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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밴드(dualband) 송수신용 반도체 집적 회로에 내장된 차동 저잡음 증폭기에서, 에미터에 접촉하는 와이어 본딩, 패키

지의 임피던스 성분을 감소시키고, 이득을 향상시킨다.

한 쌍의 차동 증폭기를 이루는 증폭기의 접지 핀을 인접하게 위치시킨다. 또한, 동일한 증폭기의 입력 핀과, 접지 핀을 인

접하게 위치한다. 이에 따라, 인접한 핀의 신호를 역상으로 하고, 핀 사이의 트랜스 결합(trans-coupling)을 이용하여, 트

랜지스터 에미터에서의 임피던스를 저감시킨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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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반도체 회로 칩과, 상기 반도체 회로 칩에 접속된 복수의 리드 핀과, 상기 반도체 회로 칩을 밀봉하는 패키지를 포함하며,

상기 반도체 회로 칩에는 두개의 단위 증폭기가 형성되고,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는 하나의 차동 증폭기를 형성하며,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 중 제1 단위 증폭기의 제1 전원선은 상기 복수의 리드핀 중 적어도 2개에 접속되고,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 중 제2 단위 증폭기의 제1 전원선은 상기 복수의 리드 핀 중 적어도 2개에 접속되며,

상기 제1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각 리드 핀을 상기 제2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상기

리드 핀 각각에 1 대 1로 인접하게 배치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7.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차동 증폭기를 갖는 반도체 회로 칩과, 상기 반도체 회로 칩에 접속된 복수의 리드 핀과, 상기 반도체 회로 칩을 밀봉하는

패키지를 포함하며,

상기 차동 증폭기는 쌍을 이루는 두개의 단위 증폭기를 포함하며, 각각의 상기 단위 증폭기의 제1 전원선은 상기 리드 핀

중 1개에 접속되고,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상기 핀을 상기 단위 증폭기의 입력선에 접속되는 상기 리드 핀에

인접하게 배치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되는 상기 핀 및 입력 핀을 상기 패키지의 한 변의 중

앙으로부터 선대칭으로 배치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되는 상기 핀 및 입력 핀을 상기 패키지의 한 변의 중

앙으로부터 선대칭으로 배치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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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는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패드로부터 상기 패키

지의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핀 선단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상기 칩 상의 위치에 배치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는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패드로부터 상기 패키

지의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핀 선단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상기 칩 상의 위치에 배치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는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패드로부터 상기 패키

지의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핀 선단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상기 칩 상의 위치에 배치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는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패드로부터 상기 패키

지의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핀 선단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상기 칩 상의 위치에 배치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4.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 각각은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제2 전원선과, 부하를 가지

며, 상기 부하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전원선의 사이에 접속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5.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 각각은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제2 전원선과, 부하를 가지

며, 상기 부하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전원선의 사이에 접속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6.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 각각은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제2 전원선과, 부하를 가지

며, 상기 부하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전원선의 사이에 접속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7.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 각각은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제2 전원선과, 부하를 가지

며, 상기 부하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전원선의 사이에 접속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8.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 각각은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제2 전원선과, 부하를 가지

며, 상기 부하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전원선의 사이에 접속되는 반도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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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 각각은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제2 전원선과, 부하를 가지

며, 상기 부하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전원선의 사이에 접속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0.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 각각은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제2 전원선과, 부하를 가지

며, 상기 부하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전원선의 사이에 접속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1.

무선 송수신용의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안테나로부터의 수신 신호와 전압 제어 발진기로부터의 신호를 혼합하는 수신 믹서와 복수의 리드 핀 설치된 차동 저잡음

증폭기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리드 핀은 상기 차동 저잡음 증폭기에 접속되며,

상기 차동 저잡음 증폭기는 두개의 단위 증폭기를 포함하고,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에는 서로에 대해 거의 동일한 주파

수를 가지며 위상이 역상인 신호들이 입력되고,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의 제1 전원선은 서로 다른 리드 핀에 접속되는 무선 송수신용의 반도체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상기 리드 핀은 서로 인접하는 무선 송수신용의

반도체 장치.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상기 리드 핀과, 상기 단위 증폭기의 입력선에 접

속된 리드 핀은 서로 인접하는 무선 송수신용의 반도체 장치.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은 각각 복수의 리드 핀에 접속되는 무선 송수신용의 반도체

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단위 증폭기 중 한쪽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상기 복수의 리드 핀 각각을

다른 쪽의 단위 증폭기의 상기 제1 전원선에 접속된 상기 복수의 리드 핀 각각에 1 대 1로 인접하게 배치하는 무선 송수신

용의 반도체 장치.

