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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시스템용 멀티채널 CMOS 피드포워드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 어레이
A Multi-channel CMOS Feedforward Transimpedance Amplifier Array for LADAR Systems
김 성 훈*․박 성 민†
(Seung-Hoon Kim․Sung Min Park)
Abstract - A multi-channel CMOS transimpedance amplifier(TIA) array is realized in a 0.18-μm CMOS technology for the
applications of panoramic scan LADAR systems. Each channel consists of a PIN photodiode and a feed-forward TIA that
exploits an inverter input stage followed by a feed-forward common-source amplifier so as to achieve lower noise and higher
gain than a conventional voltage-mode inverter TIA. Measured results demonstrate that each channel achieves 76-dBΩ
transimpedance gain, 720-MHz bandwidth, and -20.5-dBm sensitivity for 10-9 BER. Also, a single channel dissipates the power
dissipation of 30 mW from a single 1.8-V supply, and shows less than -33-dB crosstalk between adjacent channels.
Key Words : Array, CMOS, LADAR, PIN photodiode, TIA

1. 서 론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TDC 회로는 시작 펄스와
마지막 펄스의 시간차를 비교하여, 거리 데이터를 얻는다. TX는

라이다 시스템은 레이저의 광 신호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효과
적으로 특징화하는 기술로써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1]. 대상(목표
물)으로부터 반사된 빛은 멀티채널의 광 수신기 어레이에서 검출
한 후 3차원의 이미지로 처리한다[2]. 라이다 시스템은 무인 또

레이저 구동회로이며, RX는 멀티채널의 포토다이오드 어레이, 트
랜스임피던스 어레이, 및 판별회로로 구성된다[4].

는 지능형 차량, 감시 정찰 로봇과 전투 로봇, 무인 선박, 무인
헬리콥터, 또는 공장 자동화를 위한 로봇, 및 이송 로봇에 적용
할 수 있다. 특히 지능형 무인차량에서 전방 및 주변 시각 센서
는 보행자와 주행차선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파노라믹 스캔 라이다(Panoramic Scan LADAR, 혹은 PSL) 시스
템이 매우 적절하다. PSL 센서는 기계적으로 360° 회전함으로써
전 방위에 걸쳐 3-D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3].
PSL 시스템의 front-end 회로는 일반적으로 m × 1 멀티채널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TIA) 어레이를 사용한다. 이때, 반사되는
무선 광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높은 이득과 저잡음 특성이 필요
하고, 또한 펄스형태의 신호처리를 하므로 rising 및 falling edge
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TIA 내 각 채널의 동작속도는 1-Gb/s의
높은 동작속도가 필요하다.
그림 1은 LADAR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송신기(Transmitter,
혹은 TX)로부터 광 신호를 무선전송하고, 수신단(Receiver, 혹은
RX)의 포토다이오드(PD) 및 TIA 어레이에서 반사광을 수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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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이다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LADAR systems.

본 논문에서는, PSL 시스템을 위한 16-채널의 TIA 어레이를
0.18-μ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제안한 TIA 어레
이의 각 채널은 높은 이득 (5-μApp 낮은 입력신호를 감지 할 수
있는 > 70 dBΩ), 넓은 대역폭 (빠른 펄스 검출을 위한 > 700
MHz), 저잡음(중장거리 목표물 검출을 위한 <7 pA/sqrt(Hz)), 및
낮은 전력 소비의 성능을 동시에 최적화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로
써, 20 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검출할 수 있는 PSL
시스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2(a)는 기존의 전압모드 인버터 TIA 입력단 회로도를 보
여준다. 이 경우,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은 피드백 저항(RF)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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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a) 기존의 인버터 TIA 입력단 회로도, 및 (b) 제안한 멀티채널 CMOS TIA 어레이의 한 채널 회로도
Fig. 2 (a) Conventional INV-TIA input stage, and (b)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proposed feedforward TIA.

