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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ＲＦＩＤ 태그 및 이를 갖는 ＲＦＩＤ 시스템

(57) 요약

RFID 리더기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RFID 태그 및 이를 갖는 RFID 시스템을 개시한다. RFID 태그는 태그 안테

나부, 태그 소자 및 태그 안테나부 및 태그 소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본딩부를 구비한다. 태그 안테나들의 임피던스의

복소 켤레는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와 본딩부의 임피던스를 더한 값이다. 따라서, RFID 태그는 태그 안테나부 및 본딩부간

의 임피던스 매칭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으므로, RFID 리더기와의 데이터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RFID 시스템은

RFID 리더기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1

등록특허 10-0659273

- 1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리더기와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RFID 태그

(Tag)에 있어서,

상기 RFID 리더기로부터 상기 신호를 송수신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태그 안테나를 갖는 태그 안테나부;

상기 태그 안테나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태그 안테나부로부터 상기 신호를 송수신하는 태그 소자; 및

상기 태그 안테나부 및 상기 태그 소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본딩부를 포함하고,

상기 태그 안테나부의 임피던스의 복소 켤레(complex conjugate)는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와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

스를 합한 임피던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딩부는 상기 태그 안테나부 및 상기 태그 소자를 본딩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본딩 범프로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 소자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의 합은 다음 수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

여기서, 상기 Z2는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Z3은 본딩부의 임피던스, 상기 (R-jX1)은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상

기 (-jX2)는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 상기 RZ는 상기 태그 소자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를 합한 임피던스에서 실수 임

피던스(Real impedance), ImZ는 상기 태그 소자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를 합한 임피던스에서 허수 임피던스

(Imaginary impedance).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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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딩부는 상기 태그 안테나부 및 상기 태그 소자를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와이어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 소자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의 합은 다음 수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

여기서, 상기 Z2는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상기 Z3은 본딩부의 임피던스, 상기 (R1-jX1)는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

스, 상기 (R2+jX2)는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 상기 RZ는 상기 태그 소자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를 합한 임피던스에

서 실수 임피던스, ImZ는 상기 태그 소자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를 합한 임피던스에서 허수 임피던스.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딩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본딩 범프로 이루어진 본딩 범프부;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와이어로 이루어진 와이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의 합은 다음 수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

여기서, 상기 Z2는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상기 Z3은 본딩부의 임피던스, 상기 (R1-jX1)은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

스, (R3-jX3)는 상기 와이어부의 임피던스, 상기 (-jX4)은 본딩 범프부의 임피던스, 상기 RZ는 상기 태그 소자 및 상기 본

딩부의 임피던스를 합한 임피던스에서 실수 임피던스, ImZ는 상기 태그 소자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를 합한 임피던스

에서 허수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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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신호를 송출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리더기; 및

상기 RFID 리더기로부터 상기 신호를 송수신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태그 안테나를 갖는 태그 안테나부, 상기 태그 안테

나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태그 안테나부로부터 상기 신호를 송수신하는 태그 소자, 및 상기 태그 안테나부 및 상

기 태그 소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본딩부를 갖는 RFID 태그를 포함하고,

상기 태그 안테나부의 임피던스의 복소 켤레(complex conjugate)는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와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

스를 합한 임피던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RFID 태그와 RFID 리더기 간의

정확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RFID 태그에 관한 것이다.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자동인식 기술로서, 바코드와 마그네틱 카드를 대체할 비접촉식 IC 카드(Contactless

integrated circuit Card)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이러한 RFID 시스템은 RFID 리더기(Reader), 호스트 컴퓨터(Host Computer) 및 트랜스폰더(Transponder), 즉, RFID

태그(tag) 를 구비한다. RFID 리더기는 전파를 송출하는 안테나를 구비한다. RFID 태그는 각 RFID 태그들을 식별하기 위

해 각 RFID 태그별로 부여된 식별자(identifier : 이하, ID) 및 소정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RFID 태그는 RFID 리더기의 자

기장(Magnetic field) 또는 전자장(electrical field) 내에 위치하면, RFID 태그의 ID 및 저장된 데이터를 RFID 리더기로

송출한다. RFID 리더기는 RFID 태그로부터 수신된 ID 및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에 전송하고, 호스트 컴퓨터는 이를 저장

한다.

이러한 RFID 시스템은 기존의 바코드 및 자기인식 장치의 결함을 제거하고, 사용상의 편리성, 생산 방식의 변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문화 및 기술의 진보에 따라 활용 범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유통 및 물류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RFID 태그 제작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RFID 리더기 및 RFID 태그의 임피던스 매칭(Impedance matching)이다.

