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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차량용 3차원 영상처리를 위한 16-채널 CMOS 인버터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 어레이
A 16-channel CMOS Inverter Transimpedance Amplifier Array for
3-D Image Processing of Unmanned Vehicles
박 성 민†
(Sung Min Park)
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16-channel transimpedance amplifier (TIA) array implemented in a standard 0.18-μm CMOS
technology for the applications of panoramic scan LADAR (PSL) systems. Since this array is the front-end circuits of the PSL
systems to recover three dimensional image for unmanned vehicles, low-noise and high-gain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Thus, we propose a voltage-mode inverter TIA (I-TIA) array in this paper, of which measured results demonstrate that each
channel of the array achieves 82-dBΩ transimpedance gain, 565-MHz bandwidth for 0.5-pF photodiode capacitance,
6.7-pA/sqrt(Hz) noise current spectral density, and 33.8-mW power dissipation from a single 1.8-V supply. The measured
eye-diagrams of the array confirm wide and clear eye-openings up to 1.3-Gb/s operations. Also, the optical pulse
measurements estimate that the proposed 16-channel TIA array chip can detect signals within 20 meters away from the laser
2
source. The whole chip occupies the area of 5.0 × 1.1 mm including I/O pads. For comparison, a current-mode 16-channel
TIA array is also realized in the same 0.18-μm CMOS technology, which exploits regulated-cascode (RGC) input configuration.
Measurements reveal that the I-TIA array achieves superior performance in optical pulse measurements.
Key Words : Array, CMOS, Inverter, LADAR, RGC, TIA, Unmanned vehicles

1. 서 론

PSL 시스템은 반사체로부터 반사된 빛을 광소자(photodiode)
어레이로 수신하나, 광소자의 출력전류는 여전히 매우 작은 값을

최근 들어 무인차량 주행을 위한 LADAR(Laser Detection
And Ranging) 센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o
360 회전하며 반사체의 3차원 영상을 실현하는 파노라믹 스캔
o
LADAR(PSL) 센서는 레이저를 통해 360 전방위에 걸쳐 목표물
에 광 신호를 보내고, 사물로부터 반사된 광 신호를 스캔하며 복
원함으로써 사물까지의 거리, 방향, 크기 등 3차원적 특징을 알아
낼 수 있는 첨단기술이다[1-3].
그림 1은 기본적인 LADAR 시스템의 원리로서, LADAR는 레
이저 송신부, 광신호 검출부, 신호처리 및 데이터 송수신부로 구
성된다. 반사체로부터 반사된 신호의 크기와 지연시간을 통해 반
사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LADAR 센서 기
술은 거리 측정뿐 아니라 지형관측 등 3차원 영상복원이 가능하
기 때문에 감시정찰 로봇 등의 로봇 분야뿐 아니라, 무인 주행
자동차 분야에 적용가능 하다. 특히, 지능형 스마트 차량용 시각
센서의 경우 전방에 있는 차량인식 외에 전측방 차량 및 보행자
인식, 주행 차선인식 등의 다양한 기능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갖기 때문에, 이를 신호처리에 충분한 전압신호로 바꿔주기 위한
선형성의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TIA) 어레이가 필요하다[2-4].
본 논문에서는 20여 미터 떨어진 반사체로부터의 작은 광 펄스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저잡음 및 높은 이득 특성의 16-채널 트
랜스임피던스 증폭기 어레이를 선보인다. 특히, 전압모드의 16-채
널 인버터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I-TIA) 어레이 칩 및 전류모드
의 16-채널 regulated-cascode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RGC-TIA)
어레이 칩을 0.18-μ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구현하고 각 성능
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잡음 및 저전력 특성을 위해서는 전압모드 형태
를 취하는 반면, 광소자 특성변화가 심할 경우 전류모드의
RGC-TIA 구조를 택할 수 있다[5]. 특히, 4-채널 이상의 어레이
형태를 갖는 멀티채널 수신단의 경우, 전압모드와 전류모드 TIA
어레이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 및 측정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어레이를 설계 및 제작하여 성능비교 하였다. 기본적으로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Electronic Eng.,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E-mail : smpark@ewha.ac.kr
Received : October 26, 2015; Accepted : November 28, 2015

1730

두 어레이 모두 차동구조를 갖도록 함으로써, 전원전압 노이즈
등의 공통모드 잡음에 덜 민감하도록 설계하였다.
회로의 스펙은 최소신호 복원을 위해 TIA 어레이의 각 채널
당 높은 이득 (5-μApp 낮은 입력신호를 감지 할 수 있도록 70
dBΩ 이상의 이득), 넓은 대역폭 (빠른 펄스신호 검출을 위해
500 MHz 이상의 대역폭), 저잡음(20 미터 이상의 목표물 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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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이다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LADAR systems.

