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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이중 UHF 대역 인식 시스템용 안테나 소형화 설계

Design of a Size-reduced RFID Dual-UHF-Band Reader Antenna

강 승 택*․김 형 석†  

(Sungtek Kahng․Hyeong-Seok Kim)

Abstract  –  In this paper, a size-reduction technique is presented for the RFID reader antenna working at two UHF 

bands. To tackle the problem of size increase in multi-band applications, two resonance paths are made to occur in one 

geometry with a single feed. While one resonance path is combined with the other, the entire geometry is determined to 

guarantee the resonance at the target frequencies through the dual-band input impedance matching. The antenna 

performance is predicted by the full-wave simulation, and the design method is verified by observing the good agreement 

between the simulated and measured results. At the two frequencies, the satisfactory return loss as well as the antenna 

efficiency and peak gain of the far-field pattern i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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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FID 분야가 주목을 받으면서 안테나 기술자들은 기존과 

다른 tag 안테나와 reader 안테나를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추기 해 많은 근을 시도해왔다[1]. RFID의 단일 주

수 역에 해 장에서의 인식률 향상이나 피부착 상품의 

재료  구조  조건을 고려하면서 크기가 방사체의 크기 

축소가 큰 심거리이다.

상품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RFID 이블을 부착한 제

품이 하나의 표 지역에서 다른 표 지역으로 가야될 상황

은 흔히 발생한다. 그런데 이동 역의 RFID 표 이 달라지

면 기존에 사용해오던 단일 역용 이블은 사용할 수 없

게 된다. 따라서 안테나는 주 수 다양성(diversity)은 물론 

인식률 향상을 해 공간 다양성(지향성/편 )을 가져야 끊

임없는 무선링크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

용 RFID 주 수의 다채 (다 역) 공간 diversity를 갖는 

안테나를 최  설계하여 RFID 성능의 하나인 인식률을 극

화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간략히 국내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

국의 인터멕과 일본의 히다 가 안테나의 소형화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2, 3]. 그러나 이 역 이상의 다양성 

확보용 연구보다 음 지역을 없애는 방법과 다  Tag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신호 간 충돌방지 해법에 을 맞추고 

있다. 이 역을 가지는 연구는 학교 연구실을 심으로 

수행되는 경향을 가지는데 Georgia 공 에서 공간 diversity

를 해 재구성형 안테나 시스템 개발을 발표하 으나 단

으로 보이는 것은 여 히 음 지 이 발생하고 안테나 소자

간의 간섭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과 핀 다이오드와 같은 

능동소자를 부착하여 단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4, 5]. 유럽

의 상황을 볼 때 스 스 연방공  ETH에서 이 역에 

한 결과를 내놓았으나 편 가 세계  표 으로 채택되지 않

은 성능을 보여 상품화에 의문이 제기되었다[6].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UHF 역에서 동작하는 reader 안

테나의 소형화 설계가 제시된다. 역별로 별도의 안테나들

을 두면 부피가 커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하여 단일 , 

단일 몸체에서 두 개의 공진경로를 형성한다. 그리고 두 개

의 공진 주 수 각각에서 입력 임피던스를 매칭시켜 반사손

실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reader와 tag간 인식거리를 확

보하기 해 자  방사효율을 극 화하고 이득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제안한 구조는 자장 모의시험을 통해 이득

이 1dBi 이상, 효율이 70% 이상, 반사손실은 –10dB 이하이

면서 무지향성 방사패턴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제안된 

구조는 FR-4 기 으로 제작되고 측된 성능이 실험 으로 

얻어지는 것을 확인한다.

2. 제안하는 구조의 기설계와 자장 모의시험

설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목표성능을 표 1에 정리하 다.

