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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및이를 갖는 안테나와 주파수 튜닝 회로

(57) 요약

본 발명은,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및 이를 갖는 안테나와 주파수 튜닝 회로에 관한 것이

다. 본 반도체 소자는, 동일한 극성을 갖는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 제1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며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와 다른 극성을 갖는 제3반도체, 제1반도체와 제3반도체 사이와 제3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각각 배치되

는 한 쌍의 진성반도체 포함한다. 이에 의해, PIN 다이오드와 버렉터 다이오드를 하나의 소자로 구성하고, 인덕터를 일체

로 형성함으로써, 삽입 손실의 감소, DC 전원공급회로의 간단화 및 크기 축소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의 공핍영역을 I-영역으로 변경하여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의 선형성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하고 회로의 집적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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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c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일한 극성을 갖는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

상기 제1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와 다른 극성을 갖는 제3반도체; 및,

상기 제1반도체와 제3반도체 사이, 상기 제3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각각 배치되는 한 쌍의 진성반도체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는 p형 반도체로 형성되고, 제3반도체는 n형 반도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는 n형 반도체로 형성되고, 제3반도체는 p형 반도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진성반도체는, 상기 제1반도체와 제3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는 제1I영역과, 상기 제3반도체와 상기 제2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는 제2I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I영역은, 제2I영역보다 좁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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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반도체, 상기 제1I영역, 상기 제3반도체는, 버렉터 다이오드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반도체, 제2I영역, 제2반도체는, PIN 다이오드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

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반도체에 연결된 제1단자, 제2반도체에 연결된 제2단자, 제3반도체에 연결된 제3단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자와 제3단자는 상호 연결되고, 제1단자와 제3단자를 연결하는 전원라인에는 전원공급을 위한 제1전원이 배치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자와 제3단자는 상호 연결되고, 제2단자와 제3단자를 연결하는 전원라인에는 전원공급을 위한 제2전원이 배치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청구항 11.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제1전원과 제2전원은, 상기 제1단자와 제3단자에 연결된 전극이 상이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

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자, 제2단자, 제3단자 중 적어도 하나에는 인덕터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

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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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자는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청구항 14.

전자파를 방사하는 방사체; 및,

동일한 극성의 한 쌍의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와, 상기 제1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1반도체 및 제2

반도체와 다른 극성을 갖는 제3반도체와, 상기 제1반도체와 제3반도체 사이와 상기 제3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각각

배치되는 한 쌍의 진성반도체 포함하며, 상기 방사체의 일영역에 설치되는 반도체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

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안테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진성반도체는, 상기 제1반도체와 제3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는 제1I영역과, 상기 제3반도체와 상기 제2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는 제2I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안테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I영역은, 제2I영역보다 좁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안테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반도체, 제2I영역, 제2반도체는, 상기 방사체의 일영역에 장착되어 상기 방사체의 일영역을 단락 또는 개방시키는

PIN 다이오드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안테나.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반도체, 상기 제1I영역, 상기 제3반도체는, 상기 방사체로 흐르는 전압량을 조절하는 버렉터 다이오드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안테나.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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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반도체에 연결된 제1단자, 제2반도체에 연결된 제2단자, 제3반도체에 연결된 제3단자를 포함하며;

제1단자와 제2단자에는 각각 상기 방사체가 연결되고, 제3단자는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

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안테나.

청구항 20.

