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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UHF RFID 태그 검사 장비를 위한 전용 리더

A Specialized Reader for High Speed UHF RFID Tag Inlay Inspec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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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Woo Bae․Jun-Seok Park․Yeong Rak Seong․Ha-Ryoung Oh)

Abstract  -  RFIDs have not become widespread as expected partly due to the cost, size, read range, and reliability 

problems of tags. The success rate of reading must be improved in order for RFIDs to be widely adopted. Quality 

control of tags is crucial to meet this requirement. In this study,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high-performance 

reader used in inspection equipment that conducts prior inspection of tags. To improv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reader, the baseband modem and command processor (CP) were designed using H/W logic and implemented with FPGA. 

The inspection of small pitch inlays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antenna shielding device and H/W command 

processor function. This equipment enables accurate evaluation of performance and identification of tags satisfying a 

given read range. By contributing to sort out defective tags, the results can ultimately lead to more stable RFID 

services.

Key Words  : UHF RFID, Inspection, Reader, Inlay, Quality control of tags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Kookmin University, Korea

E-mail : hroh@kookmin.ac.kr 

*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Kookmin University, Korea

Received : November 11, 2013; Accepted : December 25, 2013

1. 서  론 

RFID는 무선 통신을 이용해 사물의 정보를 인식하는 기

술이다[1]. RFID 시스템은 기본 으로 리더와 태그로 구성

되고, 그  860 ~ 960 MHz 역의 UHF RFID는 태그는 

자체 원을 가지지 않는 수동형 RFID 기술이다. 리더는 자

체 원을 가지며 리더의 명령을 태그로 송한다. 태그는 

안테나와 IC(Integrated Circuit)로 구성되어있고, 리더로부터 

RF 신호를 송받아 이를 자신의 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

고 리더에게 응답 데이터를 송한다[2][3][4]. UHF RFID 

태그는 다양한 종류의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 태그는 

인 이(Inlay)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는 기술 으로 산업 장

에서 사용하기 한 라벨로 변환할 비가 된 태그를 의미

한다[5]. 그림 1은 다양한 종류의 태그 인 이와 라벨들이다. 

이러한 UHF RFID 기술은 바코드(Barcode) 체 기술로

서 각 받고 있으며, 유통과 물류 리와 같은 응용분야에 

리 사용될 것으로 망된다[6][7][8]. 그러나 재 UHF 

역의 RFID는 태그의 가격, 크기, 인식거리, 신뢰성 등으로 

인하여 RFID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몇몇 문제들은 

기술개발에 따라 해결이 기 되지만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

다. 특히, 사용시 에 생산된 태그를 검사하여 불량품을 걸

러냄으로써 태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UHF RFID 기술

의 인식률에 따른 신뢰성 문제에 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림 1 태그 인 이와 라벨

Fig. 1 Tag inlay and label

생산시 의 태그는 하나하나의 태그를 인 이 형태로 만

들거나 인 이가 라벨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

고 이에 따라 태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인 이 

상태의 태그뿐만 아니라 변환된 라벨의 검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 이와 라벨로 변환된 태그를 검사할 수 

있는 용 리더를 개발하 다. ISO/IEC 18000-6 Type C 

로토콜[9]을 만족하며 고속처리를 해 리더와 태그의 링크 

주 수(LF : Link Frequency)를 최 (R->T: 160KHz, 

T->R: 640KHz) 속도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리

고 인식거리에 한 합격 기 을 태그 응답신호의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측정, Tx 워 

조  그리고 인식 시도 회수를 조정 등의 간 인 방법을 

이용해 태그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양한 인 이  

라벨과 검사 속도 조 을 통해 성능을 시험하 고 반복 인 

실험을 통해 안정성과 재 성을 확보하 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UHF RFID 태

그 검사 리더를 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태그 

검사 리더의 설계에 하여 설명하고 4장에서는 리더의 구

과 성능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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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HF RFID 태그 검사 장비용 리더 설계

2.1 요구사항

UHF RFID 의 태그 검사 리더는 일반 인 RFID 리더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검사를 한 다음과 같은 추가 요구사항

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고속검사가 필요하다. 태그의 생산성 증 와 비용을 

감안하면 고속검사가 바람직하다. 태그 검사가 늦어지면 늦

어질수록 태그의 생산성이 하될 것이다.  

둘째, 태그의 양불 정이 정확해야 한다. 산업 장에서 

사용하는 태그의 인식률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서는 검사 단계에서 정확한 정이 요구된다. 

