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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logic 공정 기반의 소자만 사용한 256bit EEPROM IP를 설계하 다. 소자간의 압을 신뢰성이 보

장되는 5.5V 이내로 제한하기 해 EEPROM의 코어 회로인 CG (Control Gate)와 TG (Tunnel Gate) 구동 회로를 제안

하 다. 그리고 DC-DC converter인 VPP (=+4.75V), VNN (-4.75V)과 VNNL (=VNN/3) generation 회로를 제안하 고 

CG와 TG 구동 회로에 사용되는 switching power인 CG_HV, CG_LV, TG_HV, TG_LV,  VNNL_CG와 VNNL_TG 스

칭 회로를 설계하 다. 일반 인 모의실험 조건에서 read, program, erase 모드의 력 소모는 각각 12.86㎼, 22.52

㎼, 22.58㎼으로 력 소모를 갖는다. 그리고 테스트 칩을 측정한 결과 256bit이 정상 으로 동작을 하 으며, 

VPP, VNN, VNNL은 4.69V, -4.74V, -1.89V로 목표 압 벨이 나왔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a 256-bit EEPROM IP using only logic process-based devices. We propose EEPROM core circuits, a control gate (CG) 

and a tunnel gate (TG) driving circuit, to limit the voltages between the devices within 5.5V; and we propose DC-DC converters : VPP (=+4.75V), 

VNN (-4.75V), and VNNL (=VNN/3) generation circuit. In addition, we propose switching powers, CG_HV, CG_LV, TG_HV, TG_LV, 

VNNL_CG, VNNL_TG switching circuit, to be supplied for the CG and TG driving circuit. Simulation results under the typical simulation 

condition show that the power consumptions in the read, erase, and program mode are 12.86㎼, 22.52㎼, and 22.58㎼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manufactured test chip operated normally and generated its target voltages of VPP, VNN, and VNNL as 4.69V, -4.74V, and -1.8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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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사물에 부

착된 태그(Tag)로부터 를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주변정보를 수집, 장, 수정  추 함으로써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주 수 인식 기술이다. 

재 RFID 태그 칩은 배터리가 없어 가격, 소형화에 유

리한 수동형 태그 칩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1]. 

수동형 UHF RFID 태그 칩은 아날로그 회로, 로직 회

로, 메모리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2]. 아날로그 회로는 

안테나에서 받은 주 수를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

하는 복조기, 데이터를 주 수 신호로 바꾸어주는 변

조기, 리더 (reader)에 의해서 안테나에 공 받은 에

지를 공 압으로 만들어주는 압배율기 (Voltage 

multiplier)로 구성되어 있다. 로직회로는 로토콜, 

CRC (Cyclic Redundancy Check) 확인, 에러검사,  아

날로그 회로의 동작모드를 조 하는 역할을 한다. 메

모리 회로는 읽기/쓰기 (read/write)가 가능하고 워다

운 (power-down)시 장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EEPROM이 사용되고 있으며, 메모리 용량은 최소 

256bit의 EEPROM이 요구되어진다.

수동형 태그 칩에서는 UHF 신호를 받아서 아날로그 

블록의 압배율기에서 만들어진 원 압 (power 

supply voltage)으로 ID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리더기에 

송하기 해서는 력 회로 설계 [3]가 요구되며, 태

그 칩의 원가 감을 해 면 의 EEPROM IP 설계 

[4-5], 추가 인 EEPROM 공정이 필요 없는 로직 공정 기

반의 EEPROM IP 설계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로직 공정 (logic process) 기반의 소자

만 사용한 256bit EEPROM IP를 설계하 다. 1,000번의 

erase-program cycles, 10년의 데이터 보존 (data retention) 

특성을 보장하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3.3V 소자는 

쓰기 모드에서 5.5V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만족시키기 

해 EEPROM의 코어 회로인 CG (Control Gate)와 TG 

(Tunnel Gate) 구동 회로를 제안하 고 DC-DC 변환기인 

VPP (=+4.75V), VNN (-4.75V)과 VNNL (=VNN/3) 발생

회로를 제안하 다. 그리고 CG와 TG 구동 회로에 사용

되는 스 칭 원 (switching power)인 CG_HV, CG_LV, 

TG_HV, TG_LV,  VNNL_CG와 VNNL_TG 스 칭 회로

를 설계하 다. Tower 0.18㎛ 공정의 C-Flash 셀 [6-7]을 

이용하여 설계된 256bit EEPROM IP의 이아웃 면 은 

476.04㎛ × 448.5㎛이고, 모의실험 결과 력 소모는 읽

기 모드에서 12.86㎼, 로그램 모드에서 22.52㎼, 지우

기 모드에서 22.58㎼이다. 그리고 256bit EEPROM 테스

트 칩을 측정한 결과 정상 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Ⅱ. 회로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된 256bit EEPROM IP의 주요 특징

