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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 및 그를 이용한 트랜스폰더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 및 그를 이용한 트랜스폰더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대칭적 구조의 형상을 갖는 안테나 소자 중심부에 임피던스 정합부를 구현함으로써, 종래의 문자형 전파식별 송

수신용 안테나가 제공하지 못했던 쌍극 편파 또는 다중 주파수 대역 동작 특성을 제공하기 위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

나 및 그를 이용한 트랜스폰더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기판; 대칭적 문자 형태로 상기 기판에 인쇄되어 전파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소자; 및 상기 안테나 소자와 일체

형으로 상기 문자 형태 내부에 설치되어 상기 전파의 전달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임피던스를 정합하는 임피던스 정합부

를 포함함.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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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문자형 안테나, 급전부, 임피던스 정합부, 트랜스폰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알파벳 "C"를 활용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

도 2는 도 1의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의 S11 파라미터 특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도 1의 임피던스 정합부에 의한 안테나 소자의 입력 임피던스를 나타낸 스미스차트,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알파벳 "H"를 활용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

도 5은 도 4의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의 S11 파라미터 특성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4에서의 임피던스 정합부에 의한 안테나 소자의 입력 임피던스를 나타낸 스미스차트,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알파벳 "N"를 활용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알파벳 "S"를 활용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알파벳 "Z"를 활용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로마 숫자 "1"를 활용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쌍극 편파로 동작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이용한 트랜스폰더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쌍극 편파로 동작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이용한 트랜스폰더를 구현한 또 다른 일실시예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삼중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이용한 트랜스폰더를 구현한 일실시

예 도면,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이중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이용한 트랜스폰더를 구현한 일실시

예 도면,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이중 주파수 대역 및 쌍극 편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이용한 트랜스폰

더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50 : 기판 20, 60 : 안테나 소자

30, 70 : 칩 40, 80 : 임피던스 정합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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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 및 그를 이용한 트랜스폰더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쌍극 편파 또는 다중 주

파수 대역 동작 특성을 제공하기 위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 및 그를 이용한 트랜스폰더에 관한 것이다.

트랜스폰더(Transponder)는 송신기(Transmitter)와 응답기(Responder)의 합성어로 레이다 시스템의 응답기를 지칭하

였으나, 최근에 트랜스폰더는 메모리, IC(Integrated card) 회로, 안테나 등으로 구성되어 고유의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는

무선 주파수 인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의 RFID 태그(카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무선 주파수 인식(RFID) 시스템은 바코드와 마그네틱 카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트랜스폰더(RFID 태

그 또는 카드), 리더기(interrogator), 그리고 리더기가 트랜스폰더로부터 읽어 들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무선 주파수 인식(RFID) 시스템의 동작 방식은 리더기 내부의 안테나에서 지속적으로 전파를 발산하고, 트랜스폰더가 그

전파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저장하고 있는 고유 정보 데이터를 내장된 안테나를 통해 리더기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때, 리더기의 전력효율은 트랜스폰더의 위치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리더기를 트랜스폰더가 위치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면 저전력으로도 트랜스폰더를 동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무선 주파수 인식(RFID) 시스템에서 트랜스폰

더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무선 주파수 인식(RFID) 시스템에서 리더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트랜스폰더에 내장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

의 편파를 예측할 수 있다면 리더기의 편파 방향과 트랜스폰더의 편파 방향을 일치시켜 전력전달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문자형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가 쌍극 편파를 제공한다면 편파를 예측하는데 따른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제거

할 수 있다.

트랜스폰더(RFID 태그 또는 카드)는 에너지 또는 RF(Radio Frequency) 신호를 전송하는 물리량인 자기장· 전기장· 전자

기장에 따라 자기장 트랜스폰더, 전기장 트랜스폰더, 전자기장 트랜스폰더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기장 트랜스폰더는 루프 안테나(Loop antenna)처럼 폐쇄형 안테나(Close type antenna) 인근에서 형성되는 저임피던

스 장(field)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유효 동작거리가 짧은 곳에서 사용된다.

