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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쇄 회로 기판을 위한 우선적 접지 및 바이어 진출 구조물

(57) 요 약
고속 차동 신호 응용에서 유용하고, 바이어 배열체 또는 회로 트레이스 진출 구조물을 사용하는, 회로 기판 설계
가 개시된다. 바이어 배열체에서, 차동 신호 쌍 바이어 세트 및 관련된 접지는 반복 패턴으로 서로 인접하여 배
열된다. 각각의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는, 차동 신호 바이어가 그 관련된 접지 바이어에 전기적으로 커플링하는
데 우선권을 나타내도록, 인접한 차동 신호 쌍의 관련된 접지 사이의 공간보다 그 관련된 접지 바이어에 더 인접
하게 이격된다. 회로 트레이스 진출 구조물은 트레이스가 이어서 전도성 트레이스의 전송 라인 부분과 만나서
접합하는 경로를 따르도록 차동 신호 바이어의 회로 트레이스의 진출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 도10A

- 1 -

등록특허 10-0839307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 6350134 B1
EP 1239552 A
US 6534854 B1
US 5157477 A
US 2002111068 A1
US 2002179332 A1
JP 2001053397 A
US 6384341 B1
US 5757252 A

- 2 -

등록특허 10-083930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바이어가 회로 기판을 통해 연장되고 상기 회로 기판에 장착된 커넥터의 단자와 정합하기 위해 그 내부에서 도
금된, 제어된 임피던스 바이어 레이아웃을 갖는 회로 기판이며,
상기 회로 기판은 전도성 바이어의 반복 패턴을 포함하고, 패턴은 전도성 바이어의 적어도 제1 및 제2 바이어
트라이어드(triad)를 포함하고, 각각의 바이어 트라이어드는 회로 기판에 형성된 한 쌍의 차동 신호 전도성 바
이어와 단일 접지 바이어를 포함하고, 상기 차동 신호 전도성 바이어는 제1 방향으로 서로 이격되고 상기 바이
어 트라이어드의 상기 단일 접지 전도성 바이어는 상기 제1 방향과는 다른 제2 방향으로 상기 차동 신호 전도성
바이어 쌍으로부터 이격되고, 상기 제2 바이어 트라이어드의 관련 접지 바이어가 제1 및 제2 차동 신호 바이어
쌍 사이에 놓이도록 제1 바이어 트라이어드는 제2 바이어 트라이어드에 인접하게 상기 회로 기판 상에
배치되고, 제1 바이어 트라이어드의 관련 접지 바이어는 상기 제2 바이어 트라이어드 차동 신호 쌍보다 그 차동
신호 쌍에 더 인접하게 이격되는 회로 기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 기판은 상기 회로 기판의 표면으로부터 이격된 제1 전도성 기준 평면을 더
포함하고, 제1 기준 평면은 내부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비전도성 개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바이어 트라이어
드의 상기 제1 차동 신호 바이어 쌍이 상기 비전도성 개구의 주변 내부에 둘러싸이도록 제1 기준 평면의 하나의
비전도성 개구는 상기 제1 차동 신호 바이어 쌍과 정렬되고, 상기 제1 기준 평면은 제1 및 제2 바이어 트라이어
드의 상기 관련 접지 바이어와 더 접촉하는 회로 기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 기판은 상기 제2 차동 신호 바이어 쌍과 정렬되는 제2 비전도성 개구를 더 포함하여
상기 제2 바이어 트라이어드의 상기 제2 차동 신호 바이어 쌍이 상기 제2 비전도성 개구의 주변 내부에 둘러싸
이며, 상기 제2 기준 평면은 상기 제2 바이어 트라이어드 및 다른 바이어 트라이어드의 관련 접지 바이어와 더
접촉하는 회로 기판.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전도성 개구는 비원형 형상을 갖는 회로 기판.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전도성 개구는 직사각형 형상을 갖는 회로 기판.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 기판은 상기 제1 기준 평면으로부터 이격된 제2 전도성 기준 평면을 더 포함하고,
제2 기준 평면은 또한 내부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비전도성 개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바이어 트라이어드의
상기 제1 차동 신호 바이어 쌍이 상기 제2 기준 평면의 하나의 비전도성 개구의 주변 내부에 둘러싸이도록 제2
기준 평면의 하나의 비전도성 개구는 상기 제1 바이어 트라이어드의 상기 제1 차동 신호 바이어 쌍과 정렬되고,
상기 제2 기준 평면은 제1 및 제2 바이어 트라이어드의 상기 관련 접지 바이어와 더 접촉하는 회로 기판.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바이어 트라이어드의 각각의 접지 바이어는 환형 칼라 부분에 의해 둘러싸이
고, 환형 칼라 부분은 상기 제1 전도성 기준 평면에 접합되는 회로 기판.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환형 칼라 부분은 접지 바이어를 완전히 둘러싸는 회로 기판.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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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환형 칼라 부분은 부분적으로 원형이고, 접지 바이어를 부분적으로 둘러싸는 회로 기판.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환형 칼라 부분은 접지 바이어를 절반 이하로 둘러싸는 회로 기판.
청구항 11
회로 기판을 통해 차동 신호를 이송하는 데 사용되는 한 쌍의 도금된 바이어를 갖고, 상기 바이어로부터 진출하
고 상기 바이어로부터 먼 상기 회로 기판의 위치로 연장되는 한 쌍의 전도성 트레이스를 더 포함하는, 차동 신
호 응용에 사용되는 향상된 회로 기판이며,
트레이스는 진출부 및 전송부를 갖고, 트레이스 진출부는 상기 바이어로부터 사전설정된 거리까지 연장되고, 상
기 트레이스 진출부는 상기 전송부의 대응 폭보다 더 큰 폭을 갖는 회로 기판.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차동 신호 바이어는 제1 축을 따라 정렬되고,

