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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없음

(54) 무선 주파수 감지 및 식별 시스템

요약

    
물품의 존재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개시된다. 본 시스템은 소정의 1차 주파수에서 제 1전자기 신호를 방사하는 송신기와 
물품에 보안조치된 공진 태그를 포함한다. 공진 태그는 제 1전자기 신호를 받아 응답으로 제 2전자기 신호를 생산한다. 
제 2전자기 신호는 1차 주파수 및 1차 주파수와 다른 소정의 2차 주파수의 성분을 갖는다. 시스템은 또한 제 2주파수
를 수신하는 수신기 및 수신기의 출력에 연결된 컴퓨터를 포함한다. 컴퓨터는 수신된 제 2전자기 신호를 처리하며, 제 
2전자기 신호에서 2차 주파수가 감지될 때 출력 신호를 생산한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태그, 감지, 식별, 무선 주파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주파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공진 태그를 감지하고 태그에 저장된 정보
를 확인하기 위한 무선주파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소매점 및/ 또는 도서관과 같은 다른 시설물에서 물품이나 상품이 도난 또는 절취되는 것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무
선주파수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보안 시스템은 통상 전자물품보안(EAS: Electronic Art
icle Security)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호될 품목과 관련된 태그(tag)를 사용한다. 태그는 사용되는 EAS 시스템
의 특정 형태, 품목의 형태 및 크기, 품목의 포장 등에 따라 여러 다른 크기, 모양 및 형상을 지닐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EAS시스템을 사용하여 보호될 품목이 감시 보안 지역 또는 지대를 통과하거나 근처를 지날 때 태그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감시 보호지역은 소매점이나 다른 시설물의 출구나 입구 또는 그 근처에 위치한다.
    

    
널리 보급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전자물품보안 시스템의 하나는 공진 회로를 포함하는 태그를 사용하며, 이 태그는 
규정된 특성을 갖는 전자기장에 의해 응답지령신호를 받으면 소정의 단일 감지 주파수에서 공진한다. 공진 태그가 부착
된 품목이 감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감시 지역을 통과할 때, 태그는 보안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전자기장에 노출된다. 
전자기장에 노출되자마자, 전류가 태그에 유도되어 전자기장을 생성하며, 이 전자기장은 감시 지역 내에서 생성된 전자
기장을 변화시킨다. 태그에 유도된 전류의 크기와 위상은 태그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근접도, 인가된 전자기장의 주파
수, 태그의 공진주파수 및 태그의 Q지수의 함수이다. 보안 시스템은 공진 태그의 존재로 인해 감시 지역 내에서 생성된 
전자기장의 결과적인 변화를 감지한다. 그 후, EAS시스템은 감지된 신호의 서명(signature)에 관한 어떤 소정의 선택 
기준을 적용하여 감시 지역 내에서의 전자기장 변화가 태그의 존재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또는 어떤 다른 출처로부터 기
인한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보안 시스템이 전자기장의 변화가 공진 태그의 존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결정하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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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보안조치 또는 다른 직원에게 위험을 경고하도록 경보를 작동한다.
    

    
전술한 형태의 전자 물품 보안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으로 동작하지만, 오작동 경보와 관련하여 성능이 제한되는 면이 
있다. 오작동 경보는 감시지역 내에서 생성된 전자기장이 방해받거나 공진 태그 및 보안 시스템 이외의 출처에 의해 변
하고, 소정의 감지 기준을 적용시 실질적으로 공진 태그가 존재하지 않지만 감시 지역 내에 공진 태그가 존재하는 것으
로 결론지어 경보를 작동하는 때에 발생한다. 수년간에 걸쳐, 그러한 EAS시스템은 공진 태그 식별을 위해 복수의 선택 
기준을 적용하고, 의심스런 공진 태그 신호에 적용되는 선택 기준에서 통계적 테스트를 적용하여 매우 정교해졌다. 그
러나, 오작동 경보의 수는 여전히 몇몇 분야에서 상당히 높다. 따라서, 전자물품 시스템이 감시 지역 내에서 공진 태그
의 존재로 기인한 신호와 다른 출처로 기인한 유사 내지 관련신호를 구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진 태그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 물품보안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진 태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EAS 시스템에 추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은 응답지령신호에 응답하는 태그에 응답지령신호의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 또는 하나 이상의 주파수의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성질을 갖는 단일 태그들은 트랜지스터 
또는 비선형 소자와 같은 능동소자와, 정류기 또는 다이오드와 같은 소자를 포함해야 했는데, 이들 소자로 인해서 공진 
태그를 제작하기에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태그를 평면 수동소자로서 만들 수 없었다.

    
EAS 시스템에 추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방법은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공진 태그를 가지는 것이며, 각 공진 태그는 
다른 공진 주파수를 가지고 보호될 물품에 대해 보안 조치된다. 예를 들면, 두 번째 태그의 공진 주파수는 첫 번째 태그
의 공진 주파수로부터 정해진 양만큼 차감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공진 태그 신호의 특성을 갖는 소정의 분리된 특
정 주파수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신호를 동시에 감지하여, 감시 지역 내에서 다수의 공진 태그의 존재를 지시할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어떤 다른 출처가 소정의 주파수 각각에 대하여 복수의 신호 각각을 동시에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다른 주파수에서 공진하는 복수의 태그를 물품 각각에 대하여 사용하는 개념은, 각각의 공진 주파수가 예측 못한 방법
으로 변경되어 태그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태그를 물리적으로 상당한 거리를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진 태그를 상호간에 상당한 거리를 두어 배치하는 것은 아무리 잘 하더라도 태그를 
분리시켜 배치하는 작업을 요하고 그로 인하여 공진 태그를 적용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더구나, 몇몇 
물품은 충분히 크지 않아 둘 또는 그이상의 태그를 상호작용이 배제될 만큼 충분히 분리시키기 곤란하다. 태그를 상당
한 거리만큼 분리시키면 방향에 영향을 주어, 태그로부터의 신호 강도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태그의 감지 가능성을 제
한한다.
    

