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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input impedance 

characteristics of UHF-band RFID tag chip for 

increased reading range. A voltage multiplier 

designed using 0.4 μm zero-VT MOSFET showed 

that DC output voltage of 2 V can be obtained 

using standard CMOS process. The input impedance 

of the voltage multiplier was examined to achieve 

impedance level for maximum reading distance using 

analytical and numerical approaches. The input 

impedance of the voltage multiplier could be varied 

in a wide range by selecting the size of MOSFET 

and the number of multiplying stages of the voltage 

multiplier, and thus, the impedance level required for 

the tag antenna can be obtained in presence of other 

tag circuit blocks. 

I. 서론 

  RFID 시스템은 미래 IT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높은 성

장 잠재력과 효과를 가진 기반 기술로 인식되어  세계

으로 재 다양한 주 수 역에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주 수가 할당된 UHF 역 900 MHz 

RFID 시스템은 기존의 13.56MHz 역의 자기유도방식보다 

비교  먼 거리에서 인식을 할 수 있는 비 식, 그리고 고

속 태그 인식 등의 장 을 지니고 있어 향후 다양한 서비스

에 용될 것으로 망된다[1]. 이러한 UHF 역 RFID 시스

템은 높은 수요 망에도 불구하고 재 상용화된 시스템은 

실제 인식거리가 작은 문제 을 지니고 있다. 한, 가격으

로 국제표 규격을 만족할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된 태그 개

발 등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들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900 MHz 역 RFID 개발에서 요한 이

슈인 태그의 인식거리를 향상시키기 해 태그 안테나와 태

그 칩 간의 임피던스 특성에 해 살펴보았다. 태그 안테나

와 태그 칩의 등가회로 모델을 이용하여 태그 칩에 공 할 

수 있는 최  압을 안테나와 칩이 공핵 정합되는 조건 외

에 태그 칩의 quality factor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태

그 칩에서 최  인식거리를 결정하는 주요 블록인 압체배

기를 standard CMOS 공정으로 설계하고 체배기의 입력 임

피던스를 여러 설계 라미터들에 의한 향을 분석하 다. 

설계된 압 체배기는 각 체배단을 구성하는 zero-VT 

MOSFET의 크기와 체배단의 단수를 설계 라미터로 하여 

입력 임피던스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넓은 범 에서 가변시킬 

수 있어 RFID 태그 칩 내의 변/복조기 등 다른 회로 블록과 

병렬로 연결되더라도 태그 안테나에 합한 임피던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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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FID 수동 태그 인식거리 분석

UHF 역 RFID 수동 태그는 backscatter 통신 방식을 사

용하기 한 태그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되며, 칩 내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태그 칩 내부는 태그 안

테나에서 수신한 RF 력의 일부을 DC 압로 변환하여 칩 

내부 회로 구동에 공 하는 RF-DC 변환기,  리더에서의 

를 디지털 데이터로 인식하는 복조기, 리더와 태그 간의 산

란되는 의 크기를 변화시켜주는 변조기, 그리고 디지털화

된 상품정보를 장하는 메모리와 디지털 제어 회로 블록 등

으로 구성된다[3-5]. 별도의 원이 없는 수동형 RFID 태그

의 경우 리더에서의 력을 수신하여 태그 내부 회로를 구동

하기 때문에 태그 안테나에서 수신한 압이 태그 내부 회로, 

특히, RF-DC converter를 구동하기 한 문턱 압(threshold 

voltage) 이상이 되는 거리로 인식거리가 제한된다. 한 태

그에서 backscatter한 력에 한 수신기의 감도도 인식거리

에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림 1. 안테나와 IC 칩으로 구성되는 UHF 역 수동형 RFID 태

그. 

그림 2. 안테나와 IC 칩으로 구성되는 UHF 역 수동형 RFID 태그

의 등가회로.

그림 2에 태그 안테나와 직렬 RC 회로로 모델된 RFID 태

그의 등가회로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VTag,av는 안테나에 유기

되는 압, RANT는 안테나의 방사 항과 손실 항 성분, 그

리고 LANT는 안테나의 리액턴스 성분을 나타낸다. RC 직렬회

로 양단의 압, VIC 는 태그 칩 내부 회로를 구동하기 한 

압으로 최  인식거리에서 RF-DC converter 구동에 필요

한 문턱 압(threshold voltage), VTH보다 커야한다. 리더로부

터의 출력을 4 W EIRP (Equivalent Isotropic Radiated 

Power)을 사용하고 태그 안테나의 이득 GTag와 리더로부터의 

거리 r 을 알고 있을 때 태그로의 입력 력, PTag,av는 다음 식

에서 구할 수 있다.

