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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 리더기가 역내의 다수의 태그를 인식하기 해선 충돌방지 알고리즘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은 Auto ID Class 0에서 정의한 충돌방지 알고리즘인 Bit-by-Bit 이진트리 알고리즘(BBB)의 충

돌 치를 스택에 장하고 이를 통해 다음 질의어를 결정함으로써 성능이 크게 개선된 

Stack-bit-by-bit(SBBB)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시뮬 이션을 통한 검증결과 질의-응답 횟수, 질의어의 크

기, 응답어의 크기의 모든 면에서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RFID 기술이란 리할 모든 개별 사물에 자태

그를 부착하여 리더기로 무선 를 태그에 보내면 

태그가 자신의 ID정보를 리더기로 달하는 방식으

로 비 으로 태그 정보를 인식 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바코드의 문제 을 극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태그의 정보를 인식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생

활의 변 을 가져올 기술이다. 하지만 기기들 사

이의 이질성, 리더기 사이의 충돌, 태그 사이의 충돌

등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 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

서의 충돌이란 태그들 간의 통신 과정에서 태그들 

간에 간섭을 뜻하며 RFID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

을 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 듯 다  

태그 환경에서 태그간의 충돌 상을 회피하는 기술

을 다  태그인식 기술[1]이라 한다. 본 논문은 

Auto ID Class 0 에서 정의된 Bit-by-Bit(BBB) 알

고리즘[2]의 성능을 개선한 Stack Bit-by-Bit(SBBB)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SBBB 알고리즘은 기존의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지정 인천 학교 동북아 자

물류연구센터의 지원에 의한 것임”

BBB 알고리즘에 태그 충돌 치 정보를 스택에 

장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RFID 표 화는 재 EPCglobal에 의해 진행 

으로 EPC(Electronic Product Code) code는 96비트

가 사실상 RFID 표 코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PC code는<Version Header, EPC manager, 

Product Class, Serial Number>의 계층  구조를 

갖는다[3]. 시뮬 이션을 통한 검증결과 모든 경우에

서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태그 ID의 복성이 클수록 우수한 성능을 보 다.

2. 련 연구

 2.1 충돌방지 알고리즘의 분류

   다 태그 식별을 한 충돌회피 기술은 크게 트

리기반의 결정  알고리즘과 슬롯 알로하 기반의 확

률  알고리즘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결정  알고리

즘은 태그 식별자들이 이진비트로 표 되어 이진트

리를 구성한다. 인식은 이진트리를 순회하면서 태그

들을 차례로 인식하는데 알고리즘에 따라 태그의 인

식 순서가 결정되게 된다. 반면 확률  알고리즘은 

태그가 시간차에 따라 서로 다른 슬롯을 선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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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슬롯의 수가 을 경

우 충돌이 발생한 슬롯의 재 송에 따른 성능 하

가 심하고 슬롯의 개수가 필요이상 많으면 한 성

능을 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트리기반 알고리즘은 

태그의 메모리 유무에 따라 메모리형 알고리즘[4]과 

비메모리형 알고리즘[5]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알로

하기반의 알고리즘은 ID-슬롯 방식[6]과 bit-슬롯 

방식[7]으로 구분된다.

충돌 방지 알고리즘의 분류

트리 기반 

알고리즘

(결정 )

메모리형
비트- 재 알고리즘

분할트리 알고리즘

비메모리형

트리-워킹 알고리즘

쿼리트리 알고리즘

충돌추 트리알고리즘

슬롯-알로하 

기반 알고리즘

(확률 )

ID-슬롯형
I-Code

STAC

비트-슬롯형 Bit-Slot

<표 1> 충돌방지 알고리즘의 분류[8]

 2.2 Bit-by-Bit 알고리즘

   태그의 기화 과정이 끝나면 태그들은 자신의 

최상  비트(MSB)를 응답한다. 이때 응답은 두가지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첫 번째는 리더기가 0 는 

1 둘  하나만을 수신하는 경우이다. 충돌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로써 리더기는 응답받은 MSB를 메

모리에 장하고 다시 태그에 송한다. 자신의 첫 

비트를 수신한 태그는 다음 비트를 송한다. 두 번

째 경우는 0 과 1을 동시에 수신하여 충돌이 발생한 

경우로 리더기는 0을 송한 그룹과 1을 송한 그

룹  알고리즘에 의해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고 그 

비트를 태그에게 송한다. 송받은 태그는 자신의 

다음 번째 비트를 다시 리더기에 송한다. 만일 선

택 되지 않은 태그는 일시 으로 태그의 송 명령

에 응답하지 않는 Inactive 상태가 된다. 하나의 태

그를 인식하게 되면 Inactive 상태의 태그를 다시 

Active 상태로 바꾸게 된다. 따라서 태그ID의 길이

가 j이고 태그의 개수가 n개라면  태그를 인식하기 

한 반복회수(R)는 (1)과 같다.