상기 트레이스 진출부의 각각은

상기 제1 축에 대해 횡방향으로 제2 축을 따라 상기 두 개의 바이어로부터 멀리 연장되는 회로 기판.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트레이스의 상기 전송부는 상기 제1 축으로부터 이격되고 상기 제2 축에 대체로 횡방향
인 제3 축을 따라 연장되는 회로 기판.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트레이스 진출부 각각은 상기 제2 축으로부터 멀리 발산하는 만곡부를 포함하는 회로 기
판.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트레이스 진출부는 큰 연결 전도성 부분에 의해 상기 바이어에 접합되는 회로 기판.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두 개의 별개로 된 접지 바이어를 더 포함하고, 두 개의 접지 바이어는 상기 제1 축과 교차하
는 가상선을 따라 함께 정렬되는 회로 기판.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접지 기준 평면을 더 포함하고, 접지 기준 평면은 상기 차동 신호 바이어를 에워싸는 개구를
포함하고, 상기 접지 기준 평면은 상기 접지 바이어에 연결되는 회로 기판.
청구항 18
회로 기판을 통해 차동 신호를 이송하는 데 사용되는 한 쌍의 도금된 바이어를 갖고, 상기 바이어로부터 진출하
고 상기 바이어로부터 먼 상기 회로 기판의 위치로 연장되는 한 쌍의 전도성 트레이스를 더 포함하는, 차동 신
호 응용에 사용되는 회로 기판이며,
트레이스는 진출부 및 전송부를 갖고, 트레이스 진출부는 상기 바이어로부터 외향 연장되고 제1 축을 따라 서로
를 향해 연장되는 확대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트레이스 진출부는 제1 축과 교차하는 제2 축을 따라 확대 영역
으로부터 멀리 연장되는 다리부를 더 포함하고, 다리부는 전송부에 접합되는 회로 기판.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트레이스 전송부는 상기 제2 축과 교차하는 제3 축을 따라 연장되는 회로 기판.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확대 영역은 플래그형 형상을 갖는 회로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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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회로 기판 배열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고속 전기 전송 응용을 위한 인쇄
회로 기판 상에 사용되는 바이어(via) 배열체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는 수년에 걸쳐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속도의 이러한 증가는, 인터넷

사용과 같은 원격통신 분야와, 데이터 전송 및 저장 응용에서의 사용을 위한 고속 전자 부품의 개발을 요구해
왔다.

전기 신호가 전송되는 속도의 증가를 얻기 위해서, 차동 신호(differential signal)를 사용하는 것이 알

려져 있다.
<3>

이중 연선(twisted pair wire)이 차동 신호를 전송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전기 케이블에 있어서 가장 통
상적으로 사용된다.

이들 신호 케이블은 케이블의 길이를 따라 함께 꼬인 하나 이상의 와이어의 꼬임 쌍을 갖

고, 이러한 꼬임 쌍은 관련된 접지 차폐부에 의해 둘러싸인다.

이들 꼬임 쌍은 전형적으로 상보적인 신호 전압

을 수용하는데, 즉 꼬임 쌍 중 하나의 와이어는 +1.0 전압 신호를 담당하는 반면, 꼬임 쌍 중 다른 와이어는
-1.0 전압 신호를 담당할 것이다.

각각의 와이어가 케이블을 따라 나선형 경로로 연장되고 와이어가 케이블의

길이 동안 이러한 나선형 경로를 따라 동일한 거리 만큼 서로 이격되도록, 와이어 쌍은 케이블의 축을 따라 꼬
이게 된다.
<4>

신호 케이블이 전자 장치로의 경로 상에 루트가 결정됨에 따라, 이들은 그 자체 전기장을 방출하는 다른 전자
장치 곁에 또는 인접하여 지나갈 수도 있다.
인에 전자기 간섭을 생성한다.

이들 장치는 전위를 가져서, 신호 케이블에 의해 형성된 전송 라

그러나, 케이블의 꼬임 쌍 구조는, 서로 그리고 관련된 접지 차폐부 또는 드레

인 와이어에 용량성으로 커플링되도록, 두 개의 와이어를 원하는 배향으로 유지함으로써 임의의 유도된 전기장
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감소시키고, 이러한 구조는 이에 의해 전자기 간섭이 케이블에 발생하고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 신호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한다.
<5>

이러한 전송 라인으로부터 관련된 전자 장치의 회로까지 전기 성능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로로부터
회로까지 전송 라인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일정한 임피던스를 얻고 전송 라인의 임피던스의 큰 불연속성을 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송 라인의 임피던스의 큰 불연속성은 전송 라인의 신호 경로 사이에 원하지 않는 누

화(crosstalk) 또는 전기 "노이즈"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노이즈 및 누화 양자 모두는 고주

파(또는 데이터 전송 속도)로 전기적으로 전송된 신호의 완전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전자 장치 사이의 "전송

라인"은 케이블과 두 개의 장치를 함께 상호 연결시키는 커넥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장치의 인쇄 회로 기판
도 포함한다.
<6>

이중 연선 전송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제어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신호 전도체 및 접지 차폐부의 특정 기하
학적 형상 또는 물리적 배열을 유지하기 쉽고, 케이블이 커넥터에 정합되고 커넥터가 인쇄 회로 기판에 장착되
며 커넥터가 회로 기판에 장착되는 영역에서 임피던스 변화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지막 영역을 본 기

술 분야에서는 신호가 회로 기판 위 (또는 내의) 전송 라인으로부터 그에 장착되는 커넥터로 보내지는 "론치 영
역(launch area)"이라 한다.

또한, 신호는 커넥터로부터 회로 기판으로 보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영역을 통

상 "진출(exit)" 영역이라 한다.

이들 영역은 동일하지만, 회로 기판으로부터 커넥터까지 또는 커넥터로부터

회로 기판까지 신호 경로의 배향 및 방향에 따라 다른 용어를 갖는다.

본 발명은 이들 회로 기판 론치 또는 진

출 영역에 사용되는 향상된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7>

회로 기판은 전도성 및 비전도성 재료로 된 다층으로 구성된다.
정의하는 것으로서 고려될 수도 있다.

각각의 층은 회로 기판의 다중 평면 중 하나를

비전도성 층은 회로 기판의 기부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표면 또는 표

면들은 구리 호일(foil) 또는 도금과 같이 전도성 재료로 코팅될 수도 있다.
"트레이스"라고 하는, 기판의 표면 상에 전도성 범위를 형성하도록 제거된다.
상에 회로 경로를 한정한다.

이들 트레이스는 기판 기부 층

그 이후의 비전도성 층은 이어서 기부 층의 표면 상으로 인가되고, 다른 전도성

코팅이 그 층으로 인가되어 패턴으로 에칭된다.
다층 회로 기판이 형성될 때까지 반복된다.
에 의해 통상 함께 연결된다.

이 부분은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

제3 비전도성 층은 이 제2 전도성 층 위로 인가되고, 공정은

다른 전도성 층은 본 기술 분야에서 "바이어(via)"라고 알려진 것

바이어는 회로 기판을 통해 드릴가공된 구멍으로 그 내부면이 도금되어 있다.

이 도금은 다양한 전도성 층과 상호연결한다.

회로 기판 상의 트레이스는 트레이스를 다른 트레이스에 연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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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 바람직할 때 바이어 위치에 이를 수도 있다.

유사하게는, 바이어는 또한 커넥터의 관통 구멍 핀 또

는 기타 장착 핀을 수용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8>

한 쌍의 차동 신호를 감당하도록 트레이스의 쌍이 회로 기판에 형성될 수도 있고, 각각의 쌍은 회로 기판의 차
동 신호 전송 라인을 한정할 것이다.
라인을 지지할 수도 있다.