전기장 트랜스폰더는 다이폴 안테나(Dipole antenna)처럼 개방형 안테나(Open type antenna) 인근에서 형성되는 고임피

던스 장(field)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역시 유효 동작거리가 짧은 곳에서 사용된다.

이때, 자기장 트랜스폰더는 전기장 카드에 비해 안테나 크기가 작고 에너지 전달 효율이 뛰어나, 낮은 주파수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전자기장 트랜스폰더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 방향에 수직이고 그 비가 377오옴(전파임피던스)이 되는 장(field)을 이용

하는 방식으로 유효 동작거리가 길다.

이때, 전자기장 트랜스폰더의 각 국가별 주파수 대역을 살펴보면 433MHz 대역은 433.050∼434.790MHz 대역의 협대역

주파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900MHz 대역은 860∼960MHz(유럽:865∼868MHz, 미국:902~928MHz, 일

본:950∼956MHz, 한국: 910∼914MHz) 대역의 대역폭이 100MHz에 이르는 광대역 주파수 분포를 보인다. 유럽에서 사

용되는 2.4GHz 대역은 대다수 국가들이 2.4∼2.48GHz 대역의 비교적 협대역 주파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유럽에서 사용

되는 2.8GHz 대역에서도 역시 5.275∼5.875GHz 대역의 협대역 분포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전자기장 결합을 이용한 트랜스폰더의 사용 주파수는 433MHz 대역, 900MHz 대역, 2.4GHz 대역, 2.8GHz 대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선통신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그 나라가 사용하는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리더기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트랜스폰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 주파수 동작 특성을 갖는 트랜스폰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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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랜스폰더는 메모리, IC 회로, 안테나 등을 내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쇄종이 위에 금, 은, 구리 등 도전성 잉크를 프

린트하여 제작된 인쇄형 안테나가 트랜스폰더용 안테나(이하에서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라고 한다)로 사용되고 있

다.

인쇄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안테나는 형태에 따라 비문자형 안테나와 문자형 안테나로 구분이 가능하다.

비문자형 안테나는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안테나 설계에 있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높은 이득· 전방향성·

다중 주파수 대역 특성· 쌍극 편파 특성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임피던스 정합부가 내장된 안테나 구현이 가능

하다.

문자형 안테나는 전자기적 물리량을 통해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육안으로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문자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통상 고객들이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상품명, 제품명, 회사의 로고 등을 문자형 안테나에 활용하

면 문자형 안테나는 문자 정보 뿐만 아니라 안테나의 위치 정보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트랜스폰더의 위치가 전력효율을 결정하는 무선 주파수 인식(RFID) 시스템에서 트랜스폰더에

내장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로 상품명, 제품명, 회사의 로고 등을 활용한 문자형 안테나를 사용하면 리더기 사용자는

쉽게 트랜스폰더의 위치를 찾아 저전력으로 트랜스폰더를 동작시킬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미국 등록특허 제 6,320,556 호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로 문자형 안테나를 제공한다. 미국 등록

특허는 대칭성을 갖는 두 문자 사이(예 : "OO")에 급전단자를 설치하여 문자형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구현한다.

따라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로 문자형 안테나를 제공하는 미국 등록특허는 전자기적 물리량을 통한 식별 정보를 제

공하는 것 이외에도 비문자형 안테나가 제공하지 못하는 육안으로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문자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안테나 자체에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명 또는 상품명처럼 제한된 개수의 문

자로 구성되어 대칭성을 갖는 연속된 두 문자가 적은 단어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트랜스폰더는 리더기 사용자가 편파를 예측하는데 따른 번거로움을 제거할 수 있기 위한 쌍극 편

파 특성 및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기 위한 다중 주파수 동작 특성을 갖어야 한다.

