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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열약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응형 900MHz 수동형 RFID 태그를 설계하고 구 하 다. 

수동형 태그의 크기는 102mm x 102mm x 9mm이며, 동작주 수는 908~914MHz이고 인식거리는 5.1m이다. 본 논문

에서 구 한 수동형 RFID 태그는 내열성 내방수성 내충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자동차 리를 한 매립

형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adaptive RFID tag antenna in 900MHz for using in inadequate electromagnetic environment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dimension of the proposed passive tag is 102mm x 102mm x 9mm, the operating frequency band is 908~914MHz and the detection range 

is 5.1m.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the thermal, water and impact resisting tag. The implemented tag can be used for the 

inadequate environment such as in-built tag on the ground for the car management service. 

키워드

알에 아이디, 알에 아이디 안테나, 알에 아이디 태그, 90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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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범 한 응용분야를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RFID 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생활 반에서 큰 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1]. 그러나 많은 용분야에서 하드

웨어 인 문제 과 소 트웨어 인 문제 이 야기 되

고 있다. 

특히 환경을 고려한 실생활 용시 많은 문제 을 야

기하는 부분은 태그 기술이다. 태그는 유통, 물류 분야 

등에서 긴 인식거리에 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RFID 

시스템의 동작 주 수가 UHF 역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동작 주 수가 높아짐에 따라 인식거리

와 같은 시스템 성능을 최 화하기 해서는 한 

RFID 태그 안테나 설계가 더욱 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RFID 시스템 구성  태그는 안테나와 태그 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사물에 부착되어 사용되기 때문

에 부착 환경에 한 기 인 특성을 고려한 안테나 설

계가 반드시 요구 되어 진다. 

태그는 크게 일반형 라벨태그와 특수형 태그로 구분

되어진다. 일반형 라벨 태그는 얇은 PET 재질에 에칭  

인쇄 방식을 이용하고 태그의 안테나 구조는 슬랏 다이

폴(slot dipole), 미엔더 다이폴(meander dipole), 폴디드 다

이폴(folded dipole) 형태가 주로 쓰이고 있으며 용분야

는 일반 종이  라스틱 등 유 율 값이 낮은 재질에 

많이 쓰이고 있다. 

특수형 태그는 일반형 태그와 다르게 외부환경을 고

려하여 페키징 기술이 요구되고 특수형 안테나의 구조

는 유도 결합 을 이용한 발란스 구조와 유도 결합 

을 이용한 슬랏(Slot) 구조와 인셋(Inset) 을 이

용한 PIFA형 구조를 사용한다[2-7]. 부분의 일반형 

라벨태그는 좁은 역폭을 가지고 있어, 양산성의 효

율과 성능의 변화가 심해 시스템 용에 많은 문제 들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재 실정이다. 한 라벨 형태

의 태그들은 속면에 근 하면 태그의 성능이 감소된

다. 즉 태그 안테나의 성능 하로 인식거리의 감소를 

래한다. 다이폴 안테나는 속 물체의 표면과 평행

하게 가까이 놓이게 될 경우 리더에서 출력된 자 는 

속 물질에 의해 180도 상 차이를 가지면서 반사된

다. 이것은 반사된 자 가 안테나로 입사되는 자

와 상쇄되는 상을 래한다. 그러므로 안테나의 

방사 효율을 하 시킨다[8]. 한 속 물체와 태그 안

테나 사이의 기생 캐패시턴스 성분으로 인하여 공진 주

수, 안테나 임피던스, 방사 패턴 등의 특성이 변하게 

된다[9][10]. 따라서 속면과 액체성분의 외부환경과 

같은 열약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태그의 개발이 요구된

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

하게 만들어  수 있는 RFID 기술의 확산을 해서는 

응용 분야별 환경 특성을 고려한 태그의 개발이 반

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응용 분야의 RFID 핵심 기술인 태그는 동작 

주 수, 원 공  방법, 태그 용 분야, 센서 포함의 유

무 등에 따라 분류되며 응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개발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작 주 수는 900 

MHz 역이고 공 원과 센서가 장착 되지 않으며 고

온과 고 충격에 견디는 내 환경성 태그를 개발하고자 한

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태그는 철강 분야와 자동차분야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용이 가능하며, 특히, 공장 자동

