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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FC 태그 수동모드용 DC 정류기와 포락선 검출기를 65n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했다. ISO/IEC 18092 표준
ASK 변조 사양을 만족시키며 8~30% ASK로 변조된 입력 신호들에 대해 정상 동작이 가능하며, 13.56MHz 대역의 통신과
847kHz의 고속 데이터 전송 또한 가능하다. DC 정류기는 0.8V의 작은 진폭을 갖는 입력신호에도 2V의 일정한 DC 전압을
출력하며, 포락선 검출기는 기존의 회로에 비해 큰 진폭을 출력한다. 설계한 DC 정류기와 포락선 검출기는 NFC가 사용되는
수많은 멀티미디어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Abstract
We designed the DC rectifier and the envelope detector for NFC passive mode Tag IC with 65nm CMOS
process. To satisfy the ISO/IEC 18092 standard of ASK modulation, the proposed circuits could operate correctly
with the 8~30% modulation index. Also, the proposed circuits satisfy the RF band communication of 13.56MHz
and the high data transfer of 847kHz. The proposed DC rectifier rectify the input signal having the amplitude of
0.8V to supply DC voltage of 2V despite of the very small input amplitude. The proposed envelope detector could
output a large amplitude than the conventional circuit. The designed DC rectifier and envelope detector could be
used for many multi-media products having NFC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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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능을 강화시킨 ISO/IEC 18092를 핵심 통신 표준으로
지정하였으며 수동모드에 대한 사양을 표 1에 나타냈

근거리 무선 통신 (NFC : Near Field Communi-

[1-2]

다

.

-cation) 기술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태그를 탑재하여
13.56MHz 대역으로 20cm 이내의 송수신기와 다양한

표

부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무선 통신 기술이다. 무
선 통신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가져오기 때
문에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PMP, MP3 Player 등 많
[1]

은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NFC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
NFC 표준은 국제 표준화기구 (ISO)가 양방향 통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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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모드 NFC 사양
표준
모드 방식
반송파
인식 거리
변조 방식
전송 속도
부반송파

ISO/IEC 18092
수동 모드
13.56MHz
10~20cm 이내
8~30% ASK
212kbps/424kbps
847kHz

수동모드에서의 전원은 태그의 안테나가 송신기의 안
테나를 통해 반송파의 전자기장에 의한 유도 기전력을
제공받아서 DC 정류기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한다. 따라
서 태그의 전원을 생성하는 DC 정류기는 수동모드에서
는 꼭 필요한 블록이며 제안하는 NFC 태그의 블록도를

그림 2. 입력 회로 및 매칭단

그림 1에 나타냈다.
제안한 DC 정류기는 4단으로 설계하였으며, 그림 3
에 회로도를 나타냈다. 기존 회로와의 차이점은 쇼트키
다이오드 구현을 위해 한 종류의 MOS만을 사용하지
[3-4]

않고 PMOS와 NMOS를 한쌍으로 사용하였다

. 같

은 크기에 대해 NMOS 보다 속도가 느린 PMOS 출력
에는 NMOS 출력에 연결된 캐패시터보다 4배 큰 캐패
시터를 연결하여 VDC의 방전시간을 더 지연시켰다.

그림 1. 제안하는 태그 전체 블록도

ASK 변조에서 데이터가 “LOW”일 때, 신호의 진폭
그림 1에서 태그의 안테나는 13.56MHz의 RF신호

이 작아지는데 VDC는 원하는 전압에 도달하기 전까지

와 212/424kbps 또는 847kHz의 부반송파 신호가

는 전압이 내려가지 않고 일정한 DC 전압을 출력해야

[1]

ASK 변조된 신호를 수신한다 .

포락선 검출기

(Envelope Detector)는 변조된 신호를 Demodulator

하기 때문에 마지막단의 캐패시터는 최소 크기의 20배
로 설계하였다.

