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Defective capacitors in AC-coupled interconnections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performance of 

interconnection channels. Step pulse response is often 

used to see ISI of a channel. In this paper, the 

response of a step pulse is proposed to be measured 

for the purpose of testing AC-coupling capacitors. 

Hysteresis buffer is used to measure ISI at regular 

intervals, which is not necessarily same as bit interval. 

The hysteresis range is iteratively programmed to 

measure the ISI signals. The result of proposed 

method showed great capabilities of detecting 

defective AC-coupling capa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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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30nm 대의 프로세서 기술이 현실화 되면서 

SoC 의 집적도가 증가하고 동작속도는 GHz 대로 

접근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전력 문제와 

칩 내부, 또는 외부의 고속 인터커넥션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동작속도의 

증가와 칩에서의 소비 전력감소가 SoC 기술에서 

꾸준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AC-Coupled 

Interconnection (ACCI)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신호의 트랜지션 포인트에 

모든 고주파 성분이 담겨있고 DC 성분은 

바이어스 전압으로 사용된다. ACCI는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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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만을 전달함으로써 서로 다른 바이어스 

전압을 갖는 시스템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1]. 또한 DC 성분을 차단하기 때문에 

저전력 시스템의 구현에 유리하다[2]. 하지만 

ACCI는 DC 성분뿐만 아니라 저주파 신호까지도 

차단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최소 

주파수가 있다. 최소 동작 주파수는 AC 커플링 

커패시터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AC 

커플링 커패시터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인터커넥션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존의 테스트 

방법 중 IEEE 1149.1은 DC-Coupled Inter-

connection 만을 테스트 할 수 있으며[3], IEEE 

1149.6의 경우는 ACCI를 테스트 할 수 있지만 

커패시터의 유무만을 판별 하는 정도에 

그친다[4][5][6]. AC 커플링 커페시터를 포함한 

채널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BER 

테스트와 같이 장시간을 소요해야만 효과적인 

테스트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양산상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저가적인 방법이 필요 하다. 

이번 연구는 ACCI를 필요로 하는 IEEE 

802.3ae XAUI(10 Gigabit Attachment Unit 

Interface)[7]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제시된 방법은 XAUI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AC 커플링 커패시터를 

테스트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커패시터 크기에 

따른 커넥션의 퍼포먼스를 기존의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커패시터 테스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AC 커플링 커패시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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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유무를 측정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ACCI 테스트에서 테스트 시간을   

줄이고, 정확성이 향상된 방법을 제시하였다. 

 

 

II. AC 커플링 커패시터와 퍼포먼스 

 

본 논문에서의 실험 및 시뮬레이션은 ACCI 를 

기본으로 하고 1.6Vp-p 와 3.125Gb/s 의 전송 

속도를 갖는 XAUI 의 신호 스펙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XAUI 신호의 1 비트 펄스는 

320ps 이고 100ohm 의 터미네이션 저항을 

사용한다. 그림 1.은 XAUI 신호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다[7]. 

 

 
그림 1. XAUI 신호 특성[7]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은 그림 2.와 같이 

Transmission line(T-line)을 간략화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실제 ACCI 에서 만들어지는 T-

line 은 R,L,C 의 기생성분으로 인해 신호의 

왜곡이 생기게 된다. 

 

 
그림 2. SPICE시뮬레이션을 위한 T-line모델 

 

그림 1.에서 보여진 신호는 그림 2.의 채널 

입력으로 인가되고, AC 커플링 커패시터와 R,L,C 

기생성분이 포함된 채널을 통과하여 수신단에 

전달된다. 

1. AC커플링 커패시터와 퍼포먼스의 상관관계 

가. 50pF과 100pF에서의 동작가능 최대 런렝쓰 

(Run Length) 

 

 f
RC

                          (1) 

 

ACCI에서 AC 커플링 커패시터를 기준으로, 

식(1)에 나타난 AC 커플링 커패시터의 3dB 

동작주파수(fmin)는 채널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의 연속 데이터 길이를 결정한다. AC 커플링 

커패시터가 1/2로 줄었을 때, fmin은 커패시터 

용량에 반비례하여 2배가 커짐을 볼 수 있다. 

