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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 기술에 레이더 시스템을 접목시켜 태그의 아이디 획득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기술

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태그가 부착된 이동하는 물체로부터 태그 아이디 및 속도를 추출하는 

최근 제안된 RFID 시스템을 분석하고 성능을 검증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감시영역으로 진입한 태그가 지상 비

콘으로 부터 트리거 신호를 받은 후 태그 아이디 정보를 FMCW 변조한 신호를 리더로 전송하면 리더는 수신 신호를 

복조하여 아이디 및 속도를 동시에 획득한다. 본 논문에서는 송신 신호와 기준신호 간의 동기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및 시스템 구현을 위해 샘플링 률을 낮춘 경우 제시된 시스템의 동작 가능성 및 성능 열화 정도를 분석하고 시뮬레이

션으로 이를 검증한다.

ABSTRACT

RFID based applications that combine radar techniques to obtain the location and the ID of a tag have widely been 
investigated. In this paper, we analyze a recently proposed RFID system that can extract the tag IDs and their velocities 
using signals transmitted from the tag attached moving objects and verify its performance. In the proposed system, a 
beacon transmits triggering signal at regular intervals into a monitoring area and the tag receiving the triggering signal 
backscatters the FMCW(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signal modulated by the tag ID. The reader system 
demodulates this FMCW signal using predefined two reference signals to obtain not only the tag ID but its velocity. In 
this paper, we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works properly and analyze the degree of performance degradation in 
cases when the synchronization error between the transmitting signal and the reference signal occurs, and even when 
sampling rate is lowered for implementation purpose. Finally, the analytical results are verified b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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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는 리더에 의해 물체에 부착된 태그 아이디 정

보를 고속으로 획득하는 기술이며 최근에는 아이디 태

깅 뿐만 아니라 태그의 위치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1,2]. 특히 차세대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기술에서는 이동 차

량을 태깅하기 위하여 RFID 기술을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리더에 카메라와 감지센서를 장착

하여 태그 위치 정보와 영상을 조합하는 기술이 개발되

었고 능동형 태그에 대한 아이디 및 위치 정보를 동시

에 획득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3,4]. 즉 RFID 기술과 

레이더 기술이 융합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

며 회로설계 기술로는 FM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펄스 파형을 사용한 수동형 태그 설

계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5]. 또한 입사

되는 태그 신호를 복수의 리더 수신부를 사용하여 

AOA(angle of arrival)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도 발표되

었다[6].
본 논문은 최근 발표된 이동체 속도 측정을 위한 디

지털 빔포밍 기반 RFID 시스템의 구현 시 발생할 수 있

는 동기 오차 문제 및 낮은 샘플링률에 따른 시스템 성

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해석으로 검증하고자 

한다[7].
기존 발표 논문에서 리더는 태그로부터 전송된 

FMCW 신호를 복조하여 거리 및 속도를 찾아내고 디지

털 빔포밍을 통해 각 태그의 방위각을 찾아내는 동시에 

태그의 아이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태그에

서 전송하는 송신 신호와 리더에서 생성하는 기준신호

의 동기가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 실제 제안된 시스템

이 구현되는 경우 동기 오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

어 오차에 대한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따른 

성능 열화 정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에서 태그의 아이디를 판별하기 

위해 두 가지의 서로 반대인 기준신호(reference signal)
를 이용하여 dechirp 과정과 FFT 연산을 수행하여 두 믹

싱신호의 피크값을 비교하여 태그의 아이디를 판별하

였다. 이 경우 이론적인 샘플링률은 상당히 높아야 하며 

이를 적용할 경우 계산 복잡도가 상당히 커서 제안 시스

템의 구현이 어렵다. 구현을 위해 샘플링률은 이론치보

다 충분히 낮아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복잡도

를 낮출 수 있는 샘플링률에 따른 피크값의 진폭을 예측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이론적으로 제시

하며 시뮬레이션으로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 절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시스템 개요를 소개하고 III. 
절에서는 리더와 태그 간 동기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제시

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며 또한 태그의 아이디를 판

별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IV. 절
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Ⅱ. 기존 시스템 개요