항 목 스 펙

주 수 diversity 433MHz & 900MHz 역

반사손실 < -10dB

안테나 이득 > 1dBi

안테나 효율 > 70%

방사패턴 360도 (무지향성)

표  1 설계사양

Table 1 Design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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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랜치 윙을 가지는 다이폴 안테나 기본구조의 반

사손실 특성

Fig. 2 Return loss of the initial geometry of the branched 

wing dipole

국방 RFID 인식률 향상을 해 주 수 diversity 특성을 

가지는 안테나를 설계하는 것이 목 이며, 국방 logistics 

automated service에 합한 UHF RFID 주 수 역인 

433MHz와 900MHz를 선정하 다[7]. 이 주 수에서 공진이 

가능한 단일 , 단일 몸체 안테나로 그림 1의 구조를 제

시한다. 

(a)

(b)

그림 1 랜치 윙을 가지는 다이폴 안테나의 기본구조 (a)

체 구조 (b)한 쪽만 확

Fig. 1 Initial geometry of the branched wing dipole 

(a)Overall view (b)its half

그림 1은 두 역에 해당하는 다이폴 안테나의 부를 

연결하여 이  역을 만들어내는 랜치 윙 안테나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b)에 나타낸 로 안테나 상

단부인 433MHz 역 다이폴 안테나의 한쪽 길이는 부

를 포함하여 약 168mm로 433MHz의 공진을 담당한다. 그리

고 하단부인 900MHz 역 다이폴 안테나의 한쪽 길이는 

부를 포함하여 약 88mm로 900MHz의 공진을 발생시킨다. 

윙의 랜치 분기 과 의 거리, 랜치의 상하 길이를 

조정하여 433MHz와 900MHz에서 공진을 유도하는 이  

역 구조인 것이다. 각각의 주 수에 한 별도의 안테나 방

사체들을 두고 독립된 을 하는 일반 인 구조와 비교시 

면 을 많이 이게 되어 소형화의 목 에 부합한다. 이 기

본구조가 의 치수와 4mm의 부의 간격을 가질 때 

자장 모의시험에 의해 그림 2와 같은 반사손실 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는 그림 1의 랜치 윙형 다이폴 안테나의 입력 임

피던스 계열의 주 수 응답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433MHz 

지 에서 약 –21dB, 900MHz지 에서 약 –13dB의 반사손

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안테나의 이 역 특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

(b)

그림 3 해당 공진주 수에서의 랜치 윙 다이폴 안테나의 

표면 류 (a) 433MHz (b)900MHz

Fig. 3 Surface current at each of the resonance 

frequencies of the branched wing dipole (a) 433MHz 

(b)900MHz

그림 3은 이 역 랜치 윙형 다이폴 안테나의 표면 

류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a)는 433MHz에서 공진시 

표면 류이며 그림 3(b)는 900MHz 공진시 표면 류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3(a)에서 433MHz의 공진형상은 긴 윙 

랜치를 따라 흐르는 류에 주된 향을 받고 그림 3(b)에

서 900MHz의 공진 상은 짧은 윙 랜치를 따라 흐르는 

류에 주된 향을 받는다.

각 공진 주 수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서로 다른 쪽의 안

테나에도 류 흐름이 생기는 상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더 

세 한 설계와 튜닝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으나  구조는 

기  구조이므로 세 한 튜닝은 생략한다.

그림 4는 제안된 기본형 안테나의 3차원 방사 패턴을 보

여주고 있다. 433MHz 역에서는 무지향성 원거리 방사패

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득은 약 2.153dBi, 방사효율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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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해당 공진주 수에서의 랜치 윙 다이폴 안테나의 

3차원 방사패턴 (a) 433MHz (b)900MHz

Fig. 4 3D Beam-patterns at the resonance frequencies of 

the branched wing dipole (a) 433MHz (b)900MHz

(a)

(b)

그림 5 해당 공진주 수에서의 랜치 윙 다이폴 안테나의 

2차원 방사패턴 (a) 433MHz (b)900MHz

Fig. 5 2D Beam-patterns at the resonance frequencies of 

the branched wing dipole (a) 433MHz (b)900MHz

99%로써 100%에 가까운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900MHz 역에서는 433MHz 윙 랜치가 산란구조 작용을 

함으로써 자  력 분포가 완 한 무지향성에서 약간 벗

어난 모습을 보이며 이득은 약 2.462dBi, 방사효율은 약 

98.5%를 보이고 있다.