RFID 리더기 및 RFID 태그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사 신호가 많아지기 때문에, RFID 리더기

및 RFID 태그 간의 데이터 송수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RFID 태그를 동작하기 위한 최소 전력을 받

기 위한 인식 범위가 축소된다.

이와 같이, RFID 리더기 및 RFID 태그 간의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는 RFID 태그에 구비된 안테나 및 태그 소자

(integrated circuit : IC) 간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RFID 태그 설계시, 태그 소자의 임피

던스를 고려하여 RFID 태그의 안테나 임피던스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RFID 태그의 안테나를 설계한다.

그러나, RFID 태그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는 안테나 및 태그 소자가 갖는 고유 임피던스 이외에도 안테나 및 태그 소자가

서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본딩 임피던스가 있다. 본딩 임피던스는 RFID 태그 설계시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기생 임피던스

(Parastic impedance)이다. 이러한, 본딩 임피던스는 RFID 태그의 임피던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이에 따라, RFID 태

그의 임피던스는 RFID 태그 설계시 예상했던 임피던스와 다르게 된다. 이로 인해, RFID 리더기 및 RFID 태그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RFID 시스템은 RFID 리더기에서 RFID 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고,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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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RFID 리더기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RFID 태그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RFID 태그를 구비하는 RFID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특징에 따른 RFID 태그는, 태그 안테나부, 태그 소자 및 본딩부로 이루어

진다.

태그 안테나부는 RFID 리더기로부터 신호를 송수신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태그 안테나를 갖는다. 태그 소자는 태그 안

테나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태그 안테나부로부터 신호를 송수신한다. 본딩부는 태그 안테나부 및 태그 소자를 전기적

으로 연결한다.

여기서, 태그 안테나부의 임피던스의 복소 켤레(complex conjugate)는 본딩부의 임피던스와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를 합한 임피던스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본딩부는 상기 태그 안테나부 및 상기 태그 소자를 본딩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본딩 범프로 이루어

진다. 이때, 상기 태그 소자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의 합은 다음 수식을 만족한다.

여기서, Z2는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Z3은 본딩부의 임피던스, 상기 (R-jX1)은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상기 (-

jX2)는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 상기 RZ는 상기 태그 소자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를 합한 임피던스에서 실수 임피던

스(Real impedance), ImZ는 상기 태그 소자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를 합한 임피던스에서 허수 임피던스(Imaginary

impedance)이다.

한편, 상기 본딩부는 상기 태그 안테나부 및 상기 태그 소자를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와이어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태그 소자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의 합은 다음 수식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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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R1-jX1)는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상기 (R2+jX2)는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이다.

한편, 상기 본딩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본딩 범프로 이루어진 본딩 범프부,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와이어로 이루어진 와

이어부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및 상기 본딩부의 임피던스의 합은 다음 수식을 만족한다.

여기서, 상기 (R1-jX1)은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R3-jX3)는 상기 와이어부의 임피던스, 상기 (-jX4)은 본딩 범프부

의 임피던스이다.

또한,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특징에 따른 RFID 시스템은, RFID 리더기 및 RFID 태그로 이루어진

다.

RFID 리더기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신호를 송출한다. RFID 태그는 상기 RFID 리더기로부터 상기 신호

를 송수신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태그 안테나를 갖는 태그 안테나부, 상기 태그 안테나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태그 안테나부로부터 상기 신호를 송수신하는 태그 소자, 및 상기 태그 안테나부 및 상기 태그 소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

는 본딩부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태그 안테나부의 임피던스의 복소 켤레(complex conjugate)는 상기 본딩부 및 상기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를 합한 임피던스이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FID 시스템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1000)은 RFID 리더기(Reader)(100) 및

RFID 태그(200)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RFID 리더기(100)는 전파를 송출하는 안테나(미도시)를 구비하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RFID 태그(100)

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RFID 태그(200)는 각 RFID 태그들을 식별하기 위해 각 RFID 태그별로 부여된 식별자(identifier : 이하, ID) 및 소정의 데

이터를 저장한다. RFID 태그(200)는 RFID 리더기(100)의 자기장(Magnetic field) 즉, RFID 리더기(100)가 RFID 태그

(200)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범위(read range) 내에 위치하면, RFID 리더기(100)로부터 송출된 전파를 수신한다. RFID