원하는 주파수대역의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주파수 튜닝 회로; 및,

동일한 극성의 한 쌍의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와, 상기 제1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1반도체 및 제2

반도체와 다른 극성을 갖는 제3반도체와, 상기 제1반도체와 제3반도체 사이와 상기 제3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각각

배치되는 한 쌍의 진성반도체 포함하며, 상기 주파수 튜닝 회로의 일영역에 설치되는 반도체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가 장착된 주파수 튜닝 회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진성반도체는, 상기 제1반도체와 제3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는 제1I영역과, 상기 제3반도체와 상기 제2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는 제2I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가 장착된 주파수

튜닝 회로.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I영역은, 제2I영역보다 좁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가 장착된 주파수 튜닝 회로.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반도체, 제2I영역, 제2반도체는, 상기 주파수 튜닝 회로의 일영역에 장착되어 상기 방사체의 일영역을 단락 또는

개방시키는 PIN 다이오드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가 장착

된 주파수 튜닝 회로.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반도체, 상기 제1I영역, 상기 제3반도체는, 상기 주파수 튜닝 회로로 흐르는 전압량을 조절하는 버렉터 다이오드

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가 장착된 주파수 튜닝 회로.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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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튜닝 회로는, 필터, 매칭회로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가 장착된 주파수 튜닝 회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및 이를 갖는 안테나와 주파수 튜닝 회로에 관한 것으로

서, 보다 상세하게는, PIN 다이오드와 버렉터 다이오드를 하나의 소자로 구성함으로써, 삽입 손실, DC 전원공급용 회로의

복잡성, 부피의 증대, 버렉터 다이오드의 선형성 저하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

한 반도체 소자 및 이를 갖는 안테나와 주파수 튜닝 회로에 관한 것이다.

최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휴대폰, PDA,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등의 무선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

선 통신 서비스, 예를 들면,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WiMAX(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LAN(Wireless LAN),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Bluetooth 등이 개발되고 있다.

여기서, GSM은 890~960MHz 대역, PCS는 1.8GHz대역, WiMAX은 3.6~3.8GHz 대역, WLAN은 IEEE 802.11b에서는

ISM(Industrial, Scientific & Medical) 밴드인 2.4GHz 주파수 대역을, IEEE 802.11a에서는 UNII(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밴드인 5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WiBro의 경우에는 2.3GHz 대역을 사

용하고, Bluetooth는 2.4GHz 대역을 사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파수대역을 통해 제공되는 무선 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비스받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 대역으로부터의 무선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해 서비스 대역에 따른 주파수 튜닝과, 서비스 대역내에서 채널의 변환

을 위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Reconfigurable한 안테나, 튜너블 필터(Tunable Filter), 매칭회로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서비스 대역간의 주파수 튜닝을 매크로 튜닝이라 하고, 서비스 대역내에서의 주파수 튜닝을 마이크로 튜닝이라 한다.

이러한 매크로 튜닝과 마이크로 튜닝이 가능한 안테나, 필터, 매칭회로 등의 구현을 위해, PIN 다이오드와, 버렉터 다이오

드(Varactor)가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IN 다이오드는, 일정 이상의 전압 인가되면 직렬 저항성분이 작아져 턴온되고, 0V가 인가되면 직렬 저항성분

이 급격히 커져 턴오프된다. 따라서, PIN 다이오드를 안테나의 방사체, 필터라인, 매칭회로 등에 연결할 경우, PIN 다이오

드가 턴오프되면 방사체, 필터라인, 매칭회로의 일부가 단락(Short)되어 각각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그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즉, 안테나, 필터, 매칭회로의 길이 조절을 통해 매크로 튜닝이 가능하다.

버렉터 다이오드의 경우, 인가되는 역전압의 크기에 따라 주파수 대역을 미세하게 변동시킴으로써, 서비스 대역내에서 채

널간 변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매크로 튜닝과 마이크로 튜닝을 위해, PIN 다이오드와 버렉터 다이오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각 소자가 별도로

패키징(Packaging)됨에 따라 삽입 손실(Insertion loss)이 발생한다. 그리고 버렉터 다이오드의 경우, I-영역이 아닌 공핍

(Depletion)영역을 사용함에 따라 선형성이 우수하지 않다. 또한, PIN 다이오드와 버렉터 다이오드에 DC 전원공급용 회

로로부터의 RF신호가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IN 다이오드와 버렉터 다이오드의 각 단자에 RF블럭용 인덕터를 장

