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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F RFID 태그 칩의 임피던스 산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모델링 방법

Modelling Method for Removing Measurement Uncertainty in 
Chip Impedance Characterization of UHF RFID Tag IC

양  진  모

Jeenmo Yang

요  약

UHF RFID 태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태그 칩의 입력 임피던스 값이 필요하다. 입력 임피던스 산출에는 직접측정 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칩을 측정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픽스쳐에서 발생되
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대안으로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타당성과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Abstract

Input impedance of UHF RFID tag chip is needed to design a tag. In determining the chip impedance, direct measurement method 
is adopted commonly. In this paper, problems generated from fixtures that interface between tag chip and coaxial-oriented measurement 
instrument are investigated and the result of the problems is shown, when the direct measurement method is applied. As an alternative 
to the method, a modeling method is proposed and its validity and accuracy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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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UHF RFID 시스템은 전자파를 자동 무선인식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로서, 피인식 물체에 부착된 태그(tag)와 태
그에 수록된 정보를 읽어내는 리더(reader)로 구성된다[1]. 
동작에 필요한 에너지를 리더로 부터의 전자파에 의존하

는 수동형 태그의 경우에는 최대 인식거리를 얻기 위해

서 태그 칩이 안테나에 부착된 상태 하에서 구한 태그 칩

임피던스값을알아야한다[1],[2]. 그런데, 이칩임피던스는 

칩을 부착하는 방법과 공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

통 태그 제작자들은 자신의 태그 제조공정에 맞는 칩 임

피던스를 구한 후 그 값을 태그 안테나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3]. 칩임피던스를구하는 방법에는직접측정방법(di-
rect measurement method)[1],[4]～[6]과 모델링 방법(modeling 
method)[7]～[9], 모델 최적화 방법(model optimization meth-
od)[9],[10]이 있다. 
앞의 두가지방법은그림 1에서와같이 물리적 구성은

동일하지만, 픽스쳐(fixture)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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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 픽스쳐는 비동축형(non-coaxial type)인 DUT 
(Device Under Test)를 동축형(coaxial type)인 VNA(Vector 
Network Analyzer)의 프로브(probe)에 연결하기 위해 도입
된 인터페이스(interface) 장치이다. 직접측정 방법은 VNA
와 프로브의 시스템 오차(systematic error)[11]를 제거하기

위한 교정을 픽스쳐의 끝 단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기준

면(reference plane)이 그림 1(a)와 같이 픽스쳐와 DUT의
접합면에 설정된다. 이 경우, 픽스쳐는 상이한 물리적 구
조를 가진 프로브와 DUT를 연결하면서 VNA로부터의 신
호를 손실 없이 DUT로 전달하고, DUT로부터의 반사신
호를 왜곡 없이 VNA에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얻
기 위해 픽스쳐는 프로브와의 접합면에서 기준면까지 프

로브와 동일한 특성 임피던스를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다. 프로브와의 접합
부에서는 특성 임피던스가 프로브와 동일하다고 하더라

도 물리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접합면에서 반사가 발

생하고, DUT와의 접합면 부근에서는 DUT 단자의 크기
가 작으면 특성 임피던스가 프로브의 그것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직접측정 방법에서는 근본적으로 측정장치
의 구조적 비균질성(non-uniform)으로 말미암아 측정 결
과의 불확실성(uncertainty)[12]이 발생한다.
태그 칩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으로써의 직접측정 방

(a) 직접측정 방법
(a) Direct measurement method

(b) 모델링 방법
(b) Modelling method

그림 1. 측정 구성

Fig. 1. Measurement configuration. 

법의 한계와 문제점은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다[1],[5]. 하지
만 직접측정 방식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한 태그 칩 임피던스 산출의 문제

점에 대한 검증이 아직 없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태그
칩의 임피던스 산출을 위해 직접 측정 방식들이 사용되

고 있다
[4]～[6]. 이는 이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

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이 방법 이외의
검증된 대안이 부재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UHF RFID 태그 칩의 임피던스를 구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락-개방-부하(Short-Open- 
Load) 교정[8],[12]을 적용한 직접측정 방법의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그문제점을검증하며, 대안으로픽스쳐부분의 
모델링을 통한 칩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직접측정 방법의 불확실성

