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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RFID 태그를 설계하여 철도 안정화 시스템으로의 용 가능성에 하여 연구하 다. UHF 

역에서 동작하는 태그를 설계 제작, 장 테스트를 진행하 다. 제안된 UHF 역 태그 안테나는 PIFA형 

안테나 구조를 가지며 인셋  다  정합기술로 주 수와 임피던스 정합을 시도하 다. 제안된 안테나는 

UHF 역인 917∼923 MHz에서 VSWR 3:1 이하의 주 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한 방향 인 방사패턴 

(Omni-directional radiation pattern)을 가진다. 917∼923 MHz의 동작주 수에서 안테나의 최  이득은 3.225 

dBi 이었다. 모터카에 RFID 리더를 거취하고 선로에 태그를 설치한 후, 속도에 따른 태그 인식률을 테스트한 

결과 45 km/h 이하의 속도에서 100 %의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ABSTRACT

We have studied on the possibility of railway stability system using RFID tag. UHF RFID tag was desinged, manufactured and 

tested. Proposed UHF tag antenna has PIFA type structure and inset feed multi matching technique was attempted for impedance 

matching of antenna. The impedance bandwidth (VSWR < 3) of the proposed tag antenna covers 917∼923 MHz. Measured peak 

gain is 3.225 dBi and UHF band with an omni-directional radiation pattern. RFID reader and tag installed in motor car and track, 

respectively. Then, tag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velocity of car (under 45 km/h) represented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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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철도산업은 지하철, 경 철, 모노 일과 고속철

도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에 한 많은 심과 더불어 열차의 안  운행에 

한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운

의 핵심인 안정성 확보를 한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도시철도를 운 하는 기 에서는 량 해외 시스템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로 해외기술에 종속되어 

시스템 추가 는 비품 구매 시 고가의 산이 필

요하기도 하다. 재 열차의 안정 인 운행을 하여 

차량  선로에는 ATO(Automatic Train 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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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ATS (Au-

tomatic Train Stop)  ATC (Automatic Train 

Cointrol) 등의 시스템이 장착되어 용되고 있다. 최

근에는 기존 시스템과 더불어 RFID 기술을 결합하여 

궤도회로를 구성하여 국내기술로 철도 안정화 시스템

을 구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3].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은 

유통, 물류, 자재 시스템 리  출입문 통제 등과 

같은 분야에서 범 하게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RFID 시스템은 기본 으로 리더(Reader)와 태그

(Tag)로 구성이 되며, RFID 기술이 용된 상물에 

부착된 태그(Tag)의 IC칩에 장된 정보를 리더기

(Reader)와 무선을 통해 인식을 한다. 기존의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는 바코드 시스템을 체하기 하여 

다양한 시스템 랫폼 환경에서 RFID 시스템을 용

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FID 시스템

을 구성하고 있는 태그는 이를 동작시키는 배터리의 

유무에 따라서 수동형(Passive)과 능동형(Active)으로 

구분되고, 한 동작 주 수 역에 따라 분류가 되기

도 한다 [4, 5].

본 논문에서는 RFID 기술을 활용하여 철도 안정화 

시스템으로의 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철도환경에서 사용가능한 RFID 태그를 설계, 제

작하여 특성을 확인 한 후, 실제 선로에서 열차 속도

에 따른 RFID 인식성능을 테스트 하 다.

Ⅱ. RFID 태그 제작

2.1. RFID 태그 안테나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RFID 태그의 구조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RFID에 사용되는 방사체  

선은 50 Ohm 매칭을 사용하고 마이크로 칩(태그 

칩)의 임피던스는 (ZL=22-j404Ω) 리액턴스 성분이 매

우 높다. 그래서 임피던스 정합이 매우 어렵다. 기존 

태그의 임피던스 정합을 한 기술은 T형 Slot 삽입 

구조와 루 (feeding loop)와 기생루 (parasitic 

loop)를 이용한 이  루  구조와 유도 을 이용한 

발란스(Balance) 구조와 유도 을 이용한 슬롯

(slot) 구조와 인셋(Inset) 을 이용한  구조 

등이 있다 [6, 7, 8, 9, 10]. 

그림 1. 제안된 RFID 태그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proposed RFID Tag

여러 임피던스 정합 기술  본 개발에서는 인셋 

을 이용한 다  정합 기술을 용하 다. 안테나

의 기본구조를 PIFA (Planar Inverted-F Antenna)형 

구조를 사용하 고, 인셋 을 이용하여 속면에서

의 주 수와 임피던스 정합의 변화를 최소화 하 다. 