착함에 따라, DC 전원공급용 회로가 복잡해지고, 부피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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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PIN 다이오드와 버렉터 다이오드를 하나의 소자로 구성함으로써, 삽입 손실, DC 전원공급회로

의 복잡성, 회로 부피의 증대, 버렉터 다이오드의 선형성 저하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

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및 이를 갖는 안테나와 주파수 튜닝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구성은, 동일한 극성을 갖는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 상기 제1반도체와 제2반도

체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와 다른 극성을 갖는 제3반도체; 및, 상기 제1반도체와 제3반도체 사이,

상기 제3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각각 배치되는 한 쌍의 진성반도체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는 p형 반도체로 형성되고, 제3반도체는 n형 반도체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는 n형 반도체로 형성되고, 제3반도체는 p형 반도체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한 쌍의 진성반도체는, 상기 제1반도체와 제3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는 제1I영역과, 상기 제3반도체와 상기 제2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는 제2I영역일 수 있다.

상기 제1I영역은, 제2I영역보다 좁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반도체, 상기 제1I영역, 상기 제3반도체는, 버렉터 다이오드로 동작할 수 있다.

상기 제3반도체, 제2I영역, 제2반도체는, PIN 다이오드로 동작할 수 있다.

상기 제1반도체에 연결된 제1단자, 제2반도체에 연결된 제2단자, 제3반도체에 연결된 제3단자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단자와 제3단자는 상호 연결되고, 제1단자와 제3단자를 연결하는 전원라인에는 전원공급을 위한 제1전원이 배치

될 수 있다.

상기 제2단자와 제3단자는 상호 연결되고, 제2단자와 제3단자를 연결하는 전원라인에는 전원공급을 위한 제2전원이 배치

될 수 있다.

제1전원과 제2전원은, 상기 제1단자와 제3단자에 연결된 전극이 상이하도록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단자, 제2단자, 제3단자 중 적어도 하나에는 인덕터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제3단자는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목적은, 전자파를 방사하는 방사체; 및, 동일한 극성의 한 쌍의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와, 상기 제1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와 다른 극성을 갖는 제3반도체와, 상기 제1반도체와 제3반도체

사이와 상기 제3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각각 배치되는 한 쌍의 진성반도체 포함하며, 상기 방사체의 일영역에 설치되

는 반도체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안테나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목적은, 원하는 주파수대역의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주파수 튜닝 회로; 및, 동일한 극성의 한 쌍의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와, 상기 제1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제1반도체 및 제2반도체와 다른 극성을 갖는 제3반도체

와, 상기 제1반도체와 제3반도체 사이와 상기 제3반도체와 제2반도체 사이에 각각 배치되는 한 쌍의 진성반도체 포함하

며, 상기 주파수 튜닝 회로의 일영역에 설치되는 반도체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가 장착된 주파수 튜닝 회로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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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 내지 도 1(c)는 버렉터 다이오드와 PIN 다이오드를 하나로 소자로 구성하는 과정을 보인 도면이다. 여기서, 도 1

(a)는 버렉터 다이오드와 PIN 다이오드의 소자 구성도이고, 도 1(b)는 버렉터 다이오드와 PIN 다이오드를 결합시키기 위

해 버렉터 다이오드를 반전시킨 소자 구성도이고, 도 1(c)는 본 발명에 따른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

도체 소자의 구성도이다.

버렉터 다이오드(10)는, n형 반도체(11), 공핍영역(13), p형 반도체(12)를 포함하며, n형 반도체(11)와 p형 반도체(12)에

는 단자가 형성되어 있다. 각 단자는 직류 전원에 연결되며, 직류 전원의 +극은 n형 반도체(11)에 연결되고, -극은 p형 반

도체(12)에 연결된다. 따라서, 버렉터 다이오드(10)에는 역전압이 인가된다.

