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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층에 두 가지의 주 수 역을 내장해서 인 이를 구성하는 One-Sheet Inlay 패턴을 이용

한 RFID 태그 안테나를 개발하 다. One-Sheet Inlay RFID 태그 안테나는 이종의 RFID 안테나를 하나의 카드에 내

장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시트에 13.56MHz와 900MHz RFID 태그 안테나를 구 하 다. 제안한 방법

을 유용성을 입증하기 하여 실험 장치를 구성하 고, 6개의 패턴을 설계하여 각각의 패턴에 해서 인식거리를 

평가하 다. 설계한 One-Sheet Inlay RFID 태그 안테나 에서 패턴 5가 13.56MHz RFID 태그에 해서는 인식거리 

3.5cm이고, 900MHz RFID 태그에 해서는 인식거리 5.34m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RFID tag antenna using one-sheet inlay pattern which consist of two different frequencies in one layer. The 

antenna in one-sheet inlay RFID tag does not use different kind RFID antennas in a card but implement 13.56MHz and 900MHz RFID tag 

antennas in one sheet. In order to evaluate the usability of proposed method, we configured test equipments and designed 6 different patterns 

and test the recognition distance of each pattern. Among the one-sheet inlay RFID tag antenna designs, the pattern no.5 has good performance 

with recognition distance of 5.34m at 900MHz and 3.5m at 13.56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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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USN 시 에서 우리 IT 산업이 세계 인 경쟁력

을 갖도록 육성하기 해서는 RFID 안테나 설계와 련

된 기술 개발을 한 연구와 개발 투자가 가장 우선되어

야 할 과제라고 본다[1]. RFID 련 태그(Tag)를 100% 우

리 기술로 양산하지 못한다면 결국 핵심 설계 기술을 모

두 수입에 의존할 것이고, 우리에게 남는 기술은 S/W와 

응용 서비스 기술밖에는 없게 되는데, 우리가 상 으

로 S/W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사회 구조 으로 취약

하기 때문에 세계 경쟁에서 우 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지  무엇보다 시 한 것은 국내의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RFID 태그의 핵심기술인 안테나 설계 

 애칭(Etching)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에 

한 연구 개발에 집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일반 으로 13.56MHz의 RFID 안테나 구 에 해서

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형태별, 기능별로 상당

부분에 해서도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3]. 이러한 에서 13.56MHz와 900MHz RFID 안테

나를 One-Sheet Inlay로 사용했을 때 효율성을 최 로 할 

수 있는 안테나 설계에 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One- 

Sheet Inlay로 안테나를 구 했을 때 제 조건은 

13.56MHz RFID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의 효율성이 최

가 될 수 있는 안테나 설계가 필요하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900MHz RFID의 안테나 패턴이 

제작되고 있다[4-9]. 900MHz RFID 안테나의 앙에 있

는 공간은 칩 본딩(Chip Bonding)을 통해 칩과의 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안테나 설계 시, 안테나

의 패턴뿐만 아니라 크기 한 RFID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이종의 RFID 태그 안테나를 하나의 카드에 내장해서 

사용하는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

만 그 연구는 Inlay의 구성에 있어서, 주 수 별로 다른 

층에 안테나를 내장하여 주 수의 간섭을 최소화 하려

는 연구를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층에 

두 가지의 주 수 역을 내장해서 Inlay를 구성하는 

One-Sheet Inlay 패턴을 이용한 RFID 태그 안테나를 개발

하 다. 

Ⅱ. RF/UHF RFID 태그 설계 방법

2.1 13.56MHz RFID 태그 안테나 구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하는 13.56MHz와 900MHz 

RFID 태그 안테나를 하나의 시트에 구 하기에 앞서 

13.56MHz RFID 태그 안테나를 먼  설계해야 한다. 그리

고 13.56MHz RFID 태그 안테나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 

효율성이 최 가 될 수 있는 안테나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하는 13.56MHz RFID 태그의 

로토콜은 ISO14443A-type으로 설정하 다. 이처럼 범

를 정하는 것은 재 사용되고 있는 로토콜에 따른 

안테나 설계의 차이가 거의 없고, 그 때문에 많은 로토

콜을 같이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재 

리 사용되고 있는 13.56MHz RFID 태그 안테나 패턴

은 카드형태,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등 수많은 패턴

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완제품의 크기나 형태보다는 각 주

수 별 안정 인 통신과 주 수 간섭을 최소화하는 기

술 인 측면을 주안 으로 두었다. 이런 이유로 재 사

용되고 있는 패턴  가장 안정 으로 통신을 할 수 있도

록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설계하 다. 

