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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블록은 ISO/IEC-14443A, B의 국제 표준을 기
준으로 수동모드로 동작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무선충전
을 위한 무선전력 전송 방식은 A4WP(Alliance for
Wireless Power)의 리젠스(Rezence)라는 표준을 이용
한 자기공진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설계한 무선 전력전
송 태그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Abstract
We designed Power-On Reset circuit for Wireless
Transfer Tag IC with 0.18 CMOS Process. The
Brown-Out Detector is included, So it is possible to
reset the IC to prevent damage during the data
being transferred. Using the discharge current of
Brown-Out Detector,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reset duration of the Brown-Out Detection Reset.

I. 서론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근거리 무선 통
신규약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서
13.56MHz의 HF(High Frequency) 주파수 대역을 사용
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출입통제, 전자화폐 등의 스
마트카드에 응용이 되고 있다. 또한 리더의 안테나와
태그의 안테나 사이의 WPT(Wireless Power
Transfer) 방식에는 크게 자기유도(Inductive)방식과
자기공진(Resonant)방식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태그를 이용하여 NFC 및 무
선 충전을 위해서 무선전력 신호를 구분하여 동작시키
는 무선 전력 전송 태그의 블록 중 파워 온 리셋을 설
계하였으며, 그림 1을 통해 제안하는 무선 전력 전송
태그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제안하는 NFC 무선 전력 전송 태그 블록도



표 1. 무선 전력 전송 태그 설계 사양
Type
NFC
WPT
Mode
Passive
Standard ISO/IEC-14443 Rezence
Carrier Freq. 13.56MHz
6.78MHz
Supply Voltage
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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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디텍션에 의한 리셋 동작은 기존에 전송 중이던 데이
터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리셋시간이 필요
하다.
그림 3은 무선 전력 전송 태그에 사용하기 위한 브
라운 아웃 디텍션 기능이 포함된 제안하는 파워 온 리
셋의 회로도이다. 브라운 아웃 디텍션 이후의 리셋 시
간을 줄이기 위해서 공급 전류를 늘려야 하는데 전류
원의 전류량을 늘려 전체 전류소모를 늘리는 것 보다
기존에 슈미트 트리거의 VSPL 까지 낮추기 위해 M3를
동작시켜, 기존에 저장 중이던 전하를 빠르게 방전하
는 전류를 사용하였다. 기존에 낭비하는 전류를 사용
하기 때문에 전체 전류 소모량은 변동이 없으며 저항
R을 통해 전류량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라운 아
웃 디텍션 리셋 시간의 조절이 가능하다.

2.1 파워 온 리셋

제안하는 무선 전력 전송 태그에서의 파워 온 리셋
은 디지털 블록을 리셋 시키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
만 전압 곱셈기로부터 출력되는 높은 DC전원을 차단
하기 위한 전압 리미터를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인가되는 DC전원의 크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디텍션 전압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전압이 떨어지면
회로를 다시 리셋 시키는 브라운 아웃 디텍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파워 온 리셋을 사용하였다.

Ⅲ. 설계 및 검증
그림 4는 파워 온 리셋에 사용하기 위한 슈미트 트
리거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VSPH는 1.47V이며, VSPL
는 0.784V이다.

그림 2. 기존의 파워 온 리셋 회로도
그림 2는 브라운 아웃 디텍터가 포함되어 있는 기존
의 파워 온 리셋 회로도 이다. 3단 전류미러를 통해
MOS캐패시터에 낮은 전류를 공급하여 긴 리셋 시간
을 갖고 있으며, 공급전압 VDD가 2단으로 구성된
MOS 다이오드의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들어올 경우,
M1이 꺼지고 BIAS 전압에 의한 전류원인 M2에 의해
남은 전류가 순간적으로 방전이 되면서 M3가 켜져 슈
미트트리거의 입력 전압이 슈미트트리거의 트리거전압
(VSPL)까지 낮아지며 다시 리셋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파워 온 리셋은 긴 리셋시간을 갖기 때문에
브라운 아웃 디텍션 이후의 리셋동작 역시 긴 리셋시
간을 갖고 있다.


그림 4. 슈미트 트리거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는 파워 온 리셋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VDD
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다가 순간적으로 낮은 전압이 들
어오게 되는데 이 전압이 브라운 아웃 디텍션 전압
(=Vgs1+Vgs2+Vgs3)보다 낮을 경우, M3는 꺼지게 되
고 남아 있는 전하는 바이어스가 공급 중인 전류원에
의해 방전되므로 VCTRL은 순간적으로 0V까지 내려
가게 된다. 0V까지 내려간 VCTRL은 PMOS스위치를
동작시키므로, VA 전압을 방전시켜 슈미트 트리거의
트리거전압(VSPL)보다 낮아지게 되어 리셋을 동작시킨
다. 리셋유지시간 저항 R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6은 파워 온 리셋의 리셋타임 조절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저항 R값의 조절을 통해 캐패시터로 충전되
는 전류량을 조절함으로서 파워 온 리셋의 첫 동작의
리셋 타임은 같지만 브라운 아웃 디텍션 동작을 통한

그림 3. 제안하는 파워 온 리셋 회로도
무선 전력 전송 태그에 브라운 아웃 디텍션 기능이
포함된 파워 온 리셋을 사용하였을 경우 브라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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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동작은 시간이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림 7을 통해 저항 값에 따른 리셋시간의 변화량을 볼
수 있다.
그림 7은 파워 온 리셋의 리셋타임 조절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저항 R값의 조절을 통해 캐패시터로 충전되
는 전류량을 조절함으로서 파워 온 리셋의 첫 동작의
리셋 타임은 같지만 브라운 아웃 디텍션 동작을 통한
리셋 동작은 시간이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림 7을 통해 저항 값에 따른 리셋시간의 변화량을 볼
수 있다.

그림 7. 저항 조절에 따른 리셋 시간의 변화

Ⅳ. 결론
무선 전력 전송 태그의 리셋 및 전압 곱셈기의 스위
치 전압으로 사용하기 위한 파워 온 리셋회로를 설계
하였다. 설계한 파워 온 리셋은 브라운 아웃 디텍션
기능이 포함되어 전압 곱셈기를 통해 출력되는 DC전
원이 브라운 아웃 디텍션 전압보다 갑자기 낮아질 경
우 리셋을 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 중에 리셋이 될
경우 데이터가 손상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셋타임을 조
절하기 위한 전류 공급을 기존 회로의 방전전류를 사
용함으로서 기존회로와 비교하여 소모되는 전류량은
늘리지 않고 리셋타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저항의 조절을 통해 리셋타임을 조절하여 무선 전력
전송 태그 이외의 다른 회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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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파워 온 리셋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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