셋째, 태그를 읽는 시 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인 이

의 크기와 진행 치에 따라 트리거되는 시 과 태그를 읽

을 수 있는 시 이 다를 수 있다.

넷째, 검사결과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불량 태

그와 불량태그의 발생 시 을 정확히 단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동기화된 고속 명령 달 

로직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식거리에 한 합격 기 (threshold)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태그일지라도 태그 

IC의 불량, 안테나와 IC의  불량, 안테나의 패턴 등 여

러 가지의 불량 요소들에 의해 태그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인식거리등 성능 한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태그의 합격 기 을 두어 일정한 성능 이상의 태그만 분

별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2.2 ISO/IEC 18000-6 Type C 로토콜 분석

본 논문의 태그 검사 리더는 ISO/IEC 18000-6 Type C 

로토콜을 기 으로 설계하 다. 리더가 먼  명령을 송

하고 태그가 그에 따른 응답을 하며, 태그의 응답에 따라 리

더가 다음 명령을 송하거나 통신을 마친다. 리더는 태그

와의 통신이 끝날 때까지 리더의 명령 신호와 응답신호사이

에 CW(Continuous Wave)를 방사하여 태그에 동작 원을 

공 하고, 태그가 기화되지 않도록 하며 안정 인 응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ISO/IEC 18000-6 Type C 

로토콜은 다른 로토콜에 비해 엄격한 링크 타이 (Link 

Timing)이 정해져 있으며 경성 실시간(Hard real Time) 특

성을 가진다. 리더와 태그가 이 링크 타이 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태그가 기화되거나 리더의 동작이 정상 으로 

수행되지 못한다.

그림 2 단일 태그 동작과 링크 타이

Fig. 2 The single tag operation and link timing

라미터 최소 보통 최

T1

MAX(RTcal,10

Tpri) x (1-FT) 

- 2us

MAX(RTcal,10

Tpri)

MAX(RTcal,10

Tpri) x (1+FT) 

+ 2us

T2 3Tpri 20Tpri

T3 0Tpri

T4 2RTcal

표   1  링크 타이  라미터 [9]

Table 1 Link timing parameters [9]

그림 2와 표 1은 ISO/IEC 18000-6 Type C 의 리더와 하

나의 태그 간 동작 명령과 링크 타이 을 나타낸다. 태그 

검사 장비용 리더는 한 번에 하나의 태그만을 검사함으로 

단일 태그 동작 링크 타이 을 따른다. 리더가 먼  Select

와 Query 명령을 송하고 태그는 Query 명령에 한 응답

으로 RN16을 송한다. RN16을 받은 리더는 ACK 명령을 

수행하고 ACK를 받은 태그는 ID를 리더로 송한다. T4는 

리더의 Select 명령과 Query 명령 사이의 시간이다. Select

와 Query 명령 사이에는 태그의 응답이 없다. 리더는 Select 

명령으로 태그를 기화 시키고 최소 RTcal의 2배의 시간

을 두고 Query 명령을 송해야 한다. 여기서 RTcal은 리

더가 태그로 송하는 PIE 인코딩 방식의 데이터 0과 1을 

구분 짓는 교정 심볼이다. T1은 리더의 명령의 끝에서 태그

의 응답이 시작되는 구간의 시간이다. 이 시간 내에 태그의 

응답이 없으면 리더는 태그가 반응하지 못하거나 없는 것으

로 단한다. T2는 태그의 응답신호를 받고 리더가 다음 명

령을 송하기까지의 시간이다. 리더는 이 시간 사이에 태

그의 응답신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명령을 비하고 송

해야한다. T2의 시간 안에 리더의 명령이 태그로 송되지 

않으면 태그가 기화되거나 정상 인 동작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T2의 최 시간은 20Tpri이고 링크 주 수가 

640KHz일 때 31.25us의 시간이다. Tpri는 태그가 리더로 

송하는 링크 구간으로 1/링크주 수(LF : Link Frequency)와 

같다. T3는 다  태그 환경에서 리더의 명령 후에 태그의 응

답이 없음을 별하는 시간이다. 한 번에 하나의 태그만 인식

하는 태그 검사 리더는 이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9]. 링

크 주 수를 최 로 하고 하나의 태그를 인식하고 ID를 별

하는 데까지의 시간은 약 1.9ms의 시간이 소비된다. 

