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5, No. 5, pp. 831～835, 2016

http://dx.doi.org/10.5370/KIEE.2016.65.5.831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831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무인차량 라이다용 CMOS 듀얼채널 자동 이득조절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 어레이

A Dual-Channel CMOS Transimpedance Amplifier Array with Automatic Gain Control 

for Unmanned Vehicle LADARs

홍 채 린*․박 성 민†

(Chaerin Hong․Sung Min Park)

Abstract - In this paper, a dual-channel feed-forward transimpedance(TIA) array is realized in a standard 0.18-μm CMOS 

technology which exploits automatic gain control function to provide 40-dB input dynamic range for either detecting targets 

nearby or sensing imminent danger situations. Compared to the previously reported conventional feed-forward TIA, the 

proposed automatic-gain-control feed-forward TIA(AFF-TIA) extends the input dynamic range 25 dB wider by employing a 

4-level automatic gain control circuit. Measured results demonstrate the linearly varying transimpedance gain of 47 to 72 dBΩ, 

input dynamic range of 1:100, the bandwidth of ≧670 MHz, the equivalent input referred noise current spectral density of 6.9 

pA/√HZ, the maximum sensitivity of –26.8 dBm for 10-12 BER, and the power consumption of 27.6 mW from a single 1.8-V 

supply. The dual-channel chip occupies the area of 1.0 × 0.73 mm2 including I/O p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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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능형 디바이스 플랫폼 시장의 발전과 함께 미래의 무인차량 

시스템용 집적회로 분야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무인차량 시스

템 구현을 위한 기술로는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 중 

LADAR(Laser Detection and Ranging) 기술은 뛰어난 사물인식 

성능 및 거리 측정과 안정적인 구동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다른 

기술보다 선호된다 [1]. LADAR 시스템은 1,550-nm 파장의 레

이저로부터 짧은 광 펄스신호를 송신하며, 반사체로부터 반사된 

펄스신호를 광 검출기인 포토다이오드 어레이 및 front-end 집

적회로 칩을 이용하여 복원함으로써 거리정보 및 3차원의 사물

인식까지 가능하게 한다. 수신기에 입력된 광신호는 포토다이오

드를 통해 전류신호로 검출되며, 그 크기는 먼 거리 반사체의 경

우 매우 미약한 전류신호로 나타난다. 하지만 가까운 반사체 혹

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교통사고 상황의 경우 매우 큰 전류신

호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입력 다이나믹 레인지 특성을 갖

는 아날로그 선형 증폭기 회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트랜스

임피던스 증폭기(TIA)를 이용하여 선형성을 갖는 front-end 집

적회로를 구현한다. 참고문헌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 거

리의 반사체로부터 반사된 미약한 광 펄스신호를 복원하기 위하

여 잡음전류를 낮추고,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을 높이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인차량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 (예: 아이가 인도에서 갑자기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달려갈 경우)에서의 검출은 매우 큰 전류신호 (over-current)가 

발생하기에 이를 검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반사되는 광 펄스신호까지 복원할 수 있

도록 넓은 입력 다이나믹 레인지 특성을 갖는 TIA 회로를 설계

하였다. 

참고문헌 [2]에서 제시한 피드포워드 TIA의 구조는 트랜스임

피던스 이득 및 저잡음 특성 등의 최적화를 위해 제안되었다. 하

지만, 입력 전류신호의 크기가 50 μApp 이상일 경우 신호 복원

이 불가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드포워드 TIA 내에 큰 

입력전류의 신호처리가 가능하도록 자동 이득조절 기능

(automatic gain control 혹은 AGC) 회로를 추가한 듀얼-채널 

CMOS 자동이득조절 피드포워드 TIA(AFF-TIA) 어레이 칩을 구

현하였다. 즉,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의 크기를 25 dB 이상 조절

(47~72 dBΩ)이 가능하도록 하며, 넓은 입력전류 범위(7~700 μ

App)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짧은 주기(1 ns)의 펄스신호까지 복원할 수 있는 넓은 대역폭 

(670 MHz)과 저 전력소모 (채널 당 27.6 mW) 특성도 갖는다. 