명세서

등록특허 10-0750449

- 5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주로 무선 통신에 이용되는 송수신용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5에, 차동 저잡음 증폭기 내장의 듀얼 밴드 무선 송수신용 반도체 집적 회로(이하, 송수신 IC라 함)를 적용한 단말 기기

의 구성예를 나타낸다.

송수신 IC(501)는 듀얼 밴드의 고주파부의 회로와 주파수 변환 회로를 통합하여, 하나의 칩에 내장한 것이다. 그 IC는 후단

의 베이스 대역 IC(515)에 접속된다. 기저 대역 IC는 신호를 A/D, D/A로 변환하며, 디지털 신호 처리를 행한다. 송수신 IC

(501)의 송수신부는 저주파수 대역 차동 저잡음 증폭기(502a), 저주파수 대역 수신 믹서(503a), 및 고주파수 대역 차동 저

잡음 증폭기(502b), 고주파수 대역 수신 믹서(503b), 저역 통과 필터(504), 가변 이득 증폭기(505), 변조기(507), 오프셋

PLL(508)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파수 변환에 필요한 고주파 국부 발진 신호는 고주파수 신시사이저(509)와 외부 부착

된 국부 발진기(510), 디바이더(511)로부터 공급된다. 마찬가지로, 저주파 국부 발진 신호는 저주파수 신시사이저(512),

국부 발진기(513), 디바이더(514)로부터 공급된다. 저잡음 증폭기를 차동 구성으로 함으로써, 외부 부착 부품인 트랜스포

머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싱글 차동 변환이 불필요해졌다. 이 때문에, 외부 부착 부품의 개수가 저감될 수 있다.

차동 저잡음 증폭기는 동일한 구성을 갖은 두개의 단위 증폭기로 구성되어, 위상이 역상인 두개의 고주파 신호를 입력하여

차동 증폭한다.

차동 저잡음 증폭기를 내장한 송수신 IC의 일례에는, ISSCC2000에 Infineon사가 발표한「A RF Transceiver for Digital

Wireless Communication in a 25 GHz Si bipolar Technology」가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DECT(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용 송수신 IC이다. 수신계의 저잡음 증폭기는 차동 구성이지만, 신호 라인이나 접지 라인,

핀 배치 등은 불명확하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도 TSSOP38 핀이다.

차동 증폭기만을 IC화한 대표 예로서, philips사의 위성 TV 수신기용 IF 대 이득 제어 증폭기 TDA801lT가 있다. 도 7에는

핀 배치와 회로 블록을 나타낸다. 회로는 차동 구성으로, 패키지 핀 IFI1과 IFI2로부터 입력되어, IFO1와 IFO2로부터 출력

된다. 접지 핀은 하나의 핀이다. 다른 예로서, NEC사의 1.6 GHz 대역 차동형 광대역 증폭기, μPC2726T가 있다. 도 8에

는 핀 배치와 회로도를 나타낸다. IN1와 IN2로부터 입력되고, OUT1와 OUT2로부터 출력되는 것이다.

