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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ADSL용 아날로그 Front-end의 수신단과 송신단에 활용하기 위한 저전압 특성의 3V

CMOS 프로그램머블 증폭기(PGA)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수신단의 PGA는 1.1MHz로 연속시간 저역

통과 필터와 연결하여 0dB에서 30dB까지 이득을 조정해주며, 송신단의 PGA는 138kHz의 저역필터와

연결하여 -15dB에서 0dB까지의 이득을 조정할 수 있다. 모든 PGA의 이득은 디지털 로직과 메인 컨

트롤러에 의해서 프로그램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설계된 PGA는 0.35㎛ CMOS 파라미터를 이용하

여 Hspice 시뮬레이션으로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정보처리시스템은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최근 그 수요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광범위한 보급과 저가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받고 관련 부품의 수입대체효과를 위해

서는 xDSL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의 하드웨어 개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xD

SL를 비롯한 각종 정보처리 시스템용 하드웨어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활

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아날로그 신호처리를 담당하

는 아날로그 Front-end 부분에 관한 연구활동은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다[1,2].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관련분야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아날로

그 송신단과 수신단 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머블 증폭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

로그램머블 증폭기는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의 이득

을 메인 컨트롤라의 명령에 의하여 적합한 크기로

결정하여 주는 소자로써 신호처리 시스템에 없어서

는 안될 중요한 소자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프로

그래머블 증폭기를 3V의 저전압으로 설계함으로써

저전압화[3,4,5] 및 휴대화 되어 가고 있는 멀티미디

어기기의 송수신단에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소비전

력을 낮추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그래머블 증폭기를

상용화된 DMT방식의 ANSI의 표준화 규격 T1.413-

2에 따른 ADSL의 송수신단 설계사양에 맞게 설계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현실적으로 높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아날로그 Front -end블록 안에 구성되는

PGA와 설계 사양과 PGA 설계를 위한 기본 연산증

폭기 설계에 대하여 그리고 3장에서는 수신단 Rx-P

GA 설계와 송신단 Rx-PGA 설계에 대하여 나타내

었다. 설계된 회로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각 장에 나

타내었고 4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2. ADSL용 PGA 구성 및 기본증폭기 설계 

 2.1. ADSL 아날로그 Front-end 블록 및 PGA의 구성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머블 증폭

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DMT 변조 방식의 ADSL 모

뎀용 아날로그 Front-end 단의 설계 사양을 검토하

였다. ADSL은 비대칭 구조의 쌍방향 데이터의 전송

이 이루어지므로 DMT방식의 경우, 138㎑-1.104㎒의

하향(down-stream)과 34.5㎑-138㎑의 상향(up-strea

m) 방향의 주파수 대역으로 구별되어 각 송수신 단

및 회로 사양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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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T방식의 ANSI의 표준화 규격 T1.413-2에 따

른 ADSL 모뎀용 아날로그 Front-end 블록단 중에

서 PGA를 중심으로 구성된 회로를 그림 1에 나타내

었다. 수신경로(Rx)에서는 Rx 수신 증폭기로부터 인

가된 신호를 Rx-PGA와 Rx-LPF 그리고 ADC로 처

리하여 디지털 메인 블록으로 전달하게 되고, 송신

경로(Tx)에서디지털 메인 블록에서 전달받은 디지

털 신호를 DAC가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Tx-L

PF 및 Tx-PGA를 통하여 Tx 라인드라이버 증폭기

로 출력한다.

정보처리시스템은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최근 그 수요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광범위한 보급과 저가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받고 관련 부품의 수입대체효과를 위해

서는 xDSL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의 하드웨어 개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xD

SL를 비롯한 각종 정보처리 시스템용 하드웨어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활

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아날로그 신호처리를 담당하

는 아날로그 Front-end 부분에 관한 연구활동은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다[1,2].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관련분야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아날로

그 송신단과 수신단 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머블 증폭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

로그램머블 증폭기는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의 이득

을 메인 컨트롤라의 명령에 의하여 적합한 크기로

결정하여 주는 소자로써 신호처리 시스템에 없어서

는 안될 중요한 소자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프로

그래머블 증폭기를 3V의 저전압으로 설계함으로써

저전압화[3,4,5] 및 휴대화 되어 가고 있는 멀티미디

어기기의 송수신단에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소비전

력을 낮추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그래머블 증폭기를

상용화된 DMT방식의 ANSI의 표준화 규격

T1.413-2에 따른 ADSL의 송수신단 설계사양에 맞

게 설계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현실적으로 높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아날로그 Front-end블록 안에

구성되는 PGA와 설계 사양과 PGA 설계를 위한 기

본 연산증폭기 설계에 대하여 그리고 3장에서는 수

신단 Rx-PGA 설계와 송신단 Rx-PGA 설계에 대하

여 나타내었다.

Tx

Rx

Line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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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Amplifier

Tx
PGA DACTx 

LPF

-15dB - 0dB

Rx
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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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F ADC

138KHz 12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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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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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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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DSL 모뎀용 아날로그 Front-end단 회로

PGA회로는 송신블록과 수신블록에 각각 위치하

여 필터에 의하여 제한된 신호, Rx의 경우 138㎑-1.