각각의 회로 기판 층 또는 평면은, 하나 이상의 이러한 차동 신호 전송

회로 기판 설계 및 회로 기판 상의 회로 레이아웃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장치의 작동시 누화 및 전자기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이들 전송 라인의 임피던스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9>

따라서, 본 발명은 높은 수준의 작동 성능을 제공하도록 전기 전송 라인을 상호 협동하여 한정하고 회로 기판
신호 전송 라인의 임피던스와 같은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는 회로 기판 바이어 및 바이어로부터의 전도성
트레이스의 진출을 이용하는 회로 기판 설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10>

따라서,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접지 평면이 회로 기판 상에 차동 신호 전송 라인을 위해 제공되고, 각각
의 차동 신호 트레이스와 그 대응 바이어 쌍이 한 쌍의 전기 전도성 트레이스 및 바이어로 구성된 인접한 차동
신호 전송 라인보다는 접지와 전기 커플링하게 결합하도록, 차동 신호 트레이스가 회로 기판 상의 바이어에 연
결되는 곳에 대해 우선적인 위치에 위치설정되는, 고속 신호 전송에 사용하기 위한 회로 기판 구조물을 제공하
는 것이다.

<11>

본 발명의 다른 일반적인 목적은 바이어에 이르거나 또는 그로부터 멀리 있는 한 쌍의 전도성 차동 신호 트레이
스의 형상이 회로 기판 상의 차동 신호 전송 라인을 구성하는 전도성 트레이스의 임피던스를 제어하도록 구성되
는, 향상된 회로 기판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12>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기 커넥터와 같이 전자 부품과 정합하기 위한 "론치" 또는 "진출" 영역으로 사용될 수
도 있고, 구조물이 회로 기판의 관통 구멍에 정합되는 한 쌍의 차동 신호 트레이스를 포함하고, 트레이스가 차
동 신호 시스템의 임피던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바이어로부터 이들이 진출하는 영역의 특별한 구조물을 갖
는, 인쇄 회로 기판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13>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가 관련된 접지 바이어에 인접하여 위치설정되고, 회로 기
판이 내부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접지 평면 층을 갖고, 접지 평면이 두 개의 차동 신호 바이어를 에워싸고 관
련된 접지 바이어와 차동 신호 바이어의 다른 쌍에 관련된 다른 접지 바이어에 연결되는, 내부에 형성된 안티
패드를 갖고, 다른 안티 패드에 인접하여 설정되는 다른 안티 패드는 차동 신호 바이어의 인접한 제2 쌍을 에워
싸지만, 차동 신호 바이어의 인접한 쌍과 관련된 제2 접지 바이어와 접촉하는 향상된 회로 기판 구조체를 제공
하는 것이다.

<14>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진출 패턴(exit pattern)이 트레이스의 각각의 진출부에 만곡부를 포함하고, 트레이
스 진출부 중 하나의 일 만곡부는 다른 외부 트레이스 진출부의 만곡 반경의 내측에 놓여서, 트레이스 진출부
중 하나가 트레이스 중 하나가 관련된 바이어로부터 진출하는 위치를 이들이 한정하는 전송 라인의 본체로부터
유사한 그리고 일치하는 거리 만큼 대체로 서로 이격되는,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로부터 이르는 전도성 트레
이스를 위한 신규한 진출 패턴을 갖춘 회로 기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15>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각각의 트레이스가 대응 바이어를 에워싸고 접촉하는 전도성 칼라 부분을 포함하고,
진출부가 칼라(collar)

부분으로부터 연장되고 신호 전송부에서 종단되고, 진출부는 증가된 폭 부분을

포함하고, 신호 전송부는 차동 신호 바이어 쌍으로부터 이격되고 바이어와 교차하지 않는 회로 기판의 범위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고, 진출부는 신호 전송 라인과 만나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의 방향의 변화를 포함하
는, 개별 차동 신호 바이어 쌍을 진출시키고 회로 기판 상의 차동 신호 전송 라인에 이르는 한 쌍의 전도성 회
로 기판 트레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6>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상술된 차동 신호 바이어 트레이스 진출 패턴을 갖고, 복수의 접지 평면 층을 포함하
고, 각각의 접지 평면 층은 주변부가 칼라와 차동 신호 트레이스 쌍의 진출부를 에워싸는 안티 패드를 갖는 회
로 기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17>

본 발명은 그 구조에 의해 이들 목적, 장점 및 잇점을 제공한다.
이어가 회로 기판 상에 제공된다.

본 발명의 주요한 일 태양에서는, 네 개의 바

바이어 중 두 개는 차동 신호 바이어로서 설계되는데, 이들은 회로 기판의

층 내부 또는 위에 차동 신호 바이어로부터 멀리 이르는 전도성 트레이스를 포함하고, 이들 트레이스는 회로 기
판 층의 차동 신호 전송 라인을 한정한다.

나머지 두 개의 바이어는 접지 바이어로서 설계되는데, 이들은 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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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전송 라인이 연장되는 평면 또는 층과는 다른 양호하게는 회로 기판의 평면 또는 층인 접지 기준 평면에
연결된다.

접지 기준 평면은 두 개의 차동 신호 바이어의 쌍을 에워싸는 내부에 형성된 개구를 갖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접지 기준 평면은 접지 바이어 양자 모두에 연결된다.

네 개의 바이어는, 사각형, 직사각형, 마름

모 등과 같이 가상의 네 개의 측면을 갖는 형체의 코너에 배열되고, 접지 기준 평면은 중실 및 평탄할 수도 있
고, 또는 그리드 또는 격자형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18>

본 발명의 다른 주요 태양에서는,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로부터 이르는 전도성 트레이스를 위한 신규한 론치
또는 진출 패턴이 제공된다.

진출 패턴은 한 쌍의 관련된 바이어, 양호하게는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로부터

회로 기판의 평면 또는 층에 연장되는 한 쌍의 전도성 트레이스를 포함하고, 각각의 트레이스는 그 론치 또는
트레이스의 진출부 내에 만곡부를 포함한다.

트레이스 진출부 중 하나의 일 만곡부는 다른 (및 외부) 트레이스

진출부의 만곡 반경의 내측에 배치되어, 서로로부터의 트레이스 진출부의 쌍의 간극이 관련된 바이어로부터 전
송 라인의 본체까지 대체로 유사 및 일치하는 거리이다.
<19>

본 발명의 다른 주요 태양에서는, 한 쌍의 개별 차동 신호 바이어에서 진출하고 (또는 진입하고), 회로 기판 상
의 차동 신호 전송 라인에 이르는 한 쌍의 전도성 회로 기판을 위한 패턴이 제공된다.