그림 1 13.56MHz RFID 태그 안테나 설계
Fig. 1 Design of 13.56MHz RFID tag antenna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900MHz의 경우 태그 안테나 

설계에 따라서 인식 거리 등 성능에 격한 차이를 보이

지만, 13.56MHz의 경우에는 900MHz의 교신에 향을 

받지 않고, 안정 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설계 조건을 

찾아야 하고, 그림 1과 같은 하나의 패턴 형태로 개발하

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은 안테나가 감겨있는 권

선수의 조정은 필요하다. 그림 1의 패턴은 루 가 5겹으

로 구성되어 있지만, 900MHz와의 주 수 간섭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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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해서는 4겹 ~ 7겹 등의 조정을 거쳐서 시제품

을 제작하 다.

2.2 900MHz RFID 태그 안테나 구

900MHz RFID 태그 안테나 설계 기술은 다양한 장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패턴을 개발하 다. 하지만 본 논

문에서는 900MHz RFID 태그 안테나의 단독 사용이 아

니기 때문에, 기본 패턴으로 정한 13.56MHz의 크기를 뺀 

면 을 사용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900MHz 

RFID 태그 안테나는 13.56MHz 안테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 구 해야 하고, 그림 1에서 보는 것처

럼, 체 크기는 13.95mm×85.6mm이고, 공정에서의 펀

칭(Punching) 크기를 고려한다면 13mm×84mm안에 

900MHz RFID 태그 안테나를 구 해야 한다.

900MHz RFID 태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고 상용화가 되어 있는 13.56MHz RFID와는 다르

게 안테나의 설계에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테

나 자체 패턴의 문제도 있겠지만, 칩(Chip) 임피던스에 

따라서 인식 거리, 통신 속도 등의 성능에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900MHz RFID 태그의 안테나

를 설계하기 해서는 칩의 임피던스 값을 정확히 이해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안테나와 칩과의  

구성을 Single-ended, Two Single-ended 는 Shunt 

Connection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 본 논문은 900MHz 주 수 역의 로토콜  

"ISO18000-6C" gen2 지원하는 칩을 사용하 다. 앞서 

13.56MHz RFID 태그 안테나 설계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로토콜에 따른 각 안테나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한 13.56MHz RFID 태그 안테나 도면 설계

와 마찬가지로 900MHz RFID 태그 안테나 도면도 CAD

로 작업해서 설계하 다. 900MHz RFID 태그 안테나 설

계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이 칩에 따른 특성

과 기 설계된 13.56MHz와의 주 수 간섭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900MHz의 설계는 서로 다른 패턴이 용되어져야 하

고, 이 설계를 통해서 다른 조합의 One-Sheet Inlay 패턴

이 구성되어져야 한다.  

900MHz RFID의 성능을 최 화하고, 주 수의 간섭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합을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의 태

그 패턴을 설계하 다. 그림 2는 900MHz RFID 태그 안

테나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칩의 

임피던스 값에 따른 설계의 변경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Single-ended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칩의 성능을 최 화

하고 그로 인해서 RFID 리더기와의 통신을 극 화시킬 

수 있는 의 변경을 나타낸 것이다. 안테나 구 에서 

설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Ⅲ. One-Sheet Inlay RF/UHF RFID 태그 설계

3.1 주 수 간섭 최소화 기술

이종의 RFID를 하나의 카드에 내장해서 사용하는 연

구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연구는 

Inlay의 구성에 있어서, 주 수 별로 다른 층에 안테나

를 내장하여 주 수의 간섭을 최소화하 다. 본 논문은 

하나의 층에 두 가지의 주 수 역을 내장을 해서 Inlay

를 구성하는 One-Sheet Inlay 패턴을 이용한 RFID 태그 

안테나를 개발하 다. 