(a)

(b)

(c)
그림 2 (a) 16-채널 TIA 어레이의 블록다이어그램, (b) I-TIA의 상세한 회로도, 및 (c) RGC-TIA의 상세한 회로도
Fig. 2 (a) Block diagram of the 16-channel TIA array, and the schematic diagrams of (b) I-TIA, (c) RGC-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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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7 pA/sqrt(Hz) 이하의 잡음), 및 낮은 전력소비 성능을 동
시에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2. 본 론
2.1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

그림 2(a)는 제안한 CMOS TIA 어레이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각 채널의 TIA 회로는 O/E 변환 입력단, 차동구조 변
환회로, 전압이득단, 및 50-Ω 출력 버퍼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b)는 I-TIA의 상세한 회로도를 보여준다. 전압모드 인버
터 입력단은 피드백저항(RF) 및 전류소스(M1)을 포함하며, 특히
입력노드에 DC 옵셋 전류제거를 위한 회로도 포함한다. 수동소자
의 저역통과필터(LPF)를 이용해 입력신호를 차동신호로 변환하
며, 이 후 전압이득단을 거쳐 CML 구조의 출력버퍼로 전압신호
를 출력한다. 소신호 분석에 따라, 입력저항(RIN), 트랜스임피던스
이득(ZT) 및 대역폭(f-3dB)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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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입력 광소자의 기생저항(Rpd) 25 Ω 및 기생 커패시턴스(Cpd)
0.5 pF로 세팅하였다. 그림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IA는
RGC-TIA에 비해 높은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을 갖는다. 대역폭은
약 800 MHz로 20% 좁지만, SNR 최적화 혹은 민감도를 위해
원하는 동작속도의 70% 정도의 대역폭이 효과적이므로
RGC-TIA에 비해 잡음 특성도 좋아진다[5]. 또한, 그림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잡음 전류 스펙트럼 밀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도 40% 이상의 잡음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I-TIA는 회로구조
상, 입력 광소자의 기생 저항값 및 커패시턴스 값의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 있다. RGC-TIA의 경우, 광소자의 기생성분이 심하게
변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출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넓은
대역폭으로 인해 입력 펄스 간 간격이 짧을 경우에도 ISI 현상
없이 복원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5].

(1)



       ≅ 

  

(2)

  

     
 
    

(3)

                 

(a)

그림 2(c)는 전류모드의 RGC-TIA 회로도를 보여준다. RGC
입력단, LPF를 이용한 차동 변환 회로, 추가 이득을 제공하는 두
단 차동증폭기, 및 50-Ω 출력버퍼로 구성된다. RGC 입력단은 공
통게이트 입력단에 로컬 피드백(M2 및 R2) 회로를 추가한 구조로
서, 로컬 피드백단의 전압이득만큼 TIA의 입력 임피던스를 낮출
수 있다[5]. 이로써 광소자의 큰 기생 커패시턴스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넓은 대역폭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입력 임피던스의 변화에도 TIA 출력 특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을 수 있다. 소신호 분석에 따라, 입력저항(RIN), 트랜스임피
던스 이득(ZT) 및 대역폭(f-3dB)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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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TIA 및 RGC-TIA의 주파수 응답 시뮬레이션 결과비
교: (a) 트랜스임피던스 이득 및 대역폭, (b) 노이즈 전류
스펙트럼 밀도
Fig. 3 Post-layout simulations of the I-TIA and RGC-TIA
in terms of (a) TZ gain & bandwidth, (b) noise
current spectral density.

이때, Cg,amp1은 다음 단의 게이트 커패시턴스를 의미한다.

그림 3은 16-채널 I-TIA 및 RGC-TIA 어레이 회로의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시뮬레이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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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널 간 crosstalk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3(a)의 아
래쪽 실선과 점선으로 보여지며, I-TIA 및 RGC-TIA 어레이 각
경우에 대역폭 내에서 25-dB 이상의 signal-to-crosstalk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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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동일한 칩 코어 면적 내에서 I-TIA가 약 3 dB 이상의
성능개선을 갖는 이유는 출력전압이 substrate를 통해 입력단으
로 전달되어 잡음으로 나타나는 Far-End Crosstalk (FEXT) 특

다이오드 전류 36-μApp에 해당하는 입력신호에 대해, 단일 출력
전압은 1.0 Gb/s에서 134 mVpp 를 갖는다.

