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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및 태그

요약

본 발명은 무선 주파수 수신기(RF receiver) 및 송신기가 내장된 태그(tag)를 사용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dual mode electronic  identification system)을 제공한다.  제 1 모드에서 태그는 식별 데
이타를 심문기(interrogator)에 전송함으로써 심문 신호에 응답한다.

제 2 모드에서 태그는 주기적으로 식별 비이컨 신호(identification becon signal)를 지향성 감지 안테나
(directional sensing antenna)에 전송하고, 지향성 감지 안테나는 태그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상기 식별 
비이컨신호를 사용한다. 태그에 대한 전력은 내부 배터리로부터 공급되거나 혹은 태그 수신 안테나를 통
해 입구 신호로부터 수신되는 전력으로부터 공급된다.  배터리는 태그가 입구 지역(portal area)내에 있
을 때 자동적으로 턴 오프(turn off)될 수 있고 그 태그 유니트(unit)는 태그가 입구 지역으로부터 구내
로 이동되었을 때 배터리 구동 비이컨 모드(battery operated beacon mode)로 전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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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및 태그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식별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사물에 부착되는 태그(a  tag)를 포함하는 전자 식별 시스템(a 
electronic identification system)에 관한 것이다.  태그는, 제 1 모드에서 질의 신호(an interrogation 
signal)에 의해 식별 요청을 받았을 때, 무선 주파수를 통해 고정된 로케이션(locations)과 통신하여, 예
컨대, 입구에서 보안 지역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위해 태그를 식별하며, 제 2 모드에서 비콘(a beacon)으
로서 고정 장비와 통신하여 그 태그의 식별 및 대응 위치 또는 추적을 제공할 수 있다.

고도의 보안 지역내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을 보호하고 추적하는 일은 계속해서 성가신 문제가 되고 있
다.  공항, 정부 시설 및 산업 기지는 액세스 제어를 위해 광지역 보안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흔
히, 이와 같이 액세스 제한이 요망되는 광지역은 작업 지역에 대한 합법적 액세스를 제공하는 인증된 구
성원으로서 다수의 인원을 요구한다.  입구에 다수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스크리닝 장치를 설치한다고 해
도 인적자원이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은 그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한 한가지 해결책으로서 텔레비젼 카메라 및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은 보안 지역내의 비인증된 구성
원과 인증된 구성원을 추적하고 구별하는데 있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자동화 시설의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보안 지역내에서 이동하는 사람 또는 사물을 추적하는데 레이저 및 적외선 신호를 
이용하는 개념을 포함하는 진보된 기술이 다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인증된 사람 또는 사물을 비인증
된 사람 또는 사물로부터 구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인증성의 구별을 위해 광학 수단이 제
안되었으나, 이러한 광학 수단은 조준선(line-of-sight)에 의해 동작 제한된다.  보안 지역내의 사람 또
는 사물을 추적 및 식별하는데 부가하여, 보안 지역내로의 출입을 적절한 신원을 갖는 사람에게로 제한하
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액세스 카드 및 전자식 입구 허가 장치가 공지되어 있으며, 액세스하는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인증성의 초기 식별을 제공할 수 있다.

공항 지역은 현대적 보안을 요하는 전형적인 복합 요구지역이다.  고도 보안을 요하는 활주로 및 수하물 
지역으로의  입구에  사람을  배치하거나  광학  또는  전자  신원  카드  판독기(electronic  identity  card 
readers)를 설치하여, 활주로 및 수하물 지역의 광대한 지역내로 비인증된 사람 또는 사물이 들어가지 못
하게 하는 제 1 방어선(a first line of defense)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단일 방어선은 대개 보안을 
목적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의 보안망(security network)이 제공된다.  적외선, 광 또는 
레이저 주사 시스템들을 이용하여 비행장 및 수하물 지역과 같은 넓은 보안 지역내에서 이동하는 사람들
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지역내에서 인증된 사람들의 활동은 이러한 주사 시스템으
로는 비인증된 사람의 움직임으로부터 구별될 수 없다.  따라서, 몇몇 유형의 입구 보안 시스템을 통해 
넓은 지역으로의 입장이 허가된 후에도 그 지역내에서 인증된 사람과 비인증된 사람을 식별 및 구분할 필
요가 있다.  인증된 사람이 식별될 수 있고 그들의 위치가 확인될 수 있으면, 그 인증된 사람들의 위치 
및 지역은 이동 검출기의 데이터 세트로부터 삭제되고 검출된 나머지 사람들 또는 사물들과 관련하여 적
절할 보안 동작이 취해질 수 있다.