   

(a)

(b)

그림 2 900MHz RFID 태그 안테나 패턴
(a) 칩 임피던스 값 변경 의 패턴 (b) 칩 임피던스 

값 변경 후의 패턴
Fig. 2 The pattern of 900MHz RFID tag antenna
(a) Chip impedance value before pattern change (b) 
Chip impedance value after pattern change

안테나에 한 주 수 간섭의 기  원리는 사용하고

자하는 제품에 한 이해를 필수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 3에서와 같이 기본 인 안테나의 역별로 배치 구

도를 형성하고 주 수 역의 서로 간섭에 한 일차

인 유효 력과 무효 력에 하여 주 수의 함수로서 

각 사인 의 주 수 성분의 진폭, 는 진폭  상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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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안테나의 역별 배치 구성도
Fig. 3 The configuration of 13.56MHz and 900MHz 

RFID tag antenna

다음으로 역별 서로의 력 사용은 안테나 패턴이

나 치 그리고 주 수별 안테나 형태변경을 통하여 간

섭에 한 문제를 해결하 다. 하지만 이것만은 간섭의 

문제 을 완 하게 해소할 수는 없다. 실 의 안테나 설

계와 리더의 통신 장애 부분으로 설치된 리더기로부터 

안테나의 반응에 있어 유효 력에 한 주 수 우선순

의 리더 속도의 변화를 가져 온다. 

의 간섭 인 부분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본 논문에

서 선택한 One-Sheet Inlay 안테나 구 으로 유효 공진 

류를 효율 인 분배를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다. 한 본 논문의 안테나는 독립 인 구동이 아닌 일

체 연결 방식을 사용하 고, One-Sheet Inlay 패턴을 이용

한 RFID 태그 안테나 구성도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One-Sheet Inlay RFID 태그 안테나 구성도
Fig. 4 The Configuration of One-Sheet Inlay RFID 

tag antenna

주 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를 바탕

으로 총 6종의 Inlay 패턴을 개발하 다. 각 주 수 별 

칩 사용에 있어서 13.56MHz RFID 경우에는 Philips사의 

ISO14443A-type을 사용하고 900MHz의 경우에는 Impinj 

Gen2 형태의 칩을 사용하 다. 900MHz RFID의 경우 칩

의 임피던스 값을 고려해서 의 설계를 변경하여 

용하 다. 그림 5는 기존의 900MHz RFID 태그를 단독

으로 설계할 경우와는 다르게  설계를 Single-ended 

방식으로 용하 고, 주 수 간섭을 최소화, 혹은 증폭

시키기 해서 두 가지기 역의 안테나를 하나의 시트

에 일체형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설계하 다. 

그림 5 One-Sheet Inlay RFID 태그 안테나 패턴
Fig. 5 The Pattern of One-Sheet Inlay RFID tag antenna

3.2 에칭(Etching) 방식

에칭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박막제조공정(Thin Film 

Process) 의 마지막 공정을 얘기하는데, 체 공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에칭 공정
Fig. 6 Etching process

박막제조공정이란 증착(Thin Film Deposition), 사진식

각(Photolithography), 도 (Plating)  에칭기술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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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식각 공정 즉, 에칭 공정을 말하자면, 궁극 으로 기  상

에 미세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상공정을 통해 

형성된 PR 패턴과 동일한 속(Metal) 패턴을 만든다. 식

각 공정은 그 방식에 따라 크게 습식 에칭(Wet Etching)과 

건식에칭(Dry Etching)으로 구분하는데, 습식에칭이라 

함은 속 등과 반응하여 부식시키는 산(Acid) 계열의 화

학 약품을 이용하여 박막제조 인 이의 노출되어 있는

(PR 패턴이 없는) 부분을 녹여 내는 것을 말하며, 건식에

칭은 이온을 가속시켜 노출부 의 물질을 떼어냄으로서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 각각의 에칭 방식은 

