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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open loop antenna using a 

strip-conductor for an RFID reader at dual-band 

frequency(910MHz, 2.45GHz) is proposed.   The 

impedance is matched by varying the antenna 

parameters such as the length of strip-conductor 

and the gap of between two strip-conductors. 

Return loss and gain of designed antenna are 

-11.919dB, 2.5dBi at 910MHz, and -15.766dB, 5.65dBi 

at 2.45GHz, respectively. 

I. 서론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고 네트워크화되는 최근의 유

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RFID는 핵심 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RFID시스템은 크게 리더와 태그로 구성된다. RFID 리

더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고정형 리

더에 사용되는 안테나는 크기에 큰 제약을 받지 않으

므로 태그 인식거리와 검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높

은 이득을 갖는 배열형 안테나로 주로 설계되고 있

다.[1] 그러나 이동형 RFID 리더에 사용되는 안테나의 

경우 크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크

기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동형 리더에 사

용되는 안테나는 소형화함은 물론 신뢰 할 수 있는 동

작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용도에 합한 방사특성  

이득 특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2]

 본 논문에서는 RFID 리더용 안테나로써 상․하 역 

칭 개방루  구조를 갖는 도체스트립 안테나를 제안

하고 안테나의 특성  성능을 분석한다.

II. 본론

2.1 안테나 구조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역 공진특성을 

갖는 상․하 역 칭 개방루  구조를 이용한 도체스

트립 안테나이다. 안테나는 비유 율 =4.3, 손실 탄젠

트 =0.0018, 두께 =0.787mm인 FR4 기  상에 

상‧하 역 칭 개방루  구조로 설계하 다. 안테나를 

포함하는 체 기 의 크기는 75mm×100mm 이고 

은 50Ω 동축 이블을 사용하 다. 안테나의 상‧하

단에 있는 각 개방루 의 체 길이는 =218mm 이고 

Z축 방향의 선로 와 의 길이는 각각 43mm, 

45.15mm 이다. 그리고 Y축 방향의 선로   와  의 길

이는 각각 24mm, 38.85mm이고 이 포함된 선로 

b의 길이는 71mm, 선로의 폭 a는 5mm이다. Z축 방향

의 선로  부분에서는 가장자리에 홈을 삽입한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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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구조를 갖게 하여 안테나의 이득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여기서 teeth의 개수는 7개이고 각 

teeth의 가로길이×세로길이는 3.5mm×1.5mm이다. 상‧

하단 개방루  구조에서 Y축 방향의 선로 의 간격 

는 8mm로 이는 개방루 의 체길이 을 218mm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간격 를 조정하면서 임피던스와의 

정합 을 맞춘 길이이다. 한 안테나를 개방루  구

조로 구성함으로써 기  앙에는 도체스트립선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휴 용 RFID 리더에 사용되는 

RF모듈이 기  앙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a) 안테나의 설계변수    (b) 안테나의 구조

그림 1. 안테나의 기본 구조

 제안된 안테나에서 910MHz의 역을 결정하는 안테

나의 선로길이는  와  이고, 부가 으로 2.45GHz의 

공진특성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길이변수는   와  이

다. 이 안테나 구조에서 선로길이 는 나란히 놓여 있

어서 류방향이 반 로 형성되기 때문에 안테나의 실

효길이에는 거의 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선로길

이 변수   와  는 910MHz 역에서는 기  길이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진특성에 향을 주지 않

지만 이 역인 2.45GHz 역에서는 공진특성과 방

사패턴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역에서 

공진특성과 방사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로길이   

와 를 히 조 하여 설계하 다. 

Ⅲ. 안테나 제작  측정

 그림 2는 제안한 안테나의 설계 라미터들을 조 하

여 RFID리더의 임피던스와 안테나의 임피던스가 정합

되었을 때의 반사손실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시뮬 이

션 결과와 실제 제작하여 측정하 을 때의 결과를 비

교한 것이고, 그림 3은 910MHz와 2.45GHz에서 각에 

따른   방향의 안테나 방사패턴과 이득특성의 시뮬

이션 결과와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반사손실 시뮬 이션 값과 측정값

        (a) 910MHz            (b) 2.45GHz

그림 3. 방사패턴 시뮬레이션 값과 측정값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방루  구조를 이용한 도체스트립 

안테나를 제안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 다. 제안한 안

테나는 국내 RFID 주 수 역인 908.5～914MHz에서 

반사손실이 -10dB이하이고 2.52dBi의 이득을 가지고 

있으며, 2.45GHz 역에서도 100MHz이상의 역폭과 

5.65dBi의 이득을 가지므로 두 주 수 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RFID 시스템의 리더용 안테나로 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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