창고 입구로 입장하는 특정 상품들을 식별하고 그 후 저장소 또는 작업 영역과 같은 넓은 지역내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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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위치 및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창고와 같은 상황에서도 신뢰성있는 식별이 또한 요
망된다.

이와 같이 보안 및 상품 식별 응용 모두에서 식별 시스템은 신뢰성있고, 저가이며, 배터리 또는 다른 전
력 공급 장치의 수명이 비교적 길며, 이용에 편리하도록 소형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무선 주파수 수신기 및 그와 연관된 무선 주파수 송신기를 갖는 소형 식별 태그를 이용하는 식
별 시스템을 제공한다.  태그는 입구 및 배지 판독기(badge readers)에서 액세스 제어를 위해 사람 또는 
사물의 식별을 제공하는 2 가지 모드(modes)로 동작하며, 식별 태그의 광지역 모드 허가 위치 추적을 가
능하게 한다.  태그는 실리콘 게이트 CMOS ASIC (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circuit) 및 기억 장
치용 8핀 비휘발성 램 칩(eight pin non-volatile RAM chip)에 기초한다.  비휘발성 램을 사용함으로써 
태그는 입구를 통해 또는 배지 판독기에 의해 액세스 제어에 이용될 때 배터리없이 이용될 수 있게 된다.  
광지역 추적을 위한 제 2 모드로 사용될 때에는, 리튬/망간 이산화물 배터리(lithium/manganese dioxide 
battery)을 제공하여 송신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한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배터리가 제거되었을 때 식
별 및 히스토리 데이터(history data)를 보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액세스 모드에서, 태그는 보안 지역으로의 입장 또는 액세스를 획득하는데 사용된다.  입구에서 이용되는 
질의  신호는  태그내의  수신기를  턴온시켜서  적절한  식별을  위해  태그를  조회(queries)한다.   이 
모드에서, 배터리 공급은 태그로부터의 응답 신호를 전송하는데 이용되지 않는다.  응답 신호는 질의 신
호로부터 수신되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송된다.  태그가 인증되면, 액세스 질의중 응답 신호는 그 태그
를 가진 사람 또는 사물의 입장을 허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내에 기록되어 시스템이 
보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사물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일단 넓은 보안 지역내에서 태그는 질의 신호에 의해 응답하도록 대기되지 않고 내부 배터리 전원으로부
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송하는 무선 주파수 비콘으로서 동작한다.  비콘 신호(beacon signal)는 태그의 신
원을 제공할 수 있고, 방향성 안테나(directional antennas) 및 위치 제어장치(position control)를 통해 
인증된 신원 태그의 특정 위치가 확인될 수 있다.  그 후, 위치 및 신원은 변화되거나 저장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보안 시스템과 연결되어 더욱 완전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몇
몇 응용에서는, 광지역 추적 모드에서 태그와 통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개별 송신기 또는 입구 
질의 송신기를 태그와 통신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광지역 추적 모드에서,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비
콘 신호는 주기적 버스트 전송(periodic burst transmission)인 것이 바람직하다.  태그가 입구를 통해 
넓은 보안 지역을 떠나면, 비콘 신호는 입구의 질의 신호에 의해 턴오프되며, 이 질의 신호는 또한 배터
리 전력을 동작 해제시킨다.  질의 신호는, 태그가 입구 지역에 있을 때 배터리를 사용할 필요없이 태그
에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연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질의 신호는 코딩되어 변환된 신호형태일 수도 
있고, 태그의 식별을 위해 주기적으로 송신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a 도는 입구에서 태그를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 1b 도는 넓은 보안 지역내에서 위치 추적을 위한 비콘으로서 식별 태그를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을 개
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 2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

