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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F 역 RFID 리더 반송 설 억압 연구

A Novel Carrier Leakage Suppression Scheme for UHF RFID Reader

 재 ․  찬 원*․염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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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 기술은 각 사물에 자 태그를 부착하고, 사물의 고유 ID를 무선으로 인식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 장, 

가공, 추 하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HF 역 RFID 리더 수신기에서 반송

설 신호를 억압하기 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 구조를 갖는

리더는 리미터를 포함하는 비선형 경로를 통해 송신 반송 설 복제 신호를 생성한다. 리미 기능은 반송

설 신호의 주 수와 상 정보는 유지하면서 태그의 진폭 변조 성분을 제거한다. 상 천이기를 포함하는 선

형 구간에 송신 반송 설 복제 신호를 주입함으로써 태그의 역산란 신호 손실 없이 리더 반송 설 신호를

효과 으로 억압할 수 있다. 제작된 반송 설 력 억압 회로는 910 MHz 심 주 수에서 반송 설 신호

비 태그 신호 비가 36 dB 억압 효과를 달성하 음을 측정 결과를 통해 확인하 으며, 이는 시뮬 이션 결과와

일치한다.

Abstract

RFID technologies, which allow collecting, storing, processing, and tracking information by wirelessly recognizing 

the inherent ID of object through an attached electronic tag, have a variety of application areas. This paper presents 

a novel carrier leakage suppression RF(CLS-RF) front-end for ultra-high-frequency RF identification reader. The 

proposed reader CLS-RF front-end structure generates the carrier leakage replica through the nonlinear path that 

contains limiter. The limiting function only preserves the frequency and phase information of the leakage signal and 

rejects the amplitude modulated tag signal in the envelope. The carrier leakage replica is then injected into the linear 

path that contains phase shifter. Therefore, the carrier leakage signal is effectively cancelled out, while not affecting 

the gain of the desired tag backscattering signal. We experimentally confirm that the prototype show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leakage to signal ratio by up to 36 dB in 910 MHz, which is consistent with our simulation results.

Key words : RF Identification(RFID), RFID Reader, Carrier Leakage Suppression

Ⅰ. 서  론      

최근각 을받고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

tification) 기술은 기존의 바코드를 체하여, 상품

리를 네트워크화 지능화함으로써, 유통 물

품 리뿐만 아니라 보안, 안 , 환경 리 등에

신을 선도할 것으로 망되며, 이 에 존재하지 않

았던 거 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 된다
[1]

. 그 UHF 주 수 역을 사용하는 RFID 시스템

은 보통 태그(tag)와 리더(reader)로 구성되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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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호스트를 통하여 인터넷 망에 연동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그를 부착

한 물체가 리더의 인식 역(read zone)에 놓이게 되

면, 리더는 태그에게 질문(interrogation)을 보내고, 태

그는 리더의 질문에 응답한다. 리더는 특정 주 수

를 가지는 연속 인 자 (continuous wave)를 변조

하여, 태그에게 질문 신호를 송출하고, 태그는 내부

메모리에 장된 자신의 정보를 리더에게 달하기

하여, 리더로부터 송출된 자 를 역산란 변조

(backscattering modulation)시켜 리더에게 되돌려 보

낸다. 역산란 변조란 리더로부터 송출된 자 를

태그가 산란시켜 리더에게 되돌려 보낼 때, 그 산란

되는 자 의 크기나 상을 변화시켜서 태그의 정

보를 보내는 방법이다
[1]

.  

리더는 태그가 역산란 변조를 하도록 CW 신호를

송신하는 동시에 태그의 응답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UHF 역 RFID 리더의 수신된

신호에는 송신부로부터 설된 반송 (carrier) 신호

와 수신된 역산란 변조 신호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

다. 실제 송신기로부터 설된 반송 신호는 태그

의 응답 신호보다 훨씬 크며, 두 신호 간 주 수는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리더 반송 설 신호는 리

더 수신 감도를 둔화시키며, 수신기 회로를 포화 상

태로 만들어, 리더-태그 간 역방향 인식 거리를 폭

감소시킨다. 태그의 신호는 리더 자신의 신호와 거

의 같은 주 수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duplexer나

switch는 송신 신호를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해 RFID 리더에서 송신부로부

터 설된 반송 신호를 억압하기 한 높은 격리

도를 가지는 치단 회로가 요구되며, 다양한 방법

들이 제안되었다. 