비례하지만, 대역폭 및 노이즈 성능이 입력단 기생 커패시턴스의
작은 변화에도 심각하게 악화 될 수 있다[4].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인버터 TIA와 동일한 입력 임피던스 및 대역폭 성능을 가
지나, 두 배 향상된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을 갖는 피도포워드 TIA
를 제안하였다 (그림 2(b) 참조). 또한 노이즈 성능도 피드포워드
공통소스단의 트랜스컨덕턴스(gm) 값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인
버터 TIA에 비해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2. 본 론
(a)

2.1 피드포워드 TIA

그림 2는 제안한 CMOS TIA의 회로도를 나타낸다. TIA 회로
는 피드포워드 입력단, 차동구조 변환회로, 전압 이득단, 및 50Ω 출력 버퍼로 구성되어 있다. 소신호 분석에 따르면, 입력저항
(RIN), 트랜스임피던스 이득(ZT) 및 대역폭(f-3dB)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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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존 인버터 TIA와 제안한 피드포워드 TIA의 주파수 응
답 시뮬레이션 결과비교: (a) 트랜스임피던스 이득 및 대

이때,                  

, 및

역폭, (b) 노이즈 및 입력임피던스

또한, A1 및 A2는 증폭단의 전압

Fig. 3 Post-layout simulations of the feedforward TIA and

이득을 나타내며, A1 = (gm1n + gm1p)×(ro1n||ro1p), 및 A2 =
~gm2nR2.

INV-TIA in terms of (a) TZ gain & bandwidt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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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impedance & noise current spectra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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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제안한 피드포워드 TIA의 트랜스임피던스 이득(ZT),
대역폭(f-3dB), 입력저항(RIN), 및 노이즈 전류 스펙트럼 밀도
(ieq) 성능을 기존 인버터 TIA와 비교한 포스트-레이아웃 시뮬레
이션 결과이다. 매우 유사한 입력저항 및 대역폭의 성능에 대해,
피드포워드 TIA는 약 2배 (혹은 6 dB) 개선된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을 갖는다. 잡음성능은 피드포워드 공통소스단 적용에 의해
약 1.1 dB 개선되었다.

2.2 칩 제작 및 측정결과

제안한 16-채널 피드포워드 TIA 어레이 칩은 0.18-μm CMOS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하였다. 그림 4는 칩 사진으로, 칩 면적은
2
I/O 패드를 포함하여 5.0 × 1.1 mm 이다.
먼저,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였다. 애질런트사 N5071C 네트워
크 분석기를 이용하여 S-parameters를 측정하였고, Z-parameters
로 변환하였다. 그림 5는 제안한 피도포워드 TIA 어레이의 주파

31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2 -1 PRBS를 갖는 200-Mb/s, 500-Mb/s,
800-Mb/s, 1.0-Gb/s와 1.2-Gb/s의 차동신호 데이터에 대해 측
-9
정하였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BER에 대해 1-Gb/s
속도에서 -20.5-dBm 수신감도를 갖는다. 큰 입력전류(1mApp)에
-9
대해서도 과부하 레벨(overload level)이 검출되지 않았기에 10
의 BER을 보장한다.
피드포워드 TIA의 eye-diagram은 애질런트사 DCA-X 86100D
oscilloscope를 이용하여, 최대 1.3 Gb/s까지 측정하였다. 그림 7
은 모든 채널이 동시에 켜질 때, 500-Mb/s, 800-Mb/s, 1.0-Gb/s,
31
1.3-Gb/s 동작속도에서 2 -1 PRBS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한
채널의 전기적 eye-diagram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포토다이오드
전류 10 μApp에 해당하는 입력신호에 대해, 단일 출력전압은 1.0
Gb/s에서 31 mVpp으로 측정된다.

수 응답 측정결과를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광 검출
기로 사용한 포토다이오드의 기생 커패시턴스(0.5 pF)에 대해,
76-dBΩ 트랜스임피던스 이득 및 720-MHz 대역폭을 갖는다. 또
한, 33 dB의 인접채널 간(채널 8번 및 9번) signal-to-crosstalk
ratio(SCR)을 갖는다[7]. 한편, 피드포워드 TIA 어레이의 수신감
도는 비트 오류율(BER)로 측정하였다.
안리쓰 MP1775A 펄스패턴생성기와 MP1764C 에러 검출기를

31

그림 6 2 -1 PRBS 입력에서 제안한 피드포워드 TIA 어레이의
BER 측정결과
그림 4 제안한 CMOS 피드포워드 TIA 어레이의 칩 사진
Fig. 4 Chip photo of the proposed feedforward TIA array.

Fig. 6 Measured BER of the proposed feedforward TIA
31

array with 2 -1 PRBS inputs.

그림 7 231-1 PRBS 입력에서 제안한 피드포워드 TIA 어레이의
그림 5 제안한 피드포워드 TIA 어레이의 주파수 응답 측정 결과
Fig. 5 Measured

frequency

responses

of

the

proposed

feed- forward TIA array.