[본 발명의 몇가지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

본 발명은, 태그가 임의의 주어진 영역으로 들어갈 때 고정된 위치에서 식별이 요구되고, 태그가 훨씬 더 
넓은 가변 지역내에 있을 때 태그의 식별 및 위치가 확인되는 것이 바람직한 다양한 응용에 이용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가지 실시예는 태그가 보안 환경에서 구성원 식별 장치(personnel identification 
device)로서 사용되는 응용예이다.  다른 응용은, 태그가 자동차, 상품 또는 컨테이너에 부착되어 이들이 
임의의 주어진 지역으로 들어갈 때 식별되고 그 후 더 큰 지역내에서 추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 
사용 될 수 있다.

제 1A  도에는, 통상 경계 또는 보안선(security  line)을 통해 광지역으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출입구
(1)가 도시되어 있다.  인증된 사람(3)은 이중 모드 식별 태그(4)를 소지하고 있다.  이 태그는 배지
(badge), 포토 ID(photo ID) 또는 다른 가시적 증명서의 형태일 수 있다.  태그는 제 2 도에서 도시된 바
와같이  무선  주파수  송신기  및  수신기를  내장한다.   입구(1)에  접근함에  따라,  태그(4)는  입구 헤드
(portal head)(2)의 신호 범위내에 놓이게 되며, 이 헤드는 태그(4)에 의해 수신되는 질의 신호를 방출한
다.  태그는 입구 헤드(2)에게 자신을 인증된 태그로서 식별하게 하는 코딩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질의 
신호에 응답한다.  태그(4)로부터 전송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는 입구 헤드(2)에 의해 수신되며, 입구 헤
드(2)는 공지의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인증된 구성원(3)을 승인할 수도 있고, 몇몇 응용예에서는 디스플레
이 또는 데이터 로깅 시스템(data logging system)내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제 1B 도에는 입구를 통해 넓은 보안 지역으로 들어간 이후의 인증된 구성원(3)이 도시되어 있다.  이 모
드에서, 태그(4)는 주기적인 무선 주파수 비콘 신호를 방출하며, 이 신호는 방향성 안테나(5, 6)에 의해 
수신된다.  태그(4)로부터 방출되는 비콘 신호는 부호화된 식별 정보를 제공하며, 이 회전형 주사 안테나
(5, 6)는 수신기(8) 및 디코더(decoder)(9)를 포함하는 위치 제어장치(position control)(7)에게로 식별 
정보 및 각도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이제 디코더는 태그(4)의 신원에 관한 정보와 주사 안테나(5, 6)로
부터 태그의 상대적 위치를 포함하게 된다.  이 정보는 저장되거나 CRT 터미널과 같은 디스플레이(10)상
에 표시될 수 있다.