성이 개선된 것이다. 전류모드의 RGC-TIA는 입력저항이 매우
낮기 때문에 FEXT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7].
2.2 칩 제작 및 측정결과

제안한 두 종류의 16-채널 TIA 어레이 칩은 0.18-μ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4(a)는 I-TIA어레이 칩 사진
및 PCB 모듈을 보여준다. 16-채널 칩 면적은 I/O 패드를 포함하
2
여 5.0 × 1.1 mm 이며, 각 채널 당 소모전력은 1.8-V 전원전압에
서 약 34 mW 이다. 그림 4(b)는 eye-diagram을 측정할 수 있
는 테스트 셋업으로, 애질런트사 DCA-X 86100D oscilloscope를
이용하여, 최대 1.3 Gb/s까지 측정 하였다.
그림 5는 모든 채널이 동시에 켜질 때, 500-Mb/s, 800-Mb/s,
31
1.0-Gb/s, 1.3-Gb/s 동작속도에서 2 -1PRBS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한 채널의 전기적 eye-diagram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포토

31

그림 5 2 -1 PRBS 입력에 대한 I-TIA 어레이의 eye-diagram
측정결과 (@ 36-μApp 입력신호): (a) 500-Mb/s, (b)
800-Mb/s, (c) 1.0-Gb/s, (d) 1.3-Gb/s
Fig. 5 Measured eye-diagrams of the proposed I-TIA array
(@36-μApp 231–1 PRBS inputs): (a) 500-Mb/s, (b)
800-Mb/s, (c) 1.0-Gb/s, (d) 1.3-Gb/s.

(a)

그림 6 제안한 I-TIA 어레이의 주파수 응답 측정 결과
Fig. 6 Measured frequency responses of the proposed I-TIA
array.

그림 6은 주파수 응답을 측정한 결과로서, 애질런트사 N5071C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하여 S-parameters를 측정한 후,

(b)
그림 4 제안한 16-채널 I-TIA 어레이 칩 사진 및 PCB 모듈
Fig. 4 Chip photo and PCB-module of I-TIA array.

Z-parameters로 변환하였다. 광 검출기로 사용한 포토다이오드의
기생 커패시턴스는 0.5 pF이며, 이때, 76-dBΩ 트랜스임피던스 이
득 및 720-MHz 대역폭의 성능을 갖는다. 또한, 인접 채널 간(채
널 8번 및 9번) Signal-to-Crosstalk Ratio(SCR) 성능은 29 dB
를 갖는다.
한편, I-TIA 어레이의 잡음성능을 나타내는 수신감도는 비트
오류율(BER)로 측정하였다. 안리쓰사 MP1775A 펄스패턴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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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MP1764C 에러 검출기를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231-1 PRBS
-9
1.0-Gb/s 차동신호 데이터에 대해 측정하였고, 10 BER에 대해
1-Gb/s 동작속도에서 -27.3-dBm 수신감도를 갖는다.
그림 7(a)는 광 펄스 측정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보여준다. 광
측정모듈은 하마마츠사의 InGaAs PIN 포토다이오드 (0.9-A/W
반응도) 16-채널 어레이를 제안한 I-TIA 어레이 칩에 가능한 가
깝게 와이어 본딩 하여 제작하였다. 87.5-W 출력파워를 갖는
1,550-nm 파장의 레이저 소스에 ND4.0 NIR (700∼1100nm, C코팅) 필터를 붙임으로써, 레이저로부터 출력되는 광신호의 크기
를 3,170배 감소시켰다. 레이저 소스는 4-ns 펄스폭을 갖는 광
펄스 신호를 100-kHz 회전속도를 가지며 360o 전방위로 전송한
다. 그림 7(b)는 ND4.0 필터를 통과 한 후 약 30-cm 정도 떨어
져 있는 I-TIA 어레이 칩에서 검출한 광 출력 펄스신호이다. 8번
및 9번 채널의 차동출력 노드에서 약 42-mVpp 출력펄스가 검출
되었다. 이를 통해, 참고문헌 [8]에서 제시한 목표물까지의 검출
거리를 추정할 수 있으며, 20 미터 이상의 반사된 광 펄스신호를
검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류모드 16-채널 RGC-TIA 어레이 칩 역시 동일한
0.18-μm CMOS 공정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8(a)는 16-채널
RGC-TIA 어레이 칩의 사진 및 측정용 PCB를 보여준다. LDO
2
회로와 I/O 패드를 포함한 전체 칩 면적은 5 × 1.1 mm 이다. 그
림 8(b)는 한 채널 코어회로의 레이아웃으로, 코어 면적은 270 ×
2
180 μm 이며, 전력소모는 1.8-V 전원전압에 대해 27 mW 이다.

