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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USN은 여러 산업분야 및 실생활에 많은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 중 RFID는 교통카드
및 자산관리, 물류관리, 출입통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최근 군부대에서까지 RFID 시스
템을 활용한 ‘u국방’ 체제 확립에도 그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의 경우, Tag의 규
격 및 프로토콜에 따라 Reader의 전반적인 사양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ATmel사의 읽기/쓰기가 가능한 IDIC인 T5557을 활용하여 RFID 시스템을 구
현하고, 임의로 설정한 Tag ID 정보를 이용하여 터미널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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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RFID 시스템의 구현은 우선 활용범위에 따라 
Tag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Tag은 
많은 업체에서 개발되었다.  많은 전력이 소비되
고 노이즈에 매우 민감함으로써 인식률이 다소 
떨어진다. LF대역의 Tag은 무지향성이며 외부의 
노이즈에 강하며 인식률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Atmel사에서 제작한 125kHz 
대역의 T5557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IC로 구성된 
RFID Tag에 맞는 U2270B를 이용한 Reader를 제
작하였다. 실험을 통해 Tag에 임의 정보를 저장
한 후 Tag의 정보를 터미널에서 확인하였다. 실
험 결과로써 Reader에 수신된 Tag의 ID를 그림
으로 보였다.   

II. 본  론

1. RFID 시스템의 개요
RFID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읽기/쓰기가 가

능한 Tag IC T5557을 사용하였으며, 이 RFID 시스
템의 전체 블록도는 아래의 그림 1에 나타내었다. 

2. Tag IC T5557

1) T5557의 특징
RFID 시스템의 Tag에 해당하는 T5557은 읽기/

쓰기가 가능한 IDIC이며, 100~150kHz까지의 주파

수 범위를 가지고 있어 125kHz의 RFID 시스템응
용이 가능하다. 많은 특징들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 e5550 2진 호환모드 또는 T5557 확장모드
• 설정을 위한 EEPROM의 32bit 구성 레지스터 
• 데이터 Rate
   - RF/2에서 RF/128, 2진 선택가능 또는
   - 고정된 e5550 데이터 Rate들
• 변조/Coding
   - FSK, PSK, Manchester, Bi-phase, NRZ
    

그림 1. RFID 시스템 전체 블록도

2) T5557의 내부 구성 및 동작
T5557로 구성된 Tag가 Reader의 인식범위에 

접근하게 되면 Reader의 자기장으로부터 AC전
원과 데이터가 전송된다. 그 외에도 Analog 

front end부는 외부의 정전기로부터 내부를 보호
하기 위한 ESD회로도 포함 되어 있다.  쓰기 복
호화 장치 의 경우에는 Analog front end부에서 
감지된 필드갭의 데이터 Stream을 검증한 후 제어
장치로 전송한다.  T5557을 구성하는 모듈들의 내
부 구성 블록도는 아래의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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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5557의 내부 블록도

메모리는 그림 3과 같이 크게 2 Page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3. T5557의 메모리 구조

3. T5557의 동작
IDIC인 T5557은 일반적인 읽기, 블록 읽기, 쓰

기, 요구에 대한 응답 등 아래의 그림 3-1과 같
은 명령어형식들을 가지며 POR 이후에 
EEPROM의 page'0'의 블록0에 저장된 구성 정보
가 초기화하게 된 이후에 명령어 전송에 의해 각 
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4. T5557의 명령어 형식들

T5557은 정확한 쓰기 명령이 받고 난 이후 위
의 그림 4에서 보듯이 프로그래밍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래밍 수행하는 데 걸리는 전현적인 시
간은 5.6ms이며 안전하고 정확한 프로그래밍을 
위해 데이터 검사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아래와 같은 감지할 수 있는 에러는 쓰
기 모드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다.  이러한 에
러가 감지되면 T5557은 일반적인 읽기모드로 들
어가고 명령어 순서에 정의된 페이지'0'의 블록1

부터 시작한다.

  • 두 갭 사이의 필드 클럭의 잘못된 수

     (“1” 또는 “0” 펄스 흐름이 정확하지 않을 때)

  • 패스워드모드가 활성화 되고 패스워드가 블록7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 명령어 순서에서 수신된 bit의 수가 정확하지 않다.

Ⅲ. 실  험

T5557로 구성된 Tag를 이용하여 페이지“0”의 
블록1～블록7까지를 Atmel의 데모보드를 이용하
여 쓰는 과정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그림 5에 나
타내었다. 이후 125kHz RFID Reader를 이용하
여 RS232통신을 통해 터미널 창에서 Tag에 저장
된 정보를 보였으며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5. 쓰기 과정 

그림 6. Tag ID 확인  

Ⅲ. 결  론 

T5557의 Tag IC에 대해 알았고, 많은 강점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변조 방식과 변조율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형식의 
데이터 메모리를 통해 많은 Data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또한 패스워드 모드로써 Tag의  ID 
Data를 쓰기 위해서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Lock 비트 등을 통한 보안적인 측면 많은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
여 많은 응용분야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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