P Tag,av=EIRP×G Tag×( λ4πr )
2

        (1) 

이 때 태그 안테나에 유기되는 압 VTag,av는 다음과 같다.

V Tag,av= 8R ANTP Tag,av               (2)

RF-DC 변환기로 많이 사용되는 압 체배기로의 입력

압은 최  인식거리에서 문턱 압 이상이어야 하고, 한   

다이오드의 순방향 turn-on 압 강하에 의해 압체배기의 

효율은 입력 압의 크기에 비례한다[3]. 그러므로 태그 안태

나와 칩은 제한된 리더의 출력을 이용하여 VIC를 최 로 하

는 것이 인식거리 향상 면에서 유리하다. 

그림 2에 나타낸 태그의 등가회로에서 류 i는 공진조건,  

CIC = (ω2LANT)-1 에서 최 가 되고 이 때 VIC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V IC|=
R IC

R ANT+R IC
|V Tag,av| 1+Q

2
IC

    (3)

식(3)을 이용하면 태그 칩과 안테나가 공핵 정합(conjugate 

match)되었을 때는 VIC의 최 값은 다음 식과 같이 얻을 수 

있다.

|V IC|=
|V Tag,av|

2
1+Q 2IC          (4)

한, 식 (3)은 VTag,av가 주어질 때 공진 조건에서 다음 식 

(5)로 쓸 수 있고, 이 식에서 VIC는 주어진 두 개의 라미터, 

QIC 와 QANT 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V IC|=
Q ANT

Q ANT+Q IC
|V Tag,av| 1+Q

2
IC

    (5)

여기서 QIC는 안테나와 태그 칩으로 이루어진 공진회로의 

quality factor로 QIC=(ω⋅RIC⋅CIC)-1이고,QANT=(ω⋅LANT)/RANT 

이다.

 식 (4)과 (5)에서 알 수 있듯이 태그 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  압은 태그 칩의 quality factor의 함수임을 알 수 

있고, 안테나와 칩이 최  력 달될 수 있도록 공핵 정합

될 경우는 QIC 에 비례하게 된다. 인식거리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RFID용으로 할당된 주 수 역폭을 만족시킬 수 있

는 범  내에서 높은 quality factor를 가지도록 태그 칩을 설

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볼 때 태그  

안테나 뿐만 아니라 태그 칩의 입력 임피던스, 특히, RF-DC 

변환기의 설계 라미터에 따른 임피던스 추출이 필요하다.

RF-DC 변환기는 태그 안테나에서 수신한 력이 매우 작

기 때문에 회로 구동에 필요한 압으로 증가시키기 해  

압체배기를 이용한다. 압체배기로 많이 사용되는 

Dickson voltage multiplier에 한 효율 최 화, 소모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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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화에 한 고찰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행해졌으나[6], 

RFID 태그용 설계를 해서는 압체배기의 설계 라미터

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3(a)에 다이오드를 이용한 N개의 체배단을 가진 압

체배기의 회로도를 나타내었다 [7]. 각 다이오드를 그림 3(b)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생 항 RS 와 다이오드 합 항 

RD와 캐패시터 CD가 병렬 연결된 등가회로로 나타낼 수 있

다. 압체배기의 입력 측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RF 주 수가 

입력되므로 출력 압의 ripple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

아 DC 압으로 가정할 경우, 출력 측의 각 커패시터 C2N 양

단의 압은 RF 입력에 해서는 AC short로 볼 수 있다 

[8]. 

(a) 

(b) 

그림 3. (a) Dickson voltage multiplier의 회로도. (b) 다이오드의 등

가회로 모델. 여기서 RS는 기생 항, RD는 다이오드의 합 항, 

그리고 CD는 다이오드 합 커패시턴스.

그러므로 각 체배단은 커패시터  C2N-1과 병렬 연결된 두 

개의 다이오드 , D2N 와 D2N-1로 이루어지고 입력 측에서 

바라보았을 때 N 개의 체배단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체배단의 커패시터 값이 같을 경우 (C2N-1 

= C2N = C), N개의 체배단을 가진 압체배기의 입력 임피던

스 (Zin = Rin + j Xin) 의 실수부와 허수부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Re[Z in]=
1
2N [R S+

R D

1+(ωR DC D)
2 ]   (6)

Im[Z in]=-[ 1N 1
ωC
+
1
2N

ωR
2
DC D

1+(ωRDCD)
2 ]  (7)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 임피던스는 체배기의 단수에 

반비례해서 작아짐을 알 수 있다. 한 다이오드의 area에 따

라 RS , RD, 그리고 CD 가 scale되므로 체배단의 단수와 다이

오드의 area가 주요한 설계 라미터가 된다.