태그(200)는 RFID 리더기(100)로부터 전파가 수신되면, ID 및 저장된 데이터를 RFID 리더기(100)로 송출한다. RFID 리

더기(100)는 RFID 태그(200)로부터 수신된 ID 및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미도시)에 전송하고, 호스트 컴퓨터는 이를 저

장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RFID 태그를 나타낸 부분 평면도이고, 도 3은 도 2의 절단선 I-I'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RFID 태그(200)는 베이스 기판(210), 태그 안테나들(220), 태그 소자(230) 및 본딩 범프들

(Bumps)(240)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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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베이스 기판(210)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 Ethylene Terephthalate : PET)와 같은 절연 재질로

이루어진 기판이다.

태그 안테나들(220)은 베이스 기판(210) 상에 구비되고, RFID 리더기(100)(도 1 참조)로부터 전파, 즉, 전압을 수신하여

태그 소자(240)에 제공하고, 태그 소자(240)로부터 ID 및 데이터를 수신하여 RFID 리더기(100)로 전송한다.

태그 안테나들(220)은 제1 및 제2 태그 안테나(221, 223)로 이루어진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RFID 태그(200)는 두 개의

태그 안테나(221, 223)를 구비하나, 태그 안테나의 개수는 RFID 태그(200)의 설계 의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도

있다.

제1 및 제2 태그 안테나(221, 223)는 각각 태그 소자(230)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안테나 전극들(221a, 223b)을 구비한

다.

태그 소자(230)는 베이스 기판(210) 상에 실장되며, ID 및 소정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태그 소자(230)는 제1 및 제2 태그

안테나(221, 223)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리드들을 구비한다. 리드들은 태그 소자(230)의 배면에 구비된다.

본딩 범프들(240)은 태그 소자(230)와 태그 안테나들(220)과의 사이에 게재되어 태그 소자(230)를 태그 안테나들(220)에

고정한다. 여기서, 본딩 범프들(240)은 두 개의 본딩 범프(241, 242)로 이루어지나, 본딩 범프의 개수는 리드들(231)의 개

수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태그 안테나들(220), 태그 소자(230), 및 제1 및 제2 본딩 범프(241, 242)와의 결합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하, 태그 안테나들(220), 태그 소자(230), 및 제1 및 제2 본딩 범프(241, 242)의 결합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에 있어서, 제1 태그 안테나(221), 태그 소자(230) 및 제1 본딩 범프(241)의 결합관계를 일례로 하여 설명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본딩 범프(241)는 제1 안테나 태그(221)의 전극(221a)과 태그 소자(230)의 제1 리드(231)

와의 사이에 개재된다. 제1 본딩 범프(241)는 태그 소자(230)의 제1 리드(231)를 제1 안테나 태그(221)에 결합하여 태그

소자(230)를 제1 태그 안테나(211)에 고정하고, 태그 소자(230)의 제1 리드(231) 및 제1 안테나 태그(221)의 전극(221a)

을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여기서, 제1 본딩 범프(241)는 도전성 금속 재질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제1 본딩 범프(241)가 도전성 금속 재질로 이루어

질 경우, 제1 본딩 범프(241)는 본딩 방법에 의해 태그 소자(230)를 제1 태그 안테나(221)에 패키징하여 태그 소자(230)

와 제1 태그 안테나(221)를 전기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또한, 제1 본딩 범프(241)는 이방성 도전 필름(Anisotropic

Conductive Film : ACF)과 같이 접착성이 있는 도전 물질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제1 본딩 범프(241)가 접착성 도전 물질

로 이루어질 경우, 제1 본딩 범프(241)는 태그 소자(230)를 제1 태그 안테나(221)에 부착시켜 태그 소자(230)와 제1 태그

안테나(221)를 전기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본딩 범프들(240)은 태그 소자(230)의 위치를 고정하고, 태그 안테나들(220) 및 태그 소자(230)를 서로 전기적

으로 연결한다. 이에 따라, 태그 소자(230)는 태그 안테나들(220)을 통해 RFID 리더기(100)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RFID 태그를 나타낸 회로도이고,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칩/본딩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RFID 태그(200)의 회로부는 태그 안테나들(220)로 이루어진 안테나 영역(AA) 및 안테나 영역

(AA)를 제외한 칩 영역(CA)으로 구획된다.

