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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 격리 특성을 개선한 RFID 안테나 모듈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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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Antenna Module with High Isolation Characteristic between Tx and 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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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ntenna module with high isolation between Tx and Rx in RFID reader 

module. The proposed module consists of a quadrafilar antenna and a directional coupler with a switchable dummy load 

to improve the directivity. The proposed module achieves the isolation higher than 20 dB between Tx and Rx. To show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scheme, we have performed the measurement of tagging range and multi-tagging ability. 

The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detecting range and multi-tagging ability are enhanced by 81% and 20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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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은 동일 주

수에서 물리 인 송신과 수신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RFID 리더 시스템의 송·수신의 분리는 두 개의 안테나를 

이용하는 bi-static 구성과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송·수

신을 겸하는 mono-static 구성으로 나  수 있다[1]. 

bi-static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송·수신의 분리가 물리 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수신 사이에 높은 격리도를 얻을 

수 있지만, 안테나를 두 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두 배의 면

이 필요하게 되어 구  면 이 커지고, 회로의 복잡성이 

증 되며, 가격이 높아지는 단 을 갖는다. 따라서 높은 격

리도 특성을 요구하는 고정형 시스템을 제외한 RFID 시스

템에서는 mono-static 구성을 사용하게 된다. mono-static 

구성에서 송·수신의 분리는 방향성 결합기를 이용하여 분리

한다[2]〜[5]. 하지만 방향성 결합기의 이상 이지 않은 격리

도 특성과 안테나의 반사특성에 의해 송신 설 력이 수신

단으로 입력되며, 수신단으로 입력된 송신 설 력은 수신

단 첫 번째 소자인 잡음 증폭기를 포화시켜 수신 감도를 

하하는 원인이 된다[6].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송·수신을 겸하는 mono-static 구성에서 높은 격

리도 특성을 갖는 안테나 모듈의 구조를 제안하고, 설계 제

작 하 다. 제작된 안테나 모듈은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

며 안테나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안테나 반사계수의 변

화에도 높은 격리도를 가질 수 있는 장 이 있다.

2 . 본  론

2 .1 송신 설 력을 이기 한 RFID 안테나 모듈의 

구조

그림 1 송신 설 력을 이기 한 치단의 구조.

Fig. 1 Front-end scheme for the elimination of the Tx 

leakage power.

Mono-static 구성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 설 력은 크

게 2가지의 경로를 갖는다[7]. 첫 번째 경로는 송신 력이 

안테나의 반사에 의해 되돌아와 방향성 결합기의 결합도를 

통해 수신 단으로 입력되는 경로 이며, 두 번째 경로는 방향

성 결합기의 이상 이지 않은 격리 특성에 의해 송신 설 

력이 수신 단으로 입력되는 경로 이다. 제안하는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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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에서는 송신 설 력을 상쇄시키기 해서 세 번째 

경로를 이용하여 부정합 부하를 이용한 상쇄 신호를 생성하

여 송신 설 력을 제거 할 수 있는 치단 구조를 이용

한다. 부정합 부하의 값을 수식 으로 분석하기 해 방향

성 결합기의 산란행렬을 식(1)로 쓸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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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결합기의 통과 단자 출력은 , 결합계수는 , 격

리도는 이다. 한 각 은 n 단자에서의 입사 , 은 n 

단자에서의 반사 를 나타낸다. 단자 2에 반사계수를 의 

값을 갖는 안테나가 연결되고, 단자 4 반사계수 의 부정합 

부하가 연결되면 식(1)은 아래와 같이 정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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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단자 1에서 수신단자 4로 송신 설 력이 완 히 상

쇄되는 부정합 부하의 값 를 식(2)로부터 구하면 아래와 

같은 값이 된다.

          


                    (3) 

따라서 부정합 부하의 값을 식(3)과 같은 값이 되도록 한

다면 이론상 송신 설 력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9].

2 .1.1 부정합 부하의 설계

송신 설 력을 완벽히 상쇄 시킬 수 있는 부정합 부하

의 값은 식(3)에 의해 구해진다. 하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 

안테나의 반사계수 의 값은 안테나 사용 환경 변화에 따

라 변하는 값이 된다. 따라서 사용 환경에 따른 안테나의 

부정합 변화에 의해 송신 설 력의 양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정합 부하의 값을 가변 가능하도록 

설계 하여 안테나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안테나 반사계

수 의 변화에도 송신 설 력을 여  수 있도록 가변 

가능한 부정합 부하를 설계 제작 하 다. 가변 가능한 부정

합 부하의 값을 설계하기 해서는 먼  부정합 부하의 가

변 범 를 정해야 한다. 송신 력을 라고 하면, 송신 

설 력의 양은 그림 1의 두 경로에서 아래의 식(4), 식

(5)와 같은 값으로 나타난다.