  ×                           (1)

   <그림 1>는 태그 ID가 0000, 0010, 1100, 1101 

인 4개의 태그에 한 BBB 알고리즘을 용하 을 

경우의 일련의 태그 인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BBB 알고리즘의 동작 

Bit-by-Bit 로토콜

  리더기는 응답어를 임시로 장할 메모리와 인식 완료한 태그ID를 

장할 메모리를 가짐

 리더기 동작

 Step 1 : 모든 태그에 로드캐스

 Step 2 : 태그로부터 응답 확인

  - 0 는 1 둘  하나의 신호를 수신한 경우 Step 3으로

  - 0과 1을 동시에 수신한 경우 Step 4로

  - 태그의 마지막 비트를 수신한 경우 Step 5로

  - 모든 태그를 인식 하 다면 Step 6으로

 Step 3 : 충돌 미발생

  - 메모리에 수신한 비트를 장

  - 수신한 비트를 태그에 질의

  - Step 2로

 Step 4 : 충돌 방생

  - 0을 송신한 그룹을 선택

  - 1을 수신한 그룹을 Inactive 상태로 환

  - 메모리에 0을 장

  - 0을 송신

  - Step 2로

 Step 5 : 하나의 태그 인식

  - Inactive 상태의 태그를 Active 상태로 환

  - Step 2로

 Step 6 : 종료

  - 모든 태그가 식별 된 상태로 알고리즘 종료

태그 동작

 Case 1 : 태그가 활성화 상태인 경우

  - 질의어와 매칭 될 때 

    - 다음 비트를 송신

  - 질의어와 매칭되지 않을 경우 

    - 기

 Case 2 : 태그가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 리더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음

 Case 3 :  비활성화 명령 수신한 경우

    - 비활성화 상태로 환

 Case 4 : 활성화 명령 수신한 경우

    - 활성화 상태로 환

<표 2> BBB 알고리즘의 체 과정

3. 제안된 SBBB 알고리즘

   BBB 알고리즘은 이미 읽은 태그 정보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태그 인식을 시작 

한다. 이에 본 논문이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리더기 

내에 스택 변수를 두어 태그에서 발생한 충돌 치 

n을 스택에 장하고 다음 태그 인식 시에 n-1번째

까지의 데이터를 다음번 질의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 스택에서 가져온 n 값이 태그 ID의 마지막 부

분을 나타낸다면 한번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두 

개의 태그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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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Bit-by-Bit 로토콜

  리더기는 응답어를 임시로 장할 메모리, 인식 완료한 태그ID를 

장할 메모리, 충돌 치를 장할 스택변수를 갖는다.

 리더기 동작

 Step 1 : 모든 태그에 로드캐스

 Step 2 : 태그로부터 응답 확인

  - 0 는 1 둘  하나의 신호를 수신한 경우 Step 3으로

  - 0과 1을 동시에 수신한 경우 Step 4로

  - 태그의 마지막 비트를 수신한 경우 Step 5로

  - 아무 응답이 없다면 Step 6으로

 Step 3 : 충돌 미발생

  - 메모리에 수신한 비트를 장

  - 수신한 비트를 태그에 질의

  - Step 2로

 Step 4 : 충돌 방생

  - 스택에 충돌 치를 장

  - 0을 송신한 그룹을 선택

  - 1을 수신한 그룹을 Inactive 상태로 환

  - 메모리에 0을 장

  - 0을 송신

  - Step 2로

 Step 5 : 하나의 태그 인식

  - Inactive 상태의 태그를 Active 상태로 환

  - 스택에 값이 있다면 N값을 가져온다.

  - 메모리의 N-1번째까지 값을 태그에 질의

  - Step 2로

 Step 6 : 종료

  - 모든 태그가 식별 된 상태로 알고리즘 종료

태그 동작

  Case 1 : 태그가 활성화 상태인 경우

  - 질의어와 매칭 될 때 

    - 다음 비트를 송신

  - 질의어와 매칭되지 않을 경우 

    - 기

 Case 2 : 태그가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 리더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음

 Case 3 :  비활성화 명령 수신한 경우

    - 비활성화 상태로 환

 Case 4 : 활성화 명령 수신한 경우

    - 활성화 상태로 환

<표 3> 제안한 SBBB 알고리즘의 체과정

 

<그림 2> SBBB 알고리즘의 동작 

4. 실험  평가

   본 에서는 에서 살펴본 BBB 알고리즘과 

SBBB 알고리즘에 한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성능 

평가를 한 시뮬 이션 환경은 C언어를 기반으로 

설계하 다. 

 사실상 표 화를 주도하고 있는 EPCglobal에서 제

안하는 EPC code를 감안하여 태그 ID는 96비트로 

하 다. 성능 측정 기 으로 태그와 리더간의 질의-

응답 횟수, 질의어의 크기, 응답어의 크기로 하 다.

 4.1 Serial Number 36비트가 랜덤한 경우

   Head, General Manager Number, Object Class 

까지 동일하고 마지막 Serial Number만 랜덤 한 경

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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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erial Number가 랜덤인 경우 반복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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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erial Number가 랜덤인 경우 총 질의어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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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erial Number가 랜덤인 경우 총 질의어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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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들은 Serial Number가 랜덤한 경우 각각

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경우에서 SBBB 알

고리즘이 BBB 알고리즘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나타

내고 있다. 

 4.2 Serial Number 순차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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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erial Number가 순차 인 경우 반복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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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erial Number가 순차 인 경우 총 질의어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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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erial Number가 순차 인 경우 총 응답어의 크기

   Serial Number가 순차 인 경우 BBB 알고리즘

에 비해 SBBB 알고리즘의 성능이 더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태그의 복성이 클수

록 SBBB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아 지기 때문이다.

5. 실험  평가

   본 논문은 Auto ID Class 0 에서 정의된 BBB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한 SBBB 알고리즘을 제안

하 다. BBB 알고리즘과는 달리 SBBB 알고리즘은 

충돌 치를 스택에 장하여 다음번 질의에 이를 

활용하 다. 시뮬 이션을 통한 성능 측정 결과 모

든 경우에서 BBB 알고리즘에 비해 SBBB 알고리즘

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태

그 ID의 복성이 크고 태그 수가 많을수록 SBBB 

알고리즘이 우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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