Frequency Retrun loss Peak gain
Antenna 

efficiency

433MHz -21dB 2.153dBi 99,1%

900MHz -13dB 2.462dBi 94.0%

표   2  랜치 윙 다이폴 안테나 기본형의 성능

Table 2 Performance of the initial branched wing dipole

그림 5는 그림 4에서 얻어진 3차원 빔 패턴이 아닌 두 공

진 주 수에서의 azimuth면과 elevation면상의 2차원 빔 패

턴이다. 특히 azimuth면의 패턴들을 통해 reader 안테나에 

필요한 무지향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다. 와 같이 제

안된 이 역 안테나의 기본형 특성은 표 2로서 요약가능

하다.

3. 제안하는 최종구조와 물리  구

앞에서 제안된 기본형은 PET병과 같은 투명 라스틱 

재질과 잘 어울린다. 그런데 산업용이면서 외부환경에서 많

이 쓰이는 을 감안하며 기구 으로 좀 더 안정되면 좋은

데 FR-4 기 에 코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합한 모습으

로 변형하면 아래의 구조와 같다.

그림 6은 개선된 형태의 랜치 윙형 이 역 다이폴 안

테나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즉 FR-4 기  에 린 하

여 기구 으로 안정되고 그림 1의 이상 인 법을 실

성 있게 바꾼 것이다. 제안된 안테나는 0.6mm 두께와 

176x77mm 크기의 FR-4 기 (유 율: 4.4, 손실 탄젠트: 

0.02) 에 속으로 린  형식을 취하며 다이폴의 양팔에 

각각 지와 신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부를 개선하

다. 한 그림 6(a)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역 다이폴 안테

나의 433MHz 공진용 긴 윙 랜치는 미앤더 형태로 변경하

여 유효길이를 다. 이 때 900MHz 공진용 짧은 윙 랜

치와 간섭이 발생하여 성능열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랜치는 단계 으로 꺾어 그 길이가 유지되면서 433MHz 

공진용 긴 윙 랜치와 간섭이 최소화가 되도록 변형시켰

다. 이 과정에서 433MHz 공진용 긴 윙 랜치의 총 길이는 

201mm가 되고 900MHz 짧은 윙 랜치의 총 길이는 76mm

로 조  더 짧은 길이가 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의 공진 특

성을 확인하기 해 그림 7에서 모의시험에 의해 반사손실

을 그려보았다.

그림 7은 개선된 형태의 이 역 랜치 윙형 다이폴 안

테나의 주 수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433MHz에서는 약 –

11dB, 900MHz에서는 약 –14dB의 반사손실을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이 역 특성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래  상에서 에 띄는 불요공진 등도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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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랜치 윙 다이폴 안테나의 최종구조 (a)상면도 (b)

하면도

Fig. 6 Final geometry of the branched wing dipole 

(a)Top-view (b)Bottom-view

그림 7 랜치 윙 다이폴 안테나 최종구조의 반사손실

Fig. 7 Return loss of the final geometry of the branched 

wing dipole

(a)

(b)

그림 8 해당 공진주 수에서의 랜치 윙 다이폴 최종 안

테나의 표면 류 (a) 433MHz (b)900MHz

Fig. 8 Surface current at each of the resonance 

frequencies of the branched wing dipole (a) 433MHz 

(b)900MHz

(a)

(b)

그림 9 최종 랜치 윙 다이폴 안테나의 3차원 방사패턴 

(a) 433MHz (b)900MHz

Fig. 9 3D Beam-patterns of the final branched wing dipole 

(a) 433MHz (b)900MHz

알 수 있다.