통상 인 리더의 경우, 송/수신 주 수가 근 하

기 때문에 리더의 송/수신기는 써큘 이터(circulator) 

혹은 방향성 결합기(directional coupler)를 통해 안테

나와 결합된다. 이때 송신기로부터 출력되는 자

는 비이상 인 써큘 이터 혹은 방향성 결합기로 인

해 완벽한 격리도(isolation)를 확보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송신 반송 신호의 일부가 수신기로 유

입되게 된다. 

이것을 억제하기 해 써큘 이터 신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송신과 수신을 분리하는 경우도

그림 1. 직결합 보상 구조[3]

Fig. 1. Direct coupling compensation architecture[3].

 

있는데, 인 한 안테나 사이의 상호 결합(mutual cou-

pling)이 존재하므로 개념 으로는 동일하게 송신 반

송 설 신호가 존재한다. 한, 개념 으로 이를

여 기를 사용하여 제거하려고 하여도, 리더 송신

반송 설 신호와 역산란 변조된 태그 신호가

무 가까이에 인 해 있기 때문에, 태그 신호 감쇄 없

이 반송 설 신호를 억압하기 해 선택도가 우

수한 SAW(surface acoustic wave) 여 기를 사용하더

라도 이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역산란 변조된

신호와 송신 신호 사이의 주 수 간격은 UHF 역

수동형 RFID 국제 표 인 ISO/IEC 18000-6C에 따라

40～640 kHz 사이로 규정되어 있다
[2]. 

 

그림 1은 이러한 반송 설 력을 제거하기

한 기존의 통상 인 직결합 보상(direct coupling com-

pensation) 구조를 보여 다. 

직결합 보상 블록은 송신 경로로부터 일부 신호

를 검출한 후 송신 설 신호와 크기는 동일하며, 

180° 상 반 된 신호를 동시에 생성하여 수신기에

서 송신 설 력이 최소화될 때까지 조정하는 방

법이다
[4],[5]

. 

그러나 설 력의 구성은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두 개의 설 신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안테

나로부터 되돌아오는 설 신호의 경우 환경과 경로

변화에 민감하며, 이로 인한 상의 작은 오차는 리

더 수신기의 감도를 격히 감소시킨다[3]. 특히 이러

한 직결합 보상 방법은 리더 주변 환경에 따라 시시

각각 변하는 설 신호의 크기 상을 정확히 추

하여 실시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문제 이 상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4],[5]
와는 달리 송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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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이용하지 않고, 900 MHz 역 RFID 리더 시스

템의 수신 신호만 이용하여 송신 반송 설 신호

를 억압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이로써 리더 주변 환

경에 따라 변하는, 시변하는 경로 변화에 따른 설

신호의 상 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설계 제작

된 리더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는 반송

설 신호 비 태그 신호 비(carrier to data ratio)

가 36 dB 개선되었음을 측정 결과를 통해 확인하

으며, 이는 시뮬 이션 결과와 일치한다. 

Ⅱ. 리  송파 누설 력 억압용-RF 단부

2-1 리 의 신 감도 개선 요성

통상 인 Class 1 수동형 태그의 경우, 필요한 소

모 력을 리더의 송출 력으로부터 얻고, 이를 활

용하여 역산란 변조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리더에

보내게 된다. 따라서 이때 UHF 역 RFID 시스템에

서 리더와 태그간 인식 거리는 태그 칩을 정상 으

로 구동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 문턱 력(mini-

mum threshold power)에 의해 결정된다. 상용 EPC-

global Class-1 수동형 태그의 수신 감도는 최 —18 

dBm으로 알려져 있으며
[6]

,
 
이 경우 인식 거리는 보

통 12 m 이내의 거리가 된다. 