(a)

(a)

(b)
그림 8 (a) 제안한 16-채널 RGC-TIA 어레이 칩 사진 및 PCB
모듈, (b) 한 채널 레이아웃
Fig. 8 (a) Chip photo and PCB-module of RGC-TIA array,
(b) single-channel layout.

(b)
그림 7 (a) 광 펄스 측정을 위한 테스트 환경 (FR4 PCB 모듈),
(b) ND4.0 필터 통해 측정된 출력 펄스
Fig. 7 (a) Test-setup for optical pulse measurements (FR4
PCB module), and (b) the measured output pulses
through ND-4.0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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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500-Mb/s, 800-Mb/s, 1.0-Gb/s, 및 1.3-Gb/s 동작
31
속도에 대해 10-μApp 2 -1 PRBS 입력에 대한 출력 eye-diagram
결과를 보여준다. I-TIA 회로에 비해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1.3-Gb/s 동작속도까지 비교적 크고 깨끗한 eye를 얻을 수 있었
다. 다만, 잡음성능의 저하로 인해 random jitter가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0은 16-채널 RGC-TIA 어레이 회로의 주파수 응답 측
정결과로서, 각 채널 당 64.4-dBΩ 트랜스임피던스 이득, 726-MHz
-9
대역폭, 25-dB SCR 값을 얻었다. 수신감도의 경우, 10 BER 에
대해 –21.3 dBm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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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 -1

PRBS

입력에

대한

RGC-TIA

어레이의

eye-diagram 측정결과 (@ 36-μApp 입력신호): (a)
500-Mb/s, (b) 800-Mb/s, (c) 1.0-Gb/s, (d) 1.3-Gb/s
Fig. 9 Measured

eye-diagrams

of

the

RGC-TIA

array

31

(@36-μApp 2 –1 PRBS inputs): (a) 500-Mb/s, (b)
800-Mb/s, (c) 1.0-Gb/s, (d) 1.3-Gb/s.

그림 11 ND 3.0 필터 통해 측정된 광 출력 펄스
Fig. 11 Measured optical pulses through ND-3.0 filter.

출력을 측정한 결과, 8번 출력 노드에서 68-mVpp 의 신호가 검
출되었으나, post-cursor가 매우 길고 ripple이 심한 출력을 내는
데, 이는 앞 선 전압모드 I-TIA 회로에 비해 6 dB 이상의 잡음
성능 저하 및 4 dB 이상의 crosstalk 성능 저하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1은 제안한 두 종류의 CMOS TIA 어레이에 대한 성능을
요약하며, 기존 LADAR 시스템용의 m × 1 CMOS TIA 어레이 칩
과의 성능비교를 요약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16-채널의 전
압모드 I-TIA 어레이는 20여 미터 이상의 먼 거리 물체로부터
반사된 광 펄스신호를 복원할 수 있으며 이는 전류모드 어레이에
비해 높은 수신감도와 SCR 특성에 의한 개선으로 판단된다.
표

1 제안한 인버터 TIA 어레이의 성능 요약 및 비교

Table 1 Performance

summary

and

comparison

of

the

proposed inverter TIA array.
성능요약
그림 10 RGC-TIA 어레이의 주파수 응답 측정 결과
Fig. 10 Measured frequency responses of the RGC-TIA
array.

공정 (μm)
회로 입력단

[9]

[10]

RGC-TIA

I-TIA

0.18

0.18

캐스코드

RGC

INV

0.18

전류미러

(전류모드) (전압모드) (전류모드) (전압모드)
4

1

16

16

58

82

64.4

82

대역폭 (MHz)

2700

2400

726

565

GBW (THzΩ)

2.1

30.2

3.4

7.1

N/A

-17

-21.3

-27.3

N/A

N/A

25

29

32

19.5

27

33.8

채널 수

그림 11은 광 펄스 측정결과로서 I-TIA 어레이와 같이 하마
마츠사의 InGaAs PIN 포토다이오드 (0.9-A/W 반응도) 16-채널
어레이를 RGC-TIA 어레이 칩에 가능한 가깝게 와이어 본딩 하