                                     (4) 

                                         (5) 

식(4)와 식(5)의 송신 설 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격

리도 특성이 좋은 방향성 결합기를 사용할 때 경로 2의 

설 력은 방향성 결합기의 격리도 특성에 의해 작은 값이 

되지만, 경로 1에서 발생하는 송신 설 력은 방향성 결합

기의 격리도 특성에는 계없이, 안테나의 반사계수 에 

의해 송신 설 력이 변하는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 따라서 설계할 방향성 결합기 모듈의 송신 설 력의 

크기는 에 가장 큰 향을 받으므로 부정합 부하의 값을 

안테나의 반사 값이 갖는 범  안에서 구  하면 안테나의 

반사 값이 변하는 범  안에서 송신 설 력이 최소가 되

는 부정합 부하를 구  할 수 있다.

그림 2 SP4T를 이용한 부정합 부하의 구성도.

Fig. 2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ollable mismatch load 

using a SP4T switch.

그림 2는 SP4T(Single Pole Four Throw)를 사용하여 구

한 가변 가능한 부정합 부하의 구성도 이다. SP4T는 4개

의 스 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하의 값을 2
4
(=16)개를 구

할 수 있다. 스 치 입력단의 값은 스 치가 모두 off된 상

태에의 부정합 부하의 값이 되어야 한다. 스 치 입력단의 

인덕터()와 항()의 값은 부정합 부하의 값  실수값이  

가장 크고, 허수 값이 +에서 가장 클 때의 값으로 정한다. 4

개의 스 치 경로에 병렬로 연결된 항( , )은 부정합 

부하의 실수 성분의 크기를 여주며, 커패시터( , )는 

허수성분의 값을 여주거나 음의 성분으로 만들어  수 

있도록 정하면 스 치 조합에 따라 16개의 부정합 부하의 

값을 만들 수 있다. 그림 3(a)는 안테나의 반사계수가 약 

12dB 일 때, 부정합 부하의 값이 12dB 근처에서 16개의 값

을 갖도록 구성하 을 때 부정합 부하의 값을 스미스 차트

를 이용하여 본 결과 이며, 그림 3(b)는 부정합 부하의 값을 

어드미턴스로 표시한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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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SP4T를 이용한 부정합 부하의 스미스 차트 값.

Fig. 3 (a) Implemented mismatch load on the Smith chart.

그림 3 (b) SP4T를 이용한 부정합 부하의 어드미턴스 값.

Fig. 3 (b) Implemented mismatch load on the admittance 

plot.

2 .1.2  안테나 모듈의 송수신 격리 특성 모의 실험

제안한 안테나 모듈의 송·수신격리 특성을 모의실험 하기 

해 심 주 수 917MHz에서 10dB의 결합도를 갖는 이상

인 방향성 결합기와 그림 3의 부정합 부하의 값을 이용하

여 송·수신 격리 특성을 모의시험 하 다. 모의실험에 안테

나의 부정합을 반 하기 해 12dB의 반사 손실을 갖는 

RFID용 안테나의 측정결과를 모의실험에 이용하 다. 

 

그림 4  송·수신 격리 특성 모의 실험 결과.

Fig. 4 Simulation result of the  isolation characteristic 

between Tx and Rx. 

모의실험결과 스 치 변화에 따라 16개로 부정합 부하의 

값이 바 면, 안테나 모듈의 송·수신 격리 특성도 서로 다른 

16개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합 부하를 

50Ω으로 하 을 때와 비교해 보면 송·수신 격리 특성이 

30dB 이상 개선되는 부정합 부하의 값이 존재 하는 것을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 .2  제작  측정

그림 5(a) 제작된 안테나 모듈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5(a) Block diagram of the designed antenna module.

그림 5(b) 제작된 안테나 모듈의 사진.

Fig. 5(b) Photograph of the designed antenna module.  

그림 5는 제안하는 안테나 모듈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제

작된 사진이다. 안테나 모듈의 제작을 해 액테나社의 

RFID용 QHA(Quadrifilar Helix Antenna) 안테나인 

AQUA_6010을 이용하 으며, 방향성 결합기는 RN2社의 

10dB 방향성 결합기인 RCP890Q10을 사용하 고, SP4T는 

MACOM社의 MASW-007813을 사용하 다. 제작에 사용한 

안테나인 AQUA920H_6010은 안테나의 반사손실이 약 40dB

정도로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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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를 설계할 때, 모의실험과는 달리 스미스 차트의 반사계수 

20dB의 원을 이용하여 반사값이 작은 변화값을 갖도록 설

계 하 다.

그림 6 (a) 제작된 안테나 모듈의 부정합 부하값 측정 결과

Fig. 6 (a) Measurement result of the fabricated mismatch 

load of antenna module.

그림 6 (b) 제작된 모듈의 송·수신 격리 특성 측정 결과.