PIN 다이오드(20)는, n형 반도체(21), I(Intrinsic)영역(23), p형 반도체(22)를 포함하며, n형 반도체(21)와 p형 반도체

(22)에는 단자가 형성되어 있다. 각 단자는 직류전원에 연결되며, 직류전원의 -극은 n형 반도체(21)에 연결되고, +극은 p

형 반도체(22)에 연결된다.

이러한 버렉터 다이오드(10)와 PIN 다이오드(20)를 하나의 소자로 구성하기 위해, 도 1(b)에서는 버렉터 다이오드(10)를

반전시켜 p형 반도체(12)-공핍영역(13)-n형 반도체(11)의 순서로 배치시킨다. 이렇게 버렉터 다이오드(10)를 반전시키

면, 버렉터 다이오드(10)의 n형 반도체(11)와 PIN 다이오드(20)의 n형 반도체(21)가 인접하게 되며, n형 반도체(11,21)를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버렉터 다이오드(10)와 PIN 다이오드(20)를 하나의 소자로 결합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도 1(c)에 도시된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30)는, n형 반도체(11,21)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버렉터 다이오드(10)와 PIN 다이오드(20)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30)는, 양단에 동일한 극성을 갖는 제1 및 제2반도체(31,32)가 배

치되고, 제1 및 제2반도체(31,32)의 사이에는 다른 극성을 갖는 제3반도체(33)가 배치된다. 제1반도체(31)와 제3반도체

(33) 사이, 제3반도체(33)와 제2반도체(32) 사이에는 각각 진성반도체가 배치되어 있으며, 제1반도체(31)와 제3반도체

(33) 사이에 배치되는 진성반도체를 제1I영역(34)이라 하고, 제3반도체(33)와 제2반도체(32) 사이에 배치되는 진성반도

체를 제2I영역(35)이라 한다.

도 1(c)에는 제1 및 제2반도체(31,32)는 p형 반도체로 형성되고, 제3반도체(33)는 n형 반도체로 형성된 매크로 및 마이크

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30)가 도시되어 있다. 반면, 도 2에는 제1반도체(31) 및 제2반도체(32)는 n형 반도

체로 형성되고, 제3반도체(33)는 p형 반도체로 형성된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가 도시되어

있다.

후술할 실시예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도 1(c)에 도시된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30)를 이용

하여 설명한다.

본 반도체 소자(30)는, 제1반도체(31)에 연결된 제1단자(41), 제2반도체(32)에 연결된 제2단자(42), 제3반도체(33)에 연

결된 제3단자(43)를 포함한다. 여기서, 제1단자(41)와 제3단자(43)는 상호 연결되고, 제2단자(42)와 제3단자(43)도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본 반도체 소자(30)는, 제1반도체(31), 제1I영역(34), 제3반도체(33)가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로 동작하

고, 제3반도체(33), 제2I영역(35), 제2반도체(32)는,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로 동작하게 된다. 여기서, 버렉터 다이

오드 파트(31,34,33)의 경우 종래에는 공핍영역을 사용하였으나, 본 반도체 소자(30)에서는 공핍영역 대신 I-영역을 사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압에 따라 커패시턴스가 2차원 함수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형성이

저하되었으나, 본 반도체 소자(30)의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는 PIN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진성반도체를 사용

함에 따라,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압에 대해 커패시턴스가 선형성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이 선형성이 증가함에 따

라, RF 파워에 대한 커패시턴스의 변화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의 주파수 대역 조절범위가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에 의한 주파수 대역 조절

범위보다 작음에 따라 제1I영역(34)은 제2I영역(35)보다 좁게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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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에 연결된 제1단자(41)와 제3단자(43)를 연결하는 전원라인에는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에 역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제1전원(44)이 배치되며, p형 반도체인 제1반도체(31)는 제1전원(44)의 -극이

연결되고, n형 반도체인 제3반도체(33)에는 제1전원(44)의 +극이 연결된다.