그러나 최근 인식 거리를 20 m까지 확장이 필요

한 응용이 다수 두되고, 이 경우 보통 인식 거리

확장을 해 지 지원형 태그가 고려되고 있다. 

지 지원형 태그는 기존 수동형 태그에 자체 원 공

을 한 지를 부착함으로써 6 dB 이상 우수한

수신 감도를 가진다. 이러한 기술은 재 국제 표

화 단체인 ISO/IEC JTC1의 SC31에서 RFID 기술 표

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7]

. 최근 연구에 따르면

UHF 역 지 지원형 RFID 태그 수신 감도는 20 

m 거리에서 사용될 수 있는 —23 dBm에 이르고 있

다
[8],[9]

.

이 경우 20 m 거리에서 태그의 역산란 변조 신호

세기는 약 —82 dBm으로 계산되며, 보편화되어 있

는 Class-1 상용 리더의 수신 감도 —60 dBm보다 작

은 력 값이 된다. 따라서 보편화 되어 있는 Class-1 

리더의 수신 감도 개선을 통해서 20 m에 해당하는

인식 거리를 갖는 RFID system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2. 제안한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

Fig. 2. Proposed CLS-RF front-end.

 

2-2 안  송파 누설 력 업압용-RF 단

부 개념

제안한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 블록

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입력 출력은 그림

1의 수신부의 A-A'에 삽입되게 된다. 한, 그림 1의

선 친 부분은 필요없게 된다.

그림 2의 반송 설 력 억압용-RF 블록에서

수신 신호는 력이분기(divider)를 통해 두 개의 RF 

경로로 분기된다. 여기서 리더 수신 신호는 태그 역

산란 신호와 리더 송신 설 신호를 포함한다. 첫 번

째 경로는 리더 수신 신호의 상을 변경하는 선형

경로로 두 번째 경로 신호와 180º 상차를 유지하

도록 한다. 두 번째 경로는 리미터(limiter) 소자를 통

해 리더 수신 신호의 진폭을 제한하는 비선형 구간

이다. 리미 기능은 리더 수신 신호 송신 설

신호의 반송 에 해당하는 성분을 얻기 한 경로이

다. 리미터를 통해 진폭 변조된 성분을 제거하고, 다

음 단 여 기를 통해 리미 된 신호의 고조

(harmonics) 성분을 제거하여, 리더 송신 설 신호의

반송 신호를 생성한다. 반송 설 력 억압용- 

RF 최종 출력단은 선형 경로와 비선형 경로의 출력

을 결합하여 수신 신호에 있는 반송 성분을 제거

하게 된다. 즉, RFID 주 수 역 내에서 태그 역산

란 신호 손실없이 리더 송신 반송 설 신호에

해 좁은 역 지 신호를 생성한다. 

이와 같은 구성은 기존의 구성과 달리 반송 성

분 제거에 송신 신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신 신

호로부터 얻어 이것의 제거에 사용하 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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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리더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수신 신호의 변화를 충실하게 고려하여 용이하게 반

송 성분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한, 자동 이득

조 (AGC) 사용에 따라 진폭의 경우 이미 조정되며, 

환경 변화에 따른 상 조정이 별도로 필요없게 되

어 간단히 상 반 에 의해서만 반송 성분을 제

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반송 설 력 억압을 한 역 지 주

수는 리더 송신 주 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주 수

호핑(frequency hopping) 방식을 사용하는 RFID 주

수 송 로토콜에서 매우 매력 이다.

2-3 송파 누설 력 억압용-RF 단부 시뮬

레이션

제안된 반송 설 력 억압용-RF 특성을 고찰

하기 해 Agilent사 ADS(Advanced Design System)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 하 다. 시뮬 이션 회로도는

그림 3과 같다. 