그림 1은 도로에 RFID 리더를 설치하여 일정 감시 

영역으로 태그가 부착된 물체가 접근할 경우 물체의 아

이디와 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도로 측면에 근거리 무선 센서 비콘을 설치하여 감시 

영역으로 주기적인 트리거 신호를 전송하고 동시에 유

선으로 연결된 리더로 동기신호를 전송한다. FMCW 변
조 신호를 복조하기 위해서는 태그에서 전송하는 신호

와 동일한 시간에 생성된 기준신호를 필요하므로 태그

와 리더의 동기를 맞추기 위해 미리 설정된 감시영역과 

리더 간의 거리에 따른 시간 지연을 계산하여 리더는 

기준신호를 생성한다.

그림 1. 이동 태그 인식을 위한 RFID 시스템 

Fig. 1 RFID system for tagging moving tags

이동 물체에 부착된 태그가 감시영역에서 비콘으로

부터 전송된 트리거 신호를 에너지 디텍션을 통해 감지

되면 리더가 있는 전방으로 FMCW 변조한 태그 아이디

를 송신한다.
그림 2는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제시하는 리더 시스

템의 블록도이다[8]. 리더는 태그가 전송한 신호를 방위

각 방향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개의 배열(array) 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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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로 구성한다. 배열 안테나로 수신된 수신신호는 

두 종류의 기준 신호를 이용하여 복조하고 CAPON 기
법을 이용하여 방위각별로 신호를 분리 후 FFT 연산을 

하여 물체의 속도를 찾아낼 수 있다[9].

그림 2. RFID 리더 시스템 블록도 

Fig. 2 RFID Reader system Block

본 논문은 발표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에서 동기 오

차가 발생할 경우 대하여 분석하고 시스템 성능을 분석

하였다. 또한 수신 신호와 기준신호의 믹싱과정 이전에 

디지털 빔포밍 과정이 선행되도록 하였으나 일반적인 

믹싱과정은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시스템 

구현 시에는 디지털 빔포밍 과정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두 과정의 실행 순서는 최종 프로세싱 결과에 영

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믹싱과정을 먼저 수행한 후 디지털 빔포밍을 수

행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조를 달리하였으며 “IV. 시뮬

레이션”에서도 이 순서로 시뮬레이션하였다.
태그로부터 수신된 FMCW 변조 신호를 복조하기 위

해 리더는 태그의 송신 신호에 대응하는 두 종류의 기

준신호   를 생성한다. 기준신호   은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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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각 반송파 주파수, 신호 대역

폭, 펄스폭이며 ′ 는 태그 아이디의 비트 값이 ‘1’일 경

우 1, ‘0’일 경우 –1 값을 갖는 상수이다. 리더의  번
째 안테나 소자로 수신된 수신 신호   는 두 가지

(branch)의 기준신호와 믹싱되며 이후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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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믹싱 후  번째 배열소자의 수신 신

호이며   는 수신 신호의 입사각,   는 태그와 리더 간

의 거리,   는 태그의 속도,  는 빛의 속도이고   

는 각 소자간의 위상차에 의해 정해지는 성분으로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p



sin  



≈exp



sin 
      (3)

 
여기서  는 배열 소자간의 간격이다. 태그로부터 전

송된 신호의 데이터 값과 기준신호의 데이터 값이 동일

할 경우, 즉 ′  일 경우 믹싱신호   는 일반적

인 FMCW 복조 신호와 동일한 형태의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신호가 되고 태그로부터 전송된 신호의 데이터 값

과 기준신호의 데이터 값이 다를 경우, 즉 ′  일 

경우 믹싱신호   는 FMCW 송신 신호의 2배의 대

역폭을 갖는 신호가 된다(그림 3 참조).
믹싱신호를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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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안테나 소자들 중 각각의 안테나 소자의 수

신 신호에서 위상차 성분   를 상쇄하기 위해 빔

포밍 과정을 수행한다. 믹싱신호   는 첫 번째 안

테나 소자의 수신 신호에 위상차 성분   을 곱해

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을 상쇄시키기 위해 믹

싱신호   에   의 켤레복소수 형태의 가중치 

벡터(weight vector)   를 곱해준다.





