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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 태그(smart tag)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MS(magnetic stripe)카드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나
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안전하
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의 필요
에 의하여 등장하였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RFID) 시스템이란 마이크로 칩
(micro chip)을 내장한 태그(tag)에 저장된 데이터
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리더(reader)에서 자동 
인식 처리하는 기술이다. RFID 시스템은 기존의 
바코드(bar code)를 대체하여 상품 관리를 네트워
크화 및 지능화함으로써 유통 및 물품 관리뿐만 아
니라 보안, 안전, 환경 관리 등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오고 있다. 이러한 RFID 기술은 사물의 고
유한 ID를 단순히 인식하는 읽는 기능 중심에서 
사물의 이력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읽고 쓰는 기
능, 그리고 전자 태그들이 자신의 고유 정보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압력 등 주변의 정보까지 감지

하는 센싱 기능을 가지도록 발전하고 있는 등 스마
트 태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1].

RFID 태그는 전자기술이 집적된 핵심부품이다. 

종래에는 태그를 구현하기 위하여 125 KHz, 13.56 

MHz 대역용 저주파 칩에 GaAs 쇼트키(schottky) 

다이오드(diode)나 PIN 다이오드를 안테나 부하 
전환 스위치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실리콘 기
반의 CMOS를 사용한 원 칩(one chip)이 개발되
었으며 그 기술이 점차 칩리스(chipless) 태그 형
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그 종류도 다양해져 
근거리 저주파용, UHF용, 원거리 초고주파대역 
태그용으로 모드, 유형(type), 클래스(class)별 다양
한 규격의 칩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13.56Mhz 대역의 저주파 RF-ID 

스마트 태그를 위한 리더 메인 보드를 개발하였
다. 개발된 보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응답속도
를 개선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제 실험에서도 
응답속도가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본문에는 
RFID 태그 기술을 소개하였고, 회로 설계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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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를 기술하였다.

II. 본  론

2.1. RFID 스마트 태그 시스템
RFID 시스템은 관리할 사물에 태그를 부착하

고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의 아이디(identification 

: ID) 정보 및 변 환경 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의 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및 추적함으로써 사
물에 대한 측위, 원격처리, 관리 및 사물 간정보
교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RFID 시스템
은 태그, 리더, 서버(미들웨어 및 응용서비스 플랫
폼)로 구성되고, 유무선 통신망과 연동되어 사용
된다. 태그는 객체 상에 위치하여 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리더는 정보를 수집, 

처리하며 송신 및 수신 기능을 가진다. 서버는 리
더에서 수신된 객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응용처리
를 수행한다.

기본적인 동작원리는 RFID 태그의 안테나와 
리더의 안테나가 전파를 이용,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을 수행하는 것이며, RFID 태그 안에 내장된 
안테나가 리더로부터 파를 수신한다. RFID 태그 
안에 내장된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 IC) 칩
이 기동하여 칩 안의 정보를 신호화하여 그의 안
테나로 신호를 발신하며, 리더는 태그로부터 발신
된 정보 신호를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하여 유무
선 통신방식에 의해 서버로 전달한다. 리더는 주
어진 주파수 대역에 맞게 RF 캐리어 신호와 에너
지를 RFID 태그에 송신하고, 태그는 RF 신호가 
들어오면 위상이나 진폭 등을 변조(modulation)하
여 태그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더로 되돌려 준다. 

되돌려 받은 변조 신호는 리더에서 복조(demo-

dulation)하여 태그 정보가 해독하는 것으로 동작
하게 된다[3].

Fig. 1. The Structure of RFID System.

II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리더 메인 보드 설계 및 제작
본 논문에서 개발된 RFID 스마트 태그 리더의 

무선 데이터 인식 메인 설계 회로 회로도를 나타

내고 있다. 여기에는 안테나 코일, 수신된 파형의 
최고치 추출 하드웨어, 비교기 등이 있다. 이 메인 
보드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장치(micro-controller unit 

: MCU)의 펌웨어(firmware)의 신호에 의해 안테
나 코일은 태그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RFID 스마트 태그 리더 
무선 데이터 인식 보드는 그림 2와 같다.

Fig. 2. The Developed Main Board in the RFID Smart 
Tag Reader.

IV. 결과 및 고찰

표 1은 4가지 통신 프로토콜 전송 결과를 나타내
었다. 실험에 사용한 통신 프로토콜은 NMEA0183, 

CAN Bus Protocol이며 Analog, Digital 데이터도 
전송하여 실험하였다. 사용된 데이터의 수는 1000

개 이며, 전송된 데이터를 변환하여 이더넷 통신
방식의 UDP프로토콜로 전송받았을 경우를 실험
하였다.

3.2. 응답속도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RF 무선 통신 데

이터 전송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
다. 그림 3의 상단에는 데이터 전송 응답파형을 
나타내었고, 하단에는 무선 데이터 송수신 회로의 
PWM 신호파형을 각각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입력신호에 대하여 응답
특성 그래프가 0.25[sec]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13.56M[Hz]대역에서
의 응답시간 0.5~1[sec]와 비교하여 빠른 응답시
간을 가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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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imulation Results of data transmission in 
the RFID Smart Tag Reader.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FID 스마트 태그 리더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파수는 
13.56M[Hz] 대역의 저주파이며 RFID 스마트 태
그를 위한 리더 메인 보드를 개발하였다. 비접촉
식 RFID 스마트 태그 제어 회로가 설계되었으며, 

리더기 인터페이스 회로 및 비 접촉식 RFID 스마
트 태그 제어 보드 제작하였고 , RFID 태그 오류 
검출 및 정정 알고리즘 적용하였다.

개발된 보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응답속도를 
개선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일반적인 13.56M[Hz]

대역에서 빠른 응답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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