리더 반송 설 신호와 태그 역산란 신호를 동

시에 포함한 입력 신호를 얻기 해, 제작된 태그 에

뮬 이터에 910 MHz 리더 연속 (continuous wave) 

신호를 입력하 을 때 나타나는 역산란 신호에 송신

반송 설 신호 력에 해당하는 신호를 합성한

후 이것을 Agilent사 VSA 89600 장비를 통해 수집하

다. 태그 에뮬 이터는 910 MHz 리더 연속 를

받으면 FM0 40 kbps의 표 로토콜 규격을 만족

하는 표 역산란 신호를 생성한다. 이 때 수집된 신

호는 ADS에 입력 가능하며, 이것을 시뮬 이션시

신호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리더 반송 설 신호는 리더 송신 력이 30 

그림 3.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 시뮬

이션 회로도

Fig. 3. Simulation schematic of the CLS-RF.

그림 4. 반송 설 력 억압용-RF 입력 신호

Fig. 4. Input signal of CLS-RF.

 

dBm, 송/수신 분리형 안테나의 격리도가 40 dB임을

가정하여 —10 dBm으로 설정하 다
[10]

. 

태그 역산란 신호는 태그 수신 감도가 —23 dBm

인 경우, 역방향 인식 거리를 고려하여 —80 dBm 이

하로 설정하 다. 그림 4는 이와 같이 합성된 신호

를 VSA 89600을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를 보 다. 여

기서 얻어진 시간 역에서의 형 결과를 ADS 신

호원으로 일로 입력하게 되고, 이를 그림 3의 en-

velope 시뮬 이션 신호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신호는 그림 3의 AGC 블록을 통과한다. AGC 

블록은 입력 력에 계없이 설정된 일정한 총 출

력 력을 주게 된다. 이때 반송 설 력이 부

분의 력이어서 근사 으로 이 AGC를 통해 반송

설 신호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시뮬 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하부 경로에 있는

리미터의 경우, 정 입력이 입력될 경우 —4.8 dBm

의 일정출력을 주게 되며, 리미터의 고조 출력을

제거하기 한 여 기는 약 —2.5 dB의 삽입 손실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약 —7.3 dBm이 하부 경로에 나

타나게 되며, 상부 경로는 이와 같은 동일한 력을

주도록 설정되어야할 것이다.

상부 경로의 경우, 별도의 출력 조정 방법이 없으

므로 AGC를 통하여 출력이 조정되게 된다. 따라서

AGC의 출력은 이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한, 상부 경로 여 기는 실제 사용될 상천이

기의 제한된 상천이량을 고려하여, 기본 상천이

량을 주기 한 상천이기 역할을 하며, LC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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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천이기 출력 상 신호

(a) Phase of the phase shifter output signal

(b) 여 기 출력 크기 신호

(b) Magnitude of the filter output signal

(c) 상천이기와 여 기 출력 상차

(c) Phase difference between phase shifter and filter output 

   signal

그림 5. 반송 설 력 억압용-RF 모듈 시뮬 이

션 결과

Fig. 5. Simulation results of CLS-RF module.

하여 구 하 다. 이것의 손실은 약 1.9 dB 정도

다. 이때 상천이기 모델은 ADS 내 PhaseShiftSML

을 사용하 으며, 상천이량은 수치를 입력함으로

써 조정된다.

그림 5(a)에는 상부 경로 출력의 spectrum을, 그림

5(b)에는 하부 경로 출력의 spectrum을 보 다. 모두

약 —7.3 dBm의 출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부 경로와 하부 경로 신호의 상 차를 확인하