태그 식별 시스템에서 송신 및 수신용 무선 주파수의 선택은 중요하다.  150kHz와 같은 낮은 무선 주파수
는 입구(1)에서 질의 신호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주파수는 헤드(2)와 같은 입구 위에 설치
된 간단한 페라이트 루프스틱 안테나(ferrite loopstick antennas)에 적합하다.  금속성 문의 전파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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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가 간섭(interfere)할 수도 있고, 따라서, 구성원(3)에게 부착된 태그와의 정렬(alignment)이 보장
될 수  없으므로,  적절히 위상 천이된 한  쌍의 페라이트 루프스틱을 이용하여 보다 균일한 필드 패턴
(field pattern)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되는 필드는 근자계(near magnetic field)일 것인데, 태그내에 
설치된 극소형 페라이트 루프스틱(18)에 의해 그의 에너지 및 파워가 수신될 수 있다.  태그내의 페라이
트 루프스틱(18)은 가끔씩 사용되는 인쇄 회로 코일(printed circuit coils)들에 비해 매우 개선된 효율
을 제공한다.  근자계의 장점은 근자계가 루프스틱으로부터의 거리의 세제곱의 함수로서 감소하며, 이에 
따라 연속하는 복수의 입구들간의 간섭에 대한 가능성(potential)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입구 헤드 송신기(2)로부터의 저주파수 신호는 태그에 대해 효율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전파된다.   통신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9600  보드(baud)로  미분  위상  쉬프트 키잉
(differential phase shift keyed)에 의해 변조될 수 있다.  이러한 변조 방법의 선택은 수정 제어 기준
(crystal  controlled  references)을 필요로 하지 않고 태그내의 정확한 신호 복조 및 비트 디코딩(bit 
decoding)을 제공하도록 행해진다.  저주파수의 질의 신호는 페라이트 루프스틱(18)에 의해 태그(4)에서 
수신된다.  루프스틱(18)은 전력 공급 장치(13)의 일부이며, 이 전력 공급 장치(13)는 또한 비콘 모드에
서 사용되는 리튬/망간 이산화물 배터리와 같은 배터리(19)를 포함한다.  액세스 모드중에, 루프스틱(1
8)은 질의 신호를 수신하여 전력 공급 제어장치(20)에 신호를 제공하며, 전력 공급 장치(20)는 캐패시터
(21)를 충전시키고 배터리(19)를 오프 상태에 놓이도록 제어한다. 

태그(4)는 또한 실리콘 게이트 CMOS ASIC(14)을 포함한다.  ASIC(14)는 제 1 모드에서 루프스틱(18)으로
부터 신호 및 전력을 수신하는 디지털 수신기(digital reveiver)(22)를 포함한다.  액세스 모드중에, 루
프스틱(18)은 송신기를 포함하는 태그내의 모든 장치들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디지털 수신기(22)는 질의 
신호를 처리하며, 직렬 데이터 디코더(serial data decoder)(24)는 질의 신호로부터 신원 정보(identity 
information)를 추출한다.  응답에 대한 요구시에, 디코더(24)는 비휘발성 메모리(15)로부터 그의 신원 
정보를 검색한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128 바이트의 저장공간을 갖는 램 칩(RAM chip)일 수 있다.  이러
한 RAM 칩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ASIC(14)상에서 메모리 인터페이스(memory interface)(25)와 함께 쉽
게 사용될 수 있다.  메모리 칩(15)은 질의 신호 수신시에 메모리 인터페이스(25) 및 직렬 인코더(serial 
encoder)(26)를 통해 전송되는 신원 번호(identity number)로 사전에 프로그램된다.

직렬 데이터 인코더(26)는 메모리 인터페이스(25)로부터 전송될 정보와 직렬 데이터 디코더(24)로부터의 
응답 요구를 수신한다.  인코더(26)는 입구 헤드(2)의 질의 신호로부터의 지시시에, 단극자 안테나(17)를 
지원하는 진폭 쉬프트 키잉 방식 발진기(amplitude shift keyed oscillator)(16)에게 신원 또는 인증 데
이터를 제공한다.  발진기(16) 및 안테나(17)는 UHF 무선 주파수 송신기를 형성한다.  이 송신기는, 예컨
대, 950 MHz의 초고주파수에서 동작한다.  이러한 주파수는 간단한 단일 트랜지스터 발진기 회로 및 대략 
3.1인치(inches)길이의 ¼파장 단극자 안테나에 적합하다.  이들 특징은 구성원 이용을 위해 태그를 패키
징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  안테나(17)로부터의 응답 신호가 입구 헤드(2)에 의해 판독된 후, 태그로부터 
수신된 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