본 발명이 과제로 하는 차동 증폭기의 단위 증폭기 각각에 접지 핀을 갖는 차동 증폭기는 상기 이외의 IC 메이커에서도 발

견되지 않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과제는 도 5, 또한 도 7 및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은 저잡음 증폭기 등의 차동 구성의 증폭기 이득을 개선하는 것

에 있다. 이하, 도 6에서 고주파 증폭기의 이득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은 증폭기 IC 칩을 패키지에

실장한 경우에 증폭기의 상호 컨덕턴스 Gm을 나타내는 등가 회로이다. 트랜지스터(601)는 증폭기 본체의 트랜지스터이

다. 고주파 신호는 베이스(602)로부터 입력된다. 또한, 적당한 바이어스 전압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콜렉터 전류 ic가 흐른

다. 트랜지스터(601)의 에미터에는 본딩 와이어와 핀에 의한 임피던스 Ze가 가해진다. 이 임피던스에 의해, 식 601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증폭기 전체의 Gm은 트랜지스터(601)가 갖는 상호 컨덕턴스 gm보다 저하된다. 그러므로, 고이득을 요하는

증폭기에서는 접지 핀을 더욱 늘려서, Ze에 병렬 접속한다. 이에 따라, 본딩 와이어와 핀의 인덕턴스 성분을 저감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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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1은 단위 증폭기의 전원선에 접속하는 리드핀(이하, 접지 핀이라 함)을 2개 갖고 있는 경우에서의 패키지의 핀 배치와,

그 경우의 등가 회로와, 인덕턴스 성분을 도시한다. 표의 상단은 도 1의 (a)에 기재된 제1 단위 증폭기(101)의 접지 핀을

인접하게 배치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회로를 사용한 설명한 실시예에서 후술하겠지만, 증폭기의 입력 핀(IN1)과 접지핀

(G1, G2)은 제1 단위 증폭기(101)의 핀이다. IN2, G3, G4는 단위 증폭기(101)와 쌍을 이루고 있는 제2 단위 증폭기(106)

의 핀이다. L은 본딩 와이어와 핀에 의한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IC의 핀 간격은 극히 협소하기 때문에, 핀 간에 트랜스 결합

이 있고, 이것을 상호 인덕턴스 M이라 나타낸다. 이런 핀 배치에서, 인접하는 접지 핀의 전압은 동상이다. 그러므로, 표로

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접지 핀을 2개의 핀으로 하여도 인덕턴스 성분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 단일 핀으로 할

때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는 70% 정도이다.

다음으로, 단위 증폭기의 접지가 하나의 핀 구성인 경우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의 (b)에 그 회로를 도시한다. 이것은 도 1

의 (a)의 단위 증폭기(101, 106)의 접지 핀이 G1, G3만으로 된 것이다. 도 1의 (b)의 회로에서, 제1 단위 증폭기(101)의

트랜지스터(102)의 베이스에 양의 전압이 입력되면 컬렉터 전류가 증가하고, 부하 저항(105)에서 전압이 강하한다. 그러

면, 컬렉터 전압은 감소하고,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는 역상 관계가 된다. 제2 단위 증폭기(106)도 동상이지만, 입력 신호

가 역상이기 때문에, 단위 증폭기(101과 106)의 회로 동작은 반대가 된다.

[표 2]

표 2에는 단위 증폭기의 접지 핀이 하나인 경우에서의 패키지의 핀 배치와, 그 경우의 트랜지스터의 에미터에서의 임피던

스를 도시한다. 표의 상단은 도 1의 (b)에 기재된 제1 단위 증폭기(101)의 접지 핀(G1)과, 제2 단위 증폭기(106)의 입력

핀(IN2)을 인접하게 배치한 경우이다. 이 경우, 인접한 핀은 동상이 된다. 그러면, 트랜지스터의 에미터에서의 임피던스가

커지고, 증폭기 전체의 Gm이 감소하여 이득이 저하된다.

상기의 과제를 해결하고 이득을 향상하기 위해, 단위 증폭기의 전원선에 접속하는 리드 핀(이하, 접지 핀이라 함)을 2개 갖

고 있는 차동 증폭기에서는 제1 단위 증폭기의 접지 핀을 제2 단위 증폭기의 각 접지 핀에 1 대 1로 인접하게 배치한다. 표

1의 하단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핀 배치이다. 이 경우, 차동 신호 때문에, 인접한 핀 전압은 역상이 된다. 표의 등가 회

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인덕턴스는 본딩 와이어 및 핀 인덕턴스의 절반 이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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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접지 핀이 하나의 핀인 경우에는 접지 핀을 입력선에 접속하는 리드 핀(이하, 입력 핀이라 함)에 서로 인접하게 배치

한다.