링크타이 은 링크 주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링크 주

수가 높을수록 링크 타이 은 어든다. 즉, 링크 주 수

가 높을수록 리더는 짧은 시간 내에 태그의 응답신호를 분

석하고 다음 명령을 비해야 한다. 그리고 아날로그 경로 

지연과 신호분석  명령 송을 한 지연 때문에 실제 리

더가 사용할 수 있는 타이  여유가 더욱 어든다. 

본 논문에서는 태그 당 검사시간을 여 태그 검사를 고

속화하기 하여 링크 주 수를 최 로 설정하 고 

ISO/IEC 18000-6 Type C의 링크 타이 을 만족하도록 검

사장비용 리더를 설계/구 하 다. 한 충돌 재 명령과 

쓰기에 필요한 명령들을 배제하고 태그 검사에 필요한 명령

만을 구 하는 등 태그 검사의 필수 기능만으로 설계를 최

화하 고, 태그를 인식하여 단하는 동작 수행을 하드웨

어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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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태그 검사 장비용 리더 사양

태그 검사 장비의 성능은 리더 뿐만 아니라 인 이를 움

직여주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모터, 인

이의 상태 등에 향을 받는다. 인 이의 치와 속도는 

PLC를 통해 모터를 제어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태그 검사 

장비용 리더는 태그의 읽는 시 을 정확히 단할 수 있어

야 한다. 한 같은 인 이일지라도 태그의 안테나와 IC의 

연결 상태와 보  상태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태그의 상태를 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표 2에 태그 검사 리더에서 필요한 사양을 정리하 다. 

라미터 사 양

로토콜 ISO/IEC 18000-6 Type C

최  출력 25dBm

감쇠 30dB@0.5dB 

변조 ASK

동작 주 수 860 ~ 960 MHz

링크 주 수 R->T : 160KHz, T->R : 640KHz

인터페이스 GPIO, LED, UART

검사 속도
 2500Tags/min(=37.5m/min) @ 15mm

 3200Tags/min(=80m/min) @ 25mm

기능

 - 교정(Calibration) 기능

 - 동기화 기능

 - RSSI 측정 기능

표   2  태그 검사 장비용 리더 사양 

Table 2 The Tag inspection reader specifications

2.4 동작 시나리오

그림 3 최상  동작 상태도

Fig. 3 Top level operating state diagram

검사장비의 동작은 크게 3개의 상태로 나  수 있다. 

IDLE 상태에서는 PLC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기능  동작방법 등을 설정하고 run 명령을 기다린다. Run 

명령이 들어오면 장비는 READY 상태로 천이하고 외부의 

마크 센서(Mark sensor)로부터 트리거 신호를 기다린다. 외

부로부터 트리거 신호를 받으면 장비는 OPERATION 상태

로 천이한다. OPERATION 상태는 정해진 횟수만큼 하나의 

태그를 반복 으로 읽고 해당 태그의 불량여부를 별한다. 

별된 태그 정보는 GPIO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 로 송

하고 리더에 별 정보를 공유 메모리에 장한 후 다시 

READY 상태로 천이하여 트리거 신호를 기다린다. 각각의 

상태는 PLC로부터 stop 명령을 받으면 IDLE 상태로 천이

한다. 

2.5 태그 불량 정 기

불량 정 기 은 정해진 환경에서의 인식거리를 만족하

느냐로 볼 수 있다. 요구되는 인식 거리는 RFID 서비스에 

따라 다르며, 같은 태그일지라도 부착 치와 운용환경에 따

라 그 기 이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인 인식거리

의 기 은 있을 수 없고, 환경에 따른 상 인 인식거리에 

한 기 으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환경에서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그 검사 리더는 간

인 방법으로 기 을 정할 수 있게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간 인 방법으로 리더의 출력에 따른 태

그의 응답 효율, 태그 안테나 방사패턴에 따른 인식 각도를 

감안한 검사를 제안한다. 첫 번째 방법은 리더가 출력을 조

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리더의 RSSI 측정 기능을 통

하여 태그 응답의 신호 크기를 측정하여 정 기 에 따라 

태그의 불량 여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 방법은 리더의 안테

나 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태그를 여러 

번 읽어서 인 이의 치 변동에 따른 태그의 응답신호를 

확인하고 시도 비 성공회수를 설정하여 태그의 불량 여부

를 확인한다. 태그 검사 리더는 제안된 방법에 따라 태그의 

불량 정 기 을 설정할 수 있다. 추가 으로 태그의 응답

신호유무, RN16, ID 3가지 응답 경우로 나 어 다양한 정

기 을 정할 수 있다.  