각각의 트레이스는 대응

하는 바이어를 에워싸고 접촉하는 전도성 칼라 부분을 포함하고, 이는 칼라 부분으로부터 연장되고 신호 전송
라인과 접합 또는 종단 접속하는 진출부를 추가로 포함한다.

진출부는 증가된 폭 부분을 포함하고, 일 실시예

에서, 이 증가된 폭은 일 차동 신호 바이어의 중심으로부터 타 차동 신호 바이어까지 설치되는 중심선에 가까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 증가된 폭 부분은 연장되어 신호 전송 라인으로의 그 경로에서 적어도 하나의 만곡부를

가로지를 수도 있고, 본원에서 이는 접합되는 신호 전송 라인의 것으로 폭을 감소시킴으로써 종단 접속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증가된 폭 부분은, 전도성 트레이스의 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부터 또는 위에서 보았을 때,
"플래그" 형상을 갖는다.

증가된 폭 부분은 또한 커플링을 목적으로 밀접한 간격으로 서로에 접근한다.

증가

된 폭 부분은 통상 적어도 하나의 만곡부를 가로지르거나 또는 그 바이어로부터 신호 전송 라인까지 그 경로로
변할 것이다.
<20>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이하 상세한 설명의 고려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실 시 예
<43>

도1은 본원에서 "마더보드"라고 불리는 인쇄 회로 기판이 하나 이상의 커넥터(103)에 의해 이차 회로 기판(10
2)에 접합되는 백플레인 조립체(100)의 사시도이다.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커넥터(103)는, 이차 회로 기판

(102) 상에 배치된 회로(106)와 유사한, 마더보드(101)의 표면 상에 배치된 전도성 트레이스(105)를 이용하는,
전도성 회로(104)와 결합한다.
<44>

이들 회로(104, 106)는 통상 회로 기판에 장착된 전자 부품(110)에 이른다.

케이블은 다른 전자 조립체에 도1의 조립체(100)를 연결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들 케이블은 전자 신
호 전송 라인의 일 형태이다.

이런 전송 라인의 다른 형태는 조립체의 회로 기판(104, 106)에 합체될 수도 있

고, 이러한 일 형태는 회로 기판의 평면 또는 층 위에 또는 내부에 배치된 복수의 트레이스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송 라인의 일 예가 도2에 도시되고, 오늘날 전자 산업에 사용되는 회로 기판 구조물을 대표한

다.
<45>

도2에서, 회로 기판(120)에 장착되지만 도시되지는 않는 전자 부품의 대응하는 전도성 미부(tail)를 수용하기
위해 패턴으로 배열된 복수의 바이어(121)를 갖는 회로 기판(120)이 도시된다.
(120)의 전체 두께를 통해 연장되는 구멍(122)을 포함한다.

바이어(121)는 통상 회로 기판

바이어(121)는 그 내부면(128)을 따라 도금되고,

바이어(121)는 통상 회로 기판(120)의 표면과 구멍의 교차점에 수집될 수 있는 도금 재료의 소형 환형 링(123)
을 포함한다.

한 쌍의 전도성 트레이스(124, 125)가 바이어(121)로부터 멀리 연장되는 것으로 도시되고, 차동

신호 응용에서 두 개의 트레이스(124, 125)는 커넥터, 전자 부품 등에 이르는 차동 신호 전송 라인 "ST"을 한정
할 것이다.
<46>

바이어(121)는 회로 기판(120)에 커넥터 및 부품을 장착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기판의 다양한 회로를 함
께 상호연결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성물로 된 일련의 층으로 구성된다.
형성하도록 에칭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회로 기판은 통상 유리 섬유 수지 또는 유사한 합

도금층이 이들 층 중 하나에 인가되고 층의 표면 상에 전도성 트레이스를

섬유 유리 또는 수지로 된 다른 층이 제1 층에 인가되고, 회로 트레이스가 형성되고, 다

층 회로 기판에는 그 다른 층 상에 기판을 통해 연장되는 복수의 회로가 형성된다.

바이어는 회로 기판에 구멍

을 드릴가공하여 전도성 층을 노출시킴으로써 형성된 다음, 바이어의 내부면이 도금되어, 구멍 에지와 접촉하는
모든 층을 함께 연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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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3은 바이어(121)를 포함하는 회로 기판(120)의 층을 확대하여 상세하게 도시한다.
(122)을 둘러싸는 도금 재료의 내부 코팅(128)을 포함한다.

바이어는 도금되고 구멍

간극(G)은 기판 층 상에 형성될 수도 있고 이 간극

은 바이어 도금(128)과, 바이어(121)를 둘러싸는 접지 기준 평면 전도성 층(129) 사이에 분리를 제공한다.

이

간극(G)은 단락에 대항하여 보호부를 제공하고 접지 평면층이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로부터의 차동 신호의
전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 바이어와 기준 평면의 에지 사이

에 발생하는 간극(G)이 바이어를 기준 평면을 향한 커패시터로 만든다.

이 효과는 신호 반사를 야기할 수 있는

단일 바이어를 둘러싸는 간극 또는 개구를 갖춘 다중 접지 평면이 존재하는 구조로 특히 나타내어진다.

이 반

사는 전체 전송 라인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취한다.
<48>

도3A는 회로 기판(129)의 다른 층(129a, 129b, 129c)과, 바이어 구멍(122)이 어떻게 표면 트레이스(124a) 및
내부 층 트레이스(124b, 124c)과 정합하기 위해서 층(129a 내지 129c) 전체를 통해 연장되는지를, 개략적인 방
식으로 도시한다.

<49>

회로 기판 상의 차동 신호 바이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한 방식은 도4에 도시되고 2003년 8월 19일자로 허여되
고 테라딘, 인크.(Teradyne, Inc.)에 양도된 미국 특허 제6,607,402호에 개시된 것이다.

이 특허에서, 회로 기

판(120)은 내부에 형성된 복수의 바이어(121)를 갖는 것으로 도시된다.

바이어(121)는 차동 신호 전송을 위해

쌍으로 배열되고, 회로 기판(120)은 접지 기준 평면(129)을 포함한다.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를 둘러싸는

하부 접지 평면 영역의 부분(130)이 개구를 형성하도록 제거된다.
분야에서 통상 "안티 패드"라 불린다.
지를 설명한다.

이 제거된 영역, 또는 개구(130)는 본 기술

'402호 특허는 안티 패드(130)가 두 개의 바이어(121)를 둘러싸야 하는

이 구조는 그와 관련된 소정의 단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바이어(121) 양자 모두는 바이어

(121)와 접지 평면 개구의 에지 사이의 간극을 가로질러 다중 장소에서 커패시터로서 작용한다.