 exp





sin 

 ⋯ exp





sin 






(5)

여기서  는 제시된 시스템이 설치되는 환경, 즉 감

지영역의 각 차선과 리더 시스템까지의 거리 등은 미리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서 추출할 수 있어 리더

에서 알고 있다고 가정하여도 무방하다. 실제 이동 물

체가 도로의 정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

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오차 영향은 

“IV. 시뮬레이션”에서 보인다.
빔포밍 후 얻어진 신호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exp



sinsin ×
   (6) 

위의 식에서   , 즉 실제 방위각과 가중치에 사용

된 방위각이 동일할 경우   와   는 서로 상

쇄가 되어   는 첫 번째 안테나 소자에서 믹싱 후 얻

어진 신호와 동일하며 크기만  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빔포밍 과정을 거친 dechirp된 신호에 대해 FFT 
연산을 하게 되면 upbeat 주파수  와 downbeat 주파

수  를 추출할 수 있다[10].

[10]에 의해서  및  는 태그의 속도 및 거리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7)



                               (8)

그림 2에서 제시한 리더 수신부는 데이터 ‘1’과 ‘0’
에 따라 FMCW 변조된 수신 신호에 대해서 복조를 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두 종류 수신 파형에 대해 두 

가지(branch)에 따라 복조를 하여 각 가지의 신호 진

폭을 비교하여 복조한다. 그림 3은 수신 신호가 ‘1’을 

FMCW 변조한 경우 두 가지에서 믹싱/dechirp 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림 3(a)는 ′  인 기준신호를 

사용하고, 그림 3(b)는 ′  인 기준신호를 사용한 

경우이다. 

그림 3. 각 기준신호에 대한 FMCW 복조과정 (a) 데이터 ‘1’ 기준

신호를 이용하여 복조 (b) 데이터 ‘0’ 기준신호를 이용하여 복조

Fig. 3 FMCW demodulation for each reference signal 
(a) Demodulation using reference signal of data ‘1’ (b) 
Demodulation using reference signal of data ‘0’

그림 3(a)의 경우 수신 신호와 기준신호의 파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dechirp 과정에서 두 beat 주파수  

와  가 일정한 크기를 갖는 파형이 생성되어 이 신

호에 대해 FFT 연산을 수행하면 두 beat 주파수에서 

큰 피크값을 얻게 된다. 그림 3(b)의 경우 수신 신호와 

기준신호의 파형이 정반대이므로 dechirp 과정을 수행

할 경우 두 beat 주파수  와  가 시간에 따라 변화

하게 된다. 
또한 그림 3(b)에서 보인 것처럼 dechirp 과정 이후 

신호는 대역폭이 약 2배로 커지며 파형은 FMCW 형태

를 보이는 신호가 된다. 그러므로 이 신호에 대해 FFT 
연산을 수행하면 피크값이 생기지 않고 모든 주파수에 

신호 성분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FFT 
연산 결과의 피크값을 비교하여 태그 아이디 비트 값

을 복조할 수 있다. 그리고 피크값이 큰 가지에서 얻어

진 두 beat 주파수를 이용하여 물체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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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리더/태그 시스템 분석

3.1. 수신 신호와 기준신호의 동기 오차 

본 절에서는 분석을 위한 수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수신 신호가 데이터 ‘1’에 대한 FMCW 신호이고 기준

신호의 ′ 값도 1이며 믹싱 신호에 포함된   도 성

공적으로 상쇄되었다고 가정한 후 동기 오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exp

′





≤



exp

′








≤

         (9)

동기오차의 크기가  라면 기준신호는 식 (9)와 같

이 모델링 할 수 있다.
식 (9)에 나타낸 기준신호를 사용하여 믹싱을 했다면 

믹싱 후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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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와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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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두 주파수는 

  만큼의 오차가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주파수를 연립하여 거리 

  과 속도  에 대해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13)



                            (14)

식 (13)에 의해서 거리 정보의 경우 동기 오차에 따라 

 만큼의 거리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시

된 시스템은 감시영역으로 진입하는 이동 차량의 속도

와 아이디 정보를 측정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거리정

보의 경우 미리 설정된 감시영역과 리더 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오차는 무시할 수 있다. 속도 정보의 경우 

두 비트 주파수의 차이를 이용하며 두 비트 주파수에 

동일한 오차가 발생하여 식 (14)에서 보인 바와 같이 동

기 오차의 영향은 이론적으로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IV.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한다.