기 하여 두 신호 상의 비교를 그림 5(c)에 보

다.  편의상—부호를 삽입하여 180°가 될 경우 0°로

나타나게 비교하 다. 그림 5에서 두 신호는 180° 

상 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에는 반송 설 력 억압용-RF 출력을

보 다. 입력신호의경우, 그림 4와같고, 설 력이

—10 dBm의 첨두 력을 가지며, carrier to data ratio

는 72 dB이다. 이것은 입력 신호 설정시 리더 반송

설 신호는 —10 dBm으로 설정하 기 때문에, 반

송 성분은 —10 dBm의 첨두치를 보이며, 태그 역

산란 신호는 —82 dBm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72 

dB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반면, 출력 신호는 그림

6과 같고, 이때의 carrier to data ratio는 34 dB이다. 시

뮬 이션 결과로부터 제안한 반송 설 력 억압

용-RF 단부는 약 38 dB(72 dB～34 dB)의 리더 반

송 설 신호 억압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 다. 따

라서 신호 잡음비가 등가 으로 38 dB 개선된 효

과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리더 수신 감도 개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그림 6. 반송 설 력 억압용-RF 출력 신호 시뮬

이션 결과

Fig. 6. Simulation results of CL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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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작된 반송 설 력 억압용-RF의 블

록도

Fig. 7. Block diagram of the fabricated CLS-RF.

그림 8. 제작된 반송 설 력 억압용-RF의 사진

Fig. 8.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CLS-RF.

 

Ⅲ. 작  측

회로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설계 방법이

정확한 반송 설 력 억압용-RF 설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림 7의 반송 설

력 억압용- RF의 블록도와 같이 제작하 다. 

제안한 반송 설 력 억압용-RF는 리더 송신

주 수 변화로 인한 상 변화를 추 하기 해 피

드백으 로부터 얻어진 신호를 이용하여 상을 자동

으로 추 하게 하 다. 이를 해 반송 설

력 억압용-RF 출력단의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통해 반송 설 력 세기를 자동으

로 모니터링 하 다. 

반송 설 력 억압용-RF 내 디지털 신호처리

부는 상천이기 제어 압을 순차 으로 조정하면

서 최소의 출력을 갖도록 피드백을 수행한다. 제작

된 반송 설 력 억압용-RF의 사진은 그림 8과

같다.

900 MHz 역 RFID 리더 수신기에 입력되는 반

송 설 신호는 안테나 구조에 따라 —15～10 

dBm 사이가 된다
[10]

. 반송 설 력 억압용-RF는

입력 력에 계없이 설정된 일정한 출력 력을

유지하기 해 AGC를 사용하 으며, 출력 신호는 0 

dBm으로 설정하 다. AGC는 압을 이용하여 이득

조 이 가능한 감쇄기와 신호의 출력을 검출하는

log detector로 구성되며, Analog Devices사의 AD8317

을 선정하 다
[11]

.

반송 설 력 억압용-RF는 AGC를 통과한 입

력 신호를 Mini-Circuits 사의 ADP-2-10 력이분기

를 이용하여 선형 경로와 비선형 경로로 분리하 다
[12].선형 경로는 여 기와 상천이기로 구성된다. 

상천이기는 선형 경로 신호와 비선형 경로 신호의

상차가 180°가 되도록 하기 한 것으로, Mini- 

Circuits 사의 JSPHS-1000을 선정하 다[13]. 실제 측

정된 상천이기는 0～15 V 사이 조정 압 가변 시

삽입 손실은 1.5～2.7 dB로 1 dB 내외의 변화 특성을

보 으며, 상 변화 범 는 —125°～75°로 200°의

상 변화량 특성을 보 다.

상천이기 단에 치한 상여 기는 Agilent

사 E8357A 네트워크 분석기를 통해 측정하 다. 설

계된 여 기는 주 수 910 MHz에서 2.1 dB 삽입 손

실과 —130°의 상값을 가지며, 반송 설 력

억압용- RF 선형 구간에서 상천이기의 상 가변

범 를 천이시킨다.

