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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잉크와 점퍼구조를 사용한 신용카드 크기의

UHF & HF RFID 태그 안테나

UHF & HF RFID Credit Card Size Tag Antenna Designs 
Using Silver-Ink and Jumper Structure 

남 세 현․정 유 정

Sehyun Nam․Youchung Chu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 920 MHz UHF(Ultra High Frequency) 대역과 13.56 MHz HF(High Frequency) 대역의 RFID 태그 안테나가
PE film에 단면에 프린트된 이중대역 태그를 설계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 태그의 전체 크기는 일반 신용카드의
크기인 80 mm×50 mm이고, 가장자리에 UHF 태그 안테나가 76 mm×44 mm로 카드 크기보다 조금 작게 설계되었다. HF 
대역 태그는 UHF 태그의 중앙에 40 mm×42 mm 크기로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설계되었다. 단면에 실버잉크 Printing 기법
으로 일반적인 HF용 태그와 다르게 Via를 사용하지 않고, 단면에 PE Film 위에 프린트를 한 후에 Jumper를 추가함으로써
HF 대역용 Loop 안테나와 UHF 태그와 같은 면에 설계하였다. 인식거리는 UHF 대역에서 약 6 m로 장거리에서 인식이
가능하고, HF 대역에서는 5 cm 이상으로써두개의대역에서사용이가능한태그로서물류와검증용으로사용이가능하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development process and results of HF & UHF band(13.56 MHz, 920 MHz) tag antennas using a single-side 
printing method on a PE film. The size of tag antenna is designed in the area of 80 mm×50 mm, little bit smaller than a credit card. 
The UHF tag antenna, 76 mm×44 mm, is located at the outside of the card size tag antenna, and the HF tag antenna, 40 mm×42 
mm,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UHF tag antenna. The UHF and HF tag antennas are designed with consideration of coupling effects. 
The single-side printing method with a jumper structure without using a via is used to make a loop antenna of HF tag antenna. The 
reading range of UHF tag antenna is about 6m, and the reading of HF tag antenna is about 5 cm. The designed tag antennas have 
long enough reading ranges for both bands. The tag is applicable to logistics and authentification. 

Key words: Dual Band RFID Tag, UHF HF Tag, HF Jumper Type Tag, Card Type Tag, Printed RFID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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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무선으로 사물
에 부착되어 있는 태그를 인식하여 태그 칩에 저장된 정

보를 수집하는 기술로서, 제약, 자동차, 철강, 유통/물류, 
주류산업, 한우의 이력추적을 통한 유통과정의 투명화 등
에 적용되어 널리 사용되고 개발되어져 왔다. 그리고 교
통, 교육과 문화, 환경, 의료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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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RFID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1]. 
주파수 대역별로 RFID 무선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국제규격을결정하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
dard)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
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35 kHz 이하 대역은
ISO18000-2에서 규정하고, 13.56 MHz HF 대역은 ISO-
18000-3에서, 433 MHz 대역은 ISO18000-7로서 능동형 태
그를, 840～960 MHz UHF 대역은 ISO18000-6과, 2.45 
GHz 대역은 ISO18000-4에서 규정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에 변경된 규정에 의하여 UHF 대역을 917～920.8 
MHz 대역에서 4 W, 그리고 920.8～923.5 MHz 대역의
200 mW EIRP(Effective Isotropic Radiated Power)로 사용
하고 있다. HF 대역은 근거리 자계장(magnetic near field)
의 결합을 이용하는데 비하여, UHF 대역(840～960 MHz)
은 원거리(farfield)에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를
이용하여 역산란(backscattering)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
며, 물류관리 등에 사용이 된다[1],[2]. 
유통이나 물류의 적용에서는 보통 최소 2～4 m의인식

거리를 요구하고, 또한 많은 수의 태그를 동시에 인식해
야 하므로 UHF 대역의 태그가 사용되어진다. 하지만
UHF 태그는 인식거리가 길어서 멀리 존재하는 태그까지
불필요하게 인식이 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UHF 리더용 안테나를 shielding하여서 불필요한 부분의
태그가 인식이 되지 않도록 설치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의 개별 품목을 인식하거나, 마트에서 하나하나의 인
식이 필요할 때나, 큰 시설물을 하나씩 파악할 때에는 그
지정된 물건의 태그만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는 HF 대역의태그가 유용하기도 하다. 이와같이태그
가 사용되는 RFID 시스템에서, 용도와 적용과 태그가 붙
여지는 물건에 따라서 HF와 장거리 인식용 UHF 두 가지
태그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과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1],[2]. 
이중 대역 태그 논문을 크게 대역별로 나누면, 참고문