3.2. 샘플링률에 따른 비트오류확률

일반적으로 FMCW 변조 신호는 거리 방향의 해상도

를 높이기 위해 수백MHz의 신호 대역폭을 가진다. 하
지만 그림 3(a) 에서 보여준 것처럼 dechirp된 믹싱신호

의 신호 대역폭은 수십~수백 kHz로 낮아진다. 그러므

로 수신단에서 FFT 연산을 위해 dechirp 신호를 샘플링

할 때 수신 신호의 대역폭보다 훨씬 낮은 샘플링률을 

사용하여도  와  를 찾아내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

다. 하지만 그림 3(b)에서처럼 신호파형과 기준신호가 

다른 경우는 실제 신호 대역폭 2배 이상 커지게 되므로 

낮은 샘플링률로 샘플링을 하고 FFT 연산을 할 경우 에

일리어싱이 발생한다.
그림 4은 두 가지에서 dechirp 및 FFT를 수행한 후 

얻어진 두 파형을 중첩한 결과다. 그림 4(a)은 Nyquist 
샘플링 이론에 맞추어 수신신호 대역폭의 2배에 해당하

는 샘플링률을 두 가지에서 사용한 경우이며 그림 4(b)
은 신호 대역폭과 동일한 샘플링률을 사용한 경우이고 

그림 4(c)은 두 피크는 얻을 수 있으나 샘플링률을 획기

적으로 낮춘 경우이다. 수신 신호와 기준신호가 동일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두 피크값도 FFT 연산에 사용되는 

샘플수에 따라 변하지만 SNR(signal-to-noise ratio) 측
면에서의 비교를 위해서 피크 값의 진폭을 정규화하였

다. 샘플링률이 낮을수록 에일리어싱이 더 많이 발생하

여 수신 신호와 기준신호가 다른 경우 잡음처럼 나타나

는 신호성분의 진폭 값이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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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 수신 신호와 기준신호가 다른 경우 잡음

처럼 나타나는 신호성분의 진폭 값에 대한 예측이 가능

해야 샘플링률을 낮춘 경우의 BER(Bit Error Rate) 성능

을 구할 수 있다.

(a)

(b)

(c)

그림 4. 각 기준신호에 대한 FMCW 복조과정 (a) 신호 대역

폭의 2배의 샘플링률을 사용한 결과 (b) 신호 대역폭과 동일한 

샘플링률을 사용한 결과 (c) 신호 대역폭보다 작은 샘플링률을 

사용한 결과

Fig. 4 FMCW demodulation for each reference signal 
(a) Results using     (b) Results using   (c) 
Results using  ≪ 

이때 믹싱 후 신호는 대역폭이 매우 커진 FMCW 신
호로서 이 신호가 AWGN 잡음 형태이면 샘플 간에 비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에일리어싱에 따른 진폭의 크기

를 분석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FMCW 신호이므로 샘

플링률이 낮음에 따라 발생하는 에일리어싱 정도를 알

더라도 신호의 진폭을 이론적으로 추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샘플링률에 따른 피크

값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샘플링률을 절반씩 줄였을 경우 에일리어싱이 발생

하여 신호가 겹치는 횟수는 2배씩 늘어나게 되고 에일

리어싱에 의해 신호가 겹치는 구간의 피크값은 배

씩 커진다. 그러므로 수신 신호와 기준신호가 동일한 

경우의 피크값을 , 동일하지 않을 경우의 피크값을 

 라고 할 때 두 피크값은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

계가 있다.

  ×

                              (15)

여기서  는 샘플수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에서 얻

을 수 있는 샘플값은 평균이 각각 ,  이고 수신부

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AWGN 잡음이 더해진 형태

를 보인다. 그러므로   을 문턱값(threshold)

으로 어느 가지의 값이 큰지를 판단하여 태그 아이디 

데이터를 복조할 수 있다. dechirp 방식을 적용한 이후 

FFT 결과를 비교하였을 경우 BPSK 변복조 시스템과 

동일하게 bi-phase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

여 비트오류확률  는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 있다.