0.18-μm CMOS 공정으로 구현하였으며, 각 채널의 칩 코어 사이

즈는 295 × 240 μm2, 전체 칩 사이즈는 1.0 × 0.73 m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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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ADAR 시스템의 개요

Fig. 1 Block diagram of a typical LADAR System.

2. 본  론

2.1 시스템 개요

무인 자율주행 차량에 필요한 LADAR 시스템의 작동원리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센싱함으로써 목

표물과 자율주행 차량 사이의 거리 및 방향을 신호적으로 처리

한 후, 3차원 이미지까지 복원해 내는 방식이다. 특히, 360o 전 

방위에 걸쳐 LADAR 시스템이 회전하면서 센싱하는 파노라믹 

스캔 라이다 (panoramic scan LADAR 혹은 PSL)는 벨로다인사 

PSL 시스템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5].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

로 레이저 송신부, 반사 신호의 수신 및 처리를 위한 수신기 어

레이, 그리고 실시간 3차원 영상구현을 위해 3차원의 레이저 스

캐너로 구성된다.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반사체(혹은 

장애물)에서 반사된 광신호가 수신단 front-end 회로에 도달하

면, 광 신호 검출기인 포토다이오드에 의해서 전류신호로 변환되

고, 바로 연이은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TIA)에 의해 전압신호로 

출력된다. 뒷단의 포스트-앰프(PA)는 TIA 출력 전압신호를 증폭

하여 신호처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특히, 먼 거리의 반사체로부

터 반사되는 입력 전류신호는 매우 작기 때문에, TIA 및 PA단

의 높은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으로 처리한다. 한편, 사고의 위험

도가 높은 매우 근거리의 장애물인 경우, 반사된 신호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수신단 front-end 회로는 근거리의 큰 신호에 대해 

선형적으로 신호를 깨끗이 복원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따

라서 낮은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의 특성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자율주행을 보장하기 위해 장해물의 감지 및 처

리가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입력되는 신

호의 펄스폭 및 에코(echo)에 의한 간섭효과를 제거할 수 있도록 

수신단 TIA 회로는 넓은 대역폭과 저잡음 특성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버터 입력단과 피드포워드 공통소스

단을 결합한 피드포워드 TIA를 기본구조로 설계하였으며, 큰 입

력전류 신호에 대해서도 선형적으로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을 조절

할 수 있는 AGC 기능을 포함하였다.

2.2 AFF-TIA 회로설계

그림 2는 제안한 AFF-TIA 회로의 블록다이어그램 및 상세한 

회로도를 보여준다. 먼저, 피드포워드-TIA 입력단은 전압모드의 

인버터(INV) 및 공통소스단(CS)을 피드포워드로 연결하여 구성한

다. 피드포워드-TIA 입력단의 출력전압은 single-ended이므로, 

이를 LPF를 거쳐 차동구조의 PA로 변환한다. 또한 LPF를 통과

한 DC 전압은 op-amp(A)의 기준전압(VREF)과 비교함으로써 출

력 DC 전압(VCcont)을 발생시키며, 발생된 VCont 전압이 네 단의 

AGC 스위치를 켜게 된다. MOSFET 소자로 구현한 스위치의 

W/L 사이즈는 각각 다르게 설계하여, AGC 기능을 4-level로 나

누도록 하였다. 이는 갑작스런 반사체 및 장애물의 움직임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over-current 방지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넓

은 범위의 입력전류 다이나믹 레인지 특성을 위해 트랜스임피던

스 이득을 자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AGC 

기능을 입력 전류신호 200 μApp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눠서 

서로 다른 증폭변화의 비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200 μApp 보다 

작은 입력신호에 대해서는 0.1 dBΩ/μApp 의 비율로 트랜스임피

던스 이득이 변화되도록 설계하였고, 200 μApp 보다 큰 입력전류 

신호에 대해서는 0.015 dBΩ/μApp 의 비율 특성을 갖도록 하였

다. 이로써, AGC 기능이 동작되는 최소 입력전류 크기는 7 μApp, 

최대 입력전류는 700 μApp 이다.

그림 2 제안한 AFF-TIA의 블록다이어그램 및 회로도

Fig. 2 Schematic diagrams of the proposed AFF-TIA.