이 커패시터

효과는 바이어(121)에 접합될 수도 있는 임의의 신호 전송 라인으로부터 에너지를 취하기 쉽다.

이 소형 바이

어 안티 패드의 사용은 전기적으로 함께 두 개의 신호 바이어(121)를 느슨하게 커플링하려는 시도이지만, 둘러
싸는 접지 패드 또는 평면의 접근은 두 개의 차동 신호 바이어(121) 사이의 진정한 강한 차동 커플링을 억제한
다.
<50>

도5는, 안티 패드(131)가 전체적으로 "도그본" 또는 "덤벨" 외관을 차용하도록 두 개의 바이어(121) 사이에 그
중심부(133)에서 협소하게 되어 있는, 회로 기판 바이어에 대한 다른 공지된 변형예를 도시한다.

이 외관으로,

안티 패드(131)는 바이어(121)를 둘러싸는 영역에서는 크지만, 두 개의 바이어 사이의 영역(136) 사이에서는 조
금 협소하다.

이 협소함은 작동시 보통 잃게 되는 시스템 에너지의 일부의 회복을 초래하지만, 접지 평면 안티

패드의 작은 영역은 적절한 성능을 제한한다.

이 구조는 시스템의 커패시턴스의 균형을 맞추고 그 둘러싸는 접

지 평면을 위해 두 개의 신호 바이어의 친화력을 유지하면서 두 개의 신호 바이어를 느슨하게 커플링하려는 시
도이다.
<51>

비대칭의 우선적인 바이어 위치설정

<52>

도6은 본원에서 내부에 형성된 "5-다이" 바이어 패턴이라 불리는 다른 회로 기판(200)을 도시한다.

이 패턴은

단일 중재 접지 바이어(205)의 대향측 상에 위치설정된 두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202, 204)를 포함한다.
의 이러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는 두 개의 별개의 바이어(202a, 202b)를 포함한다.

각각

각각의 이러한 차동 쌍의

두 개의 바이어는 제1 축(L1)(도7에서 하부 좌측으로부터 상부 우측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도시됨)을 따라 함께
정렬된다.

이 패턴은 제1 축(L1)에 대해 횡방향을 따라 반복된다.

차동 신호 바이어(202a, 202b, 204a, 204

b)는 통상 이들로부터 회로 기판(200) 상의 다른 목적지에 이르는 전도성 트레이스를 갖는 반면, 접지 바이어
(205)는 통상 그 내부면 상의 회로 기판(205) 내부에 배치된 접지 평면 층에 연결되고 도6에는 도시되지
않는다.
<53>

이러한 유형의 바이어 패턴에서, 두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는 각각 패턴의 중심에서 단일 접지 바이어를 공유한
다.

이 5-다이 패턴이 누화를 생성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임피던스를 미세하게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발

견되었다.

차동 바이어 쌍(202, 204) 중 하나와 중심 접지 바이어를 그룹화한 것은 양호하게는 삼각형 형상이

고, 세 개의 바이어는 도6의 굵은선(T)으로 나타낸 가상의 삼각형의 꼭지점에 위치된다.
하나의 차동 바이어 쌍과 중심 접지 바이어를 포함한다.

바이어 트라이어드는

인접한 바이어 트라이어드인 제1 바이어 트라이어드와

제2 바이어 트라이어드는 단일의 접지 바이어를 공유한다.
<54>

도7은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 "AA"가 제2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 "BB"보다 그 관련된 접지 바이어(302)에 더
인접하게 (패턴의 대략 중심에서로 도시됨) 위치되도록, 바이어의 간극이 엇갈리게 되어 있는, 본 발명의 원리
에 따라 구성된 바이어 레이아웃을 갖춘 회로 기판(30)의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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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고 관련된 접지 바이어(302)는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303)와 관련되어 그리고 양호하게는 그와 정렬
되어 제공된다.

두 개의 차동 신호 바이어(303)는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를 형성하도록 제1 축(L1)을 따라

정렬되고, 관련된 접지 바이어(302)는 제1 축으로부터 이격되지만, 제1 축(L1)에 대해 횡방향으로 보았을 때 두
개의 신호 바이어 사이에 위치된다.
<55>

하나의 차동 신호 바이어 쌍(AA)과 그 관련된 접지 바이어(302) 사이의 간극(W1)이 하나의 차동 신호 바이어 쌍
(AA)과 차동 신호 바이어(306)의 다른 인접한 쌍(BB) 사이의 간극(W2)보다 작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우선적
접지" 바이어 레이아웃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AA)는, 다른 인접한 차동

신호 바이어 쌍(BB) 또는 차동 신호 바이어 쌍(BB)과 관련된 접지 바이어(302b)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 관련된
접지(302)를 향해 그 커플링에서 편향된다.
<56>

도8 내지 도10은 회로 기판의 하나 이상의 접지 기준 평면에 차동 신호 바이어 쌍을 구성하는 두 개의 차동 신
호 바이어를 둘러싸는 특별히 형상화된 안티 패드가 제공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들 배열

체의 치수 관계는 도8에 우선 도시되고, 여기서 도면 부호 400은 차동 신호 바이어의 쌍(402)을 형성하도록 두
개가 조합된 복수의 신호 바이어(401)를 포함하는, 회로 기판을 나타낸다.
표면 상에 또는 그 내부층 상에 존재한다.

큰 접지 평면(405)은 회로 기판의

접지 평면(405)은 그 내부에 형성된 큰 안티 패드(410)를 갖고, 도8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안티 패드(410)는 도시된 치수(B, H)를 갖는 사각형과 같은 비원형 형상을 갖는다.
개구가 식: AR = H/B에 의해 얻어지는, 약 1.2 내지 1.5의 종횡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57>

설명된 바와 같이, 차동 신호 바이어(401)의 쌍을 둘러싸는 접지 평면은 큰 접지 평면일 수도 있다.
서는, 차동 신호 쌍이 복수의 단일-종단 신호로 분할될 가능성이 감소된다.

이 방식에

차동 신호 바이어(401)는 회로 기

판(400)의 상부 금속 접지 평면층(405)을 관통하고 안티 패드(410) 또는 개구의 외부 치수, B 또는 H보다 작은
분리 간극(중심 대 중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에서는, 안티 패드(410)가 차동 신호 쌍으로부터 효과

적으로 커플링 해제되고 공통 모드 커플링이 최소화되는 반면, 두 개의 차동 신호 바이어 사이의 차동 모드 커
플링은 증가된다.
<58>

설명된 바와 같이, 차동 신호 바이어(401)의 쌍(402)을 둘러싸는 접지 평면(405)은 큰 접지 평면일 수도 있다.
이 방식에서는, 차동 신호 쌍이 복수의 단일-종단 신호로 분할될 가능성이 감소된다.