    
일반적으로 무선주파수 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으로 알려진 무선주파수 시스템은 공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이나 그러한 물품의 목적지를 식별하기 위한 공진 태그로써 동작한다. 물품 식별을 위해 공진 회로 
태그를 사용하면, 방해먼지와 같은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태그가 태그감지 시스템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광 바코딩(bar coding)에 비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RFI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진 태그는 인쇄되거나 식각
(etch)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부착된 공진 회로 패턴을 활성화(또는 비활성화)함으로써 물품에 관한 정보를 저장
한다. 전형적으로, 다수의 동조 회로 감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각각의 공진 회로에 공진회로 주파수를 갖는 신호로써 
응답요청하여, 감지될 각 동조회로로부터 재방사되는 에너지를 기다린다. 태그에 대해 각각의 다른 주파수의 응답요청
신호를 연속적으로 보내면 시스템은 물품이 취급되는 속도가 제한되어 느리게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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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복수의 공진 회로를 사용하며, 각각의 공진 회로는 수신용 공진 회로와 전자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수신 주
파수의 펄스에 의해 응답요청을 받는 즉시, 태그는 공진 회로의 공진 주파수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을 갖는, 감지 가능
한 전자기 신호를 방사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분리된 태그를 사용할 필요 없이 EAS 적용분
야에서 오작동 경보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RFID 적용분야에서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요약하면, 본 발명은 소정의 1차 주파수에서 제 1전자기 신호를 방사하는 송신기; 상기 제 1전자기 신호를 수신하여 응
답으로 제 2전자기 신호를 생산하는, 물품에 보안조치된 공진 태그;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및 상기 
수신기의 출력에 연결된 컴퓨터를 포함하며,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는 상기 1차 주파수 및 상기 1차 주파수와 다른 소정
의 2차 주파수의 신호이며, 상기 컴퓨터는 상기 수신된 제 2전자기 신호를 처리하고 상기 2차 주파수가 상기 제 2전자
기 신호에서 감지될 때 출력신호를 생산하는 물품 존재 감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은 또한 다른 공진 주파수를 갖는 복수의 공진 회로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무선 주파수 시스템
에 있어서, 소정의 1차 주파수에서 제 1전자기 신호를 방사하는 송신기; 상기 복수의 공진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전자기 신호를 수신하여 응답으로 제 2전자기 신호를 생산하는 공진 태그;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및 상기 수신기의 출력에 연결되는 컴퓨터를 포함하며, 상기 공진 회로 각각은 다른 공진 주파수 중의 한 주파수에서 공
진하고,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는 복수의 2차 주파수를 포함하며, 2차 주파수 각각은 상기 복수의 공진 회로의 공진 주
파수 중의 하나에 대응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수신된 제 2전자기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복수의 2차 주파수의 존재를 
감지하고 상기 정보에 해당하는 출력 신호를 생산하는 복수의 공진회로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무선 주
파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은 또한 물품에 공진 태그를 보안조치하는 단계; 소정의 1차 주파수에서 제 1전자기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제 
2전자기 신호가 상기 1차 주파수 및 상기 1차 주파수와 다른 소정의 2차 주파수의 신호일 때, 상기 제 1전자기 신호를 
수신하는 상기 공진 태그의 응답으로 상기 제 2 전자기 신호를 생산하는 단계;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 및 상기 수신된 제2 전자기 신호를 처리하고 상기 2차 주파수가 상기 제 2전자기 신호에서 감지될 때 출력신호를 생
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물품 존재 감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은 또한 다른 공진 주파수를 갖는 복수의 공진 회로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
의 공진회로를 포함하는 태그를 제공하는 단계; 소정의 1차 주파수에서 제 1전자기 신호를 방사하는 단계; 제 2전자기 
신호는 복수의 2차 주파수를 포함하고 2차 주파수 각각은 상기 복수의 공진 회로의 공진 주파수 중의 하나에 대응할 때, 
상기 제 1전자기 신호를 수신하여 응답으로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를 생산하는 단계;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제 2전자기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복수의 2차 주파수의 존재를 감지하고 상기 정보에 해당하는 
출력 신호를 생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수의 공진회로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설명될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체적인 설명 및 전술한 요약을 살펴보면 보다 
잘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을 도시하기 위하여, 현재로서 바람직한 실시예의 도면이 제시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제시된 
구체적인 배열과 수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감지 및 식별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럭도;

 - 4 -



공개특허 특2003-0007587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중 주파수 공진 태그의 개략적인 전기회로도;

도 3은 도 2의 개략적인 전기회로도와 동등한 전기회로를 갖는 이중 주파수 공진 태그의 상측도;

도 4는 도 2의 회로의 원형(prototype)에 대한 시간 영역 응답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도 2의 회로의 원형에 대한 주파수 영역 응답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도 1의 무선 주파수 시스템의 응답요청과 응답특성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물품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한 무선 주파수 시스템의 동작 흐름도;

도 8은 복수의 공진회로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한 무선 주파수 시스템의 동작 흐름도이다.