칩 영역(CA)에는 태그 안테나들(220)과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태그 안테나들(220)로부터 전원을 수신하는 칩/본딩부

(CB1)가 구비된다. 칩/본딩부(CB1)는 태그 소자(230) 및 본딩 범프들(240)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본딩 범프들(240)은

테그 안테나들(220) 및 태그 소자(230)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종의 캐패시터(Capacitor) 역할을 한다.

RFID 태그(200)의 임피던스는 태그 안테나들(220)의 임피던스와 칩 본딩부(CB1)의 임피던스를 더한 임피던스이다.

RFID 태그(200)에서 태그 안테나들(220)은 일종의 인덕터(inductor) 기능을 하고, 칩/본딩부(CB1)는 일종의 캐패시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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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한다. 따라서, 태그 안테나들(220)의 임피던스가 칩/본딩부(CB1)의 임피던스의 복소 켤레(Complex conjugate)가

될 때, 태그 안테나들(220)과 칩/본딩부(CB1) 간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태그 안테나들(220)의

임피던스 및 칩/본딩부(CB1)의 임피던스의 관계는 하기하는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수학식 1에서, Z는 태그 안테나들(220)의 임피던스이다.

수학식 1을 참조하면, 태그 안테나들(220)의 임피던스(Z)의 복소 켤레는 칩/본딩부(CB1)의 임피던스일 때, 태그 안테나들

(220)의 허수 임피던스 및 칩/본딩부(CB1)의 허수 임피던스가 서로 상쇄된다. 이에 따라, 태그 안테나들(220)과 칩/본딩

부(CB1) 간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므로, RFID 태그(200)의 전력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칩/본딩부(CB1)의 임피던스는 태그 소자(230)의 임피던스와 본딩 범프들(240)의 임피던스를 더한 임피던스이다. 태그 소

자(230)는 본딩 범프들(240)과 병렬 연결되므로, 칩/본딩부(CB1)의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과정은 하기하는 수학식 2와 같

다.

수학식 2

수학식 2에서, (R1-jX1)는 태그 소자(230)의 임피던스이고, (-jX2)는 본딩 범프들(240)의 임피던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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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에 의해 산출된 칩/본딩부(CB1)의 실수 임피던스(Real impedance) 및 허수 임피던스(Imaginary impedance)는

하기하는 수학식 3과 같다.

수학식 3

상술한 바와 같이, 태그 안테나(220)의 임피던스(Z)는 태그 소자(230)의 임피던스뿐만 아니라 본딩 범프(240)에 의해 발

생된 기생 임피던스, 즉, 본딩 범프(240)의 임피던스까지 고려하여 결정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태그 안테나들(220)은 칩

/본딩부(CB1)와의 정확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 칩/본딩부(CB1)의 임피던스를 고려하여 설계된다. RFID 태그(200)는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설계된 태그 안테나들(220)을 구비하므로, RFID 안테나들(220)과 칩/본딩부(CB1) 간의 임피던스 매칭

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RFID 태그(200)와 RFID 리더기(100) 간의 반사 신호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따

라, RFID 리더기(100)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하, 수학식을 참조하여서 RFID 리더기(100)와 RFID 태그(200) 간의 임피던스 매칭 및 RFID 리더기(100)의 인식 범위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RFID 리더기(100)의 인식 범위를 산출하는 식은 하기하는 수학식 4와 같다.

수학식 4

수학식 4에서, Pt는 RFID 리더기(100)로부터 RFID 태그(200)로 수신된 입력 전력이고, Gt는 RFID 리더기(100)의 안테네

의 이득이며, Gr은 태그 안테나들(220)의 이득이고, Pth는 RFID 리더기(100)로부터 제공되는 입력 전력 이외에 태그 소

자(230)에서 RFID 태그를 동작하기 위한 최소 동작 전력이다.

수학식 4를 참조하면, RFID 리더기(100)의 인식 범위는 태그 소자(230)의 최소 동작 전력(Pth)이 작을수록 그 범위가 확

대된다. 태그 소자(230)의 최소 동작 전력(Pth)을 최소화하려면, RFID 리더기(100)와 RFID 태그(200)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RFID 리더기(100)와 RFID 태그(200)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RFID 리더기(100)와 RFID 태그(200)

간의 반사 신호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RFID 시스템(1000)의 소비 전력의 이용 효율이 향상된다. 따라서, RFID 시스템

(1000)은 RFID 태그(200)의 태그 소자(230)를 최소 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으므로, 태그 소자(230)의 최소 동작 전력

(Pth)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RFID 리더기(100)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RFID 태그(200)는 본딩 범프들(240)의 임피던스와 같은 기생 임피던스까지 고려하여

설계된 태그 안테나들(220)을 구비함으로써, RFID 리더기(100)와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

라, RFID 시스템(1000)은 소비 전력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RFID 리더기(100)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RFID 태그를 나타낸 부분 평면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RFID 태그(300)는 와이어들(310)을 제외하고는 도 2에 도시된 RFID 태그(200)와 동일

한 구성을 갖는다. 따라서, RFID 태그(300)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도 2에 도시된 RFID 태그(200)의 구성 요소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는 참조 번호를 병기하고, 그 중복된 설명은 생략한다.

