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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노이즈를 반사.흡수하는 칩 비드(Chip Bead) 
0 과1의 펄스전류로 보내지는 디지털 신호는 파형이 생명이다.이 파형을 찌그러지게 하는 노이즈를 반사한

다던지 흡수하여 열로 변환하는 것이 페라이트 만의 특성을 이용한 칩 비드이다.회로에 직렬로 삽입하면 되

기 때문에 기판의 패턴을 설계한 후의 노이즈 대책으로도 효과적이다. 

소형이면서 실로 기대할 만 한 노이즈 대책 부품이다. 

 
 

**펄스파는 여러 주파수 성분의 집합 

최근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으로서 UWB(Ultra Wide Band)통신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UWB통신은 "USB2.0의 무선판"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USB2.0은 디지털기기를 간단히 접속 가능한 고속 인터페이스(Interface)이다 그 편리함을 와이얼리스

(Wireless)로 실현 한 것이 UWB통신이라 할 수 있다. 

100Mbps를 넘는 통신속도에 의해 하이비젼(Hi-Vision)의 동화(動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퍼스널 네트워크(Personal Network/PAN/개인영역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으로 생

각한다. 

일반적으로 무선통신은 신호파를 반송파에 실어(변조/變調) 전송하는 방식이다. 

한편 UWB통신은 반송파를 사용하지 않고,데이터를 매우 넓은 주파수대역(Ultra Wide Band)에, 시간폭이 매

우 적은 펄스의 열(列)로  하여 송신한다. 

펄스파는 여러 주파수 성분의 집합이다.UWB통신은 1 나노초(Nano Sec) 이하라는 초단시간의 펄스파를 사용

하기 때문에 매우 넓은 주파수대역에 신호가 확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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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3.1~10.6GHz의 마이크로파대를 민간의 UWB통신용으로 개방하였다(일

본 및 유럽에서도 주파수대역의 개방,규격책정의 준비가 진행중). 

그러나 마이크로파대는 새로운 무선통신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초과밀 상태이다.  

3.1~10.6GHz의라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점유하는 UWB통신이 도대체 왜 허용되어진 것인가? 

정숙하여야 하는 회의에서 옆사람과의 대화는 주위에 들리지 않는 정도라면 허용된다. UWB통신은 이것과 

비슷하다. 

PC를 비롯한 몸 주변의 전자기기는 많던 적던 모두 노이즈를 방사하고 있다. 

UWB통신에서는 전파의 강도를 이 노이즈 이하의 미약한 레벨(Level)로 억제하는 조건으로 넓은 주파수대의 

사용이 허락되어 진다. 

이 규제치를 넘으면 다른 무선 시스템의 간섭 등,심각한 노이즈 장해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UWB통신

기기.안테나의 평가는 극히 중요하다. 

 

**칩 비드(Chip Bead)는 인덕터와 저항의 성질을 겸비하다. 

디지털 신호의 방형(方形)파도 기본주파수의 사인(Sine)파와 그 고조파(기본주파수의 정수배)가 합성되어진 

것이다. 

신호 라인에 전류가 흐르면 자력선이 발생한다.또 신호라인과 그라운드(Ground) 간에는 부유용량이라고 불

리는 컨덴서가 존재한다. 

신호라인에는 회로도에는 없는 "숨은 소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입력신호가 이상적인 방형파라 하더라

도 파형이 찌그러지던지 구불구불 물결친다(링깅/Ringing). 

도 송신측 과 수신측의 임피던스(Impedance/교류에 대한 저항)가 부정합(不整合/Miss Matching)인 경우 신호

라인의 경계부에서 신호는 반사파로 되돌아 와 회로의 오동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노이즈로서 주위에 방

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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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이즈 문제를 간단히 효과적인 대책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페라이트의 특성을 잘 이용한 칩 비드

이다.칩비드는 네크리스(Necklace/장식용의 목걸이)에 사용되는 비드(가느다란 구슬)에 연유한 이름이다. 

가장 간단한 비드는 중공(中空)의 페라이트에 도선을 관통시킨 구조로 되어 있다. 

이 페라이트의 터널(Tunnel)로 신호가 통과하면 본래의 신호파형을 유지하면서 노이즈 성분 만을 제거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이즈도 신호와 같은 전기에너지이다.페라이트 비드는 왜 노이즈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칩 비드가 인덕터(코일) 와 저항의 성질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주파 영역에서는 주로 인덕터 성분이 기능한다.인덕터는 주파수에 비례하여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성질이 

있다. 

일반적으로 노이즈는 신호에 비해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고주파에서의 비드의 높은 임피던스는 선택적으로 

노이즈에 작용하게 된다.또 낮은 주파수의 신호에 대해서는 비드는 작용하지 않고 전부 통과시킨다.  

다음에는 비드의 대한 기능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앞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저주파영역에서는 인덕터 성

분이 기능하기 때문에 노이즈를 반사하고, 고주파영역에서는 주로 저항분이 기능하기 때문에 노이즈를 흡수

하는 재미있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비드이다.   

이 기능이 바뀌는 주파수는 저항성분(R=레지스턴스/Resisitance)와 인덕터 성분(X=리액턴스/Reactance)이 같

아지는 점인데 이것을 R-X 크로스 포인트(Cross Poin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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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비드 선택에 중요한 R-X 크로스 포인트(Cross Point) 

칩 비드의 주파수-임피던스 특성은 사용되어지는 페라이트 재질에 의존한다.페라이트는 외부자계에 쉽게 자

화(磁化)되고 또 외부자계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따르는 연자성체(軟磁性體)이다. 

이것은 페라이트 입자가 복수의 자구(磁區/최소의 자석 단위)로 되어 있고 자구끼리의 경계인 자벽이 작은 

외부자계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자계의 변동이 고주파 영역으로 되면 자벽의 이동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자벽공

명(磁壁共鳴)이라는 현상이 생긴다. 이 주파수가 공명주파수이다. 

페라이트의 투자율(자속이 통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값)은 공명주파수 이후에는 급감한다. 

칩 비드의 주파수-임피던스 특성의 그래프에서 인덕터 성분(X)의 곡선이 급강하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감기약도 증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약이 있다.이와 같이  칩 비드에도 여러 종류의 주파스-임피던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비드의 사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R-X Cross Point 이다. 

R-X Cross Point 가 고주파 영역에 있는 칩 비드는 주로 인덕터에 가까운 성질을 나타내고, R-X Cross Point 

가 저주파 영역에 있는 칩 비드는 주로 저항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신호의 주파수에 관계하지만 일반적으로 임피던스 부정합의 라인에 있어서는 R-X Cross Point 가 저주파측에 

있는 칩 비드 일수록 파형의 찌그러짐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다.  단 필요한 신호가 감쇄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선택한다. 

전자기기의 소형.경량.박형화 의 요구에 대응하여 최근에는 0402(0.4mm×0.2mm)의 초소형 적층 칩비드도 개

발되어 있다. 

적층 칩 비드는 페라이트(시트 혹은 페이스트) 와 전극 페이스트(Paste)를 교대로 적층하여 제조되는 칩 부품

이다. 

마운트 하는 면적을 줄이고,로 코스트(Low Cost)를 기하기 위하여 복수의 칩 비드를 일체화 한 타입도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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