반대로,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에 연결된 제3단자(43)와 제2단자(42)를 연결하는 전원라인에는 PIN 다이오드 파

트(32,35,33)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제2전원(45)이 배치된다. n형 반도체인 제3반도체(33)에는 제2전원(45)의 -극이

연결되고, p형 반도체인 제2반도체(32)에는 제2전원(45)의 +극이 연결된다.

이러한 반도체 소자(30)의 제1단자(41)와 제2단자(42)는 각각 매크로 튜닝과 마이크로 튜닝을 위한 소자 또는 회로에 연

결되며, 제3단자(43)는 그라운드에 연결된다. 또한, 제1단자(41), 제2단자(42), 제3단자(43)에는 각각 인덕터(47)가 형성

되어 RF신호의 입력을 차단하며, 각 인덕터(47)는 반도체 소자(30)에 일체로 형성된다.

도 4는 CMOS compatible 공정에 의해 제작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평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사각형상의 p형 기판위에 n형 반도체(33)가 배치되고, n형 반도체(33) 위에 양측 영역에 제1 및 제2I영

역(34,35)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1I영역(34)과 제2I영역(35)의 중앙영역에는 각각 p형 반도체(31,32)가 배치되

어 있다. n형 반도체(33)의 중앙영역에는 제3단자(43)가 형성되어 있고, p형 반도체(31,32)의 테두리에는 제1 및 제2단자

(41,42)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제1 내지 제3단자(41,42,43)에는 각각 인덕터(47)가 연결되어 있으며, 인덕터(47)는 반도

체 소자(30)에 일체로 형성된다.

도 5는 MESA 구조에 따라 제작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평면도이다.

MESA 구조의 반도체 소자(30)는, p형 기판위에 p형 반도체(31), n형 반도체(33), p형 반도체(31)가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n형 반도체(33)와 각 p형 반도체(31,32) 사이에는 각각 제1I영역(34)과 제2I영역(35)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p형 반도체(31,32)와 n형 반도체(33)에는 제1 내지 제3단자(41,42,43)가 형성되어 있고, 제1 내지 제3단자(41,42,43)에

는 각각 인덕터(47)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도 6(a)는 버렉터 다이오드와 PIN 다이오드를 각각 설치한 경우의 DC 전원공급회로도이고,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반

도체 소자의 DC 전원공급회로도이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에는, RF신호가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C블럭회로(70), PIN 다이오드용 DC 바

이어스회로(80), 버렉터 다이오드용 DC 바이어스회로(90)에 각각 인덕터(47)를 장착하였다. 이렇게 복수의 인덕터(47)를

장착함에 따라, DC 전원공급회로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인덕터(47)로 인해 회로의 크기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본 반도체 소자(30)는,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자내에 인덕터(47)를 일체로 구성함으로써, DC블럭회로

(170), PIN 다이오드용 DC 바이어스회로(180), 버렉터 다이오드용 DC 바이어스회로(190)에 별도의 인덕터(47)를 구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DC 전원공급회로에서 인덕터(47)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DC

전원공급회로를 간단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를 축소시킬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장착한 안테나의 일 실시예이다.

본 반도체 소자(130)를 장착한 안테나는, 방사체(100), 그라운드(110),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130)를 포함한다.

그라운드(110)는 회로기판의 일측면에 부착되며, 방사체(100)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방사체(100)는 회로기판의 타측면에 패치안테나 형태로 부착되며, 길이방향을 따라 수회 절곡된 Meander 라인부(105)

와, 직선상의 띠 형상으로 형성되는 피딩부(101)를 포함한다.

Meander 라인부(105)는, 피딩부(101)의 단부로부터 소정 길이 연장된 다음, 지그재그로 복수회 절곡되어 형성되며,

Meander 라인부(105)의 피딩부(101)를 향한 단부 영역은 그라운드(110)와 비아홀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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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130)는, Meander 라인부(105)의 길이방향을 따라 일측 영역에 장

착되며, 반도체 소자(130)의 양단에 접속된 Meander 라인을 상호 전기적으로 단락 또는 개방하게 된다.