본 연구에서는 SL3ICS 10 (NXP社), Monza3 

(Impinj社) 그리고 Higgs3 (Alien社)의 마이크로 칩들 

 수신감도 등의 성능비교를 참조하여 Higgs3 칩을 

선택하여 RFID태그를 개발하 다.

2.2. RFID 태그의 제작  측정

그림 2-(a)는 제작한 PIFA형 태그 안테나의 구조

이다. 제작한 태그 안테나는 유 율 4.7의 FR-4 양면 

기 을 사용하여 제작하 고 태그의 앞면에는 방사부, 

태그 칩 합부, 임피던스 조 부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름 0.5 ㎜의 6개의 비아로 아래쪽 지부와 방사부

의 지부를 연결하 다. 설계된 태그 안테나의 체 

크기는 90 ㎜ × 90 ㎜ × 2.3㎜이다.

태그에 사용되는 PCB기 은 일반 으로 종이/페놀

계 (PP), 종이/에폭시계 (PE), 유리/에폭시계 (FR-4) 

그리고 종이/유리 복합계 (CEM)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고습의 환경을 극복하는 고 

신뢰성 특수태그 개발을 하여 다른 PCB 기 보다 

높은 내열성(140℃)과 낮은 흡수율(0.25)의 특성을 가

지는 FR-4를 PCB 기 으로 선택하여 특수태그를 개

발하 다. 한 FR-4 기 은 낮은 유 손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성능 태그 제작이 가능하다.

그림 2-(b)는 제작된 철도환경용 태그이다. 크기는 

108 ㎜ × 108 ㎜ × 8 ㎜이고, 태그를 고정하기 한 

지름 5 ㎜의 고정 구멍(4개)과 야간에도 태그의 식별

을 가능하게 하기 한 4개의 야  표시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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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안테나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이돔으로 보

호되어 있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환경에서 용 가능한 태그 개

발을 하여 가공성이 뛰어나며, 높은 인장강도 (550

∼700 ㎏ f/㎠) 와 충격강도 (50∼100, Izod Notch) 를 

가져 고강도의 특성을 가지는 폴리카보네이트(Poly-

carbonate, PC) 재료를 선택하여 특수태그를 제작하

다. 한 폴리카보네이트는 높은 열변형온도 (132∼

140℃)를 가지고 있어 고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

을 확보할 수 있다.

(a) Tag antenna

(b) Railroad tag
그림 2. 제작된 PIFA 형 태그 안테나  태그

Fig. 2 Manufactured PIFA type tag antenna and Tag

그림 3은 벡터 분석기 등으로 측정한 안테나의 주

수 특성  방사특성을 나타낸다. 제작된 PIFA형 

태그 안테나는 다음 그림 3-(a)와 같이 920 MHz에서 

공진주 수를 나타내었다. 한 태그 안테나의 주 수 

특성 측정 결과 3:1 이하의 정재 비 (VSWR, Vol-

tage Standing Wave Ratio) 에서 30 MHz 역폭을 

확인하 다. 따라서 제작된 PIFA형 태그 안테나는 한

국 RFID 주 수인 917∼923 MHz를 충분히 만족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제작된 PIFA형 태그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그림 

3-(b)에 나타내고 있다. 917∼923 MHz의 동작주 수

에서 방향성 (Omni-directional) 특성을 나타내었으

며 최  이득은 3.225 dBi 이었다.

(a) VSWR

(b) Radiation pattern

그림 3. 제작된 PIFA 형 태그 안테나의 특성
Fig. 3 Properties of manufactured PIFA type tag 

antenna

제작된 철도환경용 태그의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그림 4와 같이 자 무반사실 등에서 성능 측정을 

진행하 다. 오실로스코 , 스펙트럼 분석기 등으로 

역폭과 메모리 등 표 규격에 한 시험을 진행하

고, 자 무반사실에서 인식률과 인식거리의 성능

시험을 진행하 다.



JKIECS, vol. 9, no. 2, 249-254, 2014

252

(a) Test equipment

(b) Anechoic chamber

그림 4. 제작된 태그의 성능 테스트
Fig. 4 Test of manufactured tag

RFID 태그 표 규격 시험은 ISO 18000-6C 표 으

로 하여 리더명령의 변화에 따른 태그의 응답을 확인

함으로써 표 에 합성여부를 확인한다. 태그의 인식

거리는 거리에 따른 태그의 감도를 측정하여 결정한

다. 태그의 감도는 태그 칩의 감도와 태그 안테나의 

이득  안테나와 칩의 임피던스 정합에 의하여 결정

되는 라미터로서, 리더기와 독립 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인식거리는 실제 사용되는 리더기의 조건에 따

라 변화되는 라미터로 태그의 감도로부터 구할 수 

있다. 태그의 감도, 와 인식거리, 은 다음 식

(1)의 계가 있다.

