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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FF CMOS 인버터 타입 OTA를 이용한 Gm-C 필터 설계

A Gm-C Filter using CMFF CMOS Inverter-type 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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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Gm-C LPF utilizing common-mode feedforward (CMFF) CMOS inverter type

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 (OTA) has been designed and verified by circuit simulations.

The CMFF CMOS inverter OTA was optimized for wide input linearity and low current consumption

using a standard 0.18 ㎛ CMOS process; gm of 100 μS and current of 100 μA at supplied voltage of

1.3 V. Using this optimized CMFF CMOS inverter type OTA, an elliptic 5th order Gm-C LPF for GPS

specifications was designed. Gain and frequency tuning of the LPF was done by changing the internal

supply voltages. The designed Gm-C LPF gave pass-band ripple of 1.6 dB, stop-band attenuation of

60.8 dB, current consumption of 0.60 mA at supply voltage of 1.2 V. The gain and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designed Gm-C LPF was unchanged even though the input common-mode voltage is

va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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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몇 년 간 휴대폰, WLAN, DMB, GPS 등

무선 송수신기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이

러한 무선 송수신기에는 몇 가지의 기본 부품들이

사용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필터이다. 필터는 원하

는 신호 대역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

며, 크게 RF 및 IF (베이스밴드) 필터로 나누어진

다. IF 필터는 주어진 밴드 내에서 할당된 채널만

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채널 필터라고도 불리며,

RF 필터와 달리 IC 형태로 집적된다.

IF 필터는 능동 RC, Gm-C의 형태로 집적되는

데, 주로 설계가 간단한 Gm-C 필터가 많이 사용

된다. 그러나 OTA(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를 기본 능동소자로 사용하는 Gm-C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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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1-3]는 IF 신호가 직접 OTA 입력 단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OTA 입력 부는 넓은 선형성을 가져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넓은 선형성을 가지는

CMFF(common-mode feedforward) 방식을 채용

한 CMOS 인버터 타입의 OTA[4]를 제안하였고,

이 OTA를 채용한 저역 통과 필터(LPF; low pass

filter)를 설계하였다. 이 OTA는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의 변화에 따른 비선형성 성분을 CMFF 방식

으로 제거하였으며, 인버터를 기본 OTA 블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전압에서도 동작 가능

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LPF는 5차 타원형으로 대역폭 4 MHz를 가지는

GPS에 사용될 수 있는 규격을 가지도록 설계되었

다. 타원형 함수는 버터워스, 체비세프 함수와는

달리 저지 대역 감쇄 특성이 아주 우수하여 낮은

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군지연(group

delay) 특성이 나쁘다. 그러나 군지연 에러는 ADC

통과 후에 DSP에서 교정이 가능하다. OTA 및

LPF는 표준 0.18 μ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설

계하였으며, Cadence SPECTRE를 이용한 모의실

험을 통해서 필터 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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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CMFF CMOS 인버터 타입의 OTA의 최적화에 대

해 논의하였으며, 3절에서는 이 OTA를 이용한

GPS의 베이스밴드에 사용가능한 LPF를 설계하고,

CAD 툴을 통해서 검정하였다. 마지막 4절에서 결

론을 맺었다.

2. CMFF CMOS 인버터 타입

OTA 최적 설계

제안된 CMFF 방식을 채용한 CMOS 인버터 타

입의 OTA는 그림 1과 같다. 기존의 CMOS 인버

터 타입의 OTA는 PMOS 및 NMOS만의 아주 간

단한 구조로 넓은 입력 선형성을 가지고 저전압에

서도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5,6],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이 변화하면 선형성이 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림 1의 제안된 OTA는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입력 선형성이 유

지되도록 CMFF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CMFF 회로는 그림 1의 M3n, M3p, M4n, M4p,

M5n, M5p, M6n, M6p, M7n, M7p로 구성되어 있

다. 예를 들어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이 높을 경우,

M3n 및 M4n의 전류가 증가하여 M5p, 그리고 전

류 미러인 M6p, M7p로 흐른다. 반대로 M3p 및

M4p는 전류가 감소하여 M5n, M6n, M7n으로 흐

른다. M7n 및 M7p의 전류 차이가 M1n 및 M1p

CMOS 인버터의 전류 차이를 보상해 주어 선형성

을 계속 유지해준다. 또한 M6n 및 M6p의 전류 차

이가 M2n 및 M2p CMOS 인버터의 전류 차이를

보상해 준다. 만약 입력 공통 전압이 낮을 경우는

반대로 동작하여 전류를 보상하고 선형성을 유지

해준다.