본 반도체 소자(130)의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는,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면 직렬 저항성분이 1Ω이 되어 턴온된

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130)에 의해 연결된 Meander 라인은 단락(Short)되고, 방사체(100)의 길이는 피딩부(101)와

Meander 라인부(105)의 합한 전체길이가 된다.

반면,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에 전압이 가해지지 않으면, 직렬 저항성분이 10 kΩ이 되고, PIN 다이오드 파트

(32,35,33)는 턴오프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자(130)에 의해 연결된 Meander 라인은 개방(open)되고, 방사체(100)의

길이는 피딩부(101)와 반도체 소자(130) 전까지의 Meander 라인부(105)의 길이를 합한 것과 같다. 그러면, 방사체(100)

의 길이는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가 턴온된 경우보다 그 길이가 짧아지고, 공진주파수가 높아진다.

한편, 본 반도체 소자(130)의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는, 버렉터 다이오드에 가해지는 역전압의 크기에 따라 커패

시턴스가 변화하여, 안테나의 주파수가 서비스 대역내에서 변동되도록 한다.

상세히 살펴보면,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에는, 제1전원(44)에 의해 0 ~ 3V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변동하는 역전

압이 가해진다. 역전압 바이어스가 가해지기 전, 버렉터 다이오드의 제1I영역(34)이 가장 작아져, 가장 높은 커패시턴스

(Capacitance)를 갖게 된다. 이 때, 안테나의 공진점은 서비스 대역내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를 갖는 채널에서 공진한다.

반면,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에 역전압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공핍영역이 커지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커패시턴

스가 감소하게 된다. 이 때, 안테나의 공진점은 서비스 대역내에서 높은 주파수를 갖는 채널로 이동한다. 즉, 버렉터 다이

오드 파트(31,34,33)에 가해지는 역전압이 커질수록 안테나의 공진점이 높은 주파수 채널로 이동하도록 한다. 따라서, 버

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에 가해지는 역전압을 조절하여 서비스 대역내에서의 채널 변경, 즉 마이크로 튜닝이 가능

하다.

후술할 표 1에는,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가 턴온될 때 방사체(100)의 길이가 길어져 2.4GHz 대역에서 공진점이 형

성되고,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가 턴오프될 때 방사체(100)의 길이가 짧아져 5.3GHz 대역에서 공진점을 형성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표 1]

주파수 제1단자 전압 제3단자 전압 제2단자 전압

2.4GHz 1V 0V 1V

2.48GHz 3V 0V 1V

5.15GHz 1V 0V 0V

5.35GHz 3V 0V 0V

제2단자(42)는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이며, 제2단자(42)에 1V가 인가되면,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가 턴온

되고, 이 때, 안테나의 공진점은 2.4GHz 내지 2.48GHz가 된다. 제2단자(42)에 0V가 인가되면, PIN 다이오드 파트

(32,35,33)가 턴오프되고, 이 때, 안테나의 공진점은 5.15GHz 내지 5.35GHz가 된다. 즉,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가

턴온 또는 턴오프 됨에 따라 매크로 튜닝이 수행된다.

한편, 제1단자(41)는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이며,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가 턴온된 상태에서 제1단자

(41)에 역전압으로 1V가 인가되면, 안테나가 2.4GHz 대역에서 공진하고, 제1단자(41)에 역전압으로 3V가 인가되면, 안

테나가 2.48GHz 대역에서 공진한다. 그리고 제1단자(41)에 1V에서 3V 사이의 역전압을 인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커패

시턴스가 변화하여 2.4GHz 내지 2.48GHz 대역에서 선형적으로 주파수 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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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가 턴오프된 상태에서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에 1V 내지 3V 사이의 역전압

이 인가되면, 안테나가 5.15GHz 내지 5.35GHz 대역에서 변화하게 된다. 즉,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에 가해지는 역

전압을 조절하여 마이크로 튜닝을 수행한다.

