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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tag antenna structure for RFID application with resonant frequency of 920MHz is proposed 

using the meander line technique and Evolution Strategy. Miniaturization structure design for a tag antenna is performed 

by structure combining the half-wave dipole with a meander line. To achieve this, an interface program between a 

commercial EM analysis tool and the optimal design program is made for implementing the evolution strategy technique 

that seeks a global optimum of the objective function through the iterative design process consisting of variation and 

reproduction. The optimized tag antenna size is 63mm x 15mm x 1mm. And the proposed antenna is realized on FR-4 

substrate (=4.4,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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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은 각 사물에 

자 태그를 부착하고, 사물의 고유 ID를 무선으로 인식하

여, 해당 정보를 수집, 가공, 장, 추 함으로써 사물에 

한 원격 처리, 리  사물간 정보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술이다[1]. RFID 시스템은 용 분야별로 125kHz

의 주  역에서 5.8GHz의 마이크로  역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주 수 역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유통․물류 

분야 등에서 원거리 인식에 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RFID 시스템의 동작 주 수가 UHF 역 이상으로 높아지

고 있는 추세이다[2][3]. 

RFID에서 안테나란 태그용 안테나와 리더용 안테나로 구

분할 수 있다. 태그 안테나는 유도 류를 이용하는 패시  

태그용 안테나와 자가 원 방식인 액티  태그안테나로 구

분된다. 태그 안테나는 일반 으로 공진 주 수 장에 의

해 크기가 결정되고, 기존 UHF(860MHz～960MHz) 역에

서 반 장 다이폴 형태의 상용 태그 안테나는 약 15cm의 

크기를 가져 작은 아이템 단 의 사물에 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RFID 태그는 안테나 성능 열화를 최

소화 시키면서 어떤 물품에도 쉽게 부착될 수 있도록 소형

화되는 것이 유리하다[4].

재 국내사용 주 수 역은 총 5개의 역으로 주  

역(135kHz), 고주  역(13.56MHz), 극 단  역

(433MHz, 917~923.5MHz)와 마이크로  역(2.45GHz)이 있

다[5][6]. 재 개정된 국내 900MHz 주 수 역의 

RFID/USN 무선설비의 기술기  (917～923.5MHz)에 한 

사항은 방송통신 원회고시 제2008-137호 <무선설비규칙> 

제99조 (RFID/USN등의 무선설비)에 규정되어 있다. 의 

자유공간 손실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920MHz 역은 10m 

후의 인식거리를 가지고 있어 이용범 와 활용도가 매우 높

다. 이를 해서 920MHz 역에서 동작하는 소형의 안테나

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 으로 태그의 제작 단가를 낮추기 하여 태그 안테

나와 칩은 별도의 부가회로 없이 직  연결된다. 그러나 회

로의 구성  쇼트키 다이오드의 특성은 칩 제조사마다 다

르므로 칩의 입력 임피던스 한 다르다. 무선통신 시스템

에서 부분의 안테나들은 50Ω이나 75Ω에 정합되도록 설계

된다. 일부 RFID 태그 안테나의 경우에도 50Ω에 정합되도

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태그 칩에의 정합을 하여 추가

인 정합회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동형 RFID 태그의 

경우, 제작 단가  제작상의 문제로 인하여 추가 인 정합

회로를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2].

그리고 RFID 태그 안테나 설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은 도성 물질과 고유 율인 물질에 부착 가능한 태그 

안테나 설계이다. 그 이유는 알루미늄 캔과 속 상자 등의 

도성을 갖는 물질은 안테나의 방사 효율과 공진 주 수 

 안테나 임피던스가 크게 변하게 된다. 이러한 태그 안테

나 성능에 매우 큰 향을 주기에 RFID 태그 안테나 설계

에 어려움이 있다[7]. 

본 논문에서는 태그 안테나의 소형화와 국내 900MHz 주

수 역의 RFID/USN 무선설비의 기술기 에 부합하는 

917MHz ～923MHz 역의 태그안테나 설계하 다. 안테나

의 소형화 설계와 최 화 설계를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는 50Ω으로 설계하 으며 태그 안테

나의 유 율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고 설계하 다. 안테나의 

소형화는 미앤더 라인 안테나, 반 장 다이폴 안테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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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 방법을 복합 으로 설계에 용하여 설계하 다. 기

존의 미앤더 라인을 이용한 안테나 설계 [4]는 설계자의 

단으로 반복 인 실험을 통해 설계되었으나 본 논문은 다양

한 설계변수와 각 설계변수간의 향을 고려하여 진화알고

리즘  하나인 진화 략기법으로 체계 인 안테나 최  설

계를 하 다.