선택 (Selective) 에칭과 비선택 (Nonselective) 에칭으

로 나뉘는데 선택  에칭이라 함은 여러 층 에서 다른 

층에는 향을 주지 않고 표면의 층에만 반응을 하여 식

각하는 것이고, 비선택  에칭은 기타 다른 층과도 반응

하여 여러 층을 동시에 식각하는 것을 말한다. 습식에칭

에서의 선택  에칭은 특정 물질에만 반응하도록 몇몇 

화학약품을 조합하여 etchant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서 가

능하며, 건식에칭의 경우 특정 물질에만 반응하는 반응

성 가스(Gas)를 주입함으로서 가능해진다. 요약해서, 박

막제조에 얇은 막을 운 후에 안테나 패턴 로 에칭 공

정을 통해서 구 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 습식에칭 

방식을 통해서 안테나를 구 하 다.

Ⅳ. 실험 결과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One-Sheet Inlay 패턴을 

이용한 RFID 태그 안테나를 나타내었다, 그림 7에서 보

는 것처럼 One-Sheet Inlay RFID 태그 안테나는 총 6개의 

패턴으로 설계하 다. 설계된 RF/UHF RFID 패턴은 인

식거리면에서 각 패턴에 한 성능을 평가하 다. 

 

그림 7 One-Sheet Inlay RFID 태그 안테나 시제품
Fig. 7 Prototype of One-Sheet Inlay RFID tag antenna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One-Sheet Inlay RFID 태

그에 한 성능평가를 한 실험장치에 한 구성을 나

타내었다. 

그림 8 실험장치 구성도
Fig. 8 The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equipment

그림 8에서 보는 것처럼 의 성능평가를 의하여 실

험 장치를 구성하 고, 그 실험 장치를 바탕으로 각각에 

패턴에 해서 실험을 실시하 다. 성능평가에 사용된 

13.56MHz와 900MHz RFID 단말기는 SRT-3000과 

Mecury4를 사용하 다. 

표 1은 One-Sheet Inlay RFID 태그 안테나에 한 성능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6개의 

패턴에 해서 각각의 인식거리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

고, 13.56MHz RFID 태그는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지만, 

900MHz RFID 태그는 각각 패턴에 해서 인식거리가 

최소 1.5m에서 최  5.34m까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900MHz RFID 태그 패턴에 해서는 패턴 3이 인식거리

가 1.5m로 가장 고, 패턴 5가 5.34m로 인식거리가 우수

한 성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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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ne-Sheet Inlay RFID 태그 성능 평가결과
Table 1 The results of One-Sheet Inlay RFID tag antenna

표 1에서 인식거리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One-Sheet Inlay RFID 태그 패턴은 그림 9에 보 다. 그림 

10은 그림 9의 패턴 5에 한 Smith Chart를 나타내었다. 

그림 10에서 보는 것처럼, 912MHz 주 수 역에서 

-25dB의 이득을 가지며 임피던스 값은 48[Ω]으로 50[Ω] 

근처에서 매칭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최 의 성능을 나타낸 RFID 태그 안테나
Fig. 9 The RFID tag antenna with optimal 

performance

그림 10 Patern 5에 한 스미스 차트
Fig. 10 The Smith chart of Pattern 5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층에 두 가지의 주 수 역을 

내장해서 Inlay를 구성하는 One-Sheet Inlay 패턴을 이용

한 RFID 태그 안테나를 개발하 다. One-Sheet Inlay 

RFID 태그 안테나는 이종의 RFID 안테나를 하나의 카

드에 내장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시트에 

13.56MHz와 900MHz 태그 안테나를 구 하 다.

제안한 방법을 유용성을 입증하기 하여 실험장치

를 구성하 고, 6개의 패턴에 해서 인식거리를 평가하

다. 설계한 One-Sheet Inlay RFID 태그 안테나 에서, 

패턴 5가 13.56MHz 인식거리 3.5cm, 900MHz 인식거리 

5.34m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향후에는 One-Sheet Inlay RFID 태그 안테나를 이용하

여 RFID 카드를 제작하여 성능테스트 수행할 것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용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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