

어 있는 구조인 Face-up 내장 구조는 앞서 발생했던 발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목표 주파수인 28 GHz에서

12.32 dB의 이득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Face-up 내장

구조는 Face-down 내장 구조에 비해 측정을 진행한 주파

수 대역인 23 GHz ~ 40 GHz에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이득 특성을 확인하였다.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Drive

amplifier와 연결되는 신호선과 접지선을 비교하였을 때

Fig. 6. Simulated result of S11 according to gap width under 0.3

mm and 0.5 mm.

Fig. 8. Setup of measurement equipment.

Fig. 7. Fabricated and Assembled Test-board with Embedded

Drive amplifier.



6 정재웅·박세훈·유종인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8권 제3호 (2021)

접지선이 짧아져야 안정된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따라서 칩의 접지부에 배선 작업을 하지 않고 부

착되는 PCB와 바로 접지되는 Face-up 구조가 실제 모듈

에 적용하기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현한 모듈의 재현성을 검증하기 위해 Face-down 구조,

Face-up 구조 각각 3개의 샘플을 제작하여 동일한 조건에

서 S11과 S21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는 Table 1, Table

2과 같이 나타내었다. Face-down 구조는 3개의 샘플 모두

32 GHz에서 S11이 0dB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며 내장형

모듈의 이득인 S21이 24 GHz ~ 36 GHz대에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진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Face-

up 구조는 모든 샘플이 24 GHz ~ 36 GHz에서 S11이 0dB

이하였으며, S21은 24 GHz ~ 36 GHz에서 7 dB 이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Face-down 구조로 내장

한 모듈은 발진이 발생하고, Face-up 구조로 내장한 모듈

은 발진 현상없이 안정적으로 출력 특성 가진다는 재현

성을 검증하였다.

2.3. 칩 내장형 모듈의 출력 특성 측정

앞서 S-parameter 특성을 측정한 결과, Drive amplifier

를 Face-up 방식으로 내장한 구조가 목표 주파수 대역인

28 GHz에서 12.32 dB의 S21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24

GHz ~ 36 GHz에서 발진 현상 없이 S21이 7 dB 이상임을

Fig. 9. S-parameter of fabricated embedding structure. Fig. 10. 1 dB gain compression point (P1dB) measured result graph

of embedded Drive.

Table 1. S11 measured result of Embedded Drive amplifier

Freq (GHz)
Chip Face - down Chip Face – up

Measure 1 Measure 2 Proposed Measure 1 Measure 2 Proposed

24 0.65 dB -5.78 dB -3.24 dB -12.17 dB -22.37 dB -11.10 dB 

26 -11.45 dB -10.19 dB -8.02 dB -9.60 dB -12.76 dB -8.82 dB

28 -9.78 dB -13.63 dB -17.18 dB -16.17 dB -15.66 dB -14.77 dB

30 -10.46 dB -7.78 dB -8.03 dB -12.01 dB -11.69 dB -14.02 dB

32 12.55 dB 17.88 dB 23.01 dB -7.42 dB -11.42 dB -7.12 dB

34 -4.48 dB -4.80 dB -5.82 dB -10.92 dB -19.04 dB -11.33 dB

36 -8.40 dB -7.46 dB -7.20 dB -17.51 dB -10.65 dB -16.91 dB

Table 2. S21 measured result of Embedded Drive amplifier

Freq (GHz)
Chip Face - down Chip Face – up

Measure 1 Measure 2 Proposed Measure 1 Measure 2 Proposed

24 17.65 dB 14.51 dB 14.94 dB 15.16 dB 13.28 dB 13.66 dB 

26 10.71 dB 13.74 dB 12.45 dB 13.59 dB 11.93 dB 11.15 dB

28 7.40 dB 7.19 dB 6.77 dB 13.20 dB 12.40 dB 12.32 dB

30 8.55 dB 5.99 dB 6.91 dB 13.45 dB 10.78 dB 10.38 dB

32 26.38 dB 29.07 dB 36.98 dB 12.40 dB 11.35 dB 7.61 dB

34 -4.50 dB 0.94 dB 1.11 dB 12.84 dB 13.32 dB 10.61 dB

36 -4.32 dB -7.37 dB -6.77 dB 11.62 dB 10.36 dB 9.35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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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따라서 출력특성 측정은 이득 특성이 비교

적 안정적인 Drive amplifier를 Face-up 방식으로 내장한

구조만 진행하였다. 출력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호 발

생기와 신호 분석기를 사용하였으며 신호분석기의 기본

적인 스펙트럼 분석기능을 통해 출력 특성을 측정하였

다. 신호분석기는 중심주파수 28 GHz, 주파수 스팬 20

MHz, 해상도 대역폭과 비디오 대역폭은 각각 100 kHz로

설정하였다. 신호 발생기로 -10 dBm에서 20 dBm까지 입

력전력(Pin)을 인가하여 출력전력(Pout)을 측정하였으며 측

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최대 전력점

을 확인 하기위해서 Fig. 10과 같이 Pin이 증가함에 따른

Pout과 이득을 그래프를 도식하였으며, Pout이 최대로 증가

하여 Saturation 되는 지점에서 1 dB 낮은 지점을 이득압

축점( )으로 보았다. 따라서 Pin이 12 dBm일 때 Pout

이 21 dBm으로 Saturation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ace-up 방식으로 Drive amplifier를 내장한 모듈의 P1dB는

20.38 dB으로 확인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are-die chip 형태의 능동소자인 Drive

amplifier를 FR-4에 내장공정한 모듈을 구현하였다. 내장

공정은 Drive amplifier와 부착되는 보드 간의 Ground 연

결을 Through via로 하며 전송선로에는 추가적인 Blind

via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Face-down 공정 방식과

Ground 접지에는 추가적인 Through via 배치를 하지 않

고 전송선로와 Drive amplifier의 패드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Blind via를 배치하는 Face-up 공정 방식으로 총 2가

지 공정을 진행하였다. 구현한 2가지의 내장형 Drive

amplifier를 VNA로 측정한 결과 Face-down 구조로 공정

한 샘플은 신호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 전송선로 길

이에 대한 손실이 적어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 기대하였

지만 발진이 발생하여 이득 특성이 일정하지 않았다. 반

면 Face-up 구조의 샘플은 발진없이 목표 주파수 대역인

28 GHz에서 12.32 dB 이득 특성을 얻었으며, P1dB는 20.38

dB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미루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내장형 모듈은 Face-up 구조를 적용하여 향 후 안

테나와 같은 5G용 단말 부품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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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Bm 3.6 dB 12.6 dB 7 dBm 18.6 dB 11.6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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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Bm 12.6 dB 12.6 dB 16 dBm 21.2 dB 5.2 dB

1 dBm 13.6 dB 12.6 dB 17 dBm 21.2 dB 4.2 dB

2 dBm 14.5 dB 12.5 dB 18 dBm 21.2 dB 3.2 dB

3 dBm 15.5 dB 12.5 dB 19 dBm 21.2 dB 2.2 dB

4 dBm 16.3 dB 12.3 dB 20 dBm 21.2 dB 1.2 dB

5 dBm 17.1 dB 12.1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