    실시예

    
도면을 참조할 때 동일한 참조 번호는 모든 도면에 걸쳐 해당 요소들에 적용되며, 특정 전자기 특성을 갖는 태그가 부착
된 물품의 감지 및/또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RF 시스템(10)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
록도가 도 1에 제시된다. 바람직하게는, RF 시스템(10)은 펄스리슨(pulse-listen) 형태이며, 무선 주파수(RF) 전자
기 에너지의 펄스는 소정의 펄스 폭, 펄스 속도 및 반송자 주파수를 가지고 감지 및 식별 지역으로 방사된다. 감지 및 
식별 지역으로 각각의 펄스가 방사되는 것을 따라, RF 시스템(10)은 지역 내의 전자기장을 탐침하여 특정 전자기 특성
을 갖는 태그가 감지 및 식별 지역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바람직하게는, RF 시스템(10)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정의 1차 주파수의 제 1 전자기 신호를 방사하기 위한 송신기
(12)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송신기(12)는 펄스 지속시간이 약 5ms이고 반송자 주파수가 13.5MHz 범위인 펄스 
진폭 변조된 신호를 생산하는 종래 형태의 푸시풀 (push-pull) D급 RF 증폭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기술분야의 당업
자라면, 송신기(12)의 출력 신호의 반송자 주파수가 13.5MHz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심사숙고하면, 송
신기가 1.5MHz에서 7000MHz까지의 반송자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것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범위에 속한다는 것
을 알 것이다. 또한, 펄스 진폭 변조된 신호의 펄스폭은 5ms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송신기(12)
의 펄스폭이 RF 시스템(10)에 사용되는 특정 태그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선택되며, 그러한 디자인 선택은 본 발명의 기
술적 사상과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또한 주파수 합성기(52)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주파수 합성기는 참조문헌으로 전체가 첨부된 
미국 출원 번호 제 09/315,452호, 미국 특허 번호 제 6,232,878호인 " Resonant Circuit Detection and Measurem
ent System Employing a Numerically Controlled Oscillator" 에서 설명된 디지털 주파수 합성기와 유사한 디지털 
합성기이다. 주파수 합성기(52)는 제 1출력신호를 제공하여 송신기(12)를 1차 주파수에서 구동한다. 주파수 합성기(
52)는 또한 제 2 출력신호를 제공하여 수퍼헤테로다인(superheterodyne) 수신기(14)의 일부인 통상의 믹서(mixer)
(40)를 구동한다. 주파수 합성기(52)의 제 2 출력신호의 주파수는 이하에서 설명될 바와 같이, RF 시스템(10)의 선
택된 동작 모드에 따라 1차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1차 주파수와 다를 수도 있다(즉, 2차 주파수).
    

RF 시스템(10)은 또한 송신기(12)로부터 제 1전자기 신호를 수신하고 제 1전자기 신호 수신에 대한 응답으로 제 2전
자기 신호를 생산하는 이중 공진 태그(20)를 포함한다. 제 2전자기 신호는 제 1전자기 신호의 1차 주파수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과, 1차 주파수와 다른 소정의 2차 주파수에 해당하는 제 2주파수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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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른 이중 주파수 태그(20)의 개략적인 전기회로도가 제시된다. 이중 주파
수 태그(20)는 네 개의 구성요소를 가지는데, 제 1유도성 요소 즉 인덕턴스 Lp, 제 2유도성 요소 즉 인덕턴스 Ls, 제 
1용량성 요소 즉 커패시턴스 Cp 및 제 2용량성 요소 즉 커패시턴스 Cs를 포함한다. 전술한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1차 
주파수에서 공진하는 제 1공진회로와 2차 주파수에서 공진하는 제 2공진회로를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제 1, 제2공진
회로는 전자기적으로 결합된다. 추가의 유도성 및/또는 용량성 요소 또는 구성요소는 도 2에서 점선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필요하면 부가될 수 있고, 구성요소 Lk, Ln 및 Ck,Cn은 제 1자기회로와 전자기적으로 결합되어 추가의 공진회로
를 형성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2인덕턴스 Ls는 제 2커패시턴스 Cs와 직렬 연결된다. 제 1커패시턴스 Cp는 
제 1인덕턴스 Lp와 병렬 연결된다. 그 후 직렬 회로망(Ls 및 Cs)은 병렬 회로망(Lp 및 Cp)에 가로질러 연결된다. 바
람직하게는, 인덕터 Lp 및 Ls는 상호간에 결합 계수 K로써 자기적으로 결합된다. 그러나, 제 1공진회로와 제 2공진회
로의 결합은 또한 용량성 또는 저항성 결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인덕턴스 Lp, Ls, 커패시턴스 Cp, Cs와 결합계수 
K의 값은 도 2에 구성된 바와 같이, 이중 주파수 태그(20)가 제 1공진 주파수와 제 2공진 주파수에서 동시에 공진하도
록 선택된다.
    