은 표 1과 같다. 메모리 용량은 256bit이고 Tower 0.18

㎛ 로직 공정을 사용하 다. 공 압은 VDD (=1.2V)

와 VDDP (=2.2V)를 사용하 고 동작 모드는 로그램 

(program), 지우기 (erase), 읽기 (read), 리셋 (reset) 모드

가 있다. 태그 칩의 클록 (clock) 주 수는 공정 변화를 

고려하여 최  3.85㎒이고 EEPROM의 인터페이스는 

클록이 없는 면  IP 설계가 가능한 비동기식 인터

페이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separate I/O 방

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읽기 시간 (access time)은 200㎱

이다.

표 1. 256bit EEPROM의 주요 특징.
Table 1. Major specifications of a 256-bit EEPROM.

설계된 256bit EEPROM의 블록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 행 × 16 열의 셀 어 이 (cell array), 동작 모

드에 따라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어 로직 (control 

logic), 어드 스 A[3:0]에 따라 16개의 행 에 하나를 선

택하여 PS, CG, NCT, NTT, N_SEL, P_SEL 노드에 압

을 공 하는 행 디코더 (row decoder), 데이터를 읽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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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BL S/A (Bit-Line Sense Amplifier), WD (Write 

Data) Driver  쓰기 기능에 필요한 고 압인 VPP, VNN, 

VNNL을 공 해주는 DC-DC 변환기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비동기식 인터페이스 신호는 제어 신호 (RSTb, 

READ, ERS, PGM), 어드 스 A[3:0], 입력 데이터 

DIN[15:0], 출력 데이터 DOUT[15:0]가 있다. 그리고 

separate I/O 방식을 채택하 으며, 읽기와 쓰기는 워드 

(word) 단 로 수행된다. 쓰기 동작은 지우기와 로그

램 동작을 의미한다.

그림 1. 비동기식 256bit EEPROM의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an asynchronous 256-bit 

EEPROM.

그림 2(a)는 설계된 EEPROM의 쓰기 모드의 타이  

다이어그램으로 로그램하려는 워드 셀을 먼  지운 

뒤 DIN[15:0]의 데이터로 로그램하도록 되어 있다. 

tERS (erase time)과 tPGM (program time)은 DC-DC 변환기

의 발생되는 시간과 로직 EEPROM 셀의 특성을 고려하

여 모두 1.2ms이다. EEPROM 메모리에서의 읽기 타이  

다이어그램은 그림 2(b)에서 보는바와 같다. 읽기 동작

은 읽어낼 어드 스를 먼  인가한 후 READ 신호를 인

가하면 선택된 워드 데이터가 tAC (access time)가 지난 이 

후 DOUT port로 출력된다.

(a)

(b)

그림 2. (a) 쓰기 모드의 타이  다이어그램 
(b) 읽기 모드의 타이  다이어그램.

Fig. 2. Timing diagrams: (a) in the program mode 
and (b) in the read mode.

설계된 256bit EEPROM에서 사용된 C-Flash 셀은 

control 커패시터와 tunneling 커패시터, read-out 인버터 

(inverter), CMOS transmission 게이트 (gate)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3.3V의 NMOS와 PMOS 트랜지스터가 사

용되었다. 그림 3은 C-Flash 팬텀 셀 (phantom cell)을 보

여 주고 있으며, 16bit의 워드를 기 으로 팬텀 셀의 크기

는 21.35㎛ × 68.69㎛이다.

그림 3. C-Flash 팬텀 셀.
Fig. 3. C-flash phantom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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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동작 모드별 C-Flash 셀의 바이어스 압 조

건을 보여주고 있다. 지우기 모드에서는 CG에 -4.75V, 

TG에 +4.75V를 인가하여 FN (Fowler-Nordheim) 터

링 방식으로 로  게이트 (floating gate)의 자 

(electron)을 소거 (ejection)시킨다. 그리고 로그램 모

드에서는 CG에 +4.75V, TG에 +4.75V를 인가하여 FN 

터 링 방식으로 로  게이트에 자를 주입 

(injection)시킨다. 읽기 모드에서 지워진 셀은 BL 

(Bit-Line)에 0V를 출력하는 반면, 로그램된 셀은 

VDD를 출력한다.