광역 비콘 모드(wide area beacon mode)에서는, 태그(4)로부터의 비콘 신호가 발진기(16) 및 안테나(17)
에  의해 제공된다.   이  모드에서는,  태그가 입구 지역을 떠나 보안 지역으로 들어갈 때 버스트 전송
(burst transmissions)이 선택적으로 턴 온될 수 있다.  반대로, 버스트 전송은 입구를 통해 건물로 들어
갈 때 턴 오프될 수도 있다.  페라이트 루프 스틱(18)은 입구 헤드(2)로부터 방출되는 저주파수 질의 신
호의 범위내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 공급 장치(20)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으며, 전력 공급 장치(20)
는 캐패시터(21)나 배터리(19) 또는 루프스틱(18) 자체로부터의 에너지중 어느 하나, 즉, 가용 전력 소스
로부터 유니트(unit)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이오드 활성화 장치(diode actioning device)로서 기능한
다.  질의 신호로부터의 저장된 에너지가 이용될 수 없을 때, 전력은 배터리(19)로부터 태그(4)상에 위치
한 ASIC(14) 및 다른 장치들에 공급된다.  이러한 모드에서, 에너지가 배터리로부터 공급되고 있을 때 태
그로부터의 비콘 신호는 연속적이지 않지만 전송 버스트내에 포함된다.  송신기는 광지역 비콘 신호 모드
에 대해 낮은 듀티 싸이클(duty cycle), 예컨대, 0.0025의 버스트 모드에서 사용된다.  전형적인 동작은 
초당 5회의 500 마이크로초 데이터  버스트이다.  타이머(timer)(23)는 이 모드에서 인코더(26)에게 발진
기(16)를 키잉시키도록 프롬프팅한다.

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타이머(23)는 복수의 태그가 동시에 전송하고 신호가 서로 간섭할 확률을 감소
시킨 임의 타이머 장치(random timer device)이다.  타이머(23)는 사전결정된 한계치 사이에서 임의 주파
수 출력을 가질 수 있다.  이들 한계치는 시스템내의 태그의 수 및 비콘 신호를 인식하여 식별하는데 필
요한 시간에 따라 몇분의 1초로부터 수 시간(several hours)까지 변할 수 있다.  비콘 또는 추적 모드에 
있을 때 태그(4)로부터의 전송 버스트는 코드 버스트(code bursts)를 인식할 수 있는 주사 안테나(5, 6)
에 의해 감지된다.  제어장치(7)는 이때 태그의 각도 위치를 자동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안테나(5, 6)와 
연관하여 사용되는 스테핑 모터(stepping motors)는 최대 필드 강도(maximum field strength)를 찾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초당 1회전의 안테나 회전 주사 속도(antenna rotation scanrates)를 이용하면, 1회 
전송당 최고 10개의 버스트를 검출할 수 있으며, 따라서, 태그 비콘 신호를 신속히 위치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연속적 주사 안테나로부터의 각도 위치의 조합이용(coordination)은 태그의 위치와 함께 그 태그
에 관련된 식별 데이터를 제공한다.   950 MHz에서 주사 안테나는 매우 작을 수 있으며, 7요소 야기 안테
나(seven element Yagi's)는 대략 12인치로서, 각 요소의 길이는 대략 6이다.

태그(4)는 입구 및 배지 판독기에서 광지역 위치 비콘 모드(wide area position beacon mode) 및 신원 액
세스  질의  모드(identity  access  interrogation  mode)에  대해  동일한  UHF  버스트  전송을  사용한다.   
통상, 태그내의 비콘 송신기는 비보안 지역의 입구 영역에 있을 때는 턴 오프된다.  비콘 송신기는 대개 
입구에서 질의 신호에 응답하여 턴 온되며, 그 후 루프스틱 안테나(18) 회로에 의해 전력 공급된다.  태
그가 입구의 필드를 떠나면, 루프스틱(18) 전력은 감소되고 태그(4)는 배터리(19)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
으며, 자동으로 비콘 모드에 놓이게 되고 타이머(23)에 의해 키잉 방식의 발진기(16) 및 안테나(17)를 통
한 식별 데이터 전송이 초기화된다.  전력 공급 소스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자동 천이는 전력 공급 관리
면에서 태그 설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500 mAh 리튬 전지(lithium cell)를 이용할 경우, 1 내지 3년의 
배터리 수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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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액세스 식별 수단으로서 그리고 광지역 위치확인 및 식별 비콘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단일의 
장치를 제공한다.  모드의 천이와 동시에 제각기의 모드 동작을 위한 제각기의 전력 소스로의 천이가 이
루어진다.  일실시예에서, 입구 헤드(2)에 의해 방출되는 질의 신호는 연속적인 RF 신호로 코딩되며, 연
속적인 RF 신호의 존재시 배터리는 턴 오프된다.

