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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치 광 검출기를 사용한 CMOS 집적 광 수신기
CMOS Integrated Optical Receiver Using an Avalanche Photodetector
윤진성*, 강효순 1, 이명재, 박강엽, 최우영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1 삼성전자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CMOS integrated optical receiver for high-speed data transmission. The integrated
optical receiver consists of a CMOS-compatible avalanche photodetector (CMOS-APD) and a transimpedance
amplifier (TIA). Using the integrated optical receiver, we successfully demonstrated data transmission up to 4.25
Gb/s with bit error rate (BER) less than 10-12 at incident optical power of -4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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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MOS 집적 광 수신기의 블록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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