직접측정 방법은 칩(임피던스=Zc)이 그림 2(a)와 같이
VNA의 프로브(특성 임피던스=Zo)의 끝단에 연결되어 있
을 때, VNA에서 측정된 반사계수(reflection coefficient) S11

의 표현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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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

c

Z ZS
Z Z
-

=
+ (1)

  
으로부터 Zc를 구하고, 칩에서 소모되는 전력(Pc)은

  

( )2
111c NAP P S= - (2)

  
을 이용하여 산출한다[1],[4]. 여기서 PNA는 VNA가 공급하
는 전력이다. 
픽스쳐는 VNA로 부터의 신호를 칩에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전송선로이며, 특성 임피던스 값은 프로브의 값
(Z0)과 동일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하지만, 픽스쳐 중에서
칩이부착된 부분에서는 특성 임피던스 값이 Z0에서 벗어

난값을 갖게된다. 칩의크기가매우 작아서단자들의크
기가 매우 작고,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칩에 가까울수
록 특성 임피던스가 Z0 값에서 어긋나게 된다. 
그림 2(b)는 이러한 사실을 적용한 모델이다. 픽스쳐

중에서 프로브에 가까운 일부(특성 임피던스=Zo)는 Pro- 
be+ 영역에 포함되었고, 칩에 가까운 일부(특성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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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픽스쳐가 없는 측정
(a) Measurement without the fixture

(b) 픽스쳐가 있는 측정
(b) Measurement with the fixture

그림 2. 직접측정 방법의 구성
Fig. 2. Measurement set-up for the direct measurement me-

thod. 
 
=Zf)는 Fixture— 영역에 포함되었다. 이 모델은 칩에 인접
한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Zo가 아닌 Zf를 가질 때, 
직접측정 방법이 칩 임피던스 산출 결과에 초래하는 문

제점을 분석해 보기 위한 모델이다.
그림 2(b)에는 VNA로부터의 측정신호(V+)가 픽스쳐와

칩을 지나면서 파생되는 신호들이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V1 신호는 V+ 신호가 Fixture—의 좌측면을 지나면서 반사
된 신호를 나타낸 것이며, V2 신호와 V3 신호는 칩에서의

입사신호와 반사신호를 나타낸다. 그리고 V4 신호는 칩에

서 반사된 신호 V3가 Fixture—의 좌측면을 통과할 때 발생
되는 반사신호인데, 이 신호는 다시 칩과 Fixture—의 좌측
면에서 반사를 거듭하면서 Fixture— 내의 여타 다른 신호
(V2 및 V3)들에 영향을 준다. 
직접측정 방법에서는 VNA에서 측정된 반사계수(S11)

의 정확도가 칩 임피던스 산출 결과의 정확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2(b)에서 칩 임피던스와 직접적으
로 관계가 있는 신호는 V2와 V3이다. 그런데, 이 신호들은
V4 신호가 Fixture— 구간에서 반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간섭현상이 발생하며, 이 신호(V4) 간섭이 이들 신호(V2와

V3)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마이너스
(－) 요인으로 작용할지 이론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왜
냐하면 이 간섭은 Fixture— 구간의 길이, 각 임피던스(Zo, 
Zf, Zc)들의 정합 정도와 동작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V4 신호의 크기가 커지면 V2 및 V3 신호
에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VNA에서 실측되는 S-파라
미터(S11m)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VNA는실제 이상적이지 않은소자들로 구성된 측정장
치이기 때문에 측정값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을

갖고 있다. SOL(Short-Open-Load)[8],[11],[12]이나 TRL(Throu-
gh-Reflect-Line)[8],[11] 교정의 경우, 실측된 S-파라미터(S11m)
는 식 (3)을 통해 개선된 S-파라미터(S11a)로 수정 보완된
다[8],[11],[12].

  

11
11

11

( )
( )
m D

a
rt s m D

S ES
E E S E

-
=

+ - (3)
  

여기서 Ert, Es, ED는 그림 2(b)에서 칩 대신에 단락/개방/
부하(Short/Open/Load)를 연결일 때 S11a의 값이 －1/+1/0가
각각 되도록 보정해 주는 시스템 오차 항목(systematic 
error term)들이며, 주파수의 함수이지만 상수 값을 갖는
다. 즉, 칩 임피던스가 0, ∞, Zo일 경우는 비록 V4 신호가
있어 측정 불확실성이 발생하더라도 식 (3)의 시스템 오
차 보정(systematic error correction)을 통해 VNA는 오차가
없는 S-파라미터를 강제적으로 산출한다[11],[12]. 하지만, 칩
의 임피던스가이러한 값들과 크기나성격이 달라지면 V4