2. 안테나 소형화 설계

안테나의 소형화라는 것은 물리 인 크기를 작게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형화란 주 수에 따른 장에 

비해 안테나의 체 크기가 매우 작다는 것을 뜻하므로 상

으로 수십 GHz의 리 역에서의 소형화보다는 주

 역에서의 소형화가 더욱 어렵다. 일반 으로 안테나가 

장에 비해 소형화되면 이득과 효율의 하가 래되며 안

테나의 입력 항은 매우 작아지고 리액턴스는 커져서 역

폭이 좁아지게 될 뿐 아니라 임피던스 매칭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재 성능 하를 최 한 극복한 소형 안테나를 개

발하고자 하는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8].

지 까지 제안된 소형 안테나 에서 표 인 것은 헬리

 안테나, 집 소자와 결합된 다이폴, 루  안테나, fenced 

그라운드 안테나, 이들의 변형인 inverted F 안테나 등이 있

다[9]. 특히, 안테나의 복사구조 , 간단하면서도 범 하

게 활용되고 있는 반 장 다이폴의 미앤더 라인 구조는 소

형화 기법에도 실용 으로 응용되고 있다. 다이폴 안테나는 

선형 안테나로 가장 리 알려져 있으며 반 장 다이폴 안

테나의 경우, 임피던스 조 과 공진 길이를 확보하기 해 

리 사용되며, 미앤더 라인 구조는 주어진 안테나의 기  

크기를 최소의 면 에 집 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

다[4]. 

2.1 반 장 다이폴 안테나

반 장 다이폴 안테나는 실효 안테나 길이가 1/2 장인 

도선의 앙부에서 하여 안테나의 앙을 기 으로 상

하 는 좌우의 선상  분포  극성이 언제나 칭이 

되어 다이폴과 같이 작용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두 개의 극

이 서로 다른 도선을 구부려서 체 길이를 1/2 장

(Lambda)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 구성이다.

다이폴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의 허수부인 리액턴스는 

안테나의 길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임피던스의 허수부를 

0으로 만들기 해서는 안테나가 정합이 되든지, 리액턴스가 

0이 되도록 안테나의 길이를 여야 한다. 첫 번째 공진이 

일어나는 다이폴의 길이는 도체의 직격에 따라 다르지만 약 

0.47 장에서 0.48 장 정도가 된다. 직격이 작아질수록 안테

나의 길이는 0.48 장에 더욱 가까워지므로 굵은 안테나를 

공진시키기 해서는 1/2 장에서부터 공진 을 찾아서 잘

라내어 가면 된다[10].

2.2 미앤더 안테나

미앤더 구조란 어떤 회로에서 곧게 진행하는 선로를 구부

려서 구 하여 회로의 크기를 이는 방법을 말한다. 미앤

더 선로는 증폭기나 상 변 기 등의 고주  소자를 소

형화 하는데 이용된다. 미앤더 라인의 길이는 일반 으로 

안테나의 1/2 장의 길이를 가지는 반해, Meander 안테나는 

모서리 부분에서 가지는 손실과 평행한 각 선로간의 간섭

상 때문에 략 1 장의 길이를 가지게 된다. 정합은 주로 

길이, 폭의 변화 등을 조작하여 얻었으며, 안테나의 방사패

턴은 미앤더 상의 류 분포도에 의해 결정된다. 

미앤더 선로는 주어진 안테나의 기  크기를 최소의 면

에 집 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미앤더 안테나

의 모서리 부분에서 가지는 손실과 평행한 선로간의 간섭 

상 때문에 약 1 장의 길이를 가지게 된다. 그림 1은 미

앤더 라인을 이용하여 설계된 RFID 태그 안테나의 구조이

다. L1, L2, L3, L4, L5는 미앤던 선로 각각의 길이이고 S1, 

S2, S3, S4, S5는 미앤더 선로간의 간격이다. Gap은 두 미

앤더 선로 사이의 간격이며 W1은 미앤더 라인의 폭이다.