    
바람직하게는, 제 1공진회로의 공진주파수는 국제 전기 통신 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에서 할당한 산업, 과학, 의학용(ISM) 주파수 대역에 놓인다. 현재의 ISM 할당 대역은 13, 27, 430-460, 902-916 
및 2350-2450MHz 주파수대역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제 2공진회로의 공진 주파수는 EAS 시스템에 할당된 주파
수 대역 내에 놓이며 현재 약 1.95, 3.25, 4.75 및 8.2MHz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 1공진회로의 공진 주
파수는 약 13.56MHz이고 제 2공진회로의 공진 주파수는 약 8.2MHz이다. 이중 주파수 태그(20)의 주파수 요구조건
을 만족시키는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의 값을 선택하는 방법은 해당분야의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본 발명의 완
전한 이해를 위하여 여기서 설명될 필요가 없다. 커패시턴스는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인덕턴스 내에서 집중(lu
mped) 또는 분포(distributed)될 수 있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전기 회로에 따른 이중 주파수 태그(20)의 상측도이다. 이중 주파수 태그(20)는 제 1의 주요 표
면 즉, 측면(24) 및 맞은편의 제 2의 주요 표면 즉, 측면(26)을 가지는 실질적으로 평면인 절연 기판(22)으로 이루어
진다. 기판(22)은 절연성을 갖고 비교적 얇으며 절연체로서 사용될 수만 있으면 어떠한 고체 물질이나 복합 구조 또는 
다른 물질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기판(22)은 절연 물질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polyethylene)과 
같은 중합(polymeric) 물질로 형성된다. 그러나, 해당분야의 당업자라면 다른 절연 물질이 기판(22)을 형성하는데 선
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22)는 투명하다. 그러나, 투명성은 기판(
22)의 요구특성이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태그(20)의 회로 구성요소는 기판(22)의 양 주요 표면 즉, 측면(24,26)에 전도성 물질을 패터닝(p
atterning)하여 형성된다. 즉, 제 1전도성 패턴(28)은 도 3의 보다 밝은 색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기판(22)의 제 1측
면(24)에 형성되며 도 3에서 태그(20)의 바닥 즉 뒷면에 임의로 도시되어 있다. 제 2 전도성 패턴(60)은 도 3의 어두
운 색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기판(22)의 제 2측면(26)에 형성된다. 전도성 패턴(28, 60)은 전기적으로 전도성인 공지 
형태의 물질로써 전자 물품 감시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방법으로 기판 표면(24,26)에 각각 형성된다. 바
람직하게는, 전도성 물질은 감법 공정(subtractive process) 즉, 식각공정에 의해 패터닝되며, 식각공정은 통상 식각
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잉크를 도포하여 원하는 물질을 보호한 후 원하지 않는 물질은 화학적 파괴작용에 의해 제거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전도성 물질은 알루미늄이다. 그러나, 다른 전도성 물질 예를 들면, 금, 니켈, 구리, 청동, 황동, 
고밀도 흑연, 은이 채워진 에폭시 등이 태그(20)의 성질이나 동작을 변화시키지 않고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다. 유사
하게, 기판(22)에 전도성 패턴(28,60)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이 커팅(dye cutting)과 같은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
다. 태그(20)는 참조문헌으로 첨부된 미국 특허 제 3.913,219호, " Planar Circuit Fabrication Process" 에서 설명
된 형태의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제조 공정이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 6 -



공개특허 특2003-0007587

 
    
전술한 바와 같이, 제 1전도성 패턴(28)과 제 2전도성 패턴(60)이 전술한 공진회로를 함께 형성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시예에서, 양 인덕턴스 즉, 용량성 요소 Lp 및 Ls는 각각 전도성 코일(62,64)의 형태로 제공되며, 제 1전
도성 패턴(28)의 일부이다. 따라서, 양 인덕턴스 Lp 및 Ls는 기판(22)의 제 1측면(24)에 위치한다. 바람직하게는, 두
개의 전도성 코일(62,64)이 도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감겨져서 상호간의 특정 양만큼 유도성 결합을 제공한
다. 게다가, 각각의 용량성 요소 즉, 커패시턴스 Cp, Cs의 제 1평판(66,68)이 기판(22)의 제 1측면(24)에 제 1전도
성 패턴(28)의 부분으로서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용량성 요소 즉, 커패시턴스 Cp, Cs의 제 2평판(70,72)이 
기판(22)의 제 2측면(26)에 제 2전도성 패턴(60)의 부분으로서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이 기
판(22)을 통하여 뻗어있어 제 1전도성 패턴(28)을 제 2전도성 패턴(60)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며, 이로 인해 연속적으
로 기판(22)의 양쪽 면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전하 레벨로 유지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제 1전도성 패턴(28)은 제 1
인덕턴스 Lp를 형성하는 코일 부분(62)의 최내측단에 일반적으로 사각형인 영역(74)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일반적
으로 사각형인 영역(78)이 제 2전도성 패턴(60)의 부분으로서 형성되며, 제 1커패시턴스 Cp의 제 2평판(70)을 형성
하는 제 2전도성 패턴(60) 일부에 전도성 빔(80)을 통해 연결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도성 영역(74,78)은 
상호간에 정합되어있다.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이 제 1전도성 패턴(28)의 전도성 영역(74)과 제 2전도성 패턴(60)의 
전도성 영역(78)간에 뻗어있는 (도시되지 않은) 연결선을 통하여 용접에 의해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영역(74,7
8)간의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은 EAS분야에서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방식으로 용접에 의해 형성된다.
    