에 의해 발생되는 불확실성을 보정해 주는 파라미터들이

없기 때문에 산출된 S11a 값은 불확실성을 그대로 포함하
게 된다.
임피던스가 —jX인 커패시터를 직접측정 방법으로 임

피던스를 산출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스미스 차트 상에서
그림 3의 ‘o’ 점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직접측정
방식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한 개의 점이

아니라, 그림과 같이 불확실 영역(uncertainty region)으로
표시된다. 
영역 내에 있는 점 a—a´와 b—b´의 반사계수를 식 (1)

을 적용하여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를 산출하면 표 1과 같
은 결과를 얻는다. 점 a—a´의 경우는 산출된 임피던스의
정확도는떨어지지만리액턴스성분만을가진순수캐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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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정 불확실성으로 인한 S-파라메터 변동
Fig. 3. Variation of S-parameter due to measurement uncer-

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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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파라메터 변동에 따른 산출 임피던스 변화
Table 1. Variation in evaluated impedance due to S-parame-

ter uncertainty.

터로 산출된다. 하지만, 점 b—b´의 경우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저항성분(+Rx 및 —Rx)이 발생되어 사뭇 특성이 다
른 소자로 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커패시터의
크기가 작아서 임피던스의 크기(X)가 커진다면, 동일한
불확실 영역의 크기 경우, 발생되는 저항성분의 크기(Rx)
가 커진다는 것은 위의 스미스 차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제조되는 태그 칩들은 소형화, 저소비 전력화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13],[14]. 이는 결과적으로 칩 임피던
스(R+jX)가, 저항(R) 성분은 작아지고, 리액턴스(X) 성분
값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태그 칩을 직
접측정 방법으로 임피던스를 산출한다면, 앞서 기술된 바
와 같이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실수부(저항값)
의 정확도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림 4는실제태
그의 칩 임피던스가 불확실성 때문에 실수부에서 크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직접측정 방식으로 산출된 태그 칩 임피던스 값

의 변동

Fig. 4. Variation of evaluated tag chip impedance when us-
ing the direct measurement method.

Ⅲ. 모델링 방법

모델링 방법은 DUT가 픽스쳐에 장착된 상태에서 얻은
측정값에서 픽스쳐의 전기적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DUT
에 대한 정보를 얻어 내는 방법이다[7]～[9]. 픽스쳐의 전기
적 특성은 픽스쳐에 대한 전기적 등가모델과 간단한 보

조 픽스쳐 도입을 통해 등가모델 파라메터 산출로부터

구한다. 이 방법은 그림 1(b)와 같이, VNA의 표준 교정
키트를 사용하여, 프로브의 끝단에 기준면을 설정하는 과
정이 선행된다. 측정장치(VNA)에서 기준면까지 균일한
특성 임피던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측정장치에서 발

생하는 시스템 오차 성분은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불확실

성은 잘 억제된다. 따라서 모델링 방법은 픽스쳐의 전기
적 특성을 잘 표현하는 등가모델과 이 모델의 파라미터

들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임피던스 산출의 정확도를 결

정한다.
픽스쳐가 다수의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구조물인 경우, 

필요한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등가모델이 복잡해지고, 
파라메터 산출이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태그 칩 임피던
스 산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픽스쳐 구조물은 단순한

형태의 전송선로가 대부분이다[1],[4]~[7],[10].
그림 5는 태그 칩을 DUT로 장착하였을 때,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측정시스템의 전기적 등가회로이다. 이 등
가회로는 집중파라메터(lumped-parameter)로 표현되어 있
어 전송선로(픽스쳐)의 길이가 동작주파수 파장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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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 1(b) 측정시스템의 전기적 등가회로
Fig. 5. Electrical equivalent circuit for the measurement sys-

tem of Fig. 1(b).
 