기 모델의 공진주 수 특성을 알아보기 해서 자계

해석용 상용 툴인 Ansys사의 HFSS를 사용하여 해석하

다. 그림 2는 기 모델의 공진주 수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기 모델의 해석 결과 1970MHz에서 -4.86dB의 반사손

실을 갖는다. 기 모델은 설계목표 주 수보다 높게 나왔

으며 반사손실 특성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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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S5

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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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L4

L5

Gap

그림 1 Meander Line을 이용한 RFID 태그 안테나

Fig. 1 RFID tag antenna using meand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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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 모델의 공진주 수 특성

Fig. 2 resonant frequency of initial model

3. RFID 태그 안테나 설계

기 모델의 해석 결과 설계 공진주 수와 매우 큰 차이

를 갖고 있기에 공진주 수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 안테나

의 세로 방향에 향을 주는 선로의 간격 설계변수와 가로 

방향의 설계변수 선로의 길이를 묶어서 변화를 찰하 다. 

그림 3은 선로의 간격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특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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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그림 4는 선로의 길이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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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로의 간격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Fig. 3 Resonant frequency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ne 

ga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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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선로의 길이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Fig. 4 Resonant frequency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ne 

length (L)

선로의 간격이 넓어지면 반사 특성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공진 주 수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면 반사 특성도 작아지고 공진 주 수도 작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로 방향보다는 가로 방향

의 길이를 길게 하여 반사특성과 공진 주 수를 맞추는 게 

더 효과 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안테나는 반 장 다이폴 안테나를 기본으로 하

다. 따라서 다이폴 안테나의 기본 인 특성을 갖기에 선

로의 폭에 향을 받는다. 그림 5는 선로의 폭에 따른 공진

주 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선로의 폭을 변화시키면 

반사 특성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공진 주 수는 조 의 변

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선로의 폭이 좁아지면 공진주

수가 낮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기 모델에서의 선로의 길이 변화에 따라 공진주 수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각 선로의 길이에 따

른 공진주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6~8은 각 선로의 

길이에 따른 공진주 수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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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로의 폭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Fig. 5 Resonant frequency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ne 

width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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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선로 길이 L1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Fig. 6 Resonant frequency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ne 

length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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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선로 길이 L3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Fig. 7 Resonant frequency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ne 

length (L3)

0.7 0.8 0.9 1.0 1.1
-25

-20

-15

-10

-5

0

R
et

ur
n 

Lo
ss

 [d
B]

Frequency [GHz]

 L5=25mm
 L5=26mm
 L5=27mm

그림 8 선로 길이 L5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Fig. 8 Resonant frequency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ne 

length (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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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 도선의 간격에 따른 공진주 수의 변화를 

찰하 다. 두 도선의 간격 역시 선로의 간격에 따른 커패시

턴스 성분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공진주 수가 변화하게 

된다. 그림 9는 두 도선의 간격에 따른 공진주 수의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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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선로 간격 gap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Fig. 9 Resonant frequency according to the change of 

between two line gap (gap)

3. RFID 태그 안테나 최 화 설계

각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의 변화를 찰하

고 안테나를 설계하 으나 안테나의 매칭에 문제가 발생하

여 목표 공진주 수에서 RF 방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로 인해 안테나의 이득 한 낮게 설계 되었다. 안테나 입

력 매칭을 개선하기 해서 그림 10과 같이 입력단에 매칭

을 한 선로를 추가하 다.

그림 10 임피던스 매칭을 한 새로운 구조

Fig. 10 New structure for impedance matching

K1은 추가선로와 미앤더 선로간의 간격 길이이고 K2는 

추가선로의 길이이다. 추가된 선로로 인하여 설계변수가 많

고 각 설계변수가 서로 주 수 변화에 향을 주기 때문에 

개별 설계변수의 조 로는 안테나 설계가 어렵다. 이러한 

다양한 설계변수와 각 설계변수간의 향을 고려하기 해

서 확률론  최 화 기법  하나인 진화 략 (Evolution 

Strategy) 기법을 이용하여 안테나를 최  설계하 다[11].

ES알고리즘은 미리정한 설계변수 값에 의한 부모세 와 

일정한 범 의 확률 변수 값을 발생하여 다음 자식세 를 

생성하며, 목 함수 값을 비교하여 설계 변수 값을 변경하

고, 합한 설계변수 값으로 반복하면서 변이의 변화폭을 감

소시켜 설계하고자 하는 목표에 최 화된 설계 변수 값을 

구하게 된다. 식 (1)은 첫 번째 부모 세 로 부터 일정한 범

 내에서 확률 변수를 발생시킨 차기 자식세 를 보여

다. 그림 11은 진화 략기법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그림 11 진화 략 최 화 연동 로그램 구조

Fig. 11 An Program structure of the Evolution Strategy

   ×               (1)

여기서 는 세 를 의미하며, 와  는 각각 부모 

개체군과 차기 개체군이고, 는 를 심으로 한 변

화 가능폭(step width)이며, 는 평균이 0인 균등 분포를 

갖는 확률 도 함수에 의해 발생되는 난수이다. 부모 개체

군과 차기 개체군 체를 통해 원하는 설계 목표에 가장 근

한 변수 집합을 택하여 식 (2)와 같이 다음 부모 개체군

을 구성한다.  와 는 각각  와 에 한 

목 함수 값이다. 

