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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power management controller circuit with switched capacitor mode down regulator and battery charger 

block for semi-active RFID tags was proposed and fabricated. The main purposes of the proposed switched capacitor 

mode down regulator and battery charger block are to reduce standby current and to provide a self-controlled thin film 

battery charger by detecting the received RF power, respectively. Fabricated chip area is 360,000μm2 and measured 

standby current was about 1.3μA. To further reduction of standby current, a wake-up circuit has to be included in the 

power management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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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RFID의 응용분야가 확 되면서 태그 칩의 개발에 

심이 집 되고 있다[1]. RFID 태그 기술은 단순히 고유 

ID를 인식하는 수동형 RFID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센서형이 개발되고 있다[2-4]. 수동형 RFID 

태그는 RFID 리더로부터 원을 공 받아 사용함으로 별도

의 원을 가지지 않는다는 장 을 가지지만 10미터 이내의 

상 으로 근거리에서만 통신이 이루어지고, 스  된 태

스크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단 을 갖는다[6]. 반면, 배터리 

원을 사용하면서 수동형으로 동작하는 반 능동형 는 반 

수동형 RFID 태그는 수동형의 장 인 RFID 리더로부터 

원을 공 받는 기능과 능동형의 장 인 장거리 통신과 스

 된 태스크 수행이 가능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4-5]. 

반면, 반 능동형 RFID 태그는 원 수명에 한 불편함이 

여 히 단 으로 남아있다. 한 반 능동형 RFID 태그의 

원으로 사용될 TFB(Thin Film Battery)는 3.8-4.0[V] 정도

의 동작 압을 가지므로 1.5-2.0V로 동작하는 반 능동형 

태그의 원으로 사용되기 해 압 강하 회로가 필요하다

[7-9]. 배터리 압을 감압하기 하여 Linear regulator 회

로를 사용하면 Standby 류가 크므로 반 능동형 태그에서

는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tandby 류의 소비를 이기 해 Switched capacitor 

mode down regulator를 제안하 고, 반 능동형 RFID 태그

의 원수명 제한에 한 불편함을 덜기 해 무선 환경에

서 RFID 리더로부터 입사되는 RF 력을 이용한 원 충

 컨트롤 회로를 제안하 다.

2. 본  론

2.1 회로 구조  동작원리

그림 1 반 능동형 태그의 블록도

Fig. 1 A block diagram of semi-active tag

그림 1은 극 단 (UHF) 역의 반 능동형 태그의 블록

도이고[4], 그림 2는 제안하는 반 능동형 태그를 한 원 

제어 회로(Power management controller)의 블록 다이어그

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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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된 반 능동형 태그의 원 제어 회로

Fig. 2 Proposed power management controller for semi- 

active tags

원 제어 회로에는 TFB 원을 태그 동작 원으로 

압 감압하기 한 부분과 무선 력으로 TFB를 충 하기 

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TFB는 박막형 2차 지로써 출력

압은 3.8-4.0V이고, 출력 압보다 높은 압을 인가하면 

충 되는 특성을 갖는다[7]. 제안하는 원 제어 회로는 

압 감압부[A]와 충 부[B], 바이어스  기 압 발생부, 

비교기  Power-on-Reset(POR) 회로부로 구성되어 있다. 

Comparator는 Vdd_tag 압과 기 압을 비교하여 

Vdd_tag 압이 기 압 보다 낮은 경우에 "1"이 되는 

Comp_out 신호를 발생하는 회로이다. POR은 원 공 이 

시작될 때 태그 내부의 Flip-Flop과 회로를 기화 하는 신

호를 발생하는 회로이다. 제안하는 반 능동형 태그를 한 

원제어 회로의 각 구성부에 해 회로 구성과 그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고자 한다.

2.1.1 압 감압부(A)

태그의 DC 원인 TFB의 압 벨이 약 3.8~4.0[V]의 

동작 범 를 가지므로[7], 이를 한 압 감압 회로가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압 감압에 의한 력 손실을 이기 

해 그림 3과 같이 Switched capacitor mode down 

regulator를 채택하여 반 능동형 태그에 알맞은 원이 인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태그의 동작으로 인해 태그 공  

압(Vdd_tag)이 낮아지면 이를 비교기에서 감지하여 

Switched capacitor mode down regulator를 컨트롤하기 

한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그림 3 제안된 스 치 캐패시터 모드 압 감압 회로

Fig. 3 Proposed switched capacitor mode down regulator

그림 3의 제안된 스 치 캐패시터 모드 압 감압 회로에

서는 Pump_up 신호가 “0”인 구간에서 C1을 Vbat 압으로 

충 하고, Pump_up 신호가 “1”인 구간에서 C1의 하를 C2

와 분할함으로써 압 강하가 이루어진다. C1과 C2의 비를 

조 함으로써 태그의 내부 동작 압인 Vdd_tag의 압크

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의 Switched capacitor mode 

down regulator는 on/off 스 치 동작을 통해 안정 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림 4(a)와 같이 지연 시간 제어 회로 

제안하 다. 그림 4(b)는 Inverter delay stage 블록의 내부

회로이다. 인버터를 이용한 시간 지연을 통해 그림 3의 회

로가 안정 으로 동작할 수 있는 컨트롤 신호를 출력한다. 