2.3 칩 제작 및 측정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듀얼-채널 AFF-TIA 어레이 회로는 

0.18-μ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3은 설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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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한 AFF-TIA 어레이의 layout 및 칩 사진

Fig. 3 Layout and chip photograph of the AFF-TIA.

그림 4 주파수 응답 측정결과 및 시뮬레이션 비교

Fig. 4 Measured frequency response and its post-layout 

simulation results.

그림 5 입력 전류신호 변화에 따른 트랜스임피던스 이득 측정결

과 및 시뮬레이션 비교

Fig. 5 Measured transimpedance gain and post-simulated 

results with variation of input current signals.

AFF-TIA 어레이의 레이아웃 및 칩 사진을 보여준다. 한 채널의 

코어 사이즈는 295 × 240 μm2 면적을 차지하며, 듀얼-채널 어레

이는 1.0 × 0.73 mm2 면적을 차지한다. 

그림 4는 AFF-TIA 어레이 칩의 주파수 응답을 측정한 결과

그림 6 제안한 AFF-TIA 어레이의 측정 eye-diagrams: 

(a) 7μPP, (b) 20μAPP, (c) 400μAPP, (d) 700μAPP

Fig. 6 Measured eye-diagrams of the AFF-TIA for iPD of 

(a) 7μAPP, (b) 20μAPP, (c) 400μAPP, (d) 700μAPP.

와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AGC 

기능을 통해 25 dB의 트랜스임피던스 이득 변화(47~72 dBΩ)를 

가지며, 채널 간 crosstalk 성능은 SCR(signal-to-crosstalk 

ratio) 지수로 최대 27 dB를 갖는다. 이는 신호 대비 crosstalk의 

영향이 0.2 %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낮은 트랜스임피던스 이득 

특성은 큰 크기의 신호가 입력되는 상황이며 이 경우의 

crosstalk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대역폭은 트랜스임피

던스 이득에 대해 모두 670-980 MHz의 대역폭 성능을 갖는다. 

그림 5는 transient 입력 전류 신호에 대한 출력 전압의 크기

를 측정한 결과로서,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결과와 매우 

유사한 성능을 갖는다. 특히, AFF-TIA 어레이 설계에서 설정한 

200 μApp를 기준으로, 그보다 작은 입력 전류신호에 대해서는 

0.1 dBΩ/μApp 선형비를 가지며, 200~400 μApp의 입력 전류신호

에 대해서는 0.025 dBΩ/μApp, 또한 400~700 μApp의 입력 전류

신호에 대해서는 0.01 dBΩ/μApp 의 선형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제안한 AFF-TIA 어레이 칩의 eye-diagram 측정결

과를 보여준다. 7 μApp의 매우 작은 입력 전류신호부터 700 μ

App의 큰 입력 전류신호까지 모두 깨끗한 전압신호를 출력한다. 

특히, 1 Gb/s의 초고속 동작속도에 대해서도 크고 깨끗한 출력전

압을 확인할 수 있다. 7 μApp의 미약한 입력 신호에 대한 트랜스

임피던스 이득은 72 dBΩ이며, 20 μApp 입력 신호에 대한 트랜

스임피던스 이득은 71 dBΩ, 400 μApp 입력 신호에 대한 트랜스

임피던스 이득은 51 dBΩ, 마지막으로 700 μApp 입력 신호에 대

한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은 47 dBΩ으로, 그림 5의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제안한 AFF-TIA 회로는 25 dB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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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 레인지 성능을 갖는다.

한편, 광 펄스측정을 위해 그림 7과 같이 광 측정용 PCB 모

듈 및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였다. 1,550 nm 파장의 광원(혹은 레

이저 소스)으로부터 광 펄스가 광섬유를 따라 전송되며, 이를 네 

종류의 ND(Neutral Density) 필터를 이용하여 광 신호의 세기를 

조절하였다. ND 필터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터 숫자가 

높아질수록 광 신호의 크기는 급진적으로 약해진다. ND 0.0 필터

의 경우 광원의 출력 피크 파워는 47 mW이며, ND 0.5 필터의 

경우 17.4 mW, ND 1.0 필터의 경우 6.4 mW, ND 1.3 필터의 

경우 3.6 mW의 출력 피크파워가 전송된다. 각 경우에 대해 20 

cm 정도 거리를 두고 PIN 포토다이오드 어레이 칩을 어셈블리

한 PCB 모듈을 놓았으며, PCB 출력은 MMCX 컨넥터를 통해 오

실로스코프로 연결된다.