헌 [3]～[6]에서는 하나의 안테나로 UHF 대역과 2.45 GHz 
대역의 이중대역 태그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3]에서는 Bow-tie형의 태그에 Fractal 면을 가미하여 UHF
와 2.45 GHz의 이중 대역 태그를 설계하였으며, 참고문헌
[4]에서는 U shape dual band 태그를 RFID chip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급전점으로 설계하였다. 참고문헌 [7]에서
는 UHF, 2.45 GHz와 5.8 GHz의 tri-band 대역의 태그의 설
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참고문헌 [8]에서는 2.45 GHz와
5.8 GHz의 이중 대역 태그를 곡면에 Resonator를 사용하
여 설계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소개된 모든 태그들이 UHF와

HF, 마이크로웨이브(2.45 GHz, 5.8 GHz) 대역의 태그로서
하나의 안테나로 두 개의 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태그

이다. 안테나 급전점인 feeding point가 하나로 되어져 있
는 태그이므로 RFID 두 대역의 칩 중에서 하나만을 사용
할 수가 있다. 안테나는 이중 대역이지만, 칩을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하나의 대역만을 사용하

게 된다. 또한, 이중 대역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결국 하나의 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5]과 [6]에서는 UHF 태그가
HF의 Loop 가운데 영역에 존재하는 형태의 태그이므로
UHF 대역의 음영 구역이 존재한다. 참고문헌 [8]에서는
본 논문과 비슷한 HF와 UHF 태그의 설계를 보여주지만, 
UHF 대역의 태그 안테나를 HF 코일형 태그의 중앙에 배
치하였기 때문에, UHF 대역의 음영 구역이 +/—90도에서
생기는 현상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칩을 사용하여 두 개의

태그가 공존하면서 음영 구역을 적게 하고, 상호간섭을
고려하여서 HF와 UHF 대역의 태그를 카드 크기의 영역
에 안테나를 단면에 프린팅 기법(Single-side printing me-
thode)으로 제조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UHF 태그 안테
나가 바깥 부분에 설계되어서, UHF 대역의 인식거리에서
HF 대역의 태그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UHF 대역 인식
거리의 음영구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하였고, HF 대
역의 간섭에서도 한국 920 MHz 대역에서 장거리에서(5 
m 이상) 인식을 목표로 실버잉크와 점퍼 구조를 사용하
여 단면 프린팅 기법으로 설계하였다. 

Ⅱ. 본  론 

본 논문에서 설계한 UHF/HF 대역 태그는 카드 크기의
80 mm×50 mm 영역에 UHF와 HF 두 대역에서 동작하는
Dual-band 태그의 안테나를 single side printing 기법으로
설계하였고, EM simulation tool인 CST 프로그램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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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 태그의 모양은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UHF 대
역의 칩과 HF 대역의 칩, 두 가지가 공존하는 형태로서, 
설계 목표는 UHF 태그가 5 m 이상에서 인식이 되고, HF 
태그가 4 cm에서 인식이 되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바깥쪽에 UHF 대역의 태그가 76 mm×44 

mm이고, 안쪽에 HF 대역의 태그의 크기가 42 mm×40 
mm이다. UHF 대역에서 사용된 RFID 칩은 Impinj社의
Monza4QT로, Single mode일 때 칩 임피던스는 11—j143 
Ω이며, 태그 안테나의 동작 주파수 대역은 915～923.5 
MHz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HF 대역에서 사용된 RFID 칩
은 NXP사의 MFOICU10 00칩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본 논문의 이중대역 태그는 전면에 실버잉크 Printing 

기법으로 일반 HF용 태그와 다르게 칩이 부착되는 주변
에 Via를 사용하지 않고 단면 프린트 후에 Jumper를 추가
함으로써 HF 대역용 Loop 안테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림 1에서 UHF 태그는 HF 태그의 주변 가장자리에 위
치하도록 설계하여 기존 UHF 대역의 태그 안테나 음영
구역이 거의 없도록 하였다. 카드 크기의 태그 환경에서
UHF 대역 안테나의 반사계수의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파라미터들을 각각 최적화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2에서는 태그의 크기와 각 파라미터 값들을 보여

준다. HF 태그는 42 mm×40 mm의 크기 안에 회전수가 9
인 코일 형태의 Loop 안테나이다. 코일의 도체 부분의 굵
기는 0.4 mm이고, 선 간격은 0.4 mm이다. UHF 태그의 크
기는 76 mm×44 mm이고, 각 파라미터들의 값은 그림 2에

그림 1. UHF/HF 단면 프린팅 방법으로 설계한 RFID 태
그의 모양

Fig. 1. Shape of UHF/HF tags using a single side printing 
method. 

서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HF 태그 안테나의 설계에 사용된 NXP社

의 MFOICU10 00칩은 입력 Capacitance 값이 14.85～20.13 
pF으로 13.56 MHz에서는 17 pF이다. 그리고 단면 프린팅
구조이므로 HF 태그의 폐루프(closed loop) 양단의 끝을 
연결하기위하여점퍼구조를가진다. 칩팩케이지와 win-
ding capacitance를 고려하여서 목적된 C값은 27 pF이고, 
그림 2와 같이 트랙 두께와간격을 조절하여서 공진 주파
수는  로서 13.56 MHz에 공진이 되도록 설계
하였으므로 공식에 의해서 목표 L값은 4.94 uH이다. 