    
도 4는 이중 주파수 태그(20)가 5ms의 펄스폭과 13.56MHz의 반송자 주파수를 갖는 펄스형태의 전자기장에 의해 방
사될 때 바람직한 실시예의 원형(prototype)에 대한 과도응답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원형은 13.56MHz와 8.2MHz에
서 동시에 공진하도록 설계되었다. 원형 태그는 1인치 구리 테잎으로 구현된 직사각형 루프 안테나의 중앙에 놓여졌고, 
무선 주파수를 안테나에 적용해서 방사되었다.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에 연결된 프로브(probe)를 사용하여 송신
된 신호가 스위치 오프되었을 때 원형 태그의 근처에서 잔여 전자기장을 측정하였다. 도 4는 시간영역의 링다운(ring-
down) 신호에서 적어도 두개의 주파수 성분이 존재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음으로 도 4에 도시된 시간영역 신호
는 FFT(Fast Fourier Transform)로 신호 데이터를 조작함으로써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되었다. 도 4의 데이터에 FF
T를 적용한 결과가 도 5에 도시되어 있으며, 주파수 대역에서 명백한 피크(peak)는 약 13.56MHz와 약 8.2MHz에서 
보여진다.
    

    
RF 시스템(10)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또한 통상적인 형태의 수퍼헤테로다인 수신기(14)를 포함한다. 수퍼헤테로다인 
수신기(14)는 안테나 스위치(50)와 대역통과 필터(32)를 거쳐 안테나(30)로부터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
된 RF 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한다. 수신기는 RF 증폭기(36), 대역통과 필터(38), 믹서(mixer)(40), 저역통과 
필터(42) 및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44)로 이루어진다. RF 증폭기(36)와 대역통과 필터(38)는 검출되고자 하는 신
호의 대역을 포함하는 대역폭을 갖는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RF 증폭기(36)와 대역통과 필터는 약 5.0MHz에서 약 
15.0MHz의 대역폭을 갖는다. RF 증폭기(36)와 대역통과 필터(38)의 대역통과 특성은 실질적으로 평탄한 단일의 대
역통과 특성이거나 다중 통과 대역 특성이며, 또한 설계상 필요에 따라 복수의 협대역폭으로 조절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대역통과 필터(38)의 출력은 믹서(40)에 연결된다. 믹서(40)는 대역통과 필터(38)로부터 출력신호를 
수신하고 주파수 합성기(52)로부터 제 2출력신호를 수신하며, 대역통과 필터(38)의 출력신호와 주파수 합성기(52)의 
제 2출력신호를 서로 곱하여 대역통과 필터(38)의 출력신호의 주파수를 기저대역 신호로 전환한다. 믹서(40)의 출력
은 저역통과 필터(42)에 의해 필터링(filtering)된 후 기저대역 신호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44)에 인가된다. 아날
로그 디지털 변환기(44)는 아날로그 기저대역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컴퓨터(46)의 입력과 호환되도록 한다. 
해당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알 수 있듯이, 수신기(14)는 5.0MHz에서 15.0MHz에 걸치는 입력 신호만을 허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5.0MHz에서 7000MHz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범위 이
내라는 것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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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시스템은 안테나(30)를 더 포함하며, 안테나(30)는 제 1전자기 신호를 방사하고 태그(20)로부터 수신된 제 2전자
기 신호를 수신기(14)에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안테나는 안테나(30) 근처 영역에서 감지 및 식별 지역을 제공하고 
멀리 떨어진 영역에서는 소멸되는 루프(loop) 안테나이다. 적합한 안테나가 참조문헌으로 전체 첨부된 미국특허 제 5,
602,556호, " Transmit and Receive Loop Antenna" 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안테나가 사용될 수 있
다. 안테나(30)는 송신기(12)가 제 1전자기 신호를 송신할 때, 즉 " 펄스 기간" 동안에는 안테나 스위치(50)에 의해 
송신기(12)에 연결되며,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고자 할 때, 즉 " 리슨(listen) 기간" 동안에는 수신기(14)에 연결
된다.
    

    
RF 시스템(10)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수신기(14)의 출력에 연결된 컴퓨터(46)를 더 포함한다. 컴퓨터(46)는 수신된 
제 2전자기 신호를 처리하며 수신된 제 2전자기 신호의 서명이 소정의 기준을 만족시킬 때 출력신호를 생산한다. 이하
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출력신호를 생산하기 위한 기준은 2차 주파수만을 감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고, 1차 주
파수와 2차 주파수 둘 모두를 감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공진 태그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한 처리 방법
은 해당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컴퓨터(
46)는 또한 RF 시스템(10)에 관한 전반적인 시간설정 및 제어를 한다. 바람직하게는, 컴퓨터(46)는 상업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Texas Instruments Co.사의 TMS320C54X와 같은 류에서 선택된 디지털 신호 처리 컴퓨터 칩, 휘발성 R
AM(Random Access Memory)과 비휘발성 ROM(Read Only Memory)으로 이루어진다. 컴퓨터에 의해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 코드는 ROM에 저장되어 컴퓨터 칩 및 RAM에서 실행되며, 제어선(34)을 통해 제어 신호를 제공하여 주파
수 합성기(52)의 주파수와 송신기(12)의 출력신호의 펄스폭과 안테나 스위치(50)의 위치를 제어하여 RF 시스템(10)
을 제어한다.
    

