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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응용 분야는 매우 범 하다.[1][3] 병원에서 응용의 는 RFID 시스템

을 이용한 환자 정보 시스템이다. 병원에서 환자의 정보는 일반 으로 환자 진료카드를 통하여 인지한다.[4][5] 만
약 환자정보를 알려면 많은 진료카드 에서나 혹은 컴퓨터에서 찾는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불편하다. 그리고 동

명이인 경우 치명 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해 원격지에서 RFID 택의 ID를 모니

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병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악 할 수 있다. [2] 본 논문에서 RFID 시스템과 
무선데이터 통신을 목한 시스템에 해 연구하 다.[7] RFID 시스템은 125KHz를 반송 로 사용하고 있는 

EM4095칩을 사용되었다. 무선데이터 통신을 하여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하 다. RFID와 무선모듈의 제어를 

하여 ATMEGA128 마이컴을 사용하 다.[8][9] 확장포트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해서 LCD 상에 환자 이력을 보이
도록 하 다.  한 의사를 한 PC 모니터 상에 환자 정보가 보이도록 하 다. 이동성을 고려하여 은 력을 소

모하도록 회로를 설계하 으며, 외부의 많은 잡음에도 택 ID를 송할 수 있도록 구성회로 개발하 다. 결론으로 

체 시스템에 한 그림을 보 으며, 각 데이터 송부에 한 성능을 분석하 다.[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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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은 이미 우리들의 실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라는 

단어의 의미 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즉 상호 네트

워크로 연결, 편재된 컴퓨터의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히 

컴퓨  환경의 확장  확 된 개념으로도 볼 수 있

다.[4] 병원 내에서 환자의 병원 이력 확인은 매우 요

하다. 만약 환자의 병력이 바 어 진료가 진행되면 큰 의

료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해서 한

자인식시스템이 사용되어야 한다. 한 기실에서 환

자를 리하는 간호사에게도 즉시 환자의 병력을 인식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 까지는 단지 병원 내의 

진료 기록지 혹은 컴퓨터상으로 만 확인하고 있다. 이러

한 장치는  시 환자의 이력을 즉시 확인하는 데는 많

은 어려움이 있다.[4]  

본 논문에서 환자의 인식을 해 RFID 시스템을 사용

하고, 원거리에서 환자정보의 송신을 해 블루투스 통

신을 사용한다. RFID 시스템을 하여 125KHz를 반송

로 사용하고 있는 EM4095를 사용하 고,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하여 블루투스를 사용하 다.[1][2][3][4] 시스

템에서 데이터의 송은 우선 택 ID데이터를 리더로 보

내면, 데이터는 블루투스를 통해 송되고, 수신부 블루

투스에서 RS232통신을 통해 LCD와 PC로 데이터가 

송된다.[5] LCD에서는 환자의 신상정보를 보이게 된

다.[4]

Ⅱ. 본  론

2.1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시스템의 체 블록도를 보인다. 그림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택은 고유의 ID 데이터를 갖고 있다. 

택을 병원 내의 RFID 리더기에 을 하면 RFID 리더

는 택의 ID를 인식한다. 인식된 데이터는 마이컴을 통하

여 블루투스로 달된다. 

그림 1. 시스템 블록도
Fig. 1 System Block Diagram

송신상태로 설정된 블루투스 모듈은 안테나를 통하

여 블루투스 수신부로 보내지며, 수신부에 있는 마이컴

은 환자 정보비트만 RS232통신으로 모니터링 LCD에 표

기한다. 그리고 PC에서는 C#을 이용하여 송 받은 값

을 병원진료부 형태로 모니터에 표시한다.[4]

2.2 시스템 H/W

2.2.1 블루투스 모듈 FB155BC

그림 2. FB155BC의 외형
Fig. 2 Packing of FB155BC

그림 2는 블루투스 모듈인 FB155BC를 보인다.[12] 

[13] 체 12핀으로 되어 있으며, 7번 핀은 TXD, 8번 핀

은 RXD, 그리고 2번 핀은 VCC핀이다. 이 모듈은  

력, 고 신뢰성, 가의 무선통신을 구 하고 있으며, 

2.4GHz 역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을 사용하

고 있다. 송 속도는 1Mbps ∼ 3Mbps이고, 1mW송출 출

력으로 10m 그리고 100mW 출력으로 100m를 통신할 수 

있다. 이 모듈은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 구성은 마스

터, 슬래  형태이고, 한 의 블루투스 장치에 동시 

속이 가능한 최  장치의 수는 7 (ACL기 )이다. 주

수 호핑 사용으로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안정된 무선 

연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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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tmega128과 FB155BC의 연결 회로도
Fig. 3 Connection Circuit between Atmega128      

and FB155BC

그림 3은 모듈과 연결단자와 공 원을 표시하 다. 