블록에서 복조하기 위해 수신된 ANT 신호에서 정보
(VENV)만을 출력한다. 따라서, 태그가 정상 동작하기
위해서는 전원(VDC)과 정보(VENV)를 출력하는 앞단의
두 블록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NFC는 통신거리가
약 10cm로 RFID에 비해 매우 짧다는 단점이 있으며,
수신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의 강도 또한 약해지기 때문

그림 3. 제안하는 DC 정류기 회로도

에 작은 입력 신호에도 전원생성과 정보검출이 가능해

2. 포락선 검출기

야 한다.

그림 4에 제안한 포락선 검출기 회로도를 나타냈다.

본 논문에서는 ISO/IEC 18092 표준을 만족하는
NFC 태그에 사용되는 DC 정류기와 포락선 검출기를
65nm CMOS 공정으로 설계하였으며 작은 입력신호에

제안한 태그 회로는 입력신호가 ANT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 회로와 비교하여 단일 입력으로 설계하였으며 캐
패시터 이외에 저항(RENV)을 추가하여 VENV의 진폭을

도 정상 동작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했다.

[1]

저항이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55%이상 증가시켰다 .
또한, Modulator 블록에서 ASK 변조하여 응답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송신할 때 그림 2와 같이 –VDD를 써서

Ⅱ. 회로 설계

출력 진폭을 높이기 위해 VDCM이라는 마이너스 전압을
생성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0.68V를 확인했다.

1. DC 정류기
DC 정류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ASK 변조된 입력
신호가 필요하며, 그림 2에 입력에 사용한 회로와 매칭
[2]

단을 나타냈다 . 기존의 회로와 다른점은 인버터의
VSS와 NMOS의 소스에 0V가 아닌 –VDD 전압을 인
가하여 음의 영역까지 안정적인 스윙이 가능하다.
그림 4. 제안하는 포락선 검출기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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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의 실험 결과

그림 5에서 두 결과 모두 2V의 일정한 출력전압을
가지며, 기존의 연구들은 입력 진폭을 20V 이상으로

설계는 65n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진행했고, 검

[1-3]

검증하였지만

, 제안한 회로는 VDD 이상의 높은 진

증은 CADENCE Spectre를 사용했다. 그림 5는 DC

폭은 물론, 최소 0.8V의 작은 입력 진폭에도 정상 동작

정류기가 동작할 수 있는 최소 입력 진폭에 대한 시뮬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데이터가 LOW 일 경우에

레이션 결과이고, DIN은 ISO/IEC 18092 표준 사양에

도 VDC의 전압은 떨어지지 않고 그 값을 유지했다가 데

서 데이터 속도가 가장 빠른 경우인 847kHz의 주파수

이터가 HIGH일 때 2V가 될 때 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

의 입력 데이터 파형이다.

인했다.
그림 6은 ASK 변조값에 따른 포락선 검출기 시뮬레
이션 결과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8~30% ASK 변조
사양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7은 포락선 검출기에서 저항 RENV가 있을때와
없을때를 비교한 결과이며, 이전의 연구에 비해 제안한
회로가 성능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a)

통해 확인했다.

(b)

그림 5. 입력 진폭 크기에 따른 VDC 시뮬레이션 결과
(a)1.6V (b)0.8V

그림 7. 포락선 검출기의 기존 연구와의 비교

(a)

Ⅳ. 결 론
NFC 태그 수동모드용 DC 정류기와 포락선 검출기
를 65nm CMOS 공정으로 설계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정상동작 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ISO/IEC 18092 표준 ASK 변조 사양을 만족하기 위

(b)

해 8~30% ASK로 변조된 입력 신호들에 대해서도 정
상동작이 가능하다. DC 정류기는 0.8V의 진폭을 갖는
미세한 입력신호에도 2V의 일정한 DC 전압으로 정류
하고, 포락선 검출기는 기존의 회로에 비해 큰 진폭을
출력한다.
(c)

설계한 DC 정류기와 포락선 검출기는 스마트폰, 디
지털 카메라, MP3 Player, 프린터 등 NFC가 사용되는
수많은 멀티미디어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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