2.6 태그 검사 장비용 리더의 구조

그림 4 리더 블록도

Fig. 4 Reader block diagram

그림 4는 태그 검사 리더의 블록도이다. 리더는 안테나와 

안테나 기구, RF 아날로그 회로, 데이터 변환기, 디지털 기

역 로세싱 회로, 마이크로 로세서, 외부 인터페이스

로 구성되었다.

2.7 RF 아날로그 회로

RF 아날로그회로는 ISO/IEC 18000-6 Type C의 스펙트

럼 마스크(Spectrum mask)와 RFID 기술 기 에 맞추어 설

계하 다. 안테나는 태그 검사 장비에 합하도록 단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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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형태와 작은 크기로 설계하 다. Tx의 경우 주  통

과 필터를 통해 스펙트럼 마스크 규격을 맞추었다. 워 앰

의 출력은 25dBm으로 설계하고 감쇠기능을 두어 출력을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PLL은 860 ~ 960 MHz 역을 

사용하고 각 나라의 규격에 맞출 수 있도록 조 이 가능하

다. Rx는 고주  통과 필터를 통해 직류 성분 오 셋(DC 

offset)을 제거하고 게인 조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표 

3은 RF 아날로그 회로의 특성을 나타낸다.

라미터 사양 

워 앰 25dBm

PLL 860 ~ 960 MHz

감쇠 30dB@0.5dB 

스 트럼 마스크
- 36dBm/100KHz RBW(1GHz 미만)

- 30dBm/100KHz RBW(1GHz 과)

표   3  태그 검사 장비용 리더의 RF 사양 

Table 3 RF specifications for tag inspection reader

2.8 데이터 컨버터

태그 검사 장비용 리더는 리더의 명령과 태그의 응답 신

호를 각각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DAC와 

ADC가 있다. ADC와 DAC는 20MHz 클록으로 동작한다. 

ADC는 RF 신호의 I와 Q, 두 개의 채  신호를 처리하기 

해 이  채  ADC를 선택하 고 각각 12bit 해상도를 가

진다. DAC는 하나의 채 을 가지며 8bit 해상도를 가진다.

2.9 디지털 기 역 로세싱 회로

그림 4에서와 같이 디지털 로세싱 회로는 크게 기

역 모뎀과 태그 검사 정기능을 가진 커맨드 로세서

(CP:Command Processor), 마이크로 로세서부로 나뉜다. 

기 역 모뎀과 커맨드 로세서는 태그 검사의 고속처리

와 경성 실시간 특성을 가진 링크 타이 을 맞추기 해 하

드웨어로 설계하고 FPGA를 이용하여 구 하 다.

2.9.1 기 역 모뎀

기 역 모뎀은 신호 잡음과 직류 성분 오 셋을 제거하

기 한 두 가지의 Rx 필터와 스펙트럼 마스크를 맞추기 

한 Tx 필터, 그리고 태그의 응답 신호를 분석하는 디텍터

가 있다. 신호 잡음 제거 필터는 태그 응답신호의 잡음 성

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링크 주 수 40KHz를 기 으

로 컷오 (Cut-off) 주 수 60KHz를 가진 20단 FIR 주  

통과 필터를 설계하 다. 직류 성분 오 셋 제거 필터는 RF 

역에서 발생하는 Tx 설 신호와 LO(Local Oscillator)에 

의해 발생하는 직류 성분 오 셋을 이는 역할을 하며 IIR 

고주  통과 필터를 설계하 다. Tx 필터는 ISO/IEC 

18000-6 Type C의 스펙트럼 마스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1단 FIR 펄스 성형 필터를 설계하 다. 디텍터는 태그의 

FM0 응답신호를 분석하여 NRZ 데이터로 변환하여 CP로 

달한다. 태그 응답신호의 인식률을 높이기 하여 리치

(Glitch) 제거 알고리즘을 추가하 고 지터(Jitter) 응을 높

이기 해 로토콜에서 허용하는 링크 주 수의 범 를 벗

어난 신호도 정상 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2.9.2 커맨드 로세서

커맨드 로세서는 시 서(Sequencer)의 역할을 담당한

다. 리더의 명령을 생성하고 태그 응답신호의 정상여부, 기

에 따른 불량 정등의 리더 동작을 제어한다. 태그를 검

사하는 과정을 소 트웨어의 개입 없이 커맨드 로세서가 

단독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태그 검사시에 

필요한 Select, Query, ACK 명령만을 처리하며 태그의 

RN16과 ID만을 인식하도록 설계하 다. 커맨드 로세서는 

공유메모리와 GPIO를 통하여 마이크로 로세서와 정보를 

주고받는다. 