보다 짧을 때 유효하다. 전송선로의 직렬 저항성분은 표
피효과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커지지만 선로의 길이

가 짧고, 인덕턴스(Ls)의 임피던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되었다. 병렬저항 성분(Rp)은 전송선로
의 두 도체 사이에 발생되는 손실을 모델한 것으로 유전

체의 손실 탄젠트(loss tangent) 값이 작기는 하지만, 병렬
커패시턴스(Cp)의 어드미턴스의 크기도 매우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이다. 
표 2는 등가회로의 모델 파라미터을 구하는 식이다. 식

에서 RNA는 VNA의 특성 임피던스(일반적으로 50 Ω)이며, 
PNA는 VNA의 출력전력을 말한다. Ya는 DUT를 ‘open’한
상태에서 측정한 S-파라미터를 Y-파라미터로 변환한 값
이며, Yb는 ‘short’한 상태에서 구한 Y-파라미터, Yc는 칩이

장착된 상태에서 구한 Y-파라미터이다. 표에서    ≡

   로 정의된다. 모든 모델 파라미터들이 측정된
S-파라미터로부터 추출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의미를 그
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태그 칩에서 소모되는 전력값

    ×    

   

   

     

         

          

표 2. 전기적 등가회로의 모델 파라미터 산출식
Table 2. Model parameter evaluation equation for the elec-

trical equivalent circuit. 

 

이 필요한 경우, 등가회로에 대한 회로해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Ⅳ. 실  험 

실험을 통해 직접측정 방법의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대안으로 제안된 모델링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픽스쳐들은 그림 6에 있으며, SMA 커넥터
(Amphenol P/N 132322)를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SMA 커
넥터의 2개의 핀이 픽스쳐로 사용되며, 그 끝에 DUT가
부착된다. 이 커넥터는 TSSOP(Thin Shrink Small Out-line 
Package)로 된 태그 칩의 임피던스 측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4]～[6],[15], 여러 개의 픽스쳐를 제작했을 때 픽스쳐
간의 전기적 특성 편차가 매우 작아 실험결과의 정확도

를 보장할 수 있다.
그림 6(a)의 ‘Short’와 ‘Open’ 픽스쳐는 SMA 커넥터 끝

부분을 각각 단락과 개방한 구조이며, ‘Load’ 픽스쳐에는
Anaren 50 Ω(tolerance < 0.1 % @ 1 GHz) RF 저항이사용
되었다. 그림 6(b)의 ‘Fully open’ 픽스쳐는 SMA 커넥터에
서핀 부분을제거한구조이며, 모델링방법적용 시에포
트 확장(port extension)[11]용으로 사용된다. ‘Chip’ 픽스쳐

(a) 

(b)

그림 6. 실험을 위해 제작된 픽스쳐. (a) 직접측정 방법, (b) 
모델링 방법

Fig. 6. Fixtures for (a) direct measurement method, (b) mo-
de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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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의 목적에 맞게 그때 필요한 칩을 부착하여 제작

하였다.
먼저, 앞 장에 기술된 직접측정 방법의 불확실성을 확

인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칩은

AVX 사의 다층 세라믹 커패시터로 UHF 대역에서 사용
이 가능하고, 용량이 태그 칩의 커패시터 용량과 비슷하
며(1±0.02 pF 및 2±0.05 pF), 직렬저항 성분이 없으면서허
용오차가 작은 모델을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Agilent 
N5230A VNA는 그림 6(a)의 SOL(Short-Open-Load)를 사
용하여 픽스쳐-내부-캘리브레이션(In-Fixture Calibration)[8]

을수행하였다. S-파라메터는 VNA의출력전력크기를—5 
dBm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7은 주파수가 915 MHz일 때 커패시터 ‘Chip’ 픽

스쳐의 S-파라메터 측정 결과이다. 만약 픽스쳐에서 불확
실성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이론값’과 같이 측정되겠지
만, 실제는 ‘직접측정방법값’과 같은 측정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그림 3에서 b´에 해당되는 측정 결과를 얻은 것으
로 불확실성 발생이 확인된다. 이 측정 결과를 가지고 임
피던스를 산출할 경우, 표 3에서와 같이 원래의 커패시
터 칩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수 성분의 약 5.5 %에 상당
하는, 음수(—값)의 저항성분(실수부)이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안된 모델링 방법의 정확도와 직접측정

방법의 대체 방안으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픽스쳐들은 기본적으로 앞

1 pF(이론값)

1 pF(직접측정방법값)
2 pF(이론값)

2 pF(직접측정방법값)

그림 7. 커패시터 칩 픽스쳐에 대해 915 MHz 주파수에
서 측정한 S-파라미터 값

Fig. 7. S-parameter value of capacitor ‘chip’ fixtures mea-
ured at 915 MHz frequency.