태그가 재고 추적 장치(an inventory tracking device)로서 이용되는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 비콘의 활
성화는 타이머에 제어된다.  태그의 비콘 지연 타이머가 임의의 주어진 기간으로 설정되면, 타이머는 그 
기간의 만료시 비콘 동작을 개시하게 된다.  타이머가 그의 사전설정치(preset)에 도달하면, 태그(4)는 
발진기(16) 및 안테나(17)를 통해 자신을 식별시키는 비콘 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앞서의 실시예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비콘 모드에서 이러한 신호는 배터리(19)에 의해 전력공급된다.  본 실시예에서 타이머
(23)는 임의 출력 및 사전선택된 출력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사전선택된 기간이 만료되고 태그가 루프스
틱 안테나(18)로의 신호를 통해 조회(inquiry)를 요구받지 않았으면, 직렬 데이터 인코더(26)는 임의의 
바람직한 데이터 전송을 발진기(16)로 전송한다.  이 모드는 유통 기한을 갖거나 노후화될 수 있는 상품
에 태그를 연관시키는 창고 환경에서 특히 유리하며, 이러한 창고 시스템에서는 바람직한 최대 체재 시간
에 대응하도록 사전설정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그 및 태그가 부착된 상품이 입구로 이동
되지 않았으나 질의 신호를 통해 상기한 사전설정된 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에 대해 조회된 경우, 타이머
(23)의 비콘 지연 타이머는 비콘 동작을 인에이블시켜서 그 상품의 현황 및 신원을 알린다.  이러한 비콘 
모드 신호를 감시함으로써, 창고 시스템내에서 노후화 되거나 유통기한 경과된 품목(articles)이 즉각적
으로 식별될 수 있다.  또한, 비콘 신호는 통상 추적가능하게 위치되므로, 이러한 창고 시스템내에서 신
선하지 않은(stale)  항목의 신원 및 특정의 위치가 쉽게 자기식별(self-identified)될 수있다.  타이머
(23)는 전송 버스트들간에 소정의 기간을 설정하는 비콘 간격 타이머와 비콘 신호를 개시 또는 초기화시
키는 기간을 설정하는 지연 타이머를 포함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어 도시 되었지만,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이 가능할 것임은 당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a dual mode electronic identification system)에 있어서, 무선 주파수(an 
radio frequency:RF) 질의 신호(an interrogation signal)를 제공하는 액세스 송신기 수단과, 부호화된 
식별 데이터를 포함하는 RF 태그 신호에 응답하는 액세스 수신기 수단과, 적어도 하나의 전자 식별 태그
로서, 그에게 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공급 수단과, 상기 태그와 연관된 식별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수
단과, 상기 공급 수단에 의해 전력공급을 받아서 질의 신호를 처리하는 RF 수신기 수단과, 상기 RF 수신
기 수단에 의한 인코딩된 요구를 갖는 질의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수단에 저장된 식별 데
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수신기에 의해 질의 신호가 수신되지 않은 때에 상기 메모리 수단에 저장된, 인코
딩된 식별 데이터를 갖는 비콘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RF 송신기 수단을 구비하는 상기 태그와, 상
기 비콘 신호를 검출하여, 상기 비콘 신호의 상대적 값들로부터 상기 태그의 위치를 판정하고, 상기 비콘 
신호로부터 상기 식별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비콘 신호 처리 수단(beacon signal processing means)을 포
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콘 신호 처리 수단은 적어도 두 개의 방향성 감지 안테나를 포함하는 이중 모
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콘 신호 처리 수단에 의한 정보 프로세스들(information  processes)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식별 태그의 위치 및 식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콘 신호 처리 수단은 상기 비콘 신호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다른 데이터와 비교
하여, 식별되는 비콘 신호들로부터의 위치 정보에 대응하지 않는, 상기 다른 정보로부터의 위치 정보만을 
디스플레이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접근 송신기는 신호를 연속적으로 전파하며, 상기 신호상에, 상기 태그에
게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인코딩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콘 신호 처리 수단은 그에 의해 인식되는 상기 태그들에게로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수단을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 수단은 전기적 축적 배터리(electrical storage battery)로부터 전력을 공
급하는 제 1 전력 공급 수단과,  RF 신호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제 2 전력 공급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이
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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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력 공급 수단은 상기 RF 신호를 전류 소스로 유도적으로 변환시키는 센서
(sensor)를 더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상기 수신기 수단에 또한 접속되며, 상기 RF 신호는 상기 질의 신호인 이
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임의의 주어진 RF 신호가 존재할 때 상기 제 2 전력 공급 수단을 이용하고, 상기 RF 
신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상기 제 1 전력 공급 수단을 사용하는 전력 공급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RF 신호는 상기 질의 신호인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력 공급 수단은 상기 질의 신호를 전류 소스로 유도적으로 변환시키는 
센서를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주기적인 전송은 사전결정된 한계치들(predetermined limits) 사이에서 임의의 
