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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RFID를 이용하여 자동 콜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나 개인을 위한

예를 들면 기계를 잘 못 다루시는 분이나, 또한 핸드폰이 없고 전화번호 암기가 어려운 분들이 전화를

걸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을 경우에도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방법 또한 TAG를 전화기에 갖다 대면 바로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전화가 걸리므로 조작이 간단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 서론

현대 사회는 바코드에서 RFID란 신기술로 넘어오면서

일상 생활이 변해가는 흐름 속의 한가운대 있다. 산업사회

가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물류, 유통, 교통 등의

여러 가지 산업분야에 RFID를 이용한 시스템이 현재에도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보통 RFID는 다수의 사람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을 가정안의 개인적인

업무로 사용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전자기기를 다

루는 것에 서투른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렸

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제작 배경과 목적을 정

하였다

2. 본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은 주파수를 이용

하여 무선 통신을 하여 사람이나 사물에 부착된 태그를 인

식하여, 그 태그에 대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장치로써, 교통카드

단말기, 출입문 도어락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시대로 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필수적

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RFID는 각 주파수 대역별로 특별한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 특징에 따라 사용분야 또한 다르다. 그림 2는 주파수

대역별로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RFID 주파수 대역별 특징

본 연구에 사용한 MCU는 AM-128PRO MCU 모듈은

Atmega 128 16A U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 사용한다.

또한 2줄 짜리 2.54Header Pin이 양쪽으로 32PIN씩 배치

되어있으며, 5V로 UART통신이 가능하게 내장되어 있다.

또한 ISP커넥터도 내장되어 있어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MCU의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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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M-128PRO

그림 3은 각 핀의 기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AM-128PRO 모듈 핀 번호

본 연구에서는 RFID리더기에서 8비트씩 태그의 데이터

를 가져와 MCU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UART 0커넥터에는

PC와 연결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UART 1커넥터는

RFID를 연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아래 그림 4는 UART

의 커넥터 핀 번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UART 커넥터 핀 번호 

Serial통신에는 Serial interface 통신규격이 있다. 많은

종류가 있는데 아래 그림 5는 Serial 종류를 나타낸 표이다.

[그림 5] Serial 통신 종류

3. 제작 및 시험 

본 논문은 RFID를 제어해본다는 것과 MCU 모듈을 구

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RFID와 MCU의 통신을 한다는 것

의 목적을 두었다. 간단한 사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이 쉽

게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이론에서

말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자동 콜링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구조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6] RFID를 이용한 자동 콜링 시스템 구조

RFID를 사용해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태그 정보를 리

더기에서 받아들여 MCU로 넘겨주게 되고 MCU에 서는

소스에 작성한 데이터 값과 일치하게 되면 매핑된 전화번

호에 해당하는 포트를 HIGH값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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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C회로를 통해 출력된 0버튼 신호

[그림 7] 전화기만을 사용하여 출력된 0버튼 신호

4. 결 론 

현재 상태인 키패드와 IC회로의 직접 연결이 아닌

전화기와 링크시켜 다이얼 입력시 생기는 주파수로

입력하는 초기의 아이디어는 RFID의 연구만이 아니

라 전화기의 미들웨어까지 건들어 새로운 제품을 만

들어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원초적인 목적인 RFID

의 Tag입력만으로 전화기를 작동시키는 것에 성공

하여 무사히 연구를 마칠 수 있었다. 향후에 보안할

점이라면 MCU내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여 Tag 입

력 시 LCD로의 주소 값 출력과 전화기 온/후크로

RFID 동작 시스템을 구현을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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