  
 



(식 1)

여기에서, 는 리더기의 출력 워, 는 

리더기의 안테나 이득 그리고 는 사용주 수에서의 

장이다. 인식거리 계산을 해 리더기의 출력 워

는 30 dBm(1 W), 리더기의 안테나 이득은 6 dBi로 

가정한다.

리더기 안테나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 태그가 신뢰성 있게 인식되는 비율을 측정하여 

태그의 인식률을 결정한다. 태그의 인식거리와 인식률 

테스트는 자 무반사실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며, 태그

와 안테나는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하여 측정을 진행한

다. 측정한 태그의 성능을 다음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제작된 태그의 성능 테스트 결과
Table 1. Test result of manufactured tag

Item Result Remark

Bandwidth 100 MHz 860∼960 MHz

Tag Memory 512 bits Alien Higgs3

Reading 

Distance
6 M at 910 MHz

Reading

Rate
100 % at 1.5 m

Ⅲ. RFID 장 테스트

제작한 태그의 철도 안정화 시스템의 용 가능성

을 고찰하기 하여 실제 선로에서 RFID 장 테스

트를 진행하 다. 테스트 장소는 2호선 강변역과 잠실

나루역 사이의 직선구간에서 진행하 다. RFID 리더

를 모터카에 장착 후 선로 바닥에 태그를 설치하여 

모터카의 속도에 따른 태그의 인식 성능을 테스트 하

다. 그림 5에 RFID 테스트의 개요도를 나타내었다. 

리더는 출력 워 30 dBm, 안테나 이득 6 dBi의 성능

을 가지는 일체형리더기를 사용하 고 지상에서 50 

cm 높이를 가지도록 모터카에 거취 하 다. 지상에 

설치한 태그는 1 M 간격으로 설치하 다.

그림 5. RFID 시스템 테스트 개요도
Fig. 5 Schematic of RFID syste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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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celeration test

그림 6. RFID 시스템 테스트 결과
Fig. 6 Results of RFID system test

모터카 속도에 따른 RFID 태그의 인식률에 한 

테스트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a)는 모

터카를 출발 후 각각의 지정속도로 유지하며 태그를 

인식한 결과이다. 45 km/h 이하의 속도에서는 100 %

의 태그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50 km/h와 60 

km/h의 속도에서는 각각 99 %와 94 %의 태그 인식

률을 나타내었다. 50 km/h 이상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인식률 하를 보완하기 하여 태그의 간격을 2 M

로 증가하여 테스트 한 결과 60 km/h 의 속도에서 

100 %의 태그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리더  태그의 하드웨어 성능의 변화 없이 태그 간

격의 조정으로 약 100 km/h 이하의 속도에서는 

RFID 시스템의 태그 인식 성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열차의 치를 검지하는 궤

도회로 등에 RFID 시스템의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b)는 각각의 지정속도로 운행 후, 태그 앞

에서부터 정상 으로 감속하면서 태그의 인식률을 테

스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속도에서의 감속 운

행에서 태그의 인식률은 100 %를 나타내었다. 이 결

과로 RFID 시스템을 열차의 정 치 정차 시스템에 

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HF 역 RFID 태그를 설계, 제작

하여 장테스트를 진행하여 RFID 시스템의 철도 안

정화 시스템으로의 용 가능성을 고찰하 다. 제안된 

UHF 역 RFID 태그 안테나는 PIFA 형 구조를 가

지며 인셋  다 합 기술로 임피던스 매칭을 하

다. 제작된 철도환경용 RFID 태그는 Alien Higgs3 

칩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제작된 RFID 태그의 인식

거리와 인식률은 6 M (@ 910 MHz) 와 100 % (@ 

1.5 M) 이었다. 실제 철로에서 열차에 RFID 리더기

를 설치하고, 선로에 태그를 설치하여 속도에 따른 인

식률을 테스트한 결과 45 km/h 이하의 속도에서는 

100 %의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한 고속 주행 후 정

상 인 감속에 따른 태그 인식 결과 모든 테스트에서 

100 %의 태그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제안된 RFID 태그를 용한 RFID 

시스템은 궤도 회로  정 치 정차 시스템 등의 철

도 안정화 시스템에 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

교  렴한 RFID 시스템의 가격으로 RFID 시스템

을 용한 철도 안정화 시스템은 궤도회로 등 기존의 

철도 안정화 시스템보다 비용이 렴함으로 경 철 

등에 도입하는데 아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50 km/h 이상의 고속에서 100 %의 태그 인식률 

확보를 하여 태그 간격 조정 등의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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