차동 신호 바이어(401)는

회로 기판(400)의 상부 금속 접지 평면층(405)을 관통하고 안티 패드(410) 또는 개구의 외부 치수, B 또는 H보
다 작은 분리 간극(중심 대 중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에서는, 안티 패드(410)가 차동 신호 쌍으로

부터 효과적으로 커플링 해제되고 공통 모드 커플링이 최소화되는 반면, 두 개의 차동 신호 바이어 사이의 차동
모드 커플링은 증가된다.
<59>

또한, 두 개의 접지 바이어(403, 404) 중 하나의 바이어(404)는 우선적 접지로서 정의되고, 다른 것보다 차동
쌍(402)에 더 인접하게 위치되고 따라서 일차 접지 기준으로서 설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

로, 차동 신호 바이어의 쌍의 공통 모드 커플링은 최소화되고 시스템의 임피던스의 이후의 회전 동안, 즉 회로
기판을 통해 그 범위를 따라 한정된다.
접지 바이어가 함께 정렬된다.

두 개의 접지 바이어가 정렬된 축과 교차하는 가상선을 따라 두 개의

접지 평면(405)은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로 기판의 상부 및 하부면 상의 접

지 바이어 양자 모두에 연결되고, 접지 평면이 그 방식으로 그리고 도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되면, 내부 접
지 평면이 접지 바이어에 선택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 구조의 형태를 더 취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도9에서, 접지 평면(405)이 그리드 또는 격자

이러한 그리드 또는 격자는 고밀도의 차동 신호 바이어

의 쌍을 갖는 회로 기판의 영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된다.
<60>

도10에서, 수지 또는 다른 절연 재료가 명확성을 위해 제거된 상태의, 다층, 또는 평면, 회로 기판이 도시된다.
접지 평면(405a, 405b)은 회로 기판의 대향 상부 및 하부면 상에 배치된다.

내부 접지 기준 평면층(405c,

405d)에서는, 접지 평면과 두 개의 바이어(403, 403) 중 어느 하나 사이에 어떠한 연결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

쌍의 신호 트레이스(420)가 접지 평면층(405e, 405f) 사이의 차동 신호 바이어 쌍(420)으로부터 진출하는 것으
로 도시된다.

회로 기판(400) 및 그 층의 스택을 통해 바이어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신호 트레이스(420)

의 측면에 위치된, 두 개의 접지 평면이 접지 바이어(403, 404)에 연결된다.
<61>

도전성 신호 트레이스(420)가 세 개의 바이어(401, 402, 403) 사이에서 취하는 진출 경로가 도10A에 가장 잘 도
시되어 있다.

도10A는 도10의 바이어 및 접지 평면 구조물의 평면도로서, (명확성을 위해 기판 구조물이 제거

된 상태의) 회로 기판의 상부면 상의 접지 평면을 도시하고, 차동 신호 바이어 쌍에 대한 두 개의 내부 신호 트
레이스의 연결을 도시한다.

이는 또한 신호 트레이스가 그 루트를 취하거나 또는 차동 신호 바이어로부터 진출

하는 경로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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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바이어로부터의 신호 트레이스 브레이크아웃

<63>

트레이스가 바이어로부터 진출하고 회로 기판 상의 그 전송 경로를 계속하는 영역에서 전송 라인의 임피던스를
제어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이들 진출 영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전에, 차동 신호 바이어 쌍 사이

에 설치된 중심선 둘레에 대칭 배열로 전도성 트레이스 쌍의 간극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는 도14에 도시되어 있고, 여기서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 중 두 개의 바이어(501, 502)가 거리(D)만큼 서
로 이격된다.

한 쌍의 전도성 트레이스(503)는 바이어(501, 502)에 연결되고, 그로부터 진출한다.

그 진출 경

로는 트레이스가 균일한 간극(DD)만큼 분리될 때까지 두 개의 바이어(501)를 분리시키는 중심선(C)을 향해 트레
이스의 진출부(504)를 따라 소정 각도로 초기에 연장된다.

이들 진출부(503)는 짧은 길이를 갖고 그 범위에서

서로 교차하지 않지만, 이들은 중심선(C)의 대향측 상에 서로 평행하게 연장되는 대응하는 신장된 부분(505)과
접합한다.

두 개의 바이어(501, 502) 및 그 관련된 트레이스(503)는 이들을 지지하는 회로 기판(500)의 신호

전송 라인을 한정한다.

단일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에 의해, 진출부에서의 임의의 변동이 절대 최소값으로 유

지되도록, 필요한 트레이스의 간극, 기하학적 형상 및 길이가 대칭인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의 기하학적 형상 및 대칭을 유지함으로써, 임피던스는 이 영역에서 제어될 수 있다.

회로 트레이스

그러나, 특히 고밀도이거

나 또는 인접하게 이격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가 존재하는 회로 기판의 영역에서, 대칭 패턴으로 바이어로부
터 트레이스의 루트를 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64>

트레이스가 같은 길이가 되지 않거나 또는 쌍으로서 그 패턴이 대칭을 이루지 않도록,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
어로부터 이르는 전도성 트레이스가 엇갈릴 때,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성 배열이 도15에 도시되

어 있고, 여기서 회로 기판(500)은 두 개의 선으로 쌍으로 배열된 바이어(501, 502)의 어레이를 갖는 것으로 도
시된다.

두 개의 바이어(501, 502)는 차동 신호 쌍을 형성하고 두 개의 전도성 트레이스(505, 506)는 바이어로

부터 신호 전송 라인(507)에 이르는 것으로 도시된다.

하나의 트레이스(506)는 짧은 진출부(510)를 갖는 반면,

다른 트레이스(505) 는 두 개의 바이어(501, 502) 사이에 간극을 점하기 위해 긴 진출부(511)를 갖는다.
이스의 신호 전송 라인 부분(507)은 바이어의 두 개의 열 사이에 연장된다.