2.9.3 마이크로 로세서

마이크로 로세서는 PLC와 RS232 통신  GPIO를 이용

해 검사에 필요한 설정정보를 받고 이를 공유메모리를 통해 

커맨드 로세서로 달한다. 커맨드 로세서의 검사 기록 

정보 한 마이크로 로세서를 통해 PLC로 달된다. 

2.9.4 동기화, 교정, RSSI 모듈

동기화 모듈과 교정 모듈은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시작 신

호와 실제 태그 읽기 동작의 동기를 맞추기 해 설계하

다. 그림 1과 같이 인 이와 라벨의 크기가 다르고 태그의 

안테나 특성에 따라 인식되는 치가 다르기 때문에 읽는 

시 의 동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동기화 모듈은 마크 

센서의 트리거신호 비 최  500ms의 지연 설정이 가능하

도록 설계하 다. 교정 모듈은 한 번의 명령으로 체 주

수 채  스캔(scan)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그리고 트리

거 시 을 기 으로 태그의 치를 이동하면서 태그의 종류

에 따른 최 의 읽기 시 을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RSSI 모듈은 ADC를 거쳐 들어온 태그 응답 신호의 크기를 

측정한다. 

2.10 기존 리더와의 차이

기존 리더와의 차이는 크게 3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외부 IO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작시  인식과 독결과의 실

시간 송이 가능하다. 기존의 검사장비는 일반 으로 범용 

리더를 사용하여 태그 검사를 한다. 범용 리더는 UART와 

같은 통신 포트를 이용하여 검사의 시작과 독결과를 달

함으로 고속의 태그 검사가 어렵다. 본 논문의 용리더는 

디지털 역을 FPGA를 이용하여 하드웨어로 설계하 다. 

검사 시작을 외부 IO 인터페이스를 통해 트리거하여 빠른 

검사 시작이 가능하고, 독결과 한 외부 IO 인터페이스

를 통해 실시간으로 달하여 고속으로 태그 검사가 가능하

다. 둘째, 검사에 필요한 명령만 설계하고 독 시  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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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로직분석기를 통한 FPGA 내부 신호 형

Fig. 6 Internal FPGA waveform from logic analyzer

그림 7 태그 검사 장비 외

Fig. 7 Tag inspection equipment exterior 

가능하다. 로토콜의 단일 태그 인식 규칙을 따르고 ID를 

읽는 명령까지만 구 하 다. 독 시 은 응답신호의 유무, 

첫 번째 응답(RN16) 인식, ID 인식 3가지로 나 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인식거리에 따른 독에 한 간

인 방법을 제시하고 용하 다. Tx 출력 조정이 가능하

고 응답신호의 크기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따라서 

Tx 출력 비 태그의 응답신호 크기를 기 으로 독이 가

능하다. 그리고 하나의 태그에 해 검사시도를 여러 번 시

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공회수에 따른 독이 가능하다.

3. 구  

그림 5는 태그 검사 장비용 리더의 외 이다. 기 역 

모뎀과 CP는 고속처리를 해 FPGA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로 구 하 다. FPGA는 Lattice semiconductor 사의 

LatticeXP2를 사용하여 구 하 다. 마이크로 로세서와의 

정보 공유를 해 FPGA 내부의 EBR(Embedded Block 

Ram)을 공유메모리로 사용하 다. Simplify pro 소 트웨어

를 이용해 모뎀과 CP를 합성하 고 ispLEVER 소 트웨어

를 이용해 로직의 P&R(Place & Route)를 진행하 다. 모뎀

과 CP를 합친 체 로직의 게이트 수는 약 70K 개다.

그림 5 태그 검사 용 리더의 외

Fig. 5 Tag inspection specialized reader layout

안테나는 차폐기구와 결합한 상태로 주 수 특성을 조정

하 다. 일반 으로 인 이와 라벨은 롤(roll)형태이며 태그

가 연속 으로 붙어있다. 따라서 차폐기구는  태그와의 

간섭을 이고 외부 환경의 향을 이도록 개발하 고, 인

이와 라벨의 크기에 따라 차폐 간격과 높낮이 조 이 가

능하도록 하 다.