    
도 6은 시간 다이어그램이고 도 7은 수반된 프로세스(100)의 흐름도로서,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전자기적으로 결합
된 두개의 공진 회로를 갖는 공진 태그(20)를 감지하는 RF 시스템(10)의 동작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t0에서 t1의 시
간에(102 단계), 컴퓨터(46)는 주파수 합성기(52)를 제어하여 1차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생산하고, 안테나 스위치(
50)를 제어하여 송신기(12)를 안테나(30)에 연결하며, 송신기(12)의 게이트를 온(on)시켜 RF 에너지를 갖는 펄스를 
생산함으로써 소정의 1차 주파수를 갖는 제 1 전자기 신호를 형성한다. t2에서 t3의 시간에(104 단계), 컴퓨터(46)는 
안테나 스위치(50)를 제어하여 안테나(30)를 수신기(14)에 연결하며, 수신기(14)는 1차 주파수를 갖는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1차 주파수에서 수신기(14)에 의해 수신된 제 2전자기 신호는 컴퓨터(46)에 의해 처리되어(1
06 단계), 1차 주파수에서 공진 태그(20)의 링다운 신호를 특징으로 하며 컴퓨터(46)에 저장된 소정의 기준을 신호가 
만족시키는지 결정한다. 링다운 신호에 관한 저장된 기준이 수신된 신호에 의해 만족되면, 컴퓨터(46)는 t4에서 t5의 
시간에 1차 주파수를 갖는 제 1전자기 신호를 재송신한다(108 단계). 링다운 신호가 소정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102 단계가 반복된다. t6에서 t7의 시간에(110 단계), 컴퓨터(46)는 주파수 합성기(52)를 제어하여 소정의 2차 주파
수를 갖는 신호를 생산하고, 안테나 스위치(50)를 제어하여 수신기(14)를 안테나(30)에 연결하며, 수신기는 2차 주파
수를 가는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2차 주파수에서 수신기(14)에 의해 수신된 제 2전자기 신호는 컴퓨터(4
6)에 의해 처리되어(112 단계), 2차 주파수를 갖는 공진 태그(20)의 링다운 신호를 특징으로 하며 역시 컴퓨터(46)
에 저장된 소정의 기준을 신호가 만족시키는지 결정한다. 수신신호가 2차 주파수에서의 링다운 신호에 관한 저장된 기
준을 만족하면, 컴퓨터(46)는 경보를 발생하여 공진 태그(20)가 감지 지역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지시한다(114 단계). 
링다운 신호가 소정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진 태그(20)를 감지하는 프로세스가 102단계로 진행한다.
    

    
해당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알 수 있듯이, 공진 태그(20)로부터 링다운 신호를 1차 주파수와 2차 주파수에서 감지하
면, 간섭이 있는 환경에서 동작하는 EAS 시스템에 관해 오작동 경보가 실질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해당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 2전자기 신호의 1차 주파수 성분과 2차 주파수 성분을 연속적으
로 감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1차 주파수와 2차 주파수는 또한 1차 주파수의 단일 전송을 통해 동시에 감
지될 수 있다. 더구나, 1차 주파수만 또는 2차 주파수만을 감지하여 공진 태그(20)를 감지하는 것도 가능하며 본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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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적 사상과 범주에 속한다.
    

    
실제적으로, 공진 태그(20)를 구성하는 공진 회로의 공진 주파수는 제조상 허용 오차를 갖게 됨으로써, 링다운 주파수
가 소정의 1차 주파수와 2차 주파수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공진 태그(20)를 감지하는 성능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공진 태그(20)의 제 1공진회로는 레이저나 다른 수단에 의해 처리되어 제 1공진회로의 공진 주파수가 
소정의 1차 주파수에 충분히 가깝게 위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신기의 대역폭은 1차 주파수를 감지하기에는 좁고 
2차 주파수를 감지하기에는 넓어 2차 주파수에서의 제 2공진 회로의 오차를 허용한다. 제 2공진회로도 또한 소정의 2
차 주파수에 근접하도록 처리될 수 있다.
    

공진 태그(20)의 제 1 및/또는 제 2 공진회로가 수신기(14)의 최대 허용가능 RF대역폭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게 큰 불
확정한 공진 주파수를 가질 경우, 이하의 대안이 적당하다.

    
a. EAS 시스템의 펄스 리슨형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와 같이, 제 1전자기 신호의 주파수를 제 1공진회로의 불확
정 범위에 대해 스캔(scan)한다. 1차 주파수에서의 감지가 지시될 때, 지시된 1차 주파수에서 제 1전자기 신호를 재전
송하고, 2차 주파수에서 제 2전자기 신호를 (1) 제 2공진회로의 불확정 범위를 다루는 수신기(14)에서 RF 대역폭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2) 제 2공진회로의 불확정 범위를 다루는 FFT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병렬 뱅크(ba
nk)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거나,(3) 계속하여 1차 주파수를 재전송하고 제 2공진회로의 불확정 범위를 스캔하
는 방법에 의하여 감지한다.
    

    
b. 제 1전자기 신호의 주파수를 제 1공진회로의 불확정 범위에 대해 스캔한다. 1차 주파수 송신 각각에 대해, 2차 주파
수에서 제 2전자기 신호를 (1) 제 2공진회로의 불확정 범위를 다루는 수신기(14)에서 RF 대역폭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2) 제 2공진회로의 불확정 범위를 다루는 FFT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병렬 뱅크(bank) 필터를 사용하
는 방법에 의하거나,(3) 계속하여 1차 주파수를 재전송하고 제 2공진회로의 불확정 범위를 스캔하는 방법에 의하여 감
지한다.
    