칩 픽스쳐 칩 임피던스 @915 MHz
1 pF 커패시터 －9.1－j165.9
2 pF 커패시터 －4.6－j82.8

표 3. 직접측정 방법을 이용한 커패시터 칩 픽스쳐의 임
피던스 산출 결과

Table 3. Impedance evaluation results for the capacitor chip 
fixtures using the direct measurement method.

의 실험에서 사용된 픽스쳐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앞
실험의 ‘Load’ 픽스쳐는 모델링 방법에서는 필요하지 않
기 때문에 그림 6(b)의 ‘Fully open’ 픽스쳐로 개조하여 사
용하였다. 따라서, 모델링 방법은 실험에 요구되는 픽스
쳐 관점에서 볼 때 간단한 수정으로 쉽게 직접측정 방식

을 대체할 수 있었다.
앞의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커패시터 칩 픽스쳐(1±0.02 

pF 및 2±0.05 pF로 제작)들에 대해 제안된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여 임피던스를 산출하였다. S-파라미터 측정은 앞
실험의 장비와 전력 크기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교정은
표준 키트를 사용하여 SOL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후, 
그림 6(b)의 ‘Fully open’ 픽스쳐를 이용하여 포트 확장을
선행하였다. 임피던스 산출은 그림 6(b)에있는 나머지픽
스쳐들에 대해 S-파라미터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Y-파라
미터로 변환한 다음, 표 2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칩의 임
피던스를 구하였다.
그림 8은 임피던스 산출 결과이다. 산출된 커패시터 용

량은 비록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커패시터 칩의 오차(1±2 
% pF 및 2±2.5 % pF)를 포함하고서도, 원래 용량값의 약
3 % 정도 오차 범위로 계산되었으며, 저항성분은 평균값
이 0.1 W 이하여서무시할수 있는크기이다. 이러한산출
결과로 볼 때 제안된 모델링 방법은 직접측정 방법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이 없으면서 태그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가진 칩 임피던스 값을 산출해 준다고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임피던스 산출 방법이 실제 태그

칩 임피던스 산출에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Monza 
4 Dura(IPJ-P5003)[16] 태그 칩을 사용하여 칩 픽스쳐를 제
작한 다음, 각각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임피던스를 구
하였다. S-파라미터 측정 시에 사용된 출력전력 크기는, 
VNA의 전력 설정 값을 변화시킬 때 칩에 소모되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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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델링 방법을 적용한 커패시터 칩 픽스쳐 산출

결과

Fig. 8. Evaluation result for the capacitor ‘chip’ fixtures us-
ing the proposed modeling method.

산출 방법 칩 임피던스 @915 MHz
직접측정 방법 1.8－j150.0
모델링 방법 10.3－j147.0
데이터 시트[16] 11－j143

표 4. 산출 방법에 따른 Monza 4 Dura 태그 칩 임피던스
값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Monza 4 Dura tag chip impedance 
obtained from the two evaluation method.

이 칩의 읽기문턱전력(read threshold power)와 같아지는
값으로 설정하였다. 
표 4는 산출 결과이다. 모델링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데이터 시트에 제시된 값과 거의 일치하였으나, 직접측정
방법의 경우는 임피던스의 실수부(저항성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앞서 직접측정 방법을 적용한 커패시터 산
출 실험에서, 임피던스 허수부의 5.5 % 정도의 음의 실수
값이 발생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태그 칩의
경우에도 직접측정 방법의 경우, 불확실성 때문에 음의
저항성분이 발생되어 산출된 임피던스의 정확도가 크게

훼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UHF RFID 태그 칩의 입력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 일
반적으로 직접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동축형인

측정장비와 평판 구조의 칩을 연결하기 위해 픽스쳐가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도로 손쉽게
사용되고 있는, SMA 커넥터를 픽스쳐로 사용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측정 불확실성에 대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

고, 실험으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점
차 태그 칩의 크기가 감소되는 경향으로 인해 측정 결과

의 신뢰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으로 제안된 모델링 방법은 모델과 산출 방법에 따

라 결과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구조가 간단한 픽
스쳐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모델로 측정 불확실성이 발
생되지않는정확한 산출결과를얻을수 있었다. 본연구
는 UHF RFID 태그 칩의 입력 임피던스 산출의 경우, 모
델링 방법이 좋은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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