 










      

    ≥
           (2)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하나의 부모세 와 하나의 자식세

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 목표 주 수 

920MHz를 목 함수로 하고, 반사계수(S11) -15dB이하가 되

도록 구속조건으로 식 (3)과 같이 설정하 다. 여기서 는 

실험 결과의 공진주 수 이며, 는 설계 목표 주 수 이다.

목적함수    


구속조건  ≤

             (3)

최  설계 과정의 목 함수 수렴도를 그림 12에 나타내었

다. 제안된 최 설계 알고리즘으로 총 24번의 반복 계산 결

과 수렴하여 좋은 수렴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최  설계 결과를 기 설계와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목표공진주 수를 만족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4에 최  설계된 안테나의 형

상  최  설계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표 1은 최  

설계 변수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50Ω의 임피던스 매칭을 

하 고, 체크기는 63mm × 15mm × 1mm 의 크기로 기

은 FR4 유 율 4.4인 유 체 기 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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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최  설계된 태그 안테나 형상  설계변수

Fig. 14 The Optimized tag antenna shape and desig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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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목 함수 수렴도

Fig. 12 The convergence of the objec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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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설계와 최  설계 반사손실 비교

Fig. 13 The initial and optimized return loss curves

그림 15은 설계된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방사패턴은 표 1에서 보인 최  라미터를 사용하여 얻

은 결과로, 920MHz에서 계산된 패턴이다. 방사패턴은 무지

향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설계변수 길이(mm) 설계변수 길이(mm)

W1 0.35 gap 3.24

S1 0.97 L1 23.38

S2 0.97 L2 22.26

S3 0.97 L3 21.78

S4 0.49 L4 21.78

S5 0.49 L5 23.26

K1 2.36 K2 4.72

표    1  최종 설계된 안테나의 설계 변수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final design antenna

최종 설계된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확인한 결과 안테나의 

이득은 -2.7dB을 나타내었다. 안테나의 이득을 향상시키기 

해서 미앤더 라인 주변에 커 링 라인을 추가하거나 그라

운드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용한다면 안테나의 이득이 

더욱 향상 될 수 있으나 체 인 안테나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트 이드오  계를 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최종 설계 제작된 RFID 태그 안테나 사진을 그림 17에 나타

내었다. 제작 측정 결과를 그림 18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a)                        (b)

그림 15 최종 설계된 안테나의 방사패턴 (a) E면 (b) H면

Fig. 15 Radiation pattern of final design antenna (a) XY 

plane (b) YZ plane

그림 17 제작된 RFID 태그 안테나

Fig. 17 Fabricated RFID tag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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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최 설계 시뮬 이션 결과와 측정결과 비교

Fig. 18 Comparison of measurement and calculated value 

of optimiz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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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측정 결과 시뮬 이션과 동일한 920MHz에서 

-30.92dB의 반사손실을 갖는다. 제작 과정에서 입력포트의 

난황으로 주  역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나 공진주 수에

서 시뮬 이션 보다 좋은 반사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UHF RFID 역(917～923.5MHz)을 

만족하는 소형화된 태그 안테나를 제안하 다. 산모의실

험에는 Ansoft사의 FEM(Finite Element Method) 방식의 

HFSS(High Frequency Structure Simulator)를 사용하 고, 

ES 최 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 설계 변수를 추출하 다.

소형화를 해 반 장 dipole 구조와 meander 선로 기술

을 용하 고, 최  력 달을 해 안테나의 임피던스 

향상 시키는 추가선로를 설계하 다. 최 화된 안테나의 크

기는 63mm × 15mm × 1mm 로 크기가 어든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향후 과제는 유효 유 율 변화에 강인한 안테나 설계와 

태그 칩 실장시 발생되는 de-tuning effect에 한 고려 연

구가 진행된다면 효율 인 RFID 태그 안테나 설계가 이루

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한 다른 안테나의 소형화 최  설

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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