그림 3에서 다이오드 직렬은 5v에서 3v로 압강하를 

하여 연결하 다.[8][14] 

 

2.2.2 125KHz RFID 리더 

125KHz RFID 리더는 EM4095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EM4095는 범용,  력 CMOS RFID 리더 칩이다. 

한 간단한 부가 인 부품의 연결로 동작이 가능하다. 

기본 인 Read Only Mode의 시스템 회로를 그림 4에 나

타나게 된다.[12]

그림 4. EM4095 회로도
Fig. 4 Circuit of EM4095

칩의 동작을 한 정 원은 DVDD(4)핀에 연결하고, 

DVSS(5)핀은 지시켜야 한다. 이 두핀 사이에는 압

강하를 막기 해 100nF 커패시터를 연결한다. 이 커패

시터로 안테나 양단에서 발생하는 과 압을 보호한다. 

LA는 택에 원을 공 하거나 혹은 택 ID를 수신하는 

안테나이다. 회로에서 13핀으로 ID 데이터를 CPU에 보

내게 된다. 외부의 잡음 유입 방지를 해 CAGND 커패

시터와 내부 항 2㏀ 가 필요하다. 

2.3 시스템 S/W

2.3.1 FB155BC 동작 로그램

블루투스 모듈 FB155BC의 동작은 그림 5와 같은 과

정으로 이루어진다.[11][13] 임의의 한 모듈을 마스터로 

기화한다. 마스터인 모듈은 주변의 슬래 로 정의된 

모듈을 찾는다. 마스터 모듈이 슬래  모듈을 찾게 되면 

슬래 는 자신의 정보를 마스터에게 송신한다.(1 step) 

슬래 의 정보가 마스터와 일치하면 상호 연결이 이루

어지며, 데이터 송이 가능하게 된다.(2, 3step) 수신측

에서는 송신측에서 보낸 암호화된 데이터를 마이컴으

로 보내게 된다.

1 step

2 step

3 step

그림 5. 블루투스 동작
Fig. 5 Operation of Bluetooth

      

표 1에서 모듈의 동작을 한 메인 로그램을 보인

다. 첫 번째  MCUCR = 0x81과 0x00은 통신과는 계

없으나, 외부 메모리나 혹은 IO회로가 추가되었을 경우 

사용한다. UBRR은 통신 속도를 설정하는 지스터이

다. USART의 1번 채 을 사용한다. UBRR1H는 1번 채

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103은 16MHz 클럭일 때 

9600 Baud Rate로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UCSR1A = 

0x00는 기화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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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B155BC의 동작 로그램
Table. 1 Operating P/G of FB155BC

  int main(void)
        {

.
MCUCR = 0x81;
MCUCR = 0x00;
UBRR1H = 0x00; 
UBRR1L = 103; 

               //port 출력
UCSR1A = 0x00;
UCSR1B = 0x98;
UCSR1C = 0x06;
DDRA = 0xff;  

               //출력모드
.

          }      

      

UCSR1B = 0x98는 Bit7, Bit4 그리고 Bit 3을 설정한 것

이다. Bit7은 직렬통신포트로 데이터가 수신되면 인터

럽트가 발생한다. Bit 4는 수신을 가능하게 하고, Bit 3은 

송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UCSR1C=0x06은 수신 그리고 

송신 데이터 형태를 설정하는 지스터이다. 