 
                              (16)

여기서  는 노이즈의 평균전력이며 는 에러 

함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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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위해 동기 

오차 및 SNR에 따른 속도 추정 성능 및 복조된 태그 아

이디의 비트오류확률을 조사하였다. 표 1는 시뮬레이션

에서 사용된 RFID 리더 시스템의 송수신 신호 파라메

타 값이다. 표 1에서 제시한 파라메터로 수신 신호를 생

성하였고 리더 수신부의 기준 신호에 강제로 동기 오차

를 발생시켜서 믹싱/dechirp 과정을 수행한 후 신호처리 

과정을 거쳐 비트 주파수를 획득하였다.
  
표 1. RFID 시스템 파라메타 

Table. 1 RFID System Parameter

Parameter Symbol Value

Carrier frequency  24GHz

Band width  100MHz

Pulse width  5ms

Sampling rate  200kHz

Number of samples  1000
Number of antenna elements  10
Velocity of target  72km/h

그림 5는 식 (7)과 식 (8)를 이용해서 거리 및 속도 오

차를 추정한 결과로서 동기 오차가 증가하여도 속도 오

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5에 나타난 미약한 오

차는 수신 신호 샘플링 과정에서 나타난 주파수축에서

의 해상도 문제로서 프로세싱 구간이 유한하므로 필연

적으로 발생하는 오차이다.

그림 5. 동기 오차에 따른 속도 오차

Fig. 5 Velocity error for synchronization error

그림 6은 SNR을 변화시키면서 수신 신호 처리 과정

으로 얻어진 이동물체의 속도에 대한 MSE(Mean 
Square Error)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속도에 대한 MSE 
는 SNR이 –10dB 이상일 경우 1 km/h 보다 작게 되어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시

스템은 수백미터 이내의 근거리에서 동작하는 시스템

이므로 SNR이 충분히 크도록 링크버짓(link budget)을 

잡으면 속도 오차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림 6. 속도에 대한 MSE
Fig. 6 MSE for velocity

그림 7은 SNR에 따라 복조된 태그 아이디와 실제 

태그 아이디를 비교하여 비트오류확률을 나타낸 결과

이다. 

그림 7. 태그 아이디에 대한 비트오류확률

Fig. 7 Probability of bit error about tag ID

그림 7에서 이상적인 경우(ideal case)는 식(16)을 이

용해서 계산한 경우이며 실제 경우(operational case)는 

수신부에 적용된 알고리즘에 따라 신호처리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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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결과다. SNR이 나빠짐에 따라 성능 차이

가 조금씩 더 나는 이유는 신호처리 과정이 각 가지에

서의 두 피크 값을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신호 성분이 있는 위치 값을 정확히 사용하

면 성능이 이론치에 더 가까워지나 그러기 위해서는 추

가적인 신호처리가 더 필요하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제시된 시스템은 근거리 용이

므로 SNR  값이 –10dB 이상에서 동작하게 할 수 있으

므로 태그 아이디 복조에 따른 BER은 낮출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FID 리더를 레이더 기술과 융합하

여 태그가 부착된 이동물체의 속도 및 아이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최근 제안된 RFID 리더 시스템의 성능

을 분석하였다. 시스템 동작 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태그와 리더 시스템 간의 동기 오차 문제에 대해서 

FMCW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제시된 시스템은 비록 동

기 오차가 있어도 속도 추정 오차는 발생하지 않음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에 의해 검증하였다. 
또한 제안된 FMCW 신호에 의한 데이터 복조 기법에 

대해서도 실제 운용 시 수십~수백 kHz 샘플링율에 따

른 성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고 시뮬레이션에 의해 

BER 성능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의 분석은 마무리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현 문제를 향후 연구에서 다루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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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3월~현재 광운대학교 전파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무선통신 시스템, UWB, RFID, 스펙트럼 공학, 레이더 신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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