표 2의 하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핀 배치이다. 표의 상단 및 하단의 임피던스 식의 비교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증폭기의 입력 핀과 접지 핀을 인접하게 배치하면, 신호가 역상이 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에미터에 접촉

하는 임피던스가 작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의 회로도를 도 1의 (b)에 나타낸다. 각 도면의 차참조 번호(1OO)를 도 5의 송수신 IC(501)에 적용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 1의 (a)의 참조 번호(100)는 도 5의 고주파 대역 저잡음 증폭기(502b)에 해당하며, 도 1의 (b)의

참조 번호(100)는 도 5의 저주파 대역 저잡음 증폭기(502a)에 해당한다.

도 1의 (a)에서, 제1 단위 증폭기(101)는 트랜지스터(102), 바이어스 저항(103), 부하 저항(105)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증폭기(101)에 바이어스를 공급하는 바이어스 전류 공급 회로(104)가 있다. 패키지의 핀은 고주파 신호 입력 핀(IN1)과,

에미터로부터의 2개의 접지 핀(Gl, G2)이다. 증폭기(101)와 쌍을 이루는 제2 단위 증폭기(106)도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트랜지스터(107), 바이어스 저항(108), 부하 저항(110)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바이어스 전류 공급 회로(104)와 동일한 회

로 구성으로, 바이어스 전류 공급 회로(109)도 설치되어 있다. 핀도 동일하고, 입력 핀(IN2), 접지 핀(G3, G4)을 갖는다.

전원과 접지 핀은 증폭기의 전원 Vcc와 바이어스 회로의 전원 BVcc, 및 바이어스 회로의 접지 BGND이다. 단위 증폭기의

접지 핀이 1개인 차동 증폭기라도, 핀 수가 적어지는 것 이외에는 회로 구성이 동일하다.

다음으로, 증폭기의 동작을 이하에 나타낸다. 우선, 고주파 신호는 안테나(111)로부터 입력된다. 대역 통과 필터(112)는

대역 외의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여, 차동 신호로 변환한다. 저잡음 증폭기의 정합 회로(113, 114)는 임피던스를 정합시

켜, 핀(IN1, IN2)을 통하여 차동 신호를 IC 내부의 차동 저잡음 증폭기로 보낸다. 바이어스 회로(104, 109)는 온도, 전원

변동에 대하여 안정한 바이어스 전류를 생성하고, 트랜지스터(102, 107)의 동작점을 결정한다. 바이어스 전류량은 2개의

회로에서 동일하다. 바이어스 저항(103, 108)은 상기 바이어스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한다. 이로부터, 트랜지스터(102,

107)에 적절한 바이어스 전압이 공급되어, 직류 콜렉터 전류가 흘러서 트랜지스터의 동작점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각각

의 트랜지스터는 차동 입력 신호의 증폭 동작을 행한다. 증폭된 고주파 신호는 부하 저항(105, 110)에서 전압으로 변환되

고, 후단의 수신 믹서(115)로 보내진다.

이러한 구성의 차동 저잡음 증폭기에서는 표 1의 하단에 나타난 핀 배치를 가진다. 즉, 제1 단위 증폭기(101)의 접지 핀을

제2 단위 증폭기(106)의 각 접지 핀에 1 대 1로 인접하게 배치한다. 이에 따라, 총 인덕턴스는 본딩 와이어 및 핀 인덕턴스

의 절반 이하가 된다. 그 결과, 식 60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로의 상호 컨덕턴스 Gm이 증가하여, 이득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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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 3의 No.1 및 No.2에 표 1에 도시한 접지 핀 배치에서의 회로 특성 해석 결과를 도시한다. 표 3의 No.3은 No.2의 변형

예이다. 표 3의 No.2 및 No.3은 본 발명을 실현하는 핀 배치예이다.

다음으로, 도 1의 (b)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회로는 접지 핀이 1개의 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외에는 도 1의 (a)와

동일하므로, 그 동작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러한 회로에서, 표 2의 하단에 도시한 핀 배치를 행한다. 이에 의해, 증폭

기의 트랜지스터의 에미터에서의 임피던스가 작아진다. 그 결과, 회로의 상호 컨덕턴스가 개선되어 이득을 향상시킬 수 있

다.