등록특허 10-0659273

- 9 -



여기서, 도 6은 RFID 태그(300)의 배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태그 안테나들(220), 태그 소자(230) 및 와이어들

(310)의 결합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도시하기 위해 베이스 기판(210)(도 2 참조)을 생략하여 도시하였다.

RFID 태그(300)는 태그 안테나들(220), 태그 소자(230) 및 와이어들(310)을 구비한다.

와이어들(310)은 제1 단부가 태그 안테나들(220)과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제1 단부와 대향하는 제2 단부가 태그 소자

(230)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로써, 태그 소자(230)는 테그 안테나들(220)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와이어들(310)은 제1 및 제2 와이어(311, 313)로 이루어진다. 제1 와이어(311)는 제1 태그 안테나(221)의

전극(221a) 및 태그 소자(230)의 제1 리드(231)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제2 와이어(313)는 제2 태그 안테나(223)의 전

극(223a) 및 태그 소자(230)의 제2 리드(233)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RFID 태그의 칩/본딩부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6 및 도 7을 참조하면, RFID 태그(300)의 칩/본딩부(CB2)는 태그 소자(230) 및 와이어들(310)로 이루어진다. 태그 소

자(230)는 와이어들(310)과 직렬 연결되기 때문에, 칩/본딩부(CB2)의 임피던스는 하기하는 수학식 5에 의해 산출된다.

수학식 5

수학식 5에서, (R1-jX1)은 태그 소자(230)의 임피던스이고, (R2+jX2)는 와이어들(310)의 임피던스이다.

수학식 5를 참조하면, 칩/본딩부(CB2)의 임피던스는 태그 소자(230)의 임피던스(R1-jX1) 및 와이어들(310)의 임피던스

(R2+jX2)를 더한 임피던스이다. 즉, 와이어들(310)은 태그 안테나들(220)과 태그 소자(230) 간의 전기적인 신호를 송수

신하는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와이어들(310) 또한 태그 안테나들(220) 및 태그 소자(230)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임피던스

를 갖는다. 와이어들(310)의 임피던스(R2+jX2)는 RFID 태그(300)의 전체 임피던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태그 안테나들

(220) 설계시, 고려되어야할 임피던스이다.

이에 따라, 칩/본딩부(CB2)의 임피던스는 태그 소자(230)의 임피던스(R1-jX1) 및 와이어들(310)의 임피던스(R2+jX2)

를 합하여 산출된다.

수학식 5에 의해 산출된 칩/본딩부(CB2)의 임피던스를 실수 임피던스 및 허수 임피던스로 분리하면 하기하는 수학식 6과

같다.

수학식 6

이러한 칩/본딩부(CB2)의 임피던스는 태그 안테나들(220)의 임피던스와 복소 켤레 관계일 때, 태그 안테나들(220) 및 칩/

본딩부(CB2)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태그 안테나(220)의 임피던스는 태그 소자(230)의 임피던스(R1-jX1) 뿐만 아니라 와이어들(310)에 의

해 발생된 기생 임피던스, 즉 와이어들(310)의 임피던스(R2+jX2)까지 고려하여 결정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태그 안테

나들(220)은 칩/본딩부(CB2)와의 정확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 칩/본딩부(CB2)의 임피던스를 고려하여 설계된다. RFID

태그(300)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계된 태그 안테나들(220)을 구비하므로, RFID 안테나들(220)과 칩/본딩부(CB2) 간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RFID 태그(300)는 RFID 리더기(100)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원활하

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RFID 리더기(100)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RFID 태그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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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RFID 태그(400)는 와이어들(410) 및 본딩 범프들(420)을 제외하고는 도 2에 도시된

RFID 태그(200)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따라서, RFID 태그(400)의 설명에 있어서, 도 2에 도시된 RFID 태그(200)의 구

성 요소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에 대하여 참조 번호를 병기하고, 그에 대한 중복된 설명을 생략한다.