시스템에 연속된 같은 데이터가 입력으로 인가될 

경우 커패시터가 작아질수록 동작 퍼포먼스는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100pF의 AC 

커플링 커패시터로 연결된 채널이 XAUI 스펙을 

만족시키는 fmin은 50MHz (100Mb/s)이다. 이 

경우 1bit의 길이가 320ps인 XAUI 신호는 약 

31비트의 연속되고 같은 데이터에 해당한다. 

하지만 50pF의 AC 커플링 커패시터 경우 fmin은 

100MHz(200Mb/s)로 약 15bit의 연속되고 같은 

데이터이다. 

 XAUI 스펙에서는 전송라인의 종단에서 

200mVp-p 이상의 신호를 요구한다[7]. 그림 3.에 

보여진 시뮬레이션 결과는 XAUI 스펙을 

만족시키는 연속되고 같은 데이터의 길이가 

100pF과 50pF에서 각각 47비트와 24비트임을 

보여준다. 50pF에선 24비트 이후 100mV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XAUI의 수신부에서 에러가 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50pF과 100pF의 커플링 커패시터가 XAUI 

스펙을 만족시키는 연속 데이터의 길이 

 



 

나. AC 커플링 커패시터 용량에 따른 EYE 의 

크기 변화 

AC 커플링 커패시터 용량에 따른 EYE 의 크기 

변화를 SPICE 시뮬레이션과 실제 보드 상에서의 

측정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실제 측정한 T-

line 의 EYE 와 SPICE 를 통해 시뮬레이션 한 

T-line 의 EYE 이다. 50pF, 100pF 에서 

900G 비트의 데이터에 대하여 실제 측정된 

EYE 의 수직 크기는 각각 210mV 와 

310mV 이고, 2500 비트의 데이터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각각 150mV 와 360mV 

정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위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AC 커플링 

커패시터의 용량이 2배 커졌을 때, EYE의 수직 

크기가 실제 측정에선 약 1.47배, 시뮬레이션에선 

2.4배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커패시터 

용량에 따라 ACCI에서의 신호 전달 성능이 

차이가 남을 보여준다. 앞에서 설명한 AC 커플링 

커패시터의 3dB 동작 주파수(fmin)와 마찬가지로 

EYE의 크기 역시 커패시터 용량에 비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50pF과 100pF에서의 ACCI EYE-diagram 

 

 
그림 5. 50pF과 100pF의 SPICE EYE-diagram 

 

2. ISI를 통한 EYE의 크기 측정 

가. ISI가 EYE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펄스가 인가될 때 생성되는 Inter-

Symbol Interference(ISI)는 펄스가 완전히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압에 다다를 때 까지 다음 

데이터에 영향을 준다. 입력단에 인가되는 모든 

비트가 ISI를 갖게 됨에 따라 그 결과를 누적시킬 

경우 EYE 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8]. 

 

ACCI의 경우 고주파 신호는 통과 시키고 

저주파 신호는 통과 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채널에 1비트의 펄스를 

인가하면 그림 6.와 같은 파형으로 왜곡이 된다. 

그림 6. 의 채널 통과 후 파형은 Common 

Voltage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며 이 

부분을 분석하여 EYE의 크기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림 6. 50pF ACCI 출력단에서의 1비트 펄스의 

Response의 실제파형과 시뮬레이션 파형 

 

SPICE를 통한 T-line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EYE의 크기 변화와 EYE-diagram에서의 EYE 

크기 변화를 비교하였다. 