트레

신호 전송 라인의 임피던스가 소정

값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트레이스의 두 개의 진출부(510, 511)의 길이 및 각도의 차이를 고려하도
록 전송 라인 부분(507)의 길이를 같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측방향 길이를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고 트레이

스(506)의 전체 길이를 증가시키는, 부분 루프로서 도시된, 보상 부분(512)을 삽입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 부분(512)의 사용은, 다르게는 추가의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회로 기판의 매우 쓸모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따라서 이 회로 기판 신호 전송 라인의 임피던스를 제어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65>

도11 내지 도13 및 도11A는 차동 신호 바이어(608a, 608b)의 쌍(609)으로부터 진출하는 신호 전송 라인(612)의
원하는 임피던스 특성을 제공하는 회로 트레이스 패턴(611)을 갖는 회로 기판(600)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 배열로,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전도성 트레이스(613a, 613b)로부터 형성된 관련 신호 전송 라인(612) 전
체에 걸쳐 바이어(608a, 608b)로부터의 전송 시스템의 성능을 "조정(tune)"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이들 도면에 도시된 회로 트레이스 패턴은 회로 기판(600)의 내부층에 통상 발견되는 것이고, 두 개의 트

레이스(613a, 613b)는 그 도금된 본체부(604)를 따라 차동 신호 바이어(608a, 608b)와 정합한다(도12).

본 발

명의 패턴을 사용시, 트레이스가 차동 신호 바이어로부터 이탈하거나 또는 "발진"함에 따라 시스템의 에너지를
론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 구조는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

한 방식으로, 본 발명은 표면상 바이어 쌍 사이에 있는 지점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커플링된 차동 트레이스 쌍을
제공할 수 있다.
<66>

상술된 바와 같이, 에너지의 큰 집중이 바이어(609)의 쌍에서 발생되고, 이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이어
진출부(620)는 환형 칼라 부분(622)에 의해 바이어에 접합되는 폭 부분 또는 영역(621)을 갖는다.
폭 부분(620)은 "플래그"라 설명되는 것을 갖춘 바이어 도금(622)에 더 접합된다.

이 확대된

이들 플래그 부분(623), 부

분적으로, 확대된 폭 부분(621)은 전기 에너지가 집중되는 바이어 사이의 영역에 커패시턴스를 증가시키도록 더
많은 금속 플레이트 영역을 제공한다.

플래그 부분(623)은 진출부의 시작부에 우수한 90도 중심선 진출을 부여

한다.
<67>

도11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회로 기판(600)에 배치된 두 쌍의 바이어는 제1 축(L1)을 따라 배열된다.
도면의 바이어의 하부 쌍은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이고, 전도성 트레이스 진출부(620)는 확대된 폭으로 되어
있고 먼저 제1 축을 따라 서로를 향해 그리고 이어서, 양호하게는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축(L1)에 대해 횡으로
연장되는, 도11에서 AX2로 표시된 제2 축을 따라 제1 축으로부터 외향 각도로 연장된다.

이들은 이어서 하나의

트레이스(613a)가 다른 트레이스(613b)의 내측에 끼워맞춰지고 축(L1)에 대체로 평행하고 축(AX2)에 대체로 횡

- 10 -

등록특허 10-0839307
방향인 제3 축(AX3)을 따라 계속되도록, 반경을 갖는 한 쌍의 밴드(680, 681)를 따라 회전한다.

도전성 트레이

스 진출부는 플래그 부분(623)으로부터 한 쌍의 밴드(680, 681)로 연장하는 다리부를 구비한다.

이러한 방식으

로, 플래그 부분(623)이 서로를 향해 연장되는 영역(XX)으로부터 진출부가 신호 전송 영역(ST)과 접합하는 영역
까지 일정한 간극(EE)이 두 개의 트레이스 사이에 얻어질 수도 있다.
<68>

도11A는 한 쌍의 트레이스의 진출부의 평면도이다.

이 실시예에서, 두 개의 차동 신호 바이어는 도5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도그본 스타일 개구(690)에 의해 둘러싸인다.

상술된 바와 같이 그리고 이 실시예에서 설명된 바

와 같이, 트레이스의 진출부(620)는 플래그형 구조의 형태를 취하고, 이는 바이어로부터 멀리 이르는 얇은 트레
이스 대신에 플레이트형 영역이다.
증가시키고 인덕턴스를 낮춘다.

이들 플레이트 영역은 바이어 영역에서 트레이스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을

플래그 부분은 또한 바이어로부터의 그 진출부의 트레이스 사이의 원하는 분리

거리를 유지하도록 서로 접근하고(제1 축을 따라 연장되고), 후속해서 진출부는 제1 축과 교차하는 제2 축을 따
라 플래그 부분으로부터 연장된다.

트레이스는 세 개의 다른 경로, 즉 첫째 제1 축(L1)을 따르고, 이어서 둘째

제2 축(AX2)을 따르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3 축(AX3)을 따른다.

축(L1, AX2)은 교차하고, 축(AX2, AX3)도

교차한다.
<69>

도13A는 신호 전송 라인(552)에 접합하기 전까지 한 쌍의 바이어(551)로부터 한 쌍의 전도성 트레이스(550)의
진출 경로를 도시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평면도이다.

트레이스(550)는 축(l1)을 따라 서로를 향해 바이

어로부터 진출한 확대된 플레이트 영역을 갖춘 그 진출부의 일부로서 플래그 부분(555)을 포함한다.

트레이스

(550a) 중 하나는 축(l1)에 대체로 횡으로 연장되는 신호 전송 라인 부분(552)으로 다시 스스로 구부러짐에 따
라, 다른 트레이스(550b) 내측에 놓인다.

진출부는 그 내부에 대략 다섯 개의 별개의 밴드를 갖는 경로를 횡단

하고, 도13A의 구조의 각각의 밴드는 선B-B에 의해 식별되고 트레이스 진출부가 방향을 변경할 때 각각의 밴드
는 발생을 나타낸다.
<70>

접지 기준 평면(590)은 트레이스 진출 패턴 위에 중첩된 것으로 도시된다.
(590) 및 환형 칼라 부분(591)이 발견된다.

회로 기판의 이 층에서, 기준 평면

이들은 트레이스 진출 패턴 위의 층에 위치되는 것으로

도시되지만, 이들은 또한 트레이스 진출 패턴 아래의 층에 위치될 수 있다.

접지 평면(590)에 상호연결되는 두

개의 접지 바이어(593)가 존재하고 이들은 두 개의 차동 신호 바이어(551)를 둘러싸는 접지 평면에 형성된 개구
(594)의 에지에 위치된다.

접지 바이어(593a) 중 하나는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551)와 관련된 일차 접지

바이어이고, 다른 접지 바이어(593b)는 좌측에 있는 차동 신호 바이어의 쌍과 관련되고 도13A에는 도시되지 않
은 것이다.

차동 신호 바이어(551)의 쌍은, 쌍이 접지 바이어(593b)로부터 이격된 거리(W2)보다 더 짧게 된 거

리(W1)만큼 그로부터 이격된, 그 관련된 접지 바이어(593a)에 더 인접하게 위치된다.

이들 접지 바이어의 환형

칼라 부분(595)은, 360도의 원형 경로를 따라 연장되지 않도록, 도13A의 접지 바이어의 우측 절반부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거되었다.