시간 지연으로 소정의 출력을 갖는 타이머(a timer)에 의해 제어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기적 전송은 타이머에 의해 제어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기적 전송은 사전결정된 한계치들 사이에서 임의의 시간 지연으로 소정의 출력
을 갖는 타이머에 의해 제어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16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a dual mode electronic identification tag)에 있어서, 상기 태그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 수단과, 상기 태그와 연관된 식별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과, 상기 전력 공급 
수단에 의해 전력공급을 받아서 질의 신호를 처리하는 RF 수신기 수단과, 상기 수신기 수단에 의한 인코
딩된 요구 데이터를 갖는 질의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수단내에 저장된 식별 데이터를 전
송하고, 상기 수신기에 의해 질의 신호가 수신되지 않을 때 상기 메모리 수단내에 저장된 인코딩된 식별 
데이터를 갖는 비콘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RF 송신기 수단을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공급 수단은 전기적 축적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제 1 전력 공급 
수단과, RF 신호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제 2 전력 공급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력 공급 수단은 상기 RF 신호를 전력 소스로 유도적으로 변환시키는 센
서를 더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페라이트 루프스틱(a ferrite loopstick)인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상기 수신기 수단에 또한 접속되고, 상기 RF 신호는 상기 질의 신호인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임의의 주어진 RF 신호가 존재할 때 상기 제 2 전력 공급 수단을 이용하고 상기 RF 
신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상기 제 1 전력 공급 수단을 이용하는 전력 공급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RF 신호는 상기 질의 신호인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력 공급 수단은 상기 질의 신호를 전력 소스로 유도적으로 변환시키는 
센서를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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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는 상기 질의 신호내에 디지털 방식으로 인코딩되며, 상기 수신기 수단은 
디지털 신호 수신기(digital signal receiver)인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 수단은 UHF 발진기를 포함하며, 상기 식별 데이터는 상기 발진기의 진폭 
쉬프트 키잉 방식(amplitude-shift-keying)에 의해 변조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26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주기적인 전송은 사전결정된 한계치들 사이에서 임의의 시간 지연으로 소정의 
출력을 갖는 간격 타이머(interral timer)에 의해 제어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는 상기 질의 신호내에 디지털 방식으로 암호화되며, 상기 수신기 수단은 
디지털 신호 수신기인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 수단은 UHF 발진기를 포함하고, 상기 식별 데이터는 상기 발진기의 진폭 
쉬프트 키잉 방식에 의해 변조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2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비콘 신호 주기적 전송의 개시는 지연 타이머에 의해 제어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30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주기적인 전송은 사전결정된 한계치들 사이에서 임의의 시간 지연으로 소정의 
출력을 갖는 간격 타이머에 의해 제어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비콘 신호 주기적 전송의 개시는 지연 타이머에 의해 제어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32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는 상기 질의 신호내에 디지털 방식으로 인코딩되며, 상기 수신기 수단은 
디지털 신호 수신기인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33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 수단은 UHF 발진기를 포함하며, 상기 식별 데이터는 상기 발진기의 진폭 
쉬프트 키잉 방식에 의해 변조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3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콘 신호는 소정의 시간 지연 후에 개시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35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비콘 신호는 소정의 시간 지연 후에 개시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36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에 있어서, 상기 태그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 수단과, 상기 태그와 연관
된 식별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과, 상기 전력 공급 수단에 의해 전력공급을 받아서 질의 신호를 
처리하는 RF 수신기 수단과, 상기 수신기 수단에 의한 인코딩된 요구를 갖는 질의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
여 상기 메모리 수단내에 저장된 식별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메모리 수단내에 저장된 인코딩된 식별 
데이터를 갖는 비콘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RF 송신기 수단 상기 비콘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시간 주기를 사전선택하며, 상기 질의 신호가 수신된 후 사전결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상기 비
콘 신호의 전송을 허용하는 타이머 수단을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37 