비선형 경로에서는 리더 반송 설 복제 신호

를 생성하 다. 설 신호의 주 수와 상 정보는

유지하면서 태그의 진폭 변조 성분을 제거하기 해

리미터를 사용하 으며, 주 수 910 MHz에서 3～15 

dBm의 입력 신호를 —5 dBm으로 제한하는 특성을

갖는 Mini-Circuits사의 PLS-2+를 선정하 다[14]. 리

미터 단에는 리미터 정상 동작 범 를 만족하기

해 증폭기를 필요로 하며, 이를 해 Mini-Circuits

사의 Gali-52+를 선정하 다[15].

리미터 출력단은 리더 반송 설 신호의 고조

성분은 제거하고, 기본 주 수만 추출하기 해

역 통과 여 기를 필요로 한다. 이를 해 910 

MHz의 심 주 수에서 3 MHz의 역폭과 삽입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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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2.5 dB 이하인 특성을 가지는 SANGSHIN사의

BP33R911 유 체 여 기를 선정하 다
[16]

.

제작된 반송 설 력 억압용-RF는 송신 주

수 변화로 인한 상 변화를 보상하기 해 피드백

경로를 필요로 하며, 이를 해 선형 경로와 비선형

경로의 신호 일부를 방향성 결합기를 통해 추출하

다. 선정된 방향성 결합기는 900 MHz 주 수 역

에서 10 dB 커 링 특성을 갖는 Mini-Circuits사의

ADC-10-4를 선정하 다[17].

Analog Device사의 AD8302[18]는 두 경로에서 추출

된 신호로부터 크기와 상차 정보를 얻을 수 있으

며, 그 결과 값은 디지털 신호 처리 과정에 이용되었

다. 한, 반송 설 력 억압용-RF 최종 출력단

반송 설 신호 세기를 측정하기 해 RSSI를 추

가 구성하 다. RSSI는 력 검출기이며, 이를 해

AGC에서 사용된 Analog Devices사의 AD8317을 선

정하 다.

반송 설 력 억압용-RF 보드에 사용된 RF 

부품의 주요 제원은 표 1과 같다.

반송 설 력 억압용-RF 상 자동 보상 블록

은 상검출기와 RSSI의 정보를 입력으로 받은 후

디지털 신호 처리 후 결과 값을 상천이기에 피드

백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한 디지털

신호 처리 블록은 마이크로 컨트롤러(MCU)와 DAC 

(Digital-to-Analog Convert)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반송 설 력 억압용-RF 디지털 신호 처리에

사용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ATMEL사의 ATMEGA 

—128이며[19], 10비트 분해능(resolution) ADC(Analog- 

표 1. 반송 설 력 억압용-RF 보드 부품 사양

Table 1. Component parts specifications summary of 

the fabricated CLS-RF.

부품명 모델명 주요 제원

Log detector AD8317[11] ․동 범 : 55 dB 

Power divider ADP-2-10[12] ․삽입 손실: 0.4 dB

Phase shifter JSPHS-1000
[13]
․ 상 범 : 180°

Limiter PLS-2
[14]

․출력 력: —5 dBm

Amplifier Gali-52+
[15]

․이득: 20 dB

Filter BP33R911
[16]

․삽입 손실: 2.5 dB

Coupler ADC-10-4
[17]

․커 링: 10 dB

Phase detector AD8302
[18]

․ 상 범 : 0～180°

그림 9. 제작된 반송 설 력 억압용-RF 측정 셋업

Fig. 9. Measurement setup of the fabricated CLS- RF.

 

to-Digital Convert) 변환기를 내장한 8비트 AVR 로

세서이다. DAC는 디지털 신호 처리된 마이크로 컨

트롤러의 출력 신호를 상천이기에 공 하기 한

것으로, 8 비트 분해능을 가지는 MAXIM사의 MX 

7224를 선정하 다[20].