그러나,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로 문자형 안테나를 제공하는 미국 등록특허는 쌍극 편파 특성 및 다중 주파수 대역 동

작 특성을 제공하는데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대칭적 구조의 형상을 갖는 안테나 소자 중심부에 임피던스 정

합부를 구현함으로써, 쌍극 편파 또는 다중 주파수 대역 동작 특성을 갖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 및 그를 이용한 트랜

스폰더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기판; 대칭적 문자 형태로 상기 기판에 인쇄되어 전파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소자;

및 상기 안테나 소자와 일체형으로 상기 문자 형태 내부에 설치되어 상기 전파의 전달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임피던스를

정합하는 임피던스 정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개특허 10-2006-0000425

- 4 -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발명은, 기판; 대칭적 문자 형태를 포함하는 상기 기판에 도전성 잉크로 인쇄된 일련의 문자형 안테

나 소자; 상기 안테나 소자와 일체형으로 상기 문자 내부에 설치되어 상기 전파의 전달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임피던스를

정합하는 임피던스 정합부; 및 상기 안테나 소자의 송수신 신호에 대하여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부를 포함하

고, 상기 안테나 소자는, 좌우 개방형 문자 및 상하 개방형 문자로 구성되어 쌍극 편파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

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대칭적 문자는 대칭적 구조의 숫자, 수학적 기호, 도형 등을 포함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알파벳 "C"를 활용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는 기판(10), 안테나 소자(20), 칩(30), 임피던스 정합

부(40)를 포함한다.

종래의 문자형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와는 다르게 본 발명에 따른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는 하나의 문자가 독립적

으로 원하는 주파수에서 동작하고, 동시에 임피던스 정합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는다.

상기 기판(10)은 나무, 테프론, 플라스틱 등과 같은 비도전체로 이루어진 인쇄종이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안테나 소자(20)는 리더기(interrogator)와 칩(30) 사이에 RF(Radio Frequency) 신호 전력을 매개하며, 상기 기판

(10) 위에 금, 은, 구리, 청동 등의 금속도료로 이루어진 도전성 잉크로 프린트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기는 사용

주파수에서 공진이 발생하여 전자기장이 공간으로 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상기 칩(30)은 상기 안테나 소자(20)로부터의 RF(Radio Frequency) 신호전력을 감지하여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며, 변조·

검파회로·정류회로 및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칩(30)은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내장되지 않는 형태를 이

룰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칩(30)의 내부에 존재하는 정류회로는 CMOS, 다이오드와 같은 소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소자들은

캐패시턴스(capacitance) 성분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상기 칩(30)은 통상 음의 리액턴스(reactance) 값을 갖는 입력 임피

던스를 갖는다.

따라서, 상기 안테나 소자(20)는 상기 칩(30)과 임피던스 정합을 위해서 양의 리액턴스(reactance) 값을 갖는 인덕턴스

(inductance) 성분의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덕턴스(inductance) 성분을 유지하는 임피던스 정합회로의 경우, 인덕턴스(inductance) 양 자체가 소자의 크기

에 비례하는 특성으로 인해 작은 공간에서 원하는 값으로 조성하기 어려워, 칩(30)의 내부회로에 설치하기 어려운 문제점

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임피던스 정합부(40)를 상기 안테나 소자(20)와 일체형으로 안

테나 소자(20) 내에 구현한다.

상기 안테나 소자(20)와 상기 칩(30)의 임피던스 정합을 위해서, 상기 임피던스 정합부(40)를 포함하고 있는 안테나 소자

(20)의 입력 임피던스의 절대크기는 상기 칩(30)의 입력 임피던스의 절대크기와 같고, 안테나 소자(20)의 입력 임피던스의

허수부는 상기 칩(30)의 입력 임피던스의 허수부와 절대크기는 동일하지만 부호가 반대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후술할 도 2와 도 3은 사용 주파수는 930㎒, 칩(30)의 입력 임피던스는 20-j50로 하여 상기와 같은 조건이 유지되도록 설

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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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조를 간단히 하기 위해, "C" 문자형 안테나 소자는 내부공간이 비어있는 원통형 단면을 이용하고, 외경은 3㎝, 내

경은 2.4㎝, 높이는 6㎝, 폭은 6㎝, 안테나 전체 길이는 약 15㎝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임피던스 정합부(40)는 약 2㎝

를 갖는 슬롯으로 도전성 잉크를 제거하여 구현한다.