표 2. 동작모드별 C-Flash 셀의 바이어스 압 조건 
(a) 지우기 모드 (b) 로그램 모드 (c) 읽기 모드.
Table 2. Each node bias voltage of a c-flash 
memory cell at each operation mode.

(a)

(b)

(c)

그림 4(a)는 동작모드에 따라 표 2의 바이어스 압에 

맞는 CG, PS (Power Supply), N_SEL, P_SEL의 압을 공

하는 CG 구동 회로이다. 그리고 그림 4(b)는 동작 모드

와 WD (Write Data)에 따라 TG 신호를 공 하는 TG 구

동 회로이다. 그림 4의 스 칭 원인 CG_HV, CG_LV, 

TG_HV, TG_LV, VNNL_CG, VNNL_TG는 동작 모드에 

따라 표 3과 같이 공 된다. 그림 4(a)의 CG 구동 회로는 

4.75V 이하의 스 칭 압을 갖도록 하기 해 

VDD-VNNL_CG, CG_HV-VNNL_CG, CG_HV-CG_LV

의 3단 압 벨 변환기 (translator) 회로를 사용하 다. 

각  단에 있는 압 벨 변환기의 스 칭 압은 표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동작 모드에 해 모두 4.75V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4(b)의 TG 구동 회로도 VDD-VNNL_TG, 

TG_HV-VNNL_TG, CG_HV-CG_LV의 3단 압 벨 변

환기 회로를 사용하므로 압 벨 변환기 회로의 스

칭 압을 모두 4.75V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 다.

표 3. 동작 모드에 따른 스 칭 워의 출력 압.
Table 3. Output voltages of switching powers 

according to the operation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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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a) CG 구동 회로, (b) TG 구동 회로.
Fig. 4. Driving circuits for (a) CG and (b) TG.

그림 5는 쓰기 모드에서 고 압을 공 하기 한 VPP 

발생 회로의 블록도를 보여주고 있다. VPP 발생 회로는 

2단 cross-coupled 하 펌  (charge pump), 제어 로직, 링 

발진기 (ring oscillator)와 벨 감지기 (level detector)로 

구성되어 있다. VPP 압이 목표 압 보다 낮은 경우에 

VPP 벨 검출기의 출력신호인 VPP_OSC_ENb가 Low

로 되어 positive 하 펌핑에 의하여 VPP 압은 올라가

게 된다. VPP 압이 목표 압 이상이 되면 VPP_ 

OSC_ENb 신호가 High가 되어 하펌 가 동작을 멈추

는 부궤환 (negative feedback) 방식으로 VPP 압은 목표

압인 4.75V를 유지한다. 벨 감지기의 기  압인 

VREF_VPP (=0.6785V)는 항 분배기 (divider)를 이용

하여 VDD 압을 분배하여 만들어진다.

그림 5. VPP 발생회로의 블록도.
Fig. 5. Block diagram of a VPP generation circuit.

 그림 6은 VPP 단  하펌  회로로 cross-coupled 형

태의 하펌 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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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VPP 단  하펌  회로 [8].
Fig. 6. Unit charge pump circuit for VPP [8].

그림 7은 6단 Dickson 하펌 를 사용하여 VNN 

(=-4.75V)과 VNNL (=VNN/3) 압을 공 하는 VNN 발

생 회로의 블록도이다. VNN은 부궤환에 의해 -4.75V의 

압을 유지하고 VNNL은 VNN/3의 압을 공 한다. 

그림 8은 VNN 하 펌  회로를 보여 다.

그림 7. VNN 발생 회로의 블록도.
Fig. 7. Block diagram of a VNN generation circuit.

그림 8. VNN 하펌  회로.
Fig. 8. Unit charge pump circuit for VN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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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그림 7의 VSS 리차지 (precharge) 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제안된 VSS 리차지 회로는 커패시터 

커 링 (capacitive coupling)을 이용하여 쓰기 모드로 진

입 시 N2 노드 압을 VDD에서 0V로 커 링시켜 MN3

를 OFF 시키는 동시에 MN2에 걸리는 게이트-소스 

(gate-source) 간의 압을 5.5V 이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쓰기 모드에서 빠져 나오는 경우 C1의 커패시터 커 링

에 의해 MP2의 소스와 드 인 (drain) 노드 사이의 압

을 5.5V 이하로 유지시켜 다.

그림 9. 제안된 VSS 리차지 회로.
Fig. 9. Proposed VSS prechaging circuit.