Standard CMOS 공정을 이용하여 다이오드를 구 하기 

해 MagnaChip사의 zero-VT nMOSFET의 gate와 drain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Agilent Advanced Design System 

(ADS)의 BSIM3v3 MOSFET 모델을 사용하 다[9]. 0.25 μm 

CMOS process에서 standard MOSFET은 0.5 V 정도의 문턱

압을 나타내는데 비해, zero-VT MOSFET은 소자 비

(width)가 10 μm일 때 0.01 V의 문턱 압을 나타내었다. 그

림 4에 16 단 압체배기의 출력특성을 나타내었다. 각 단은 

LG = 0.4μm와 W = 100μm (5μm x 20 finger)를 가진  

zero-VT nMOSFET을 사용하 고, 커패시턴스 C = 5 pF이

다. 최종 출력 측에는 100 pF의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압의 

ripple을 이도록 했다. 입력으로 최  압 0.15 V, 주기 

6.25 μs (1 Tari) [10], 그리고 90 % AM 변조지수를 가지는 

910 MHz 캐리어를 사용하 을 때, 출력 압으로 2 V 의 

압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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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G = 0.4 μm, W = 100 μm diode-connected zero-VT 

MOSFET를 이용한 압체배기의 출력특성. 

Ⅲ. 압체배기 입력 임피던스 분석

RF-DC 변환기의 입력 임피던스를 구하기 하여 Agilent 

ADS를 이용하여 입력 포트에서의 신호 S-parameter 특성

(Large signal S-parameter, LSSP)을 구하 다. LSSP는 기

존의 소신호 S-parameter가 한 동작 에서 선형화된 회로의 

특성을 보는 반면, LSSP는 입력에 일정한 벨의 력을 가

한 상태에서 회로의 비선형 특성에 따른 입출력 압에서 계

산되므로 리더에서의 거리에 따라 태그 칩에 다른 력이 공

될 때 입력 임피던스를 얻을 수 있다. 

앞의 식 (6), (7) 에서 볼 수 있듯이 입력 임피던스는 체배

단의 단수에 반비례하고, 한 태그 안테나에서 수신된 력

이 주어질 때 DC 출력 압의 요구조건으로부터 체배단의 단

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안테나에 정합될 수 있는 압 체

배기의 입력 임피던스를 각 단의 소자의 크기를 조 하여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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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그림 5. 압체배기의 체배단 수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

그림 6. 16단 압 체배기의 태그에서 받는 입력 력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

 

그림 5에 압체배기의 단수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나타내었다. 각 단은 LG = 0.4 μm와 W = 300 μm (10 μm × 

30 finger) MOSFET, 그리고 C = 2 pF를 사용하 고, 태그 

칩에서 사용가능한 력, PIC,av는 -10 dBm 으로 하 다. 체

배기의 단수에 반비례해서 임피던스는 작아지는 특성이 식 

(6), (7)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에 설계된 체배기의 입

력 임피던스를 리더에서의 거리에 따라 태그 칩에서 사용가

능한 력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리더에서의 거리에 따라 입

력 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압체배기를 구성하는 

MOSFET의 비선형성에 따라 입력 임피던스도 변하게 된다. 

심주 수는 910 MHz, 체배단은 16 단을 사용하고, C = 2 

pF, 소자 비는 200 μm (10 μm × 20 finger)와 300 μm (10 

μm × 30 finger)의 두 경우로 하 다. 입력 력이 커질수록 

용량성 리액턴스는 증가하고 실수부는 -10 dBm에서 각각 

110 Ω과 50 Ω 을 나타내었다. 태그가 리더에 가까이 있을 때

는 리더로부터 충분한 력을 공 받을 수 있으므로 최  인

식가능 거리에서 태그 안테나의 임피던스를 고려하여 태그 

칩에 최  압이 인가되도록 MOSFET의 크기와 체배단의 

단수를 선택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HF 역 RFID 시스템의 인식거리를 높

이기 해 태그 안테나와 태그 칩 간의 임피던스 특성에 

해 등가회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한, standard 

CMOS 공정을 이용하여 RFID 태그 칩을 구 할 수 있는 장

을 가진 diode-connected zero-VT MOSFET을 사용하여 

압체배기를 설계하 고, 태그 안테나에 합한 임피던스 

벨을 구 하기 한 설계 라미터를 살펴보았다. 

* 본 논문은 과학재단 특정기 연구 지원 (과제번호 

R01-2005-000-11056-0)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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