104㎒의 신호 주파수 그리고 Tx의 경우 34.5㎑-138

㎑대역의 주파수 신호의 이득을 원하는 값으로 조정

하게 하는 증폭회로로써 수신단에서는 Rx-PGA회로

가 0dB에서 30dB까지 이득범위로 조정하며, 송신단

에서는 Tx-PGA가 -15dB에서 0dB까지의 이득범위

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절에 시

스템 사양에 적합하면서 저전압 동작이 가능한 PG

A의 설계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2.2. PGA 설계를 위한 기본증폭기 
이 절에서는 시스템 사양에 적합하면서 저전압 동

작이 가능한 PGA의 설계을 위하여 먼저 PGA회로

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증폭회로를 설계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ront-end단에 사용되는 PG

A는 Rx단과 Tx단에 각각 사용된다. Rx단에서 사용

되는 Rx-PGA는 Single-to-differential 구조를 이루

고 Tx-PGA는 Fully-differential구조를 이루고 있으

므로 일반적으로 기본 증폭기 설계에 있어서도 각각

다른 설계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가지 형태의 기본 증폭기로써 두 가지 형태의 PG

A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계시간을 단축하

고 기본 증폭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PGA를 위한 기본 연산증폭기는 2단 이득 증폭 구

조로 설계하였으며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또한 기본

증폭기를 HSPICE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중에서 이

득 및 위상 특성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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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GA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증폭기 

3V 기본증폭기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만족할 만

한 특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

여 3V 기본증폭기를 기본 구조로 하는 두 개의 프

로그래머블 증폭기에 대한 설계를 다음 장에서 나타

내었다.

3. 기본증폭기를 이용한 ADSL용 Rx-PGA 
및 Tx-PGA설계

3.1. Rx-PGA 설계
수신단에 활용하기 위한 Rx-PGA의 구조는 그림

1에 보는 바와 같이 한 개의 입력신호를 두 개의 신

호로 분리하며 증폭하여 줄 수 있는 Single-to -diff

erential 구조를 가져야 한다. 또한 PGA의 전체 이

득은 디지털 신호에 의하여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이

를 이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한 Rx-PGA를 나타내었

다. Rx-PGA는 두 개의 증폭기를 종형으로 접속하

여 구성하였는데 PGA에 입력된 신호는 앞단의 증

폭기에 의하여 이득이 조정이 되며 또한 뒷 단의 증

폭기에 의하여 180도 위상 차를 가지는 differential

신호를 발생한다. Vmid 단자는 두 개의 differential

신호를 중간 전압으로써 이 단자 전압에 의하여 전

체 신호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앞단증폭기에 구성

되고 있는 각 저항 값은 증폭기의 이득을 각각 0dB,

10dB, 20dB, 30dB로 얻을 수 있도록 설정된 값이며

이 이득 값은 이득조정회로에서 발생되는 디지털 신

호에 의하여 스위칭 트랜지스터 S4, S3, S2, S1의 O

N, OFF 동작에 의하여 결정이 되도록 하였다.

그림 3은 Rx-PGA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

인데 (a)는 AC해석에 의한 이득의 변화 값을 (b)는

Transient해석에 의한 이득의 변화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 값에 의하여 오차범위가 1dB이내의

범위에서 이득 값이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 AC해석에 의한 이득의 변화 값

(b) Transient 해석에 의한 이득의 변화 값

[그림 3] Rx-PGA의 시뮬레이션 결과

3.2. Tx-PGA 설계
송신단에 활용하기 위한 Tx-PGA의 구조는 그림

1에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입력신호를 두 개의 신

호로 증폭하여 줄 수 있는 Fully-differential 구조를

가져야 한다. 또한 PGA의 전체 이득은 디지털 신호

에 의하여 조정이 되어야 한다.

Tx-PGA는 두 개의 증폭기를 횡형으로 접속하여

구성하였는데 PGA에 입력된 신호를 균형을 유지하

는 상태에서 그대로 뒷단에 전달하면서 증폭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Rx-PGA에서와 마찬가지로

Vmid 단자는 두 개의 differential 신호를 중간 전압

으로써 이 단자 전압에 의하여 전체 신호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앞단 증폭기에 구성되고 있는 각 저항

값은 증폭기의 이득을 각각 -15dB, -10dB, -5dB, 0

dB로 얻을 수 있도록 설정된 값이며 이 이득 값은

이득조정회로에서 발생되는 디지털 신호에 의하여

스위칭 트랜지스터 S4, S3, S2, S1의 ON, OFF 동

(a) AC해석에 의한 이득의 변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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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ransient 해석에 의한 이득의 변화 값

[그림 4] Tx-PGA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는 Tx-PGA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a)는 AC해석에 의한 이득의 변화 값을 (b)

는 Transient해석에 의한 이득의 변화 값을 나타내

고 있다. 이 결과 값에 의하여 오차범위가 2-3dB이

내의 범위에서 이득 값이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4. 결론

ADSL용 아날로그 Front-end단 중에서 핵심 증

폭회로인 Rx-PGA와 Tx-PGA회로를 ANSI의 표준

화 규격 T1.413-2에 따라 설계하였다.Sigle-to-differ

ential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Rx-PGA 설계를 위하

여 먼저 기본 연산증폭기를 설계하고 이를 종형으로

합성하여 구성하였으며, Fullt-differential 구조의 T

x-PGA설계를 위하여 역시 기본 연산증폭기를 횡형

으로 합성하여 설계하였다. 0.35um 파라미터를 이

용하여 Hspice로 그 특성을 확인한 결과, Rx-PGA

의 경우 1dB이하의 오차범위를 가지며 0dB~30dB의

이득이 디지털 신호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2-3d

B이하의 오차범위를 가지는 Tx-PGA 회로의 경우

-15dB~0dB의 이득 값이 이득조정회로의 디지털 로

직에 인가되는 컨트롤 값에 따라 조정되도록 설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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