트랜스임피던스

였고, 4-ns 펄스폭 및 87.5-W 출력파워를 갖는 1,550 nm 파장
의 레이저 소스를 RGC-TIA 어레이 칩에서 30-cm 떨어뜨린 후,
100 kHz 회전속도로 전송하였다. 광 필터의 경우, 출력 광 파워
를 ND 3.0 필터를 사용하여 감쇄하였다. 이는 레이저로부터 출력
되는 광신호의 크기를 0.24% (약 414 배)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ND 4.0 필터 (약 3,170 배)와 비교해 약 18 dB 큰 광신호가
입력되어야 출력되는 것으로, 이는 RGC-TIA의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이 18 dB 작은 이유 때문인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RGC-TIA 어레이의 채널에서 발생하는 single-ended

이득 (dBΩ)

수신감도(dBm)
-9

@10

BER

SCR (dB)
채널 당 전력
소모 (mW)
반사체 검출
거리 (meter)

무인차량용 3차원 영상처리를 위한 16-채널 CMOS 인버터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 어레이

N/A

N/A

N/A

> 20

1735

전기학회논문지 64권 12호 2015년 12월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파노라믹 스캔 라이다(PSL) 시스템을 위한 멀
티채널 광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 어레이 두 종류를 0.18-μ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제안한 전압모드 I-TIA 어
레이 회로는 기존의 전류모드 RGC-TIA 어레이 회로에 비해, 7.6
배 넓은 GBW 특성을 가지며, 4 dB 이상의 crosstalk 개선효과
및 6 dB 이상의 저잡음 특성을 갖는다. 특히, 광 펄스 특성을 통
해 제안한 I-TIA 어레이 칩은 20 미터 이상에서부터 반사된 광
펄스신호를 검출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반면, crosstalk
및 잡음특성이 낮은 전류모드 RGC-TIA 어레이는 10 여 미터
이내의 반사체로부터 반사된 광 펄스신호를 복원할 수 있음을 예
상할 수 있기에, PSL 시스템용의 저비용 솔루션으로 전압모드
I-TIA 어레이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감사의 글

Cables”, IEICE Electronics Express, Vol. 11, No.23, pp.
20140927, Dec. 2014.
[8] M. Lee and S. Baeg., “Laser Radar Technology and
Applications XVII”, 83790Z, May 2012.
[9] J. Shin, J. Lee, and S. M. Park., “A 2.5-Gb/s Modified
Current-Mirror Transimpedance Amplifier in 0.18-mm
CMOS Technology”, 2012 SoC Conference, pp. 1-4, Apr.
2012.
[10] Y. Wang et al., “A 2.4 GHz 82 dBΩ fully differential
CMOS transimpedance amplifier for optical receiver
based on wide-swing cascode topology”, IEEE ISCAS
2005, pp. 1601-1605, May 2005.

저

자

소

개

이 연구는 민․군 겸용 기술사업 (Dual Use Technology
Program)으로 지원받았음. 또한,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4R1A2A2A01005686). IDEC의
EDA tool을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박 성 민 (Sung Min Park)
1993년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사 졸
업. 1994년 Univ. of London 전자공학과 석
사졸업. 2000년 Imperial College London
전자공학과 박사졸업.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References
[1] R. D. Richmond et al., "Direct-Detection LADAR Systems,

"SPIE Tutorial, WA, USA, Vol. TT85, SPIE, 2010.
M. Jang et al., “Multi-channel transimpedance
amplifier array for short-range unmanned vehicle
system”, J. of IEEK, SD-50, No. 12, pp. 40-49, Dec.
2013.
[3] J. Nissinen et al., “Integrated Receiver Including Both
Receiver Channel and TDC for a Pulsed Time-of-Flight
[2] Y.

Laser Rangefinder With cm-Level Accuracy”, IEEE J.
Solid-Stage Circuit, pp. 1486-1497, May 2009.
[4] T. B. Kumar et al., “A DC to 14GHz Fully Differential
Amplifier for Wideband low power applications”, ISOCC
2011, pp. 9-12, Nov. 2011.
[5] S. M. Park and H.–J. Yoo., “1.25-Gb/s Regulated
Cascode CMOS Trans-impedance Amplifier for Gigabit
Ethernet Application,” IEEE J. Solid-State Circuits, Vol.
39, No. 1, pp. 112–121, Jan. 2004.
[6] B. Razavi, ‘Design of Integrated Circuits for Optical
Communications’, McGraw Hill, 2003.
[7] S. H. Kim et al., “A Multi-Channel Current-Mode
CMOS Optical Receiver Array for Active Optical HDMI

1736

전자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