상기 타이머 수단은 상기 수신기 수단에 의해 질의 신호가 수신된 때로부터 상기 사전선택된 시간 주기의 
타이밍(timing)을 개시시키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수단은 인코딩된 요구를 갖는 상기 질의 신호가 수신된 때로부터 상기 
사전선택된 시간 주기를 개시시키는 것을 더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39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수단은 상기 질의 신호가 종료된 때로부터 상기 사전선택된 시간 주기를 
개시시키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9-7

1019930701348



청구항 40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비콘 신호의 주기적 전송을 개시시키기 위한 지연 타이머를 더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41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수단은 인코딩된 요구를 갖는 상기 질의 신호가 종료된 때로부터 상기 
사전선택된 시간 주기를 개시시키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태그.

청구항 42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에 있어서, RF 질의 신호를 제공하는 액세스 송신기 수단과, 인코딩된 식별 
데이터를 갖는 RF 태그 신호에 응답하는 액세스 수신기 수단과, 적어도 하나의 전자 식별 태그로서, 상기 
태그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 수단과, 상기 태그와 연관된 식별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과, 
상기 전력 공급 수단에 의해 전력공급을 받아서 질의 신호를 처리하는 RF 수신기 수단과, 상기 수신기 수
단에 의한 인코딩된 요구를 갖는 질의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수단에 저장된 식별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메모리 수단에 저장된 인코딩된 식별 데이터를 갖는 비콘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RF 
송신기 수단과, 상기 비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시간 주기를 사전선택하며 상기 질의 신호가 수신된후 
사전결정된 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상기 비콘 신호의 전송을 허용하는 타이머 수단과, 상기 비콘 신호를 
검출하여 상기 비콘 신호의 상대적 값들로부터 상기 태그의 위치를 판정하고 상기 비콘 신호로부터 상기 
식별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비콘 신호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태그를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수단은 상기 수신기 수단에 의해 상기 질의 신호가 수신된 때로부터 상
기 사전선택된 시간 주기의 타이밍을 개시시키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수단은 인코딩된 요구를 갖는 상기 질의 신호가 수신된 때로부터 상기 
사전선택된 시간 주기를 개시시키는 것을 더 포함하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45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수단은 상기 질의 신호가 종료된 때로부터 상기 사전선택된 시간 주기를 
개시시키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수단은 인코딩된 요구를 갖는 상기 질의 신호가 종료된 때로부터 상기 
사전선택된 시간 주기를 개시시키는 이중 모드 전자 식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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