Fig. 6 (b) Measurement result of Tx-Rx isolation characteristics 

of fabricated antenna module.

제작된 안테나 모듈은 RFID 리더 시스템의 치단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송신단과 수신단이 분리되어 있는 

RFID리더를 이용하여 수신 성능 향상을 측정해 볼 수 있다. 

실험을 해 송신과 수신단에 별도의 치단이 없는 RFID

리더를 PHYCHIPS社의 PR9000 리더칩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그림 7의 제작된 리더의 송신 최  출력은 약 

27.5dBm, 수신단의 반사 특성은 약 -20dB로 측정 되었다.

그림 7 (a) 제작된 리더 모듈의 사진.

Fig. 7 (a)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reader module.

그림 7 (b) 제작된 리더 모듈의 송신 출력 특성. 

Fig. 7 (b) Tx output characteristicof the fabricated reader 

module.

그림 7 (c) 제작된 리더 모듈의 수신 반사 특성.

Fig. 7 (c) Rx return characteristic of the fabricated reader 

module.

제안한 송·수신 격리 특성이 개선된 RFID 안테나 모듈을 

이용할 때, RFID 리더의 수신 성능 개선을 측정하기 해 

두 가지의 실험을 진행 하 다. 첫 번째는 그림 8(a)와 같이 

RFID 태그 1개를 이용하여 태그의 최  인식 거리를 측정

하는 방법으로 리더의 수신감도 향상이 태그 인식거리 향상

으로 나타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그림 8(b)와 같이 여러 

개의 태그를 동시에 읽을 때,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태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수신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는 

실험이다. 실험 환경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8(a) 태그 인식 거리 측정 환경 구성도.

Fig. 8(a) Test setup for measurement of tagging range.

그림 8(b) 다  태그 인식 측정 환경 구성도.

Fig. 8(b) Test setup for measurement of multi tagg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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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측정 환경 사진.

Fig. 9 Photograph of measurement setup.

태그 인식거리 향상의 측정에는 UHF 역 RFID용으로 

매되고 있는 18개의 상용 태그를 이용하 다. 측정 환경

이 실내 복도로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거리 

측정은 어려웠지만, 제안한 안테나 모듈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정합 부하를 50Ω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태그 인식거리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그

P/N

태그 인식 거리

[meter] 태그

P/N

태그 인식 거리

[meter]

50Ω
제작된

회로
50Ω

제작된 

회로

ALN-9662 0.28 0.71 AD-641 0.30 0.70

ALN-9640 0.32 0.76 AD-805 0.80 0.14

ALN-9629 0.14 0.15 AD-814 0.70 0.16

ALN-9634 0.50 0.55 AD-815 0.55 0.70

ALN-9654 0.53 0.82 AD-824 0.32 0.75

AD-223 0.49 0.87 AD-826 0.68 0.80

AD-224 0.30 0.70 AD-840 0.72 0.85

AD-230 0.26 0.82 AD-843 0.44 0.78

AD-240 0.69 0.87 3001210 0.54 0.71

표    1 태그 인식 거리 측정 결과.

Table 1 Measurement result of tagging range.

두 번째로 다  태그 인식특성은 태그 인식률이 좋은 상

용 태그  ALIEN社의 ALN-9640을 이용하 다. A4용지

에 태그 41개를 붙이고, 거리를 고정시킨 후에, 같은 거리에

서 제안한 안테나 모듈을 이용할 때와, 부정합 부하 신 

50Ω 부하를 이용하는 경우에 태그 인식의 수를 비교하 다. 

측정결과 표 2와 같이 제안한 안테나 모듈을 이용하는 경

우에 다  태그 인식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거리

[meter]

인식 태그의 수 [개]

50Ω 제작된 회로

0.20 1 14

0.30 2 4

0.40 0 3

0.50 0 1

표    2  다  태그 인식 측정 결과.

Table 2  Measurement result of multi tagging ability.

3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송신 설 력을 이기 해 송·수신 격

리 특성을 향상한 안테나 모듈을 제안하고 설계, 제작하

다. 제작된 안테나 모듈의 측정 결과 송신 설 력이 약 

20dB 이상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안테나 

모듈을 이용할 때의 RFID리더의 수신 성능이 향상 것을 검

증하기 해 송신단자와 수신단자가 분리되어 있는 RFID 

리더 모듈을 제작 하 으며, 제작된 RFID 리더모듈을 이용

하여 태그 인식 거리와 다  태그 인식 특성을 실험 하

다. 실험 결과 태그 인식 거리특성은 사용된 태그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제안한 안테나 모듈을 이용하는 경우 

태그 인식거리가 향상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  

태그 인식 특성 역시 측정된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제안한 안테나 모듈을 이용하는 경우에 태그 인식수가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안테나 시스템은 RFID

의 수신 성능 개선  태그 인식 거리 향상을 해 많이 이

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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