Comp_out 신호가 “1”이 되면 그림 4의 지연 회로에 의해서 

Pump_up 신호가 “1”에 일정 시간 머무르고 다시 “0”으로 

떨어지며 구간이 결정되며, Delay stage2회로는 Pump_up 

신호가 “1” 값을 가지는 동안에 Comp_out 신호가 “0”이 되

는 것을 방지하는 회로이다.

그림 4(a) 제안된 지연 시간 제어 회로

Fig. 4(a) Proposed delay timing control circuit for the 

voltage down regulator

그림 4(b) 제안된 인버터 지연 회로

Fig. 4(b) Proposed inverter delay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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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충 부(B)

반 능동형 태그의 충  회로는 배터리 충 부와 배터리 

충 을 한 컨트롤 부로 구분된다. 충 을 한 컨트롤 회

로는 그림 5  그림 6과 같다. 그림 5에서 1_2vbat, 

1_3vbat, 1_6vbat 신호는 각기 Vbat 압의 1/2, 1/3, 1/6의 

기  크기를 나타내는 신호이다. 그림 2의 Vbias & Vref 

generator부에서 이 신호들을 생성한다. 그림 6에서는 

1_2vbat, 1_3vbat, 1_6vbat의 기  신호를 이용하여 안테나

에 입력된 RF신호로부터 그림 1의 Voltage multiplier[4]에

서 생성된 DC 압인 V_RF 압의 크기가 배터리 압과 

비교하여 각기 1/2 이상, 1/3 이상, 1/6 이상 인지 여부를 비

교한다. V_RF 신호가 Vbat 압에 비해서 1/2 이상인 경우 

승압회로의 1단, 1/2 이하이고 1/3 이상인 경우 승압회로의 

2단, 1/3 이하이고 1/6 이상인 경우에는 6단까지 하 펌

형 직렬 승압회로를 구동시킨다. 1st, 2nd, 6th 신호는 그림 

7의 원 충 부의 제 1단, 제 2단, 제 6단에 인가되는 동작

신호이다. 

그림 5 제안된 1_2vbat, 1_3vbat, 1_6vbat 신호 발생회로

Fig. 5 Proposed circuit for generating 1_2vbat, 1_3vbat, 

1_6vbat reference signals.

그림 6 제안된 배터리 충  컨트롤 블록

Fig. 6 Proposed battery charge control block

그림 7(a)은 제안된 직렬 하 펌  승압형 원충 회로

이다. 그림 7(b)의 단  하 펌 형 승압회로[10] 6단을 직

렬로 연결하 는데, 입력 RF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1단, 2

단, 6단 단 로 출력 압으로 배터리를 충 할 수 있다. 충

 컨트롤 블록으로부터 발생된 1st, 2nd, 6th 신호는 클럭 

신호와 동기 되어 배터리 충 회로에서 RF power인 V_RF 

압이 공 되어지는 경로를 선택하게 되며, 이 경로를 통하

여 TFB가 충 된다. 기생 커패시터 성분을 무시하면 이상

으로는 하펌  N단의 이득은 (N+1)이므로[10], 각기 1

단, 2단, 6단의 출력 압은 V_RF 압의 2배, 3배, 7배가 

되도록 회로를 설계하 다.

그림 7(a) 제안된 직렬 하 펌  승압형 원 충 부

Fig. 7(a) Proposed series charge pump voltage up 

converter of battery charge block

그림 7(b) 하펌 의 단  승압 회로[10]

Fig. 7(b) Unit charge pump circuit of voltage up 

converter[10].

2.2 시뮬 이션 결과

회로의 동작을 검증하기 하여 압 감압부[A]와 충 부

[B]의 동작 형을 SPICE로 시뮬 이션 하 다.