도 2는 도 1의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의 S11 파라미터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칩(30)이 설치되는 곳에서 안테나 소자(20)를 바라보았을 때의 S11 파라미터 특성을 나타낸다.

S 파라미터는 주파수 분포 상에서 입력 전압 대 출력 전압의 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S21이라고 하면, 1번 포트에서 입

력한 전압과 2번 포트에서 출력된 전압의 비율을 의미한다. 안테나의 경우 멀티 포트(multi-port)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입력 포트만 존재하기 때문에 S11을 사용한다.

도 2에서 세로축의 S11의 값은 dB 스케일(scale)로 나타내며, dB 스케일에서 0dB이란 입력된 기준 전력을 의미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 주파수인 930㎒에서 안테나 소자(20)의 공진 주파수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테나 소자(20)로부터 유기된 전력을 손실없이 칩(30)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즉, 안테나 소자(20)와 칩(30)의 임피던스 정

합을 위해서 안테나 소자(20)의 입력 임피던스가 20＋j50 오옴이 유지되도록 임피던스 정합부(40)를 설계해야 한다.

도 3은 도 1의 임피던스 정합부에 의한 안테나 소자의 입력 임피던스를 나타낸 스미스차트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 주파수인 930㎒에서 안테나 소자(20)의 입력 임피던스는 18＋j21 오옴으로, 안테나 소자

(20)로부터 유기된 전력을 손실없이 칩(30)으로 전송하기 위한 안테나 소자(20)의 입력 임피던스 조건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도 1에 도시한 본 발명에 따른 알파벳 "C"를 활용하여 구현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의 복사 편파 방향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C"자가 지상에 서 육안으로 용이하게 식별 가능한 위치 및 방향(orientation)을 갖고 있을 때 수직 편파

를 나타낸다. 또한, 안테나 이득은 1.8㏈i이며, 2차원적으로 전방향성을 유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알파벳 "H"를 활용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알파벳 "H"를 활용하여 구현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는 기판(50), 안테나 소

자(60), 칩(70), 임피던스 정합부(80)를 포함한다.

상기 기판(50), 안테나 소자(60), 칩(70), 임피던스 정합부(80)는 도 1의 기판(10), 안테나 소자(20), 칩(30), 임피던스 정

합부(40)와 동일하게 설계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5는 도 4의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의 S11 파라미터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6은 도 4의 임피던스 정합부에 의한

안테나 소자의 입력 임피던스를 나타낸 스미스차트이다.

안테나 소자(60) "H"는 도 2 및 도 3에서 설계한 알파벳 "C"와 동일하게 높이는 6㎝, 폭은 6㎝, 굵기는 0.6㎝로 설계한다.

또한, 상기 칩(70)의 입력 임피던스는 20-j50 오옴을 사용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 주파수 930㎒에서 안테나 소자(60)의 공진 주파수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 주파수 930㎒에서 안테나 소자(60)의 입력 임피던스는 19＋j50 오옴으로, 안테나 소

자(60)로부터 유기된 전력을 손실없이 칩(70)으로 전송하기 위한 안테나 소자(20)의 입력 임피던스 조건 범위에 포함된다.

도 4에 도시한, 본 발명에 따른 알파벳 "H"를 활용하여 구현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의 복사 편파 방향은, 도 4에 도시

된 바와 같이 "H"자가 지상에서 육안으로 용이하게 식별 가능한 위치 및 방향(orientation)을 갖고 있을 때, 상기 도 1의

"C"자형 안테나와는 반대로 수평 편파를 나타낸다. 또한, 안테나 이득은 2.1㏈i을 나타낸다.