오히려, 이들 유형의 칼라 부분은 약 150 내지 200도, 양호하게는 약 180도의 커브 범

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신호 트레이스 진출부와 관련되지 않은 접지 바이어(593b) 사이에 용량성 커

플링을 감소시키도록 행해진다.
<71>

도16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다른 스타일의 회로 트레이스 또는 브레이크아웃 패턴을 도시한다.
배열체에서, 두 개의 전도성 트레이스(450a, 450b)는 관련된 바이어(401, 402)로부터 진출한다.

이

이들 트레이스

(450a, 450b)의 진출부는 다른 트레이스 만곡부(470) 내부에 포개어진 밀착 만곡 반경을 갖는 하나의 트레이스
부분(471)을 포함한다.

이 내부 트레이스(471)는, 초기에 바이어(401)로부터 그 다른 쌍을 이룬 바이어(402)를

향해 연장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뒤로 만곡된 다음 스스로 회전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이 구조의 중요

한 부분은 바이어(401)로부터 다른 쌍을 이룬 바이어(402)로 연장되는 초기 부분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이스는 이어서 외부 바이어의 진출부(471)에 인접하여 이격된 커브 부분이 연속된다.

트레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개

의 트레이스의 밀접성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로 길이 양자 모두가 유지된다.
<72>

도16A는 도16의 평면도로서, 이는 도13A와 유사한 방식으로, 트레이스 진출 패턴의 위 또는 아래에 중첩된 접지
기준 평면을 도시한다.

이 접지 기준 평면에서, 관련된 접지 바이어는 관련되지 않은 접지 바이어보다 차동 신

호 바이어의 쌍에 더 인접하게 이격된다.

이 도면은 진출부(473)가 분리 거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이어 쌍의

다른 바이어(402)를 향해 그 바이어(401)로부터 먼저 어떻게 연장되는지를 가장 잘 도시한다.
하는 분리 거리에서 외부 바이어의 내부를 따를 수도 있는 지점(474)에서 뒤로 고리를 만든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21>

이러한 상세한 설명의 과정에서, 첨부 도면이 빈번히 참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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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1은 본 발명이 사용되는 환경, 즉 고속 신호 및 데이터 전송 기기를 위한 백플레인(backplane) 환경의 개략도
이다.

<23>

도2는 내부에 형성된 두 개의 바이어를 갖춘 공지된 회로 기판 구조의 평면도이다.

<24>

도3은 회로 기판의 표면 상의 바이어 개구의 사시도이다.

<25>

도3A는 회로 기판의 본체의 정 위치에 형성되고 회로 기판을 통해 완전히 연장된 바이어를 갖추고, 본체 내부
또는 회로 기판의 다른 층 사이에 층으로서 배열된 다중 접지 평면을 갖는 공지된 인쇄 회로 기판의 도식적인
상세도이다.

<26>

도4는 차동 신호 기기용 다른 공지된 회로 기판 배열체의 평면도로서, 바이어 쌍을 둘러싸는 전도성 접지 평면
에 형성된 비전도성 영역에 의해 둘러싸인 회로 기판의 두 개의 차동 신호 바이어를 도시한다.

<27>

도5는 도4의 것과 유사한, 내부에 형성된 두 개의 바이어를 갖춘 다른 공지된 회로 기판 배열체의 평면도로서,
본원에서는 "도그본" 또는 "덤벨"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바이어를 둘러싸는 비전도성 영역의 단부가 비전도성
영역의 잔류부에 대해 확대된다.

<28>

도6은 차동 신호 기기에 사용될 수도 있는 바이어의 5-다이 패턴을 도시하는 회로 기판의 사시도이다.

<29>

도7은 우선적 접지 배열체를 도시하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회로 기판 배열체의 평면도이다.

<30>

도8은 도7과 동일한 도면이지만,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회로 기판의 상부의 정 위치에 와이드 접지 평면층을 갖
추고, 차동 신호 바이어의 쌍을 둘러싸는 개방 영역의 크기 배열체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31>

도9는 회로 기판 섹션의 상부면 상에 도시되고 그리드 또는 격자형 형상을 갖고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를 에
워싸는 주변부를 갖춘 개방 영역을 갖는 접지 평면과 접지 바이어 중 두 개 사이에서의 상호연결 지점을 도시하
는, 도8의 것과 유사한 바이어 배열체의 사시도이다.

<32>

도10은 도9의 바이어의 배열체의 사시도이지만, 개방 영역이 회로 기판의 깊이 또는 높이를 통해 차동 신호 바
이어 쌍을 에워싸는 상태로, 접지 평면이 배열체의 접지 바이어에 선택적으로 연결되는 상태로, 전체 회로 기판
구조 중 일부로서 추가의 접지 평면층을 도시한다.

<33>

도10A는 도10의 접지 평면 배열체 및 바이어의 평면도로서, 한 쌍의 관련 차동 신호 바이어로부터 진출된 한 쌍
의 차동 신호 전송 라인 트레이스를 추가로 도시한다.

<34>

도11은 약간 비스듬하게 취해진 평면도로서, 차동 신호 전송 라인 및 바이어로부터 진출, 또는 "론칭" 또는 "브
레이킹 아웃"하는 한 쌍의 전도성 트레이스 및 한 쌍의 차동 신호 바이어를 도시한다.

<35>

도11A는 도11의 것과 유사한 평면도이지만, 여기서 진출부는 플래그 형상을 갖지만 증가된 폭부분은 갖지 않는
다.

<36>

도12는 도11과 동일한 도면이지만, 90도 배향되고 보다 더 원근적인 사시도이고, 신호 바이어에 연결된 신호 트
레이스 브레이크아웃과 바이어의 깊이를 도시한다.

<37>

도13은 다른 각도로 그 단부로부터 취해진 도11의 배열체의 사시도로서, 회로 트레이스가 그 두 개의 관련된 바
이어로부터 어떻게 진출하는지를 도시하고, 전도성 트레이스의 폭 부분을 도시한다.

<38>

도13A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다른 전도성 트레이스의 평면도이다.

<39>

도14는 공지된 차동 신호 바이어 배열체와 그로부터 진출하는 한 쌍의 회로 트레이스의 평면도이다.

<40>

도15는 다른 공지된 차동 신호 바이어 배열체의 평면도로서, 한 쌍의 트레이스가 그로부터 진출하고 회로 기판
의 신호 전송 라인을 형성한다.

<41>

도16은 차동 신호 트레이스 진출부의 다른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42>

도16A는 접지 기준 평면이 트레이스 패턴 위에 중첩된 상태의, 도16의 차동 신호 트레이스 진출부의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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