UHF 대역의 태그는 Monza4QT로, Single mode일 때

칩 임피던스는 11—j143 Ω에 공액정합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다. UHF 태그의 반사계수의 크기는 그림 3과 같이
920 MHz에서 —12 dB 값을 얻었다. 또한, UHF 대역 920 
MHz S12/S21와 HF 대역에서 S12/S21을 확인한 결과 주파

수 차이가 크므로 거의 상호간섭이 없는 것으로 simu-
lation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실버잉크와 같은 두께의

그림 2. 설계한 UHF/HF 태그의 파라미터 값
Fig. 2. Parameter values of UHF/HF band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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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설계한 UHF 태그의 측정된 반사계수의 크기
Fig. 3. Measured value of |S11| for UHF tag antenna.

 
0.5 oz 구리를 thin film 형태의 태이프로 구성한 안테나와
는 성능의 차이가 없음을 simulation을 통해 확인을 하
였다.
설계한 태그 안테나의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는 실수

값과 허수값으로 표현되는데, Zant=Ant_re—j Ant_im이고, 
RFID 칩의 임피던스는 Zchip=Chip_re+j Chip_im이며, 그
림 4와 같이 설계치를 보여준다. 
그림 5에서는 측정된 태그 안테나 인피던스에 의한 반

사계수의 크기를 도시하였다. HF 대역의 태그 공진 주파
수가 13.56 MHz보다 약간 낮은 주파수인 13.3 MHz이고, 
Return loss는 약 —37 dB이며, 인식거리는 5 cm로 측정되
었다. 설계 목적치를 넘는 값으로 만족함을 보였다. 주파
수가 조금 바뀌는 것은 본딩과 생산과정에서의 오류 등

그림 4. 설계한 UHF 태그의 안테나와 chip 임피던스
Fig. 4. Simulated impedance of chip and tag antenna.

그림 5. 설계한 HF 태그의 측정된 반사계수의 크기
Fig. 5. Measured |S11| for HF tag antenna.

 

그림 6. 단면 프린팅 기법으로 제작된 UHF/HF 태그.
Fig. 6. Fabricated UHF/HF dual band tag using single-side 

printing method.
 

으로 인한 약간의 오차이다. 
제작된 태그는 그림 6과같이단면인쇄 프린팅 기법으

로 제작되었으며, 프린팅된 PE film에 잉크가 번짐을 고
려하여서 실버의 농도를 65 % 미만으로 하여 점도를 조
절하며 제작되었다. 제작된 태그는 HF와 UHF의 측정 방
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전도성 Silver Oxalate ink를 프린
팅 했을 때 전기저항은 45 m Ω/□이다. 

UHF 대역의 태그 안테나는 TemCell로 태그의 감도를
측정하여서, 인식거리로 변환한 값이 그림 7과 같이 도출
되었다. 인식거리가 920 MHz에서 약 6 m로 설계 목표치
를 상회하는 값을 얻었다. 설계 이득은 약 1 dB이다. 
인식거리의각도별 패턴은 그림 8과같이 UHF 대역 태

그쪽인 0도에서 약 6 m의 인식거리를 기록하였다. 반대
쪽인 180도에서도 약 6 m의 인식거리를 기록함을 보여주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7, no. 11, Nov. 2016.

976

그림 7. UHF 대역태그의 측정 감도와 인식거리
Fig. 7. UHF measured sensitivity & reading distance.

 

그림 8. UHF 대역 인식거리 패턴(거리: mm)
Fig. 8. UHF reading range pattern(distance: mm).

 
었다. 

Ⅲ. 결  론

논문에서 개발된 이중대역 태그는 UHF와 HF 대역에
서 동시에 사용이 될 수 있는 태그로 single-side printing 
기법으로 설계 제작되었다. 설계한 태그는 카드 크기로서
80 mm×50 mm 영역 안에 설계가 되었고, UHF 태그의 크
기 76 mm×44 mm이고, 그태그안쪽에 HF 대역의 태그가
42 mm×40 mm로 설계되었다. HF 대역은 NXP사의 MFO-

ICU10 00칩을 사용하였고, UHF 대역은 Monza4QT로, 
Single mode로 설계하였으며, 인식거리의 설계 목표치는
HF 대역에서 4 cm와 UHF 대역에서는 5 m이다. 설계치를
기본으로 하여서 단면 프린팅 방법으로 제작하여서 본딩

시 및 프린팅 제작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제작된 태그를 측정한 결과, HF 대역에서는 5 cm의
인식거리와 UHF 대역에서는 약 6 m의 인식거리를 확보
하여 설계목표치를 만족하였다. 그래서 설계된 태그는

UHF 대역에서 물류관리용으로 HF 태그는 UHF 리더기가
없는 개인들이 검수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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