그림 7 광 펄스신호 측정용 PCB 모듈과 테스트 환경 

Fig. 7 PCB module and test setup for optical pulse 

measurements.

 

ND 필터 감쇄율 [%] Peak Power [mW]

0.0 0 47.0

0.3 44 26.3

0.5 63 17.4

1.0 87.3 6.4

1.3 92.3 3.6

표    1 ND 필터 종류에 따른 감쇄율 및 Peak Power

Table 1 ND filter attenuation rate and peak power.

그림 8은 AFF-TIA 어레이 칩의 광 펄스 출력신호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광원으로부터 출력된 펄스신호는 6 ns의 

펄스폭 (167 MHz 대역폭에 해당하며, 72 dBΩ 트랜스임피던스 

이득에 해당함)을 가지며, 또한 사용한 PIN 포토다이오드 어레이 

칩은 0.9 A/W의 반응도를 갖는다. ND 0.0 필터를 사용한 경우부

터 ND 1.3 필터를 사용한 경우까지 모두 구별이 가능한 광 펄스 

전압신호를 출력함을 알 수 있다.

표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AFF-TIA 어레이 칩의 성능을 기

존 피드포워드 TIA 어레이 칩에 대한 성능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

준다. 기존 TIA의 저잡음 저전력 성능을 유지하면서, 넓은 대역폭 

그림 8 ND 필터에 따른 광 펄스 출력신호 측정 결과 (광원 출

력파워: 47 mW)

Fig. 8 Optically measured output pulses with various ND 

filters (Laser source output power: 47mW).

성능요약 [3] [4] [6] This work

CMOS 공정 0.18μm 0.18μm 0.13μm 0.18μm

TIA 입력단
피드포워드

(single)

인버터

(single)

인버터

(single)

AFF

(single)

광소자 PIN-PD PIN-PD APD PIN-PD

CPD [pF) 0.5 0.5 2.0 0.5

트랜스임피던스 

이득[dBΩ]
76 82 48~78 47~72

대역폭[MHz] 720 565 640~1130 670~1080

SCR[dB] 33 29 - max. 27

입력 노이즈 

전류스펙트럼 

밀도[pA/√Hz]

6.3 6.7 4.7 6.9

민감도[dBm]

@10-12 BER
-27.1 -27.3 - -26.8

AGC[dB] N/A N/A 30 25

입력 Dynamic 

Range
N/A N/A max.1:40 1:100

채널 당 

소모전력[mW]
30 34 114 27.6

표    2 제안한 AFF-TIA 어레이 칩의 성능요약 및 비교

Table 2 Performance summary of the proposed AFF-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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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차량 라이다용 CMOS 듀얼채  자동 이득조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 어 이              835

및 1:100의 큰 입력 다이나믹 레인지와 25 dB의 자동 증폭 조절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AFF-TIA 어레이는 먼 거리의 반사체 신

호 복원뿐 아니라, 근거리 위험상황의 신호 복원까지 가능하게 하

는 무인차량용 PSL 솔루션으로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높은 트랜스임피던스 이득 및 저잡음 저전력 

특성을 갖는 기존의 피드포워드 TIA를 개선하여 700 μAPP의 큰 

입력전류 신호에 대해서도 신호를 복원할 수 있도록 4-레벨의 

AGC 기능을 탑재한 듀얼-채널 AFF-TIA 어레이 칩을 0.18-μm

공정으로 구현하였다. 이로써 25 dB 자동 이득 조절 특성의 

7~700 μAPP까지의 1 : 100 입력 다이나믹 레인지 성능을 보여준

다. 구현한 AFF-TIA 어레이 칩은 먼 거리 반사체의 거리정보뿐

만 아니라, 갑작스런 장애물 출현과 같은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신호를 복원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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