화 분야와 자동차 물류 리 시스템에서 완성된 자동차 

치 리 센터(Vehicle Position Center, VPC)등의 열악

한 환경에 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Ⅱ. 본  론

2.1. 태그 안테나 설계

RFID 태그는 다양한 외부 인 환경에 용될 수 있

다. 우리가 속성분의 물질을 리 한다던지 혹은 액체

성분의 물질을 리 한다든지 하는 환경이 존재를 하게 

된다. 본 논문은 바닥에 부착하는 태그에 해서 연구한

다. 태그가 외부바닥에 부착될 경우 바닥면이 속면이

나 아스팔트, 시멘트, 흙과 같은 면에 놓일 수 있다. 그리

고 비가 올 경우와 아주 뜨거운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경

우가 발생을 한다. 한 바닥에 매립되기 때문에 태그를 

매립한 매질을 투과하여 태그가 인식되어야 한다. 한 

매립된 태그는 사람의 에 잘 보이지 않으며 게는 약 

600 ㎏에서 많게는 10,000 ㎏의 량이 나가는 차량이 지

나갈 경우 그 하 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한 매립된 

상태에서 비, , 지열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태그의 기

구  특성이 변형되거나 기  특성이 하되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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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태그 재료를 선정하고 

태그의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그림 1. 설계된 태그 안테나 구조
Fig 1. Structure of Designed Tag antenna

그림 1은 바닥면에 부착하는 특수태그의 안테나 구조

를 나타낸다. 이런 태그 안테나의 구조는 CST社의 

Microwave Studio 2009로 설계와 모의실험을 실시한 기

본 구조이다. 태그 안테나는 그림 1과 같이 바닥면에 

지면(Ground Plane), 윗면에 방사체(radiator), 그리고 

지면과 방사체 사이의 유 율 4.7을 갖는 유 체

(substrate), 칩(chip) 합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락핀

(Via Hole)을 사용하여 면과 후면의 지면을 연결하

는 PIFA(Planer Inverted F-Antenna) 구조이고 에일리언

사의 힉스3 SOT-323 패키지 IC[11]와 공액 정합이 되도

록 설계하 다.

2.2. 특성용 태그 제작  측정

그림 2는 모의실험을 통해 설계된 태그 안테나의 성

능을 측정하기 해 제작한 특성용 태그 안테나의 앞면

(a)과 뒷면(b)이다. 제작한 태그 안테나는 유 율 4.7, 두

께 2.3 mm의 FR-4 양면 기 을 사용하여 제작하 고 태

그의 앞면에는 방사부, 태그 칩 합부, 임피던스 허수부 

조 부(“A” Part), 임피던스 실수부 조 부(“B” Part), 임

피던스 세부 조 부(“C” Part) 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름 

0.5 ㎜의 6개의 비아로 아래쪽 지부와 방사부의 지

부를 연결하 다. 설계된 태그 안테나의 체 크기는 90 

㎜ × 90 ㎜ × 2.3㎜이다.

그림 3은 제작된 태그 안테나의 모의실험과 측정 결

과를 비교한 그래 이다.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해 

구 학교 유비쿼터스 신기술 연구센터의 태그 안테나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12]을 사용하 다.

측정 결과 측정값의 지스턴스(실수) 결과가 모의실

험 값보다 3.71Ω 높고, 리액턴스(허수) 성분이 74.71Ω 낮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2. 제작된 태그 안테나 (a) 앞면 (b)뒷면
Fig 2. Manufactured Tag Antenna 
(a) the front (b) the reverse

 

그림 4는 식-1을 이용하여 그림 3의 결과를 변환하여 

태그 안테나의 동작주 수를 모의실험과 측정 결과를 

비교한 그래 이다. 모의실험 결과 태그 안테나의 동작 

주 수는 909 ~ 912 ㎒이고, 측정 결과는 904 ~ 918 ㎒ 이

다. 실제 제작한 태그의 경우 모의실험에 비해 역폭이 

11 ㎒ 향상 되었고 908.5 ~ 914 ㎒인 한국 RFID 주 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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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그 안테나 임피던스
Fig 3. Tag Antenna Impedence

그림 4. 태그 안테나의 동작주 수
Fig 4. Operating Frequency of Tag Antenna

   log
 


          <식-1>


     


  

  

2.3. 환경 응용 태그 제작

그림 5는 VPC 환경의 간략도이다. 태그는 차량이 주

차되는 앞쪽에 설치되며, 태그의 방사부가 공기 에 표

출되도록 설치된다. 태그는 로 이동할 수 없도록 

속핀으로 고정된다.  

그림 5. VPC 환경
Fig 5. VPC Environment

 

그림 6. VPC 환경을 한 태그 패키징 구조
Fig 6. Tag Packaning Structure for VPC

그림 6은 VPC 환경을 한 태그 패키징 구조이다. 태

그는 딱딱한 표면에 부착되어 무거운 자동차가 밟고 지

나가더라도 물리 으로 변형 되지 않기 해 태그 안테

나 회로의 아래쪽에는 유연성이 있는 두께 2.3 ㎜ 우 탄 

이트를 부착한다. 태그의 방사부는 외부에 표출되

는 부분으로서 외부 인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폴리카

보네이트 재질의 유 율 3.3, 두께 6.0 ㎜의 보호 이돔

을 부착한다. 태그의 칩 부착부는 칩이 물리 인 충격이

나 환경 인 변화 요인에 칩이 태그 안테나와 분리되는 

것을 막기 해 특수 실리콘 착제를 이용하여 코 을 

실시한다. 태그는 VPC의 야간 작업에서도 식별이 가능

해야함으로 태그의 상단부에 야  표식을 반드시 해 주

어야 한다.