2.3.2 RFID 동작 로그램

RFID는 Read only 형태의 택을 사용하 다. 표 2는 택

을 읽기 한 로그램을 보인다.[12]

표 2. EM4095 동작 로그램
Table. 1 Operating P/G of EM4095

read_card: ;read_card();
:

  cpi xh, $02 ;xh=0x02
  brne re_4 ;branch not same goto re_4
  ldi data0, $01 ;data0=0x01
  ldi no_data, $01   ;no_data=0x01
  rjmp re_5 ;goto re_5
  re_4: ;label
  clr data0 ;data0=0
  clr no_data ;no_data=0

:

표 2는 EM4095의 DEMOD핀에서 수신된 신호를 디

코딩하는 부분으로 일 부분만 보 다. 체 동작설명

은 DEMOD 신호가 Low에서 High로 변하면, 다음 신호

가 들어올 때까지 지연시간  만큼 기다린다. 신호 폭

(250us) 만큼 지난 뒤, 그 다음 읽어드린 DEMOD 신호

가 Low 혹은 High에 따라 다시 지연한다. 택 ID가 맨체

스터 코드 형태 이므로 와 같은 방법으로 디코딩을 

해야 한다. 

Ⅲ. 실험  성능

그림 6은 실험 장치를 보인다. 그림 6의 (a)는 EM4095

를 이용한 RFID(상단 앙)과 Atmega 128 을 보인다. 상

단 우측에는 FB155BC 모듈을 보인다. 원을 인가 후, 

RFID 안테나에 택을 하면 MCU에서 택 ID를 

FB155BC로 보내어 송신하게 된다. 그림 6 (b)의 상단 좌

측의 FB 155BC 수신측에 택 ID를 송받아 Atmega128

을 통해 LCD에 표시한다.[14][15] 

(a)

(b)

그림 6. 실험장치 
(a) RFID+블루투스모듈(송신부)

 (b) 블루투스모듈(수신부)+LCD 표시기
Fig. 6 Test Device

(a) RFID+Bluetooth Module(Transmitter)
(b) Bluetooth Module(receiver)+LCD Display

한 RS232통신으로 PC로 보내어 그림 7과 같이 응

용 로그램을 통해 디스 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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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C 모니터 화면
Fig. 7 Scene an Monitor in PC

 

Atmega128과 PC와의 RS232 통신을 통해서 택의 값

을 받아 사용자의 정보를 모니터링을 할 때 사용자를 신

규 등록할 경우 택의 값과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PC

에 장이 된다.[10] 이 정보를 PDA에 미리 입력하게 된

다면 택의 값을 통해 정보의 출력이 가능하다. 각 통신 

부분의 속도, 데이터 성능을 표 3에 보인다. 

표 3. 시스템의 성능
Table. 3 Performance of System

Number of 
Data Byte

Baud Rate
Methode of 
Communi- 

cation

RFID 10 Byte 9600 Bps wireless

Bluetooth 8 Byte 57600 Bps wireless

LCD, PC 
Display 5 Byte 20 Mbps wired

표 3에서 블루투스 통신이 57600Bps이며, LCD와 PC

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장 빠른 통신 속도를 

보인다. 이 시스템으로 택 ID 데이터 통신  PC 내의 데

이터베이스와 연결된 LCD 디스 이에 우수한 성능

의 보임을 알았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EM4095칩을 이용하여 125KHz RFID 리더

를 제작,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PC와 1 : 1 혹은 1 : n 통신

이 가능 하도록 제작 하 다. EM4095는 안테나를 통해

서 택의 값을 읽어서 MCU로 달한다. MCU인 

Atmega128은 그 값을 블루투스를 이용해 PC와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Atmega128은 UART를 통해 다

른 매체들과 통신 가능하다. UART를 통해 PC와 블루투

스로 데이터가 보내어지면 그에 따른 정보들이 모니터

에 표시된다. Atmega128은 PC와의 RS232통신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블루투스는 ISM 역

의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원거리의 통신이 가능하고 PC

의 모니터링 로그램은 사용자의 정보와 PDA TCP/IP

와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DA는 응용 

로그램을 통해 무선으로 PC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

다. 각 사용자의 정보는 미리 장된 택값과 비교하여 정

보를 출력 한다. 와 같이 기술한 시스템으로 병원에서 

환자가 택을 리더에 인식하면 그 정보가 PC와 병원 의료

진의 모바일 장치에도 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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