    
본 발명은 EAS 감시 기능과 관련하여 하나 또는 두개의 공진 회로의 링다운을 감지하여 감지 지역 내에서 공진 태그(
20)의 존재를 단지 감지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또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공진 
회로를 갖는 단일 태그를 이용한 무선 주파수 식별(RFID) 능력을 포함하며, 각각의 공진 회로는 다른 주파수에서 공진
하도록 설계된다. 그러한 태그는 1차 주파수에서 공진하는 하나의 제 1공진회로와 복수의 제 2공진회로를 갖으며, 제 
2공진회로 각각은 다른 주파수에서 공진하고 제 1공진회로와 전자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공진 태그(20)
는 1차 주파수를 갖는 제 1공진회로와 네 개의 다른 제 2공진회로를 포함하며, 제 2공진회로 각각은 관련 장비의 감지 
범위 내에서 다른 공진주파수에서 공진한다. 다양한 공진회로가 공진하는 특정 주파수를 식별하여 태그로부터 식별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로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바람직한 감지 주파수 범위는 약 10MHz에서 약 30MHz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주파
수 범위도 사용될 수 있다. 현 상태의 관련 제조 장비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양 측면에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공진회로
를 갖는 저가의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생산할 수 있으며, 각 공진회로의 공진 주파수를 조절하여 공진 회로가 소정의 
주파수에서 ±200KHz의 정확도로 공진할 수 있게 고유의 서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10 - 30MHz의 감
지 주파수 범위내에서, 공진 회로를 50개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공진회로는 상호간에 겹치거나 간섭하지 않고 
다른 주파수에서 공진한다. 따라서, 4개의 별개의 공진회로를 갖는 태그를 가정할 때, 제 1공진회로는 감지 주파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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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 제 1선택 주파수, 예를 들면 14.4MHz에서 공진할 수 있으며, 태그의 다른 세 개 공진 회로에 대해 감지 주
파수 범위 내에서 49개의 주파수가 남는다. 그러면 제 2공진 주파수는 감지 주파수 범위 내에서 제 2주파수, 예를 들면 
15.6MHz에서 공진하도록 선택될 수 있으며, 태그의 다른 두 공진 회로에 대해 48개의 가능한 주파수가 남는다. 제 3
공진 주파수가 선택되고 태그는 제 3주파수, 예를 들면 20MHz에서 공진하도록 구현될 수 있으며, 제 4공진 주파수에 
대해 47개의 가능한 주파수가 남는다. 그러면 제 4공진 주파수가 선택되고 태그는 제 4주파수, 예를 들면 19.2MHz에
서 공진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태그는 세부적으로 식별된 4개의 공진 주파수와 단일 서명을 갖으며, 응답지령신호를 
받을 때 특정 식별 번호를 할당받을 수 있다. 감지 주파수 범위내의 잠재적인 주파수 개수 때문에, 각각 다른 주파수의 
4개의 공진 회로를 갖는 태그는 약 520만개의 조합 또는 약 22비트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도 8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RF 시스템(10)을 사용한 프로세스(22)의 흐름도로서, RFID 태그의 1차 주파수에서 
태그에 응답지령신호를 보내고 N개 각각의 2차 공진 주파수에서 소정의 링다운 서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감지하여, 
RFID 태그의 공진 주파수를 식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202 단계에서 컴퓨터(46)는 주파수 합성기(52)를 제어하여 
1차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생산하고, 안테나 스위치(50)를 제어하여 송신기(12)를 안테나(30)에 연결하며, 송신기(
12)의 게이트를 온(on)시켜 RF 에너지를 갖는 펄스를 생산함으로써 소정의 1차 주파수를 갖는 제 1전자기 신호를 형
성한다. 204 단계에서, 컴퓨터(46)는 안테나 스위치(50)를 제어하여 안테나(30)를 수신기(14)에 연결하며, 수신기(
14)는 1차 주파수를 갖는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1차 주파수에서 수신기(14)에 의해 수신된 제 2전자기 
신호는 컴퓨터(46)에 의해 처리되어(206 단계), 1차 주파수에서 공진 태그(20)의 링다운 신호를 특징짓는, 컴퓨터(
46)에 저장된 소정의 기준을 신호가 만족시키는지 결정한다. 수신된 신호가 링다운 신호에 관한 저장된 기준을 만족하
면, 컴퓨터(46)는 카운터에 정수" 1" 을 부여하며(208 단계), 1차 주파수를 갖는 제 1전자기 신호를 재송신한다(210 
단계). 212 단계에서, 컴퓨터(46)는 주파수 합성기(52)를 제어하여 소정의 K번째 2차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생산하
고, 안테나 스위치(50)를 제어하여 수신기(14)를 안테나(30)에 연결하며, 수신기는 K번째 2차 주파수를 갖는 제 2전
자기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2차 주파수에서 수신기(14)에 의해 수신된 전자기 신호는 컴퓨터(46)에 의해 처리되어, 
신호가 소정의 링다운 서명 기준을 만족하는지 결정하고 처리 결과가 컴퓨터(46)에 의해 저장된다(214 단계). 216단
계에서 카운터의 현재 값이 수신될 2차 주파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 N" 과 비교된다. 만약 카운터의 K값이 N보다 
작으면 프로세스(200)는 210 단계로 계속된다. 만약 카운터의 K값이 N과 같으면 소정의 링다운 서명을 가진 어떤 2
차 주파수들이 수신되었는지 보고함으로써(218 단계) 프로세스(200)는 종료하고, RFID 프로세스(200)가 202단계에
서 다시 시작된다.
    