그림 8은 개선된 이 역 랜치 윙형 다이폴 안테나의 

공진 주 수에서의 표면 류를 나타내고 있다. 433MHz 주

수에서는 미앤더 형태의 길이가 긴 안테나 부분에 표면

류가 많이 형성됨을 알 수 있으며 900MHz에서는 하단 계단

형의 안테나 부분을 따라 표면 류가 크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최종 이 역 랜치 윙형 다이폴 안테나의 공

진 주 수별 3D 방사 패턴이다. 기본형 이 역 안테나와 

유사한 방사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433MHz 900MHz에서의 

이득은 각각 1.923dBi, 1.987dBi를 나타내고 있다. 목표이득

을 모두 만족한다.



Trans. KIEE. Vol. 62, No. 12, DEC, 2013

RFID 이  UHF 역 인식 시스템용 안테나 소형화 설계              1723

(a)

(b)

그림 10 개선된 랜치 윙 다이폴 안테나의 2차원 방사패턴 

(a) 433MHz (b)900MHz

Fig. 10 2D Beam-patterns of the final branched wing dipole 

(a) 433MHz (b)900MHz

그림 10은 그림 9에서 얻어진 3차원 빔 패턴이 아닌 두 

공진 주 수에서의 azimuth면과 elevation면상의 2차원 빔 

패턴이다. 효율은 433MHz에서는 92,5%, 900MHz에서는 

96.4%를 갖는다. 그리고 azimuth면의 패턴들을 통하여 

reader 안테나에 필요한 무지향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다. 

제안된 이 역 안테나의 최종구조의 특성은 표 3으로 요

약가능하다.

Frequency Retrun loss Peak gain
Antenna 

efficiency

433MHz -11dB 1.924dBi 92.5%

900MHz -14dB 1.987dBi 96.4%

표  3 랜치 윙 다이폴 안테나 최종구조의 성능

Table 3 Performance of the final branched wing dipole

본 안테나 설계가 실재환경에서 합한지 확인하기 해 

상기의 기 과 물리  치수를 기반으로 시제품이 제작되었

고 상용 RFID tag의 인식률 테스트 과정을 거쳤다. Tag는 

RFID UHF 역의 표 형인 ALN-964x, ALN-9540, 

ALN-9622이 선택되었고 제안된 안테나는 reader로서 동작

하 다.

세 가지 태그  성능이 제일 좋은 ALN-964x의 경우에는 

3.3m에서 인식률이 75%로 최장거리를 나타내고 있었다. 두 

번째 경우인 ALN-9540의 경우에는 칩으로 Higgs-2가 사용

된 태그로 칩 성능은 다른 두 태그보다 떨어지지만 태그 안

테나의 성능이 더 뛰어나 2.9m까지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ALN-9622 태그의 실험 결과는 2.4m까지 인식 

가능한 것으로 확인 하 다. 따라서 증폭기가 없는 상태에

서 표 형 tag들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거리가 2m를 넘

는 것을 통해 RFID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11 피측정 인 안테나

Fig. 11 Antenna under test

4. 결  론

RFID UHF 이 역에서 동작하는 reader 안테나의 소형

화 설계가 제시되었다. 역별로 별도의 안테나들을 두면 

부피가 커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하여 단일 , 단일 몸

체에서 두 개의 공진경로를 형성한다. 그리고 두 개의 공진 

주 수 각각에서 입력 임피던스를 매치시켜 반사손실을 최

소화한다. 이를 통해 reader와 tag간 인식거리를 확보하기 

해 자  방사효율을 극 화하고 이득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제안한 구조는 자장 모의시험을 통해 이득이 1dBi

이상, 효율이 70% 이상, 반사손실은 –10dB이하이면서 무지

향성 방사패턴을 얻을 수 있음을 보 다. 제안된 구조는 

FR-4 기 상에서 제작되고 RFID tag-reader 실험을 통해 

로지스틱스에서 활용가능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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