그림 9는 제작된 반송 설 력 억압용-RF를

측정하기 한 실험환경을 보 다. 실험 환경을 살

펴보면 실제 무선 환경과 동일한 리더 송신 설 신

호를 생성하기 해 리더 에뮬 이터 보드는 1 W의

자 를 방사하도록 설정하 다. 리더 자 를 수

신한 태그 에뮬 이터는 UHF 역 수동형 RFID 국

제 표 에 따라 40～640 kHz 사이의 태그 규격 신호

를 생성한다. 본 실험에서는 태그 역산란 신호 리

더 송신 설 신호에 가장 근 한 FM0 40 kbps의

로토콜 규격을 만족하는 태그 데이터를 생성한 후

역산란 변조 통신 방식을 통해 리더로 송하 다. 

이때 자유 경로 손실은 가변 감쇄기로 설정하

다. 리더 반송 설 신호는 력이분기를 사용하

여 리더 신호의 일부를 분기하여 생성하 으며, 반

송 설 력량은 가변 감쇄기를 이용하 다. 반

송 설 력 억압용-RF 입력은 리더 반송 설

신호와 태그 역산란 신호를 결합기를 이용하여 합성

하 다.

그림 10은 제작된 반송 설 력 억압용-RF 출

력 신호에 한 RSSI 출력을 보여 다. 선정된

RSSI 표시기는 입력이 작을수록 큰 DC 압을 주며, 

음의 기울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의

지시 값이 최 가 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수동형 RFID 리더 기 은 호핑 채 에서 일정 주

수 체류 시간(dwell time)을 400 ms 이내로 제한한

다. 따라서 최 이 시간 내에 그림 10의 RSSI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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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반송 설 력 억압용-RF 출력 신호에

한 측정된 RSSI

Fig. 10. The measured RSSI for CLS-RF output signal.

 

이 최 가 되게 하는 상천이기의 상을 찾아야

된다. 400 ms 내에서 이를 해 DAC는 30 msec 이내

에 설 신호를 억압하게 되며, 이 구간에는 신호

잡음비가 다소 나빠지는 단 이 상된다. 그러나

재 사용된 MCU는 14.57 MHz의 클럭을 사용하

으며, 좀 더 빠른 MCU를 사용할 경우 이 문제는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주 수 변환에 따른 상 자동 보상 과정을 살펴

보면 그림 11과 같이 30 msec 이내에 상천이기 값

을 0.05 V 단계로 sweep한 후 최 가 되는 값을 찾

고, 이후 이 값으로 고정하여 RSSI에 최 출력을 주

게 하는 것이다. 주 수가 달라질 경우 이 상천이

기 압 값은 변화하여 다른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1에서 종축은 상천이기의 조정을 한 D/A 

변환기 출력 압에 따른 RSSI의 출력 변화를 보

여주며, 결과 측정을 하여 Agilent사 인피니엄

54832D 오실로스코 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상

자동 보정 수행 시간은 30 ms 이내임을 확인하 다. 

이는 RFID 리더 호핑 채 에서의 체류 시간을 충분

히 만족한다.

그림 12(a)에는 선형 경로 출력의 spectrum을 그림

12(b)에는 비선형 경로 출력의 spectrum 측정 결과를

보 다.

두 경로 신호는 약 —7.8 dBm으로 동일한 출력 크

기를 보 다. 비선형 경로 출력인 그림 12(b)를 살펴

보면 선형 경로와 달리 리미터를 통해 태그의 진폭

변조된 성분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DAC 압 조정에 따른 측정된 RSSI 출력

Fig. 11. The measured RSSI for different DAC control 

voltage.

 

(a) 반송 설 력 억압용-RF 상천이기 출력 신호

(a) The measured phase shifter output signal in CLS-RF 

(b) 반송 설 력 억압용-RF 역 지 여 기 출력

신호

(b) The measured band pass filter output signal in CLS-RF

그림 12. 반송 설 력 억압용-RF 모듈 측정 결과

Fig. 12. The measured results of CLS-RF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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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측정된 반송 설 력 억압용-RF 입력 신호

(a) The measured CLS-RF input signal

(b) 측정된 반송 설 력 억압용-RF 출력 신호

(b) The measured CLS-RF output signal

그림 13. 반송 설 력 억압용-RF 측정 결과

Fig. 13. The measured results of CLS-RF front-end.