Ⅲ. 모의실험  측정 결과

0.18㎛ 공정을 이용하여 로직 공정 기반의 256bit 

EEPROM IP를 설계하 다. 그림 10은 지우기 모드와 

로그램 모드에서의 셀 바이어스에 한 모의실험 결과

이다. 표 2의 바이어스 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11은 읽기 모드에서 제어신호  요 내부 신호

에 한 모의실험 결과를 보여 다. 읽기 모드에서 

READ 신호가 인가되면 먼  PS와 N_SEL, P_SEL에 의

해 워드 셀이 선택되고 CG 신호가 0V에서 VDD로 스

칭 하면서 BL의 압이 셀의 쓰기 상태에 따라 방 하거

나 충 하게 된다. SAENb 신호가 낮게 activation 하게 되

면 BL 압을 센싱하여 DOUT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Slow 모의실험 조건에서 tAC는 195ns로 나왔다.

  

(a)

(b)

그림 10. 쓰기 모드에서의 셀 바이어스 압에 한 
모의실험 결과 (a) 지우기 모드 (b) 로그램 모드.
Fig. 10. Simulation results with respect to cell bias 
voltages in writing : (a) in the erase mode and (b) in 

the program mode.

그림 11. 읽기 모드에서의 모의실험 결과.
Fig. 11. Simulation result to critical path in the read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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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동작 모드에 따른 동작 류와 력 소모를 모

의실험한 결과이다. VDD=1.2V,  VDDP=2.2V, Temp.=2

5℃ 조건에서 읽기, 로그램, 지우기 모드에서의 력 

소모는 각각 12.86㎼, 22.52㎼, 22.58㎼ 이다.

표 4. 동작 모드에 따른 동작 류와 력 소모에 
한 모의실험 결과.

Table 4. Operational currents and power dissipations 
for different operation modes.

0.18㎛의 로직 공정을 이용하여 설계된 256bit 

EEPROM IP의 이아웃 사진은 그림 12에서 보는바와 

같으며, 이아웃 크기는 476.04㎛ × 448.5㎛ 이다.

 

그림 12. 설계된 256bit EEPROM IP의 이아웃 사진.
Fig. 12. Layout image of the designed 256-bit 

EEPROM IP.

Tower 0.18㎛ 로직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된 EEPROM

을 테스트하 다. 그림 13은 성능 테스트 결과로 지우기, 

읽기, 로그램, 읽기를 연속 으로 수행한 결과 지운 

EEPROM 셀은 ‘0’, 로그램한 셀은 ‘1’ 데이터를 출력

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리고 어드 스를 변경하면서 

256bit에 해 측정한 결과 EEPROM 기능을 정상 으로 

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14는 쓰기 모드에서 DC-DC 

변환기의 출력 압인 VPP, VNNL, VNN 압을 측정한 

형으로 각각 4.69V, -1.89V, -4.74V의 목표 압 벨

이 나왔다.

 

그림 13. 테스트 칩의 성능 측정 형.
Fig. 13. Measured waveform for the test chip.

그림 14. 지우기 모드에서 테스트 칩의 VPP, 
VNNL과 VNN 압 측정 형.

Fig. 14. Measured waveforms of VPP, VNNL, and 
VNN in the erase mode for the test chip.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PCglobal의 UHF Class 1의 Generation 

2 규격의 수동형 RFID 태그 칩에 사용되는 256bit 

EEPROM IP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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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로직 공정 기반의 소자만 사용하 으

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3.3V 소자는 쓰기 모드에서 

5.5V 이하의 압이 걸리도록 설계하 다. 소자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해 EEPROM의 코어 회로인 CG와 TG 

구동 회로를 제안하 고 DC-DC 변환기인 VPP 

(=+4.75V), VNN (-4.75V)과 VNNL (=VNN/3) 발생 회로

를 제안하 다. 

Tower 0.18㎛ 공정의 C-Flash 셀을 이용하여 설계된 

256bit EEPROM IP의 이아웃 면 은 476.04㎛ × 448.5

㎛이고, 모의실험 결과 력소모는 읽기 모드에서 12.86

㎼, 로그램 모드에서 22.52㎼, 지우기 모드에서 22.58

㎼이다. 테스트 칩을 측정한 결과 VPP, VNNL, VNN 

압이 각각 4.69V, -1.89V, -4.74V로 목표로 하는 압 

벨이 측정되었다. 그리고 EEPROM의 쓰기와 읽기 동작

을 정상 으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 다.

설계된 로직 공정기반의 EEPROM은 이  폴리게이

트를 사용하는 EEPROM에 비해 마스크 수를 이므로 

공정 비용을 일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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