한편, PIN 다이오드의 턴온 또는 턴오프에 따른 방사체(100)의 길이는 설계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가능하며, 이에 따라,

GSM, PCS, WiMAX, WLAN, WiBro, Bluetooth 등의 무선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가능하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복수개 장착한 안테나의 개략적 구성도이다.

도시된 안테나는 복수의 방사체를 포함하며, 각 방사체 사이에는 본 반도체 소자(30)가 장착되어 있다. 각 방사체와의 연

결시, 반도체 소자(30)의 제1 및 제2단자(41,42)는 각각 전후의 방사체와 연결되며, 제3단자(43)는 그라운드에 연결된다.

이렇게 복수의 방사체 사이에 복수의 반도체 소자(30)를 장착하는 경우,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의 턴온 또는 턴오

프에 따라 다단계의 주파수 대역 조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서로 상이한 복수의 무선 통신 서비스의 제공

이 가능해진다. 또한, 각 서비스 주파수 대역내에서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에 가해지는 역전압의 조절을 통해 채

널 조절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복수개 장착한 필터의 개략적 구성도이다.

본 반도체 소자(30)는, 주파수의 튜닝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자 및 회로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튜너블 필터, 매칭회

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도 9에는 필터에 반도체 소자(30)를 장착한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필터는, 인덕터나 커패시터를 포함하나, 도 9에는 하나의 필터를 단순히 라인으로 표시하고 있다. 복수의 필터

를 형성하는 복수의 필터라인이 배치되어 있고, 각 필터라인 사이에는 본 반도체 소자(30)가 장착되어 있다. 반도체 소자

(30)의 제1단자(41)와 제2단자(42)는 각각 필터라인에 연결되고, 제3단자(43)는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필터

에 본 반도체 소자(30)를 복수개 장착함에 따라, PIN 다이오드 파트(32,35,33)를 이용하여 필터링되는 주파수대역을 매크

로 튜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31,34,33)를 이용하여 필터링되는 주파수대역을 마이크로 튜닝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매크로 및 마이크로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는, PIN 다이오드와 버렉

터 다이오드를 하나의 소자로 구성하고, 인덕터를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복수의 소자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삽입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C 전원공급회로에서 인덕터를 제거함에 따라 DC 전원공급회로를 간단화하고 회로의 크

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의 공핍영역을 I-영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의

선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소자로 구성됨에 따라,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로의 집적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형태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형태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버렉터 다이오드와 PIN 다이오드의 소자 구성도,

도 1(b)는 버렉터 다이오드와 PIN 다이오드를 결합시키기 위해 버렉터 다이오드를 반전시킨 소자 구성도,

도 1(c)는 본 발명에 따른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의 구성도,

도 2는 도 1(c)의 반도체 소자와 반대극성으로 형성된 매크로 및 마이크로 주파수 튜닝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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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은 종래의 버렉터 다이오드의 전압과 커패시턴스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도 3(b)는 본 발명의 버렉터 다이오드 파트의 전압과 커패시턴스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도 4는 CMOS compatible 공정에 의해 제작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30)의 평면도,

도 5는 MESA 구조에 따라 제작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평면도,

도 6(a)는 버렉터 다이오드와 PIN 다이오드를 각각 설치한 경우의 DC 전원공급회로도,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DC 전원공급회로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장착한 안테나의 일 실시예,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복수개 장착한 안테나의 개략적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복수개 장착한 필터의 개략적 구성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0 : 반도체 소자 31 : 제1반도체

32 : 제2반도체 33 : 제3반도체

34 : 제1I영역 35 : 제2I영역

41 : 제1단자 42 : 제2단자

43 : 제3단자 44 : 제1전원

45 : 제2전원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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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1c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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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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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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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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