도 7, 도 8 및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각각 알파벳 "N", "S", "Z"를 활용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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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N", "S", "Z"를 활용한 각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는 상기 도 1 및 상기 도 4의 알파벳 "C" 및 "H"를 활용하여 구

현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와 동일한 설계 조건으로 구현한다.

이때, 알파벳 "N"을 활용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는 수평 편파, 알파벳 "S"를 활용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는 수

직 편파, 알파벳 "Z"를 활용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는 수직 편파를 나타낸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로마 숫자 "1"를 활용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이다. 이외에도 수학

적 기호(합집합 기호인 ∪, 교집합 기호인 ∩,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 합을 나타내는 기호 Σ, 적분을 나타

내는 기호 ∫, 소괄호를 나타내는 기호 (, 대괄호를 나타내는 [...등)를 활용한 안테나 제작이 가능하다.

상기 도 1에서 상기 도 10까지의 안테나 편파 방향을 통해서, 편파 방향이 문자 또는 숫자 등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C", "I", "⊃", "Σ" 처럼 좌우 방향으로 개방되는 구조를 지니면서 상하 대칭 구조를 갖는 문자(또는 문자, 기호, 로고)

의 경우에는 편파 방향이 수직 편파를 나타낸다.

또한, "H", "M", "∪", "∩" 처럼 상하 방향으로 개방되는 구조를 지니면서 좌우 대칭 구조를 갖는 문자(또는 숫자, 기호, 로

고)의 경우에는 편파 방향이 수평 편파를 나타낸다.

"S", "N", "Z" 처럼 원점(문자의 중심점)에 대해 대칭 구조를 갖는 문자(혹은 숫자, 기호, 로고)의 경우에는, "S", "Z" 처럼 좌

우 방향으로 개방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 편파 방향은 수직 편파를 나타내고, "N" 처럼 상하 방향으로 개방되는 구조를 갖

고 있으면 편파 방향은 수평 편파를 나타낸다.

즉, 대칭 구조를 갖는 문자형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에서 편파 방향은 개방되는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쌍극 편파로 동작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이용한 트랜스폰더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이

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사프사의 영문인 "SHARP"를 활용하여 트랜스폰더를 구현한 일실시예이다.

상기 트랜스폰더는 리더기(interrogator)와 RF(Radio Frequency)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 고

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부, 상기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로부터 전달받은 RF(Radio Frequency) 신호에 따라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된 고유 정보를 상기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로 전송하기 위한 전파처리부를 포함한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랜스폰더의 "SHARP"라는 글자 중에서 "S"와 "H" 글자부분을 본 발명에 따른 "S"와 "H"를 활

용한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로 설치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S"자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는 좌우 방향으로 개방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수직 편파 특성을 나타내

고, "H"자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는 상하 방향으로 개방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수평 편파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트랜스폰더 리더기로부터 전달되는 수직 편파 신호는 "S"자 안테나가, 트랜스폰더 리더기로부터 전달되는 수평 편

파 신호는 "H"자 안테나가 각각 수신하여 편파 다이버시티(diversity) 기술을 구현한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쌍극 편파로 동작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이용한 트랜스폰더를 구현한 또 다른 일실시예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삼성사의 영문인 "SAMSUNG"을 활용하여 트랜스폰더를 구현한 일실시예이다.

"SAMSUNG"을 활용한 트랜스폰더는 상기 도 11의 트랜스폰더처럼 편파 다이버시티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 맨 앞에 있는

"S" 또는 중앙에 있는 "S"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로 제작하면 수직 편파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으

며, "M", "U", "N"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로 제작한 수평 편파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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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맨 앞에 있는 "S"와 "N"을 선택하여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로 제작하여 편파 다이

버시티 기술을 구현한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삼중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이용한 트랜스폰더를 구현한 일실시

예 도면이다.