그림 1의 OTA는 전원 전압에 따라 트랜스컨덕

턴스 gm과 전류 소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전압

및 저전력 IF LPF에 사용할 수 있도록 gm 및 전

원 전압을 최적화하였다. 전원 전압의 변화에 따른

OTA의 gm 및 공급 전류가 그림 2에 나와 있다.

전원 전압이 1.8 V일 때 gm은 약 200 μS이며, 흐

르는 전류는 400 μA를 초과하고 있다. 설계하고자

하는 5차 타원형 Gm-C LPF의 경우 11개의 OTA

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원 전압 1.8 V의 조건에서

4.4 mA 이상의 전류가 흘러 저전력을 실현할 수가

없다. 전원 전압을 1.3 V로 낮추어, gm 100 μS, 전

류 100 μA로 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제안된 CMFF CMOS 인버터 타입의 OTA.

Fig. 1. Proposed CMFF CMOS inverter-type

OTA.

그림 2. 전원 전압 변화에 따른 OTA의 공급 전

류 및 트랜스컨덕턴스 gm.

Fig. 2. Supply current and transconductance

gm of OTA as a function of supply

voltage.

최적 설계된 CMFF CMOS 인버터 타입의

OTA의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이 변화(0.55 V, 0.65 V,

0.75 V)할 때 트랜스컨덕턴스 gm 대 입력 차동 전

압이 그림 3에 나와 있다. 트랜스컨덕턴스 gm은

입력 차동 전압 -0.5 V ～ +0.5 V의 구간에서 선

형성을 유지하고 있다.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이 변

화하더라도 gm 특성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CMFF를 채용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에 대해서,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의 변화에 따른 선

형성이 그림 4에 나와 있다. CMFF 회로를 채용한

경우는 입력 공통 모드가 변화하더라도 (0.35 V

～ 0.90 V) gm이 거의 100 μS를 유지하지만,

CMFF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는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이 조금만 변화하더라도 gm은 급격히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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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입력 차동 전압의 변화에 따른 트랜스컨

덕턴스 gm.

Fig. 3. Transconductance gm as a function of

input differential voltage.

그림 4. OTA의 CMFF 회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의 변화에 따른

트랜스컨덕턴스 gm.

Fig. 4. Transconductance gm as a function of

input common-mode voltage with and

without CMFF of OTA.

3. CMFF CMOS 인버터 타입 OTA를

사용한 Gm-C LPF 설계

CMFF CMOS 인버터 타입의 OTA를 사용하여

GPS에 사용되는 저전압 저전력 Gm-C LPF[7,8]를

설계하였다. LPF의 규격은 통과대역 리플 0.5 dB,

저지대역 감쇄 40 dB, 차단 주파수 4 MHz이다.

그림 5(a)는 필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얻어진

GPS 베이스밴드 LPF 규격을 만족하는 LC ladder

회로이다. 그림 5(a)에서 소스 및 부하 저항은 1 Ω,

(a)

(b)

(c)

그림 5. LPF LC ladder: (a) normalized, (b)

denormalized, (c) 차동 구조로 변환.

Fig. 5. LPF LC ladder: (a) normalized, (b)

denormalized, (c) converted to

differential structure.

차단주파수는 1 rad/sec으로 normalization 되어 있

다. 그리고 소스 및 부하 저항이 모두 연결된

doubly terminated 구조이기 때문에 -6 dB 통과

대역 감소가 있다. OTA의 gm=100 μS로 정하였으

며, 소스 및 부하 저항(Rs, RL)은 10 kΩ(1/gm)으로

denormalization 하였다(그림 5(b)). ( ․ ,
  ․, ) 그림 5(c)는 그림 5(b)

를 차동 구조로 변환한 것이다. LC 공진 탱크의 L

은 두 배 감소, C는 2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c)의 LC ladder의 각 소자를 트랜스컨덕

터 gm으로 모두 변환하여 그림 6의 Gm-C LPF를

구성할 수 있다. OTA1은 입력 전압을 전류로 변

경하며, 입력 저항 Rs은 OTA2의 출력과 입력을

단락하여 구성하였다(Rs=1/gm). 인덕터 L1 및 L2

는 각각 OTA3 - OTA6 및 OTA7-OTA10의 자

이레이터로 구성하였다(


). 마지막으로 부

하 저항 RL은 OTA11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6의 LPF는 필터 규격을 만족하기 위하여

주파수 튜닝을 필요로 한다. 주파수 튜닝은 사용한

CMOS 타입 OTA의 전원 전압을 변화시키면 g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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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하였다. 주파수 튜닝은 기본

적으로 IF 필터 뒷단의 ADC와 DSP에서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필터의 이득 및

주파수 대역폭의 튜닝 방법에 대해서 논한다.