RFID 태그(400)는 태그 안테나들(220) 및 태그 안테나들(220)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칩/본딩부(CB3)를 구비한다. 도 8

에는 도시하지 않았으나, RFID 태그(400)는 태그 안테나들(220) 및 칩/본딩부(CB3)을 실장하는 베이스 기판(210)(도 2

참조)을 더 구비한다.

칩/본딩부(CB3)는 태그 소자(230),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와이어로 이루어진 와이어부(410)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본딩 범

프로 이루어진 본딩 범프부(420)을 구비한다. 와이어부(410) 및 본딩 범프부(420)은 태그 안테나들(220) 및 태그 소자

(230) 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와이어부(410)의 와이어는 도 6에 도시된 와이어(311, 313)과 동일한 기능 및 동일한 형상을 갖고,

본딩 범프부(420)의 본딩 범프는 도 3에 도시된 본딩 범프(241, 243)(도 3 참조)와 동일한 기능 및 동일한 형상을 가지므

로, 와이어부(410) 및 본딩 범프부(420)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태그 안테나들(220)의 임피던스는 칩/본딩부(CB3)의 임피던스와 복소 켤레 관계일 때, 태그 안테들(220)과 태그 소자

(230)간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질어 수 있다. 여기서, 칩/본딩부(CB3)의 임피던스는 하기하는 수학식 7과 같

다.

수학식 7

수학식 7에서, (R1-jX1)은 태그 소자(230)의 임피던스이고, (R3-jX3)는 와이어부(410)의 임피던스이며, (-jX4)은 본딩

범프부(420)의 임피던스이다.

수학식 7을 참조하면, 칩/본딩부(CB3)의 임피던스는 태그 소자(230)의 임피던스(R1-jX1), 와이어부(410)의 임피던스

(R3-jX3) 및 본딩 범프부(420)의 임피던스(-jX4)를 합한 임피던스이다.

따라서, 칩/본딩부(CB4)의 임피던스를 실수 임피던스 및 허수 임피던스로 분리하면 하기하는 수학식 8과 같다.

수학식 8

태그 안테나들(230)의 임피던스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된 칩/본딩부(CB4)의 임피던스와의 관계가 복소 켤레가 되

도록 설정될 때, 태그 안테나들(220) 및 칩/본딩부(CB4) 간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태그 안테나(220)의 임피던스는 태그 소자(230)의 임피던스(R1-jX1) 뿐만 아니라 와이어부(410) 및

본딩 범프부(420)에 의해 발생된 기생 임피던스, 즉 와이어부(410)의 임피던스(R3+jX3) 및 본딩 범프부(420)의 임피던

스(-jX4)까지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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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발명에 따른 태그 안테나들(220)은 칩/본딩부(CB3)와의 정확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 칩/본딩부(CB3)의 임피던스

를 고려하여 설계된다. RFID 태그(400)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계된 태그 안테나들(220)을 구비하므로, RFID 안테나들

(220)과 칩/본딩부(CB3) 간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RFID 태그(400)는 RFID 리더기

(100)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RFID 리더기(100)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RFID 태그는 태그 안테나들의 임피던스가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 및 태그 소자와 태그 안테나들

이 본딩되어서 발생하는 기생 임피던스를 합한 임피던스에 대해 복소 켤레가 되는 태그 안테나를 구비한다. 이와 같이, 태

그 안테나의 임피던스는 태그 소자의 임피던스뿐만 아니라 태그 소자 및 태그 안테나들의 본딩에 의해 발생되는 임피던스

도 고려하여 산출된다. 이에 따라, RFID 태그는 태그 안테나들 및 태그 소자의 본딩에 의해 발생된 임피던스 때문에 태그

안테나들 및 칩/본딩부 간의 임피던스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RFID 시스템은 RFID 리더기와 RFID 태그 간의 반사 신호를 감소시킬 수 있고, RFID 리더기와 RFID 태그간의 데

이터 송수신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RFID 시스템은 소비 전력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RFID 리더기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는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

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FID 시스템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RFID 태그를 나타낸 부분 평면도이다.

도 3은 도 2의 절단선 I-I'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RFID 태그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칩/본딩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RFID 태그를 나타낸 부분 평면도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RFID 태그의 칩/본딩부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RFID 태그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RFID 리더기 200, 300, 400 : RFID 태그

210 : 베이스 기판 220 : 태그 안테나

230 : 태그 소자 240, 420 : 본딩 범프

310, 410 : 와이어 1000 : RFID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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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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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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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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