 

그림 13에는 제작된 반송 설 력 억압용-RF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보 다. 입력 신호의 경우, 

carrier to data ratio는 73 dB이다. 반면, 출력 신호의

경우, 리더 반송 설 신호는 —45 dBm으로 35 dB

가 억압되었으며, 태그 역산란 신호는 —82 dBm으

로 측정되었다. 이때의 carrier to data ratio는 37 dB이

다. 시험 결과로부터 제안한 반송 설 력 억압

용-RF 단부는 약 36 dB의 리더 반송 설 신호

억압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 다.

그림 14는 반송 설 신호 크기가 변화된 경우,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 출력 신호를 보

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제작된 반송 설

력억압용- RF는 0 dBm과 10 dBm의 입력 신호에

해 —45 dBm의 일정한 반송 설 출력 신호가 측

그림 14. 송신 설 신호 크기 조정에 따른 반송

설 력 억압용-RF 출력 신호

Fig. 14. The measured CLS-RF front-end output signal 

for different carrier leakage control power.

 

정되었다. 이는 반송 설 력 억압용-RF 내

AGC를 통해 반송 설 신호를 일정하게 유지하

기 때문이다.

그림 14의 실험 결과로부터 반송 설 입력

력이 10 dBm인 경우, 제안한 반송 설 력 억압

용- RF는 약 55 dB의 억압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 

그림 13과 그림 14의 결과를 통해 제안한 반송

설 력 억압용-RF는 —10～10 dBm의 리더 반송

설 입력 신호에 해 —45 dBm의 일정한 출력을

유지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설 력이 클 경우

55 dB의 억압을 설 력이 —10 dBm으로 작을 경

우 37 dB의 억압을 주게 되며, 설 력에 따라 억

압은 달라진다. 

그림 15는 제작된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의 성능을 시험하기 해 리더 수신기 기

역 신호를 측정하 다. 리더 수신기 기 역 실험

환경은 그림 9와 동일하며, 태그 에뮬 이터가 FM0 

40 kbps의 변조 신호일 때의 결과를 보인다.  

리더 수신기는 설 력이 —10 dBm의 첨두

력을 가지며, carrier to data ratio는 73 dB인 태그 역

산란 변조 신호를 입력으로 받으며,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 연결 유/무에 한 리더 기

역 신호를 측정하 다.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한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는 태그 역산란

변조 신호를 정상 으로 복원함을 확인하 다. 태그

에뮬 이터는 40～300 kHz의 변조 신호를 생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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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 분리시 리더

기 역 신호

(a) The measured reader baseband signal without CLS-RF

(b)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 연결시 리더

기 역 신호

(b) The measured reader baseband signal with CLS-RF

그림 15. 리더 기 역 측정 신호

Fig. 15. The measured results of the reader baseband.

 

수 있고, 반송 에 가장 가까운 40 kHz일 때 반송

설 신호의 억압 효과가 가장 문제시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 다. 확인한 결과, 더 높은 변조 신호

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을 확인하 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900 MHz 역 RFID 리더 반송 설

신호 억압을 한 새로운 RF 단부 구조를 제안하

다. 제안한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

구조를 갖는 리더는 리미터를 포함하는 비선형 경로

를 통해 반송 설 복제 신호를 생성하 으며, 이

를 상천이기를 포함하는 선형 구간에 주입함으로

써 태그의 역산란 신호 손실 없이 리더 반송 설

신호를 효과 으로 억압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반송

설 력 억압용-RF 단부 구조는 반송 설

신호 제거에 송신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수신 신호

로부터 얻어 이것의 제거에 사용함으로써 리더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설 신호의 상 조정이 요구

되지 않는다. 제작된 반송 설억압 회로를 리더

에 추가할 경우, 910 MHz 심 주 수에서 반송

설 신호 비 태그 신호 비가 36 dB 억압 효과를

달성하 음을 측정 결과를 통해 확인하 으며, 이는

시뮬 이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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