그림 7은 제작 완료된 VPC용 태그이다. 크기는 102 

㎜ × 102 ㎜ × 9 ㎜이고, 태그를 고정하기 한 지름 5 ㎜

의 고정 구멍(4개)과 야간에도 태그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4개의 야  표시부를 가지고 있다. 그림 7에서 보여

주는 부분은 태그의 방사부로서 태그가 폴리카보네이

트 재질의 이돔으로 보호되어 있는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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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작 완료된 VPC용 태그
Fig 7. Manufactured Tag for VPC

태그를 유 율이 있는 재질로 코 을 하고 RFID 칩을 

코 제로 보호하 기 때문에 그림2 태그 안테나에서 

"A, B, C"의 길이와 폭을 조 하여 그림 6의 구조로 태그 

안테나를 팩키징하 을 경우, 태그 인식이 최 가 되도

록 최 화 하 다.

2.4. 환경 응용 태그 동작 시험

그림 8은 제작 완료된 그림 7의 태그의 성능을 확인하

기 해 인천 송도 RFID/USN 센터의 자  무반사실

에서 감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감도 측정 결과 860 ~ 960 

㎒에서의 평균 감도는 -6.57 dBm이고, 910㎒에서 감도

는 -11.72 dBm이다.

그림 8. 태그 감도 측정 결과 
Fig 8. Result of Tag Sensitivity Masurement

그리고 그림 7의 태그를 무반사실에서 측정한 결과 

최  인식거리는 5.1 m가 측정 되었다. 한 그림 7 태그

의 신뢰성 확인을 해 온도/습도 챔버에서 측정 조건 온

도 0 ~ -20 ℃/습도 0 % 에서 10시간, 온도 25 ℃/습도 50 ~ 

90 %에서 16시간, 온도 65 ℃/습도 40 %에서 10시간 경

과 후 태그 안테나의 기구 / 기  성능을 측정하여 이

상이 없음을 확인하 으며 설치 환경이 열악한 VPC에

서 충분이 내열성, 내방수성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본 논문에서 제작 완료된 태그는 각종 외부 환경에 강

하게 설계되었다. 재 본 논문에서 제작된 태그와 비교

되는 태그는 없으며, 단 메탈 태그와 비교하 을 때 인식

거리등 일반 인 태그 성능외에 환경  요인을 볼때 메

탈태그는 장기간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될 경우 각종 오

염으로 인한 성능 하를 가져오지만, 본 논문에서 제작

된 태그는 외부 오염으로부터 신뢰성있는 성능을 보여

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태그는 환경 응형 900MHz 

역 RFID 수동형 태그로서 내열성, 내방수성, 내충격성

이 요구되는 VPC 환경에서 사용하기 합하도록 설계

되고 구 되었다. 구 된 태그는 인천 송도 RFID/USN 

센터의 자  무반사실에서 측정한 결과 최  인식거

리는 5.1 m이고 태그 안테나의 동작 주 수는 -3 dB 이하

를 기 으로 904 ~ 918 ㎒로 한국 RFID 주 수인 908.5 ~ 

914 ㎒를 만족하 다. 태그의 온도/습도 챔버에서 측정 

조건 온도 0 ~ -20 ℃/습도 0 % 에서 10시간, 온도 25 ℃/습

도 50 ~ 90 %에서 16시간, 온도 65 ℃/습도 40 %에서 10시

간 경과 후 태그 안테나의 기구 / 기  성능을 측정하

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다. 

환경 응형 태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뢰성 부분 강화를 해 태그 안테나 회로의 아래쪽에

는 유연성이 있는 두께 2.3 ㎜ 우 탄 이트를 부착하

다. 한 태그의 칩 부착부는 칩이 물리 인 충격이나 

환경 인 변화 요인에 칩이 태그 안테나와 분리되는 것

을 막기 해 특수 실리콘 착제를 이용하여 코 을 하

다. 한 야간 작업환경에서도 태그의 식별이 가능하

도록 태그의 상단부에 야 표시를 하 다. 구 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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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 테스트를 통하여 차량 리센터에서 차량 리

용 매립형 태그로서 합함을 검증하 고, 우수한 성능

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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