라이다 시스템용 멀티채널 CMOS 피드포워드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 어레이

eye-diagram 측정결과 (@ 10-μApp 입력신호)
Fig. 7 Measured eye-diagrams of the proposed feedforward
31

TIA array (@10-μApp 2 –1 PRBS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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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갖는다. 또한 노이즈 전류 스펙트럼 밀도 역시 약 24%
개선된 성능을 보이기에, 보다 먼 거리의 목표물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표

1 제안한 피드포워드 TIA 어레이의 성능 요약 및 비교

Table 1 Performance summary and comparison of the proposed feedforward TIA array.
(a)

성능요약

(b) ND4.0 필터 통해 측정된 출력 펄스
Fig. 8 (a) Test-setup for optical pulse measurements (FR4
PCB module), and (b) the measured output pulses
through ND-4.0 filter.

소모전력은 1.8-V 전원전압에서 각 채널 당 30 mW(다시 말
해, 16.6-mA 소모전류)이다.
그림 8(a)는 광 펄스 측정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보여준다. 하
마마츠사의 InGaAs PIN 포토다이오드 (0.9-A/W 반응도) 어레이
를 이용에서 제안한 피드포워드 TIA 어레이 칩에 가능한 가깝게
와이어 본딩하여 측정모듈을 구성한다. 레이저 소스에 ND4.0
NIR (700∼1100nm, C-코팅) 필터를 붙임으로써, 레이저로부터
출력되는 광신호의 크기를1,010배 감소시키도록 한다. 87.5-W의
매우 큰 파워를 가지는 1,550 nm의 레이저 소스는 4-ns 펄스폭
을 갖는 광 신호를 생성하고, 100 kHz의 회전속도를 가지며 광
펄스를 전송한다.
그림 8(b)는 ND4.0 필터를 통과 한 후 약 30-cm 정도 떨어
져 있는 TIA 어레이 칩으로 검출되어 출력한 광 펄스신호를 보
여준다. 8번 채널의 차동출력 노드에서 약 22-mVpp 출력펄스가
검출되었다. 이를 통해, 참고문헌 [3]에서 제시한 목표물까지의
검출 거리를 추정할 수 있으며, 25 미터 이상의 반사된 광 펄스
신호를 검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는 제안한 피드포워드 CMOS TIA 어레이의 성능을 요약
하며, LADAR 시스템 응용을 위해 제작한 m x 1 CMOS TIA 어
레이와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참고문헌 [2]의 8-채널 어레이 경
우, 소면적의 single-ended TIA로서 post-amplifier 단이 없기
때문에 전력소모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이
낮고, 노이즈 성능이 열화되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인버터 TIA
어레이와 성능비교할 때, 유사한 대역폭 및 전력소모에 비해 2배
(6 dB)의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을 가지며, 5 dB 개선된 cross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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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IA

work

공정 (μm)

0.18

0.18

0.18

Single-ended

Differential

Differential

채널 수

8 × 1

16 × 1

16 × 1

65

70

76

대역폭 (MHz)

1200

760

720

SCR (dB)

23

28

33

12

7.8

6.3

N/A

N/A

-20.5

N/A

N/A

> 25

10

26.4

30

이득 (dBΩ)

그림 8 (a) 광 펄스 측정을 위한 테스트 환경 (FR4 PCB 모듈),

기존 인버터

출력신호 형태
트랜스임피던스

(b)

[2]

노이즈 전류
스펙트럼 밀도
(pA/sqrt(Hz))
민감도 (dBm)
-9

@10

BER

목표물 거리
(meter)
채널 당 전력
소모 (mW)

3. 결 론
파노라믹 스캔 라이다(PSL) 시스템을 위한 멀티채널 광 트랜
스임피던스 증폭기 어레이를 0.18-μ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제안한 피드포워드 TIA 회로는 기존의 전압모드 인
버터 TIA 회로와 유사한 대역폭 및 입력저항 성능에 대해, 약 6 dB
향상된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을 가지며, 5 dB 이상의 crosstalk
개선효과를 갖는다. 특히, 제안한 피드포워드 TIA 어레이 칩으로
측정한 광 펄스신호의 측정은 25 미터 이상에서부터 반사된 광
펄스신호를 검출 할 수 있다고 예상하게 된다. 이로써, 저 비용의
CMOS 공정으로 제안한 피드포워드 TIA 어레이는 PSL 시스템용
에 적합한 front-end 칩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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