요약하면, 본 발명은 공진 태그에 단일(1차) 주파수에서 응답지령신호를 보내고 1차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에서 공진하
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공진 회로에 의해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수신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
은 EAS 시스템의 오작동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과, 태그에 저장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단지 단일(1차) 주파수
에서 전자기 에너지를 방사함으로써 RFID 태그에 응답지령신호를 보내는 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당업자라면 전술한 실시예에 대해 광범위한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변형을 가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제시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본 발명
의 기술적 사상과 범위내에서 변형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1차 주파수에서 제 1전자기 신호를 방사하는 송신기;

상기 제 1전자기 신호를 수신하여 응답으로 제 2전자기 신호를 생산하는, 물품에 보안조치된 공진 태그;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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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기의 출력에 연결된 컴퓨터를 포함하며,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는 상기 1차 주파수 및 상기 1차 주파수와 다른 
소정의 2차 주파수를 갖는 신호이며, 상기 컴퓨터는 상기 수신된 제 2전자기 신호를 처리하고 상기 2차 주파수가 상기 
제 2전자기 신호에서 감지될 때 출력신호를 생산하는 물품 존재 감지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는 상기 1차 주파수에서 공진하기 위한 제 1공진 회로와 상기 2차 주파수에서 공진하기 위
한 제 2 공진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제 1공진회로와 상기 제 2공진회로는 전자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 존재 감지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전자기 신호는 펄스 진폭 변조된 물품 존재 감지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또한 상기 1차 주파수를 감지하고 상기 1차 주파수와 상기 2차 주파수가 모두 감지될 
때만 출력신호를 생산하는 물품 존재 감지 시스템.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상기 1차 주파수와 상기 2차 주파수에 연속적으로 복조되는 물품 존재 감지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1차 주파수와 상기 2차 주파수는 상호간에 고조파(harmonic) 관계에 있지 않는 물품 존재 감지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는 유도성 소자와 용량성 소자만을 포함하는 수동형인 물품 존재 감지 시스템.

청구항 8.

다른 공진 주파수를 갖는 복수의 공진 회로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무선 주파수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의 1차 주파수에서 제 1전자기 신호를 방사하는 송신기;

상기 복수의 공진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 1전자기 신호를 수신하여 응답으로 제 2전자기 신호를 생산하는 공진 태그
;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및

    
상기 수신기의 출력에 연결되는 컴퓨터를 포함하며, 상기 공진 회로 각각은 다른 공진 주파수 중의 한 주파수에서 공진
하고,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는 복수의 2차 주파수를 포함하며, 2차 주파수 각각은 상기 복수의 공진 회로의 공진 주파
수 중의 하나에 대응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수신된 제 2전자기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복수의 2차 주파수의 존재를 
감지하고 상기 정보에 해당하는 출력 신호를 생산하는 복수의 공진회로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무선 주
파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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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는 제 1공진회로와 복수의 제 2공진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제 2공진회로 각각은 상
기 제 1공진회로와 전자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복수의 공진회로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무선 주파수 
시스템.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전자기 신호는 펄스 진폭 변조된 복수의 공진회로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무
선 주파수 시스템.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는 유도성 소자와 용량성 소자만을 포함하는 수동형인 물품 존재 감지 시스템.

청구항 12.

물품에 공진 태그를 보안조치하는 단계;

소정의 1차 주파수에서 제 1전자기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제 2전자기 신호가 상기 1차 주파수 및 상기 1차 주파수와 다른 소정의 2차 주파수의 신호일 때, 상기 제 1전자기 신호
를 수신하는 상기 공진 태그의 응답으로 상기 제 2 전자기 신호를 생산하는 단계;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제2 전자기 신호를 처리하고 상기 2차 주파수가 상기 제 2전자기 신호에서 감지될 때 출력신호를 생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물품 존재 감지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전자기 신호는 펄스 진폭 변조된 물품 존재 감지 방법.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1차 주파수를 감지하고 상기 1차 주파수와 상기 2차 주파수가 모두 감지될 때만 출력신호를 
생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물품 존재 감지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1차 주파수와 상기 2차 주파수가 연속적으로 감지되는 물품 존재 감지 방법.

청구항 16.

다른 공진 주파수를 갖는 복수의 공진 회로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공진회로를 포함하는 태그를 제공하는 단계;

소정의 1차 주파수에서 제 1전자기 신호를 방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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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전자기 신호는 복수의 2차 주파수를 포함하고 2차 주파수 각각은 상기 복수의 공진 회로의 공진 주파수 중의 하나
에 대응할 때, 상기 제 1전자기 신호를 수신하여 응답으로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를 생산하는 단계;

상기 제 2전자기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제 2전자기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복수의 2차 주파수의 존재를 감지하고 상기 정보에 해당하는 출력 신호
를 생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수의 공진회로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전자기 신호는 펄스 진폭 변조된 복수의 공진회로에 저장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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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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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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