Gm-C LPF의 OTA1의 전원전압을 변화시켜 필터

의 이득을 튜닝하고, OTA2-OTA11의 전원전압을

변화시켜 주파수 대역폭을 튜닝 할 수 있다.

그림 7(a)는 OTA1의 전원 전압은 1.22 V로 고

정하고 OTA2-OTA11의 전원 전압을 1.1 V, 1.2

V, 1.3 V로 변화시킬 때의 주파수 대역폭의 변화

를 볼 수 있다. OTA2-OTA11의 전원 전압이 1.2

V 일 때 주파수 대역폭 4 MHz를 실현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필터의 이득 조절은 그림

7(b)에 나와 있다. 그림 7(b)는 OTA2-OTA11의

전원 전압은 1.2 V로 고정하고 OTA1의 전원 전압

을 1.20 V, 1.25 V, 1.30 V 로 변화시킬 때의 주파

수 특성을 보여 준다. OTA1의 전원 전압을 1.22

V로 맞출 때 원하는 필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필터의 이득 및 주파수 튜닝 후에 주

어진 규격인 40 dB 저지대역 감쇄비율, 그리고 4

MHz의 차단주파수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이 LPF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CMFF CMOS 타입의

OTA를 채용한 LPF는 그림 8(a)에서와 같이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이 0.6 V, 0.7 V로 변화하더라도 주

파수 특성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MFF 회로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OTA1)는 그림

8(b)와 같이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이 0.6 V에서 0.7

V로 변화할 때 필터의 이득이 2 dB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로부터 CMFF 회로를 채용한

OTA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7. Gm-C LPF 주파수 특성: (a) 주파수 튜

닝, (b) 이득 튜닝.

Fig. 7.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Gm-C LPF:

(a) frequency tuning, (b) gain tuning.

LPF설계에서 동작 전압 1.8 V, 0.18 μm CMOS

공정을 사용하였으며, 내부 전압 1.2 V에서 전류는

0.60 mA가 흐르고 있다. 설계된 LPF의 성능 지수

들이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그림 6. GPS용 5차 타원형 Gm-C LPF.

Fig. 6. 5th-order elliptic Gm-C LPF for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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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입력 공통 모드 전압 변화에 따른 Gm-C

LPF 주파수 특성: (a) CMFF 있을 때,

(b) CMFF 없을 때.

Fig. 8.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Gm-C LPF:

with CMFF, (a) without CMFF (b).

설계한 Gm-C LPF는 공통 모드 전압을 맞추기 위

한 CMFB 회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CMOS 타

입 OTA에 CMFF 방식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공통

모드 전압은 자동적으로 맞추어 진다.

표 1. Gm-C LPF 성능 지수.

Table 1. Specfications of Gm-C LPF.

사용 공정 0.18 μm CMOS

전원 전압 1.2 V

공급 전류 0.60 mA

통과 대역 리플 1.6 dB

저지 대역 감쇄 60.8 dB

주파수 대역폭 4 MHz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MFF 방식을 채용한 CMOS 인

버터 타입 OTA를 이용한 Gm-C LPF를 설계하였

다. CMFF CMOS 인버터 타입의 OTA는 전원 전

압 1.3 V에서 gm 100 μS, 전류 100 μA로 최적화

하였다. 이 OTA를 사용하여 GPS용 타원형 Gm-C

LPF를 설계하였다. 내부 전압 1.2 V, 전류 0.60

mA, 주파수 대역폭 4 MHz를 실현하였다. LPF의

이득 및 주파수 튜닝은 OTA1과 OTA2-OTA11의

내부 전압을 조절하여 실현하였다. 설계된 Gm-C

LPF는 기존의 인버터 타입의 OTA를 채용한 필터

와는 달리,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이 변화하더라도

필터의 성능은 변화하지 않았다. 설계된 LPF는 저

전압, 저전력, 입력 공통 모드 전압이 변화하는 환

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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