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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13.56MHz)를 이용한 자동 트래킹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RFID 안테나와 리더부, Card(Tag)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RFID 안테나의 크기와 출력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최적 Capacitance 값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RFID 안테나의 크기가 0.0856 x

0.05398m이고 출력거리가 10~12cm에 가장 적합한 Capacitance 값을 도출하여 시제품를 설계 제작하여

정상적인 동작 상태를 확인하였다.

1. 서론

설비 자동화의 한 방법으로 RFID를 이용한 안테나

를 설계하며, 그 과정에서 병렬 공진회로의 공진주

파수 13.56MHz에 맞는 Capacitance의 값을 계산한

다. RFID를 이용한 자동 트래킹 시스템은 기본적으

로 RFID 안테나와 리더부, Card(Tag)로 구성된다.
 <그림1>은 RFID 안테나와 Card(Tag)의 회로를 도

식화한 것이다.

[그림 1] Antenna와 Card(Tag) 회로도

본 논문에서는 HF Rectangular coil antenna

inductance[1]를 이용하여 RFID 안테나의

Inductance 과 병렬 공진회로의 공진주파수

13.56MHz에 맞는 최적의 C2값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T : Coil Thickness W : Coil Width

S : Coil space N : Number of turns

D : Equivalent diameter of the coil

P : Turn exponent

[그림 2] Antenna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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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산식은 주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태, 즉

ideal한 값이다. 실제 RFID 리더 안테나는 Tag에

근접하였을 때 많은 영향을 받으며 C2값 또한 ideal

한 값에서 약간 다른 값을 가지게 되지만, 실제로

설계되는 RFID 안테나의 크기 및 출력에 영향이 있

는 L, C 근사값을 빠르게 유추할 수 있으며, 유추된

근사값의 수치로 테스트하며, <그림3>의 장비측정

을 통해1) 정확한 L, C의 값을 도출하는데 많은 도

움을 준다.

[그림 3] 장비(Network Analyzer)를 이용한 실측값 측정

2. 설계

크기가 0.0856x0.05398m이고 출력거리가 10~15cm

인 리더기 일체형 안테나를 설계하기 위하여 최적의

Capacitance 값을 도출한다. 수식 (1.2)~(1.9) HF

Rectangular coil antenna inductance를 이용하여

Inductance를 계산하고, 수식 (1.1)을 통해 원하는

Capacitance값을 계산하여 근사치를 구한다. 여기에

서 A, B, T, W, S, N, P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단, 는 진공투자율)

A = 0.0856[m]

B = 0.05398[m]

T = 0.000035[m]

W = 0.001[m]

S = 0.0003[m]

N = 3

P = 1.85(default : PCB)

1) S-parameter Network Analyzer / Agilent 8753ES 계측장비

로 실측한 L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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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0.347052+0.222557-0.071905+0.032945]×

×  = 1.620098466[µH]

(단  × )

계산 된 Inductance값은 대략 2[µH]이며, 수식 (1.1)

을 이용하여 Capacitance값을 계산한다.

 


  이므로

 × 



단     이다

L = 2[µH]

fr = 13560000[Hz]

따라서, 최적화된 Capacitance의 값은

 × ×


 의 계산

값을 도출한다.

3. 실험 및 결과

3.1. ARTWORK 설계 및 시제품 제작
<그림1>와 같이 회로설계 후 <그림3>과 같이

ARTWORK 설계하고, 계산을 통해 얻은 안테나의

크기 0.0856X0.05398m 및 L, C의 값을 이용하여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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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위한 RFID 리더 안테나의 시제품을 제작하

였다.

(단, 계산값 L=2[µH], C=850[pF])

[그림 3] ARTWORK 설계 및 시제품 제작

3.2. 방법
최종적으로 RFID 안테나의 조건은 RFID 안테나

크기0.0856X0.05398m, 최대출력 거리10~15Cm 이다.

위 조건에 부합되는지 <그림4>와 같이 L, C위치에

계산식에 의해 도출되어진 L=2[µH], C=850[pF]의 소

자를 삽입하여 테스트하였으며, <그림3>장비측정결과

L=2.5[µH], C=820[pF]의 수치(계산치와 근사치)에서 최

대출력의 조건에 맞는 출력이 나왔으며, 읽기, 쓰기 또

한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그림 4] PCB(RFID 안테나)상에서 L, C 삽입위치

<그림5>는 태그와 안테나의 거리를 10~15Cm에서

의 동작여부를 테스트하고 있는 그림이다.

[그림 5] RFID 안테나 동작테스트

3.3. 결과
RFID 안테나의 크기가 0.0856X0.05398m로 설계 후

계산식으로 L, C값을 도출하였으며, 계산된 값은

<그림3>장비를 통한 실측값과 근사치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RFID 안테나의 크기가

0.0856X0.05398m이고 출력거리가 10~15Cm인 안테

나를 설계하기 위하여 HF Rectangular coil antenna

inductance를 계산하여 L값을 얻고 병렬 공진주파수

를 이용하여 최적화된 C값의 근사값을 도출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을 통해 L, C 근사값을 얻어

최대출력 조건이 나오는 최적화된 RFID 안테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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