태그 검사 리더의 기능은 구 된 로직의 FPGA 내부 신

호를 로직 분석기를 통하여 확인하 다. 그림 6은 로직 분

석기를 통해 본 FPGA 내부의 신호 형이다. 

외부로부터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리더가 설정된 시도 회

수에 따라 명령을 날리고 한 태그의 응답이 있음을 확

인하 다.

4. 성능평가

그림 7은 성능 평가를 해 사용한 태그 검사 장비이다. 

장비의 면에 세로로 붙어 있는 부분이 마크 센서와 리더

의 안테나이다. 리더는 검사 장비 내부에 장착된다. 태그 검

사 장비의 성능 실험은 다양한 태그가 사용된 인 이와 라

벨을 사용하 다. PLC에서 인 이의 진행 속도를 조 하여 

성능을 평가하 고 반복 인 실험을 통해 성능의 안정성과 

재 성을 확인하 다. 성능평가에 사용한 설정은 표 4와 같

이 진행하 다. 15에서 50mm 사이의 다양한 간격의 인 이

를 이용하고 최  80m/min의 속도로 리더의 성능을 평가하

다. 실험 태그의 수는 1000개이고 독이 불가능한 불량

태그 10개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의 태그에 해 시도회수

는 6번으로 고정하고, 성공 횟수를 조 하여 합격 여부를 

단하 다. 그리고 같은 인 이를 반복 실험하여 재 성을 

검증하고 실험의 신뢰성을 높 다. 표 5는 실험결과이다. 

부분의 태그 간격에서 60m/min의 속도까지는 100%의 

양불 정을 보 다. 60m/min이 넘는 속도에서는 97%~98%

의 양불 정을 보 다. 잘못 독된 태그를 확인한 결과 실

험에 사용한 태그의 안테나와 태그칩 사이의 이 불안정

해져 정상태그가 불량태그로 독된 진행성 불량인 것을 확

인하 다. 60m/min을 넘는 속도에서는 인 이를 움직이는 

모터 속도의 증가로 인해 인 이의 인장강도가 높아져 안테

나와 태그칩의 착상태가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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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특 성

태그 TI, Alien, Impinj

태그 수 1000 개(인  불량 태그 10개 포함)

태그당 읽기 시도회수 6 

태그 간격 15 ~ 50 mm 

진행 속도 최  80m/min 

독 RSSI 최  크기의 반

표   4  성능 평가 라미터

Table 4 Performance evaluation parameters

         간격

  속도 
15mm 25mm 50mm

20m/min 100% 100% 100%

40m/min 100% 100% 100%

60m/min 100% 100% 100%

80m/min 97% 98% 98%

표   5  성능 실험 결과

Table 5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그리고 반복 인 실험에 의하여 태그의 진행성 불량이 증가

하여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다. 부분의 인 이에서 

60m/min이 넘는 속도의 경우 진행성 불량이 발생할 것으로 

단된다. 간격이 50mm이상은 부분이 변환 라벨이며 읽

기가 가능한 구간은 변환 의 태그 구간만 가능하다. 따라

서 50mm 이상 라벨의 검사성능은 그 이하의 인 이와 동일

하다.

5. 결  론

RFID가 확산되려면 태그의 인식률과 신뢰성 제고가 필수

이다. 리더, 태그의 성능, 태그 부착 방법, 용환경 등 많

은 요소가 RFID 인식률에 향을 미친다. 한 태그를 사

에 검사하여 불량 태그를 배제하는 것도 인식률 제고에 기

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 이 는 인 이를 라벨을 

검사하는 장비에 사용되는 용의 고성능 리더를 설계하고 

구 하 다. 개발한 리더는 성능을 높이기 해 용의 기

역 모뎀과과 시 서를 하드웨어로 설계하고 FPGA를 

이용하여 구 하 다. 성능 검증에 필요한 명령만 선택 으

로 구 하 으며 각각의 태그를 여러 번 검사하여 결과를 

산출하 다. 리더의 Tx 출력 조 , 응답 신호의 RSSI 분석 

그리고 시도 비 성공회수 조  등의 간 인 방법으로 기

 성능 이상의 태그를 별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안테나 차폐기구와 고속의 하드웨어 CP의 기능을 이용하여 

작은 간격의 인 이를 검사할 수 있다. 본 장비를 이용하면 

태그의 성능을 정확히 측정하고 서비스에 따른 기  성능 

이상의 태그를 선별할 수 있다. 결과 으로 RFID서비스의 

태그의 인식률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안정 인 

RFID 서비스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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