[표 4]

표 4의 No.2는 본 발명을 실현하는 핀 배치 예이다.

표 3, 및 표 4에 도시한 회로 해석에는 고주파 시뮬레이터 HSPICE를 사용하였다. 해석된 증폭기에는 0.35㎛ 프로세스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전원 전압 2.8V로 각 트랜지스터(102, 107)에 6mA의 직류 전류를 흘리도록 동

작시켰다. 도 2는 패키지 중 일부의 핀 사이의 결합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참조 번호(201)는 패키지 중 일부를 도시하

며, 참조 번호 202는 패키지의 핀을 도시한다. k는 상호 인덕턴스 양을 결정하는 결합 계수이다. 임의의 하나의 핀으로부

터 4개 이전의 핀까지 작용하도록 하고, 그 거리에 대하여 결합 계수를 0.4, 0.27, 0.2, 0.13으로 변화시켰다. 결합 계수는

GFP(Quadrature Flat Package) 56 핀에 상당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표 3에서, 본 발명에 의해 이득이 1.5~1.7dB 향

상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4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1.1dB로 이득이 향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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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기 레이아웃은 인덕턴스 성분을 저감하기 위해서, 증폭기 트랜지스터 에미터의 패키지 외부의 핀 선단에서 패드까지

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위치에 저잡음 증폭기의 회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은 그 일례를 나타낸다. 도 3

은 도 5에서 설명한 듀얼 밴드 송수신 IC을 예시하고 있다. 참조 번호(301)는 본 발명을 적용한 송수신 IC의 칩이다. 참조

번호(302)는 송수신 IC을 밀봉하는 QFP56 핀이다. 참조 번호(303)는 패키지의 칩 접착면이고, 참조 번호(304)는 패키지

지지재이다. 참조 번호(305)는 본 발명을 적용한 고주파수 대역 차동 저잡음 증폭기(502b)의 레이아웃 장소이다. 또한, 참

조 번호(315)는 저주파수 대역 차동 저잡음 증폭기(502a)의 레이아웃 장소이다.

참조 번호(306, 3l0)는 도 1의 (a)의 트랜지스터(102)의 접지 핀이고, 참조 번호(307, 311)는 트랜지스터(107)의 접지 핀

이며, 참조 번호(308, 309)는 각각 저잡음 차동 증폭기(101, 106)의 입력 핀이다. 참조 번호(312)는 고주파수 대역 저잡음

증폭기(502b)의 전원 핀이다.

저주파수 대역 저잡음 증폭기(502a)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조 번호(317)는 도 1의 (b)의 트랜지스터(102)의 접지 핀이고,

참조 번호(320)는 트랜지스터(107)의 접지 핀이며, 참조 번호(318, 319)는 각각 저잡음 차동 증폭기(101, 106)의 입력 핀

이다. 참조 번호(3l6)는 저주파수 대역 저잡음 증폭기(502a)의 전원 핀이다. 참조 번호(321)는 바이어스 회로의 전원 핀이

며, 참조 번호(322)는 바이어스 회로의 접지 핀이다. 저주파 저잡음 증폭기와 고주파 저잡음 증폭기에서 바이어스 회로의

핀이 공유되고 있다. 참조 번호(323)는 칩 상의 각 패드를 상기 도시된 리드 핀에 접촉시킨 본딩 와이어이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증폭기는 칩 단부면의 중앙 부근에 배치되어, 본딩된다. 이렇게 하면 패드와 핀 간의 본딩 와이

어가 짧아진다. 이 실시예에서는 듀얼 밴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을 적용한 증폭기의 핀은 중앙에서 하단까지

할당된다. 그러나, 접지 핀(306, 307)은 중앙부의 핀에 할당되었다. 이 때문에, 증폭기를 칩의 코너에 배치할 경우보다 인

덕턴스 성분이 저감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증폭기를 갖는 LSI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증폭기만으로 이루어진 IC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경우