 

나. 1비트 펄스의 Response를 이용한 ISI 측정 

그림 7.과 그림 8.에서 각각 실제 측정과 

SPICE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에서 보인 1비트 

펄스 Response의 ISI를 비교하였다. XAUI 

스펙의 1비트 시간 간격인 320ps 단위로 측정한 

결과이며 그래프의 마지막에 표시된 값은 1비트 

결과 의 최대값에서 ISI의 총 합을 뺀 값이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AC 커플링 커패시터의 

크기와 EYE-diagram에서의 EYE의 크기가 

비례함을 볼 수 있다. ISI 측정 결과 역시 50pF, 

100pF, 200pF을 비교해 보면 커패시터의 용량이 

커질수록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C 

커플링 커패시터가 커짐에 따라 신호의 마진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림 7. 실제 보드상의 1bit Pulse Response의 ISI 

측정 

 
그림 8. SPICE를 통한 1bit Pulse Response의 ISI 

측정 

 

그림 9.의 50pF, 100pF, 200pF의 AC 커플링 

커패시터 각각에 대해 ISI와 EYE의 크기를 

종합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앞서 설명된 이론이 

AC 커플링 커패시터의 크기에 비례하여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CCI에서 커패시터의 

크기에 따른 동작의 퍼포먼스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냄으로서 AC 커플링 커패시터의 용량이 

커질수록 ACCI에서의 동작 퍼포먼스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50pF, 100pF, 200pF의 EYE의 크기와 

ISI의 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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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Hysteresis Comparator를 통한 ISI 측정 

 

앞 장에서 1비트 펄스의 Response 측정을 

통한 EYE의 크기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그림 10. 과 같은 

회로를 제안하였다. HRx로 표시된 Hysteresis 

버퍼는 버퍼의 Hysteresis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버퍼이다. 프로그램된 Hysteresis 보다 큰 

입력이 들어 올 경우에는 출력의 상태가 변하고 

반대로, Hysteresis 보다 작은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제안된 

회로는 Hysteresis 버퍼의 Hysteresis를 

바꾸면서 1비트 펄스의 Response 를 측정하게 

된다. 

 
그림 10. 1비트 펄스의 Response 측정 회로 

 

제안된 회로는 SPICE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

증하였다. 앞 장의 실험에서는 최대 전압에서 주

기적(320ps 마다)인 시간지연 후의 값을 빼주는 

방법이었다. 제안된 회로에서 원래의 XAUI를 비

트간격 보다 큰, 1ns 단위(1Gbps 속도)로 측정하

였다. 이는 ACCI 채널을 동작 속도보다 낮은 속

도로 테스트가 가능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확인했던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1비트 

펄스의 Response를 단위 시간 간격(1ns)으로 나

누고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사용하여 해당 시간에 

샘플링을 하였다. 각 신호를 여러 번에 거처 

Hysteresis 버퍼의 입력으로 인가시키고 

Hysteresis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해당 파형이 신

호로 인식되지 않아 출력이 나오지 않는 

Hysteresis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파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 11.는 50pF, 100pF, 200pF, 0.1uF 의 

AC 커플링 커패시터를 테스트한 결과이다. 해당 

값은 Hysteresis를 측정한 것으로 오른쪽 SUM 

항목을 보면 각각의 AC 커플링 커패시터의 ISI를 

알 수 있다. 

AC 커플링 커패시터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Hysteresis의 총 합이 반비례 하여 감소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ACCI 채널에서의 퍼포먼스

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출력에서의 AC 커플

링 커패시터가 0.1uF일 경우 Hysteresis의 총합

이 0으로 채널의 퍼포먼스가 좋고, 신호의 왜곡이 

충분히 작음을 의미한다. 

 

 
그림 11. Hysteresis 값의 변화를 나타낸 측정 결과 

 

IV. 결   론 

 

그림 11.의 결과는 해당 시간대의 신호가 얼마

만큼의 Hysteresis까지 신호로 인식하는가를 나

타내는 값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로 떨어

지는 전압의 크기와 시간이 흐름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AC 커플링 커패시터를 포함

한 채널의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다. 전체 

Hysteresis의 합을 비교함으로서 AC 커플링 커

패시터의 이상유무를 판별할 수 있다. 

ACCI에서 커패시터의 크기는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Hysteresis 

버퍼를 사용하여 1비트 펄스의 Response를 측정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 방법으로 AC 커플링 

커패시터가 포함된 채널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커패시터의 이상유무를 판별할 수 있음을 증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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