그림 8은 배터리에 원이 인가되기 시작하면, 비교기는 

기  압보다 낮은 태그의 원 압인 Vdd_tag을 모니터

링하여 Comp_out 신호를 “1”로하며, Switched capacitor 

mode down regulator를 컨트롤하기 한 Pump_up 신호를 

출력하고, Vdd_tag 압이 설정 압에 차 근 하는 과정

의 시뮬 이션 형을 보여 다. Pump_up이 “1”인 구간과 

Comp_out이 “1”인 구간은 Pump_up이 “1”인 구간보다 길어

야 하므로, Comp_out이 “1”인 구간의 최소 유지 시간은 그

림 4의 지연회로에 의해서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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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압 감압 부 시뮬 이션 형

Fig. 8 Simulated operating waveforms for voltage down 

regulator 

그림 9는 입력 V_RF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1st, 2nd, 6th 

신호가 발생되고 Vdd_bat 압이 하 펌  승압기에 의해

서 출력 압, Vbat가 증가하는 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충  부 시뮬 이션 형

Fig. 9 Simulated waveforms of battery charging operation

2.3 실험 결과  토론

제안된 반 능동형 태그의 원 제어 회로 부는 0.35μm 

CMOS 공정으로 설계하 으며 설계된 칩의 체 면 은 약 

360,000μm2이다. 그림 10은 제작된 칩의 사진이다.

그림 10 제작된 칩 사진

Fig. 10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chip

그림 11은 제작된 칩을 테스트 보드에 CoB(Chip on 

Board) 방식으로 실장하고, TFB를 연결하고 UHF 안테나를 

이용하여 제작된 반 능동형 태그의 동작 실험을 한 시제

품이다.

그림 11 제작된 반 능동형 태그

Fig. 11 Fabricated prototype of semi-active tag

그림 12는 배터리 원으로 약 4.0V를 태그에 인가했을 

때 Vdd_tag의 출력 형이다. 기 태그 원인 Vdd_tag의 

압 벨이 기 압 보다 낮으므로 컨트롤 신호인 

Pump_up 신호가 출력되며, Vdd_tag 압이 배터리 압의 

약 1/2로 감압됨을 보여 다. 측정 그림에서 Feed_con 신호

는 그림 4에서 Comp_out을 “1”로 유지해주기 한 지연 회

로의 출력신호이다. 출력된 Pump_up 신호는 Switched 

capacitor mode down regulator의 스 치를 컨트롤하여 그

림 12와 같이 태그의 내부 원인 Vdd_tag가 공 됨을 확

인하 다. 

그림 12 압 감압 부 측정 형

Fig. 12 Measured waveforms from the voltage down 

regulator block 

그림 13은 V_RF 압이 약 2.5V 일 때, 1st 신호가 “1”

로 설정되는 동작 형이다. RFID의 Reader와 태그 안테나 

간의 거리를 조 하면 제작된 태그의 안테나에 수신되는 

RF 신호의 크기를 조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V_RF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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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화한다. 실험 장치의 설정에서 태그와 리더 간의 거리

를 이동하는데 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실

험에서는 연속 인 V_RF 신호의 크기 변화에 따른 1st, 

2nd, 6th 신호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 다. 반면, 리더와 태

그 간의 거리가 고정되고, V_RF의 크기가 거의 일정한 경

우 제작된 태그가 정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그림 13 충 부 측정 형

Fig. 13 Measured waveforms from the battery charge block 

공  압이 4.0V TFB로 원을 공 하면서, 제작된 칩

으로부터 측정된 Standby 류는 약 1.3μA 이다. 본 논문의 

회로는 반 능동형 태그의 압 감압과 RF 수신 력으로부

터 배터리를 충 하는 력 제어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목

이므로, 리더로부터 명령어가 수신되는 경우에만 태그에 

원을 켜주는 Wake-up 회로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Standby 류가 1.3μA로 다소 크게 측정되었다. Wake-up 

회로를 포함하는 반 능동형 태그의 실제 제품에서는 리더로

부터 명령어를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그의 원을 차단

하므로 Standby 류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반 능동형 RFID 태그를 한 Switched 

capacitor mode down regulator와 RFID 리더로부터 입사되

는 RF 력을 이용한 원 충  컨트롤 회로를 포함하는 

력 제어 회로를 제안·구 하 다.

제안된 Switched capacitor mode 방식의 압 감압 회로

는 TFB 원을 RFID 태그 동작 원으로 압 감압하기 

해 2개의 커패시터 비를 조 함으로써 태그의 내부 동작 

압을 결정하여 에 지 효율을 높이고, standby 류를 감

소시켰다. 한, 수신되는 RF 력에 따라 배터리의 충  

압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Power management 회로를 설계

함으로써 능동형 태그의 단 을 보완하고 효율 인 충  기

능을 제공하게 하 다. 

제작된 칩의 면 은 약 360,000μm2이며, 측정된 Standby 

류는 1.3μA정도이다. 제안된 반 능동형 RFID 태그의 

원 제어 회로에 Wake-up 회로를 추가하면 Standby 류를 

추가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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