의 예를 도 4에 나타내었다. 참조 번호(401)는 본 발명을 적용한 차동 증폭기 IC의 칩이다. 참조 번호(402)는 차동 증폭기

IC를 밀봉하는 패키지 TSSOP12 핀이다. 참조 번호(403)는 패키지의 칩 접착면이고, 참조 번호(404)는 패키지 지지재이

다. 참조 번호(405, 409)는 트랜지스터(102)의 접지 핀이고, 참조 번호(406, 410)는 트랜지스터(107)의 접지 핀이며, 참

조 번호(407, 408)는 각각 차동 증폭기(101, 106)의 입력 핀이다. 참조 번호(411)는 바이어스 회로의 전원 핀이고, 참조

번호(412)는 바이어스 회로의 접지 핀이며, 참조 번호(413, 414)는 차동 증폭기의 출력 핀이고, 참조 번호(415)는 차동 증

폭기의 전원 핀이다. 참조 번호(416)는 칩 상의 각 패드로부터 상기 도시된 리드 핀에 접촉된 본딩 와이어이다.

도면과 같이 패키지 중앙에 대하여 선대칭으로 핀을 배치하면, 증폭기 트랜지스터 에미터의 패키지 외부의 핀 선단에서 패

드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된다. 또한, 저잡음 차동 증폭기는 패키지의 전기적 영향을 포함하여도 완전 대칭 회로가 된

다. 그러므로, 차동성 특성이 보다 좋은 IC를 기대할 수 있다.

도 3, 및 도 4는 표 3의 No.2에 나타낸 핀 배치에 준거하였지만, 표 3의 No.3에서 나타낸 핀 배치에 준거할 수도 있다.

또, 실시예는 저잡음 증폭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증폭기의 접지 핀의 배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도 1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은 차동 구성의 범용 증폭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2개의 단위 증폭기를 갖는 본 발명의 차동 증폭기에서는, 제1 단위 증폭기의 접지 핀이 제2 단위 증폭기의 접지 핀 각각에

1 대 1로 인접하게 배치된다. 이에 따라, 트랜지스터의 에미터에서의 인덕턴스가 단일 접지 핀의 인덕턴스의 절반 이하가

된다. 그 결과, 트랜지스터 에미터에 접촉하는 임피던스를 저감할 수 있고, 증폭기의 이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단위

증폭기가 하나의 접지 핀을 갖는 경우, 접지 핀을 입력 핀에 서로 인접하게 배치한다. 이에 따라, 상기와 마찬가지로 임피

던스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이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송수신 IC와 같은 대규모 IC에 적용하는 경우, 증폭기 트랜지스터의 에미터의 패키지 외부의 핀 선단에서 패드까지

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위치에 저잡음 증폭기의 회로를 설치하는 레이아웃으로 조합함으로써, 인덕턴스 저감을 한층

더 실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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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동 증폭기만을 포함한 IC에서는, 본 발명에 이하의 2가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득 향상과, 패키지의 영향도 포

함된 대칭 차동 증폭기를 실현할 수 있다. 첫째, 증폭기 트랜지스터 에미터의 패키지 외부의 핀 선단에서 패드까지의 거리

가 최단 거리가 되는 위치에 저잡음 증폭기의 회로를 설치한다. 둘째, 패키지에 대하여 대칭으로 핀 배치를 행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회로도.

도 2는 패키지의 핀 사이의 결합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을 듀얼 밴드 송수신 IC에 적용했을 때의 패키지로의 실장 예.

도 4는 본 발명을 차동 증폭기 IC에 적용했을 때의 패키지의 실장 예.

도 5는 듀얼 밴드 무선 송수신용 반도체 집적 회로의 구성.

도 6은 증폭기의 상호 컨덕턴스를 나타내는 등가 회로.

도 7은 pilips사의 TDA801lT의 핀 배치.

도 8은 NEC사의 μPC2726T의 핀 배치.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차동 증폭기를 구성하는 제1 단위 증폭기

102 : 트랜지스터

111 : 안테나

112 : 대역 통과 필터

113 : 저잡음 증폭기의 정합 회로

115 : 수신 믹서

505 : 가변 이득 증폭기

507 : 변조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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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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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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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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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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