각 나라별로 사용 주파수는 433MHz 대역, 900MHz 대역, 2.4GHz 대역, 2.8GHz 대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역

을 하나의 트랜스폰더에서 동작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 사중 대역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 설치가

필수적이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히다치사의 영문인 "Hitachi"에서 "H", "c", "i"에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제작한다. 대문자

"H"는 저주파 대역(900MHz), 소문자 "c"는 중간 대역(2.45GHz), 소문자 "i"는 고주파 대역(5.8GHz)에서 동작하도록 제작

한다. 통상 단어 맨 앞에 있는 문자는 대문자로 표기되므로 저주파 대역용 안테나로 적합하다.

이때, 안테나로 동작하지 않는 문자의 경우, 도전성 잉크로 제작해도 무방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비도전체인 일반 잉크로

제작해도 무방하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이중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이용한 트랜스폰더를 구현한 일실시

예 도면이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영문인 "Microsoft"에서 대문자 "M", 소문자 "s"에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

테나를 제작한다. 대문자 "M"은 저주파 대역(900MHz), 소문자 "s"는 중간 대역(2.4 GHz)에서 동작하도록 제작한다.

만약, 삼중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트랜스폰더로 제작하는 경우, "i"에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제작하여 고주파 대

역(5.8GHz)에서 동작하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이중 주파수 대역 및 쌍극 편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이용한 트랜스폰

더를 구현한 일실시예 도면이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영문인 "Microsoft"에서 대문자 "M", 소문자 "c", 소문자 "s"에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제작한다. 대문자 "M"은 저주파수 대역(900㎒), 소문자 "c", "s"는 중간 대역(2.4㎓)에서 동작하도록 제

작한다. 이때, 소문자 "c", "s"는 각각 수평 편파와 수직 편파 신호를 송수신한다.

따라서, 도 15에 도시된 트랜스폰더는 이중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이 가능하고 수평 편파 및 수직 편파 신호를 동시에 송수

신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합을 통해 다중 주파수 대역 특성 및 쌍극 편파 특성 제공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대칭적 구조의 문자 형태를 포함하는 일련의 문자형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의 임피던스 정합부

의 크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종래의 문자형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를 내장한 트랜스폰더가 제공하지 못했던 다중 주파

수 동작 특성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은, 일련의 문자형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가 대칭 문자 형태의 좌우 개방형 안테나 소자 및 대칭적 문자

형태의 상하 개방형 안테나 소자를 포함함으로써, 쌍극 편파 특성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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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대칭적 문자 형태로 상기 기판에 인쇄되어 전파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소자; 및

상기 안테나 소자와 일체형으로 상기 문자 형태 내부에 설치되어 상기 전파의 전달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임피던스를 정

합하는 임피던스 정합부

를 포함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나무, 테프폰, 플라스틱 중 어느 하나이고,

상기 안테나 소자는,

도전성 잉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정합부는,

상기 도전성 잉크를 소정 크기로 박피하여 임피던스를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대칭적 문자는 숫자 또는 수학적 기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파식별 송수신용 안테나.

청구항 5.

기판;

대칭적 문자 형태를 포함하는 상기 기판에 도전성 잉크로 인쇄된 일련의 문자형 안테나 소자;

상기 안테나 소자와 일체형으로 상기 문자 내부에 설치되어 상기 전파의 전달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임피던스를 정합하

는 임피던스 정합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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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안테나 소자의 송수신 신호에 대하여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부

를 포함하고,

상기 안테나 소자는,

좌우 개방형 문자 및 상하 개방형 문자로 구성되어 쌍극 편파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정합부는,

상기 도전성 잉크를 소정 크기로 박피하여 임피던스를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7.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정합부는,

서로 크기를 달리하여 다수의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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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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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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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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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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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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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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