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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에서 다수의 리더가 동시에 동일한 태그의 인식을 시도

하는 경우, 태그는 다수의 리더가 요청한 내용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리더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리더 간 간섭에 의한 충돌은 RFID 시스템의 태그 인식 효율  인식 속도의 하 등에 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 인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리더 충돌이 발생한 경우, 리 리더(Master Reader)와 보조 리더 그룹(Assistant 

Reader Group)간의 계층 인 구조를 형성하고, 리 리더를 통해 하  리더 그룹을 리하여 리더 충

돌을 방지하는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한,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

능을 분석하고 평가하 다.

1. 서론 

RFID 시스템은 사물에 태그를 부착하여 무선으로 사물

의 정보를 인식하고, 주변 환경에 한 정보를 감지하는 

기술로서 바코드(Barcode)의 뒤를 이을 차세  기술로 인

식되고 있다. 재 RFID 시스템은 유통, 물류 등의 다양

한 산업 분야에서 용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컴퓨  환

경 구축을 한 핵심 기술로 많은 심을 받고 있다[1][2]. 

이러한 RFID 시스템은 태그(Tag)와 리더(Reader)와의 

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태그 인식률과 태그 인식 속

도가 RFID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가장 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시스템 내 태그와 리더의 충돌로 

인해 태그 인식률과 태그 인식 속도가 하될 수 있다. 따

라서 태그 인식률과 태그 인식 속도의 하를 방지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한 충돌 방지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충돌 방지 알고리즘은 크게 태그 충돌 방지 알고리즘과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으로 구분된다. 태그 충돌 방지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태그가 특정 리더에 동시에 응답하

여 태그의 인식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알고리

즘이다. 따라서 충돌이 발생한 태그의 정보 인식을 해 

리더는 태그 정보의 재 송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태그 

인식 시간의 증가  시스템의 효율성이 하된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재 표 인 태그 충돌 방지 알고리

즘은 이진 탐색 알고리즘(Binary Search Algorithm), 슬롯 

알로하 알고리즘(Slotted ALOHA Algorithm) 등이 있다

[1].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에서의 리더 충돌 상황은 물리

으로 인 한 리더들이 동시에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

여 발생하는 주 수 간섭과 서로 이웃한 리더들이 동시에 

동일한 태그를 인식하려할 때 발생하는 태그 간섭으로 구

분된다. 특히 주 수 간섭의 경우 리더들이 서로 다른 주

수를 사용함으로써 리더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으며, 

태그 간섭의 경우 다수의 리더가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방식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시간을 할당하

여 태그 인식을 수행함으로써 리더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수 간섭 상황에서 서로 다른 주 수

를 사용하더라도 다수의 리더들이 동일 시간에 동일한 태

그에 한 인식을 시도하려는 경우 주 수 간섭에 의한 

리더 충돌 문제는 해결되나 태그 간섭에 의한 리더 충돌

은 여 히 존재한다[3][4]. 

재 RFID 표  단체인 ISO/IEC의 JTC1 내의 SC31과 

Auto-ID 센터의 EPCglobal 그리고 유럽의 E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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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서

는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에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되고 있고, 그 결과 Colorwave[3][4], LLCR(Low-Energy 

Localized Clustering for RFID networks)[5], Pulse 

Protocol[6]과 같은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들이 제안되

었다. 이  Colorwave는 리더의 충돌 발생 확률에 따라 

각 리더들이 자신의 임 크기를 변화시키고, 임 내

의 서로 다른 슬롯을 임의로 선택함으로서 리더 충돌을 

방지하는 가장 표 인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이다. 그

러나 각각 다른 충돌 확률에 의해 리더들은 서로 다른 

임 크기를 가지게 되어, 임 내의 임의의 슬롯 선택 

과정에서 충돌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태그 인식 

시간의 지연이 발생한다. 한 리더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

서 랜덤 시간 지연(Random Backoff Delay)을 통해 리더 

충돌을 방지하는 경우, 랜덤 지연 시간만큼의 지연이 발생

하고, 랜덤 시간 지연 후 다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태

그의 인식을 시도하는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 충돌

에 한 근본 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태그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

을 방지하고, 태그 인식률과 태그 인식 시간의 감소를 

해 리 리더를 이용한 계층  구조 기반의 리더 충돌 방

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의 동작 차와 

특징을 설명하고, 이어 3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성능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제안된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은 태그 

인식 과정  리더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림 1과 같이 

리 리더(Master Reader)와 보조 리더 그룹(Assistant 

Reader Group)의 계층  구조 계를 형성하고, 리 리더

를 통해 보조 리더 그룹을 리하여 리더들의 충돌을 방

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리더 간 계층  구조 계의 개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은 다음

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 

- 모든 리더는 한 번에 한 개의 태그 인식

- 태그는 리더의 요청에 의해 리더의 메시지 달 가능 

- 리더 충돌 정의 : 2개 이상의 리더가 동일 시간에 동일 

태그 인식을 시도하거나 리더가 태그

의 인식을 완료하기  다른 리더에 

의해 태그 인식을 방해 받는 경우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수동형 태그(Passive Tag)는 

EPC Global GEN2의 UHF 역의 수동형 태그와 같이  

태그 칩과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장  리더

의 요청에 의한 데이터 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리더가 송한 메시지의 내용을 리더의 명령에 

따라 재 송함으로써 충돌 역 내의 다른 리더가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리 리더를 이용한 계층  구

조 기반의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제안하는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의 순서도 

먼 , 그림 2에서와 같이 리더 충돌이 발생할 경우, 리

더는 충돌 발생 메시지를 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주변 리

더에서 송하고, 충돌 역 내 태그들은 이 메시지를 수

신한 후 주변 리더들에게 로드캐스트한다. 만약 리 리

더가 존재하여 해당 리더 충돌 발생 메시지에 한 응답 

메시지를 송한다면, 이를 통해 리 리더의 존재를 확인

하고 보조 리더 그룹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 지난 후에도 리 리더의 응답 없을 경우, 충돌 리더들

은 리 리더가 없다고 단하여 리 리더 설정 과정을 

수행한다. 이를 해 각 충돌 리더는 랜덤 시간 지연 후 

태그 인식을 시도하고, 태그 인식을 가장 먼  완료한 충

돌 리더가 리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한  

랜덤 지연 시간은 수식 1과 같이 계산되며, 이때 은 난

수, 는 태그 1개의 인식 시간을 의미한다. 

   ×     (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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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리 리더가 설정된 후 태그 인식 과정  

다시 리더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리 리더는 가장 최근

에 인식 완료한 태그에게 동기시간(), 하  리더의 수

() 그리고 인식 완료한 태그의 수() 등의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를 송하고, 해당 태그는 리 리더의 명령에 따라 

주변 리더들에게 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송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수신한 충돌 리더들은 수식 1을 통해 계산된 랜

덤 시간 지연 후, 메시지를 송한 태그를 통해 리 리더

에게 응답 메시지를 송한다. 이후 리 리더는 앞서 

송한 메시지에 한 응답을 가장 먼  수행한 충돌 리더

를 보조 리더 그룹의 보조 리더(Assistant Reader)로 지정

하고, 나머지 리더들은 보조 리더의 멤버 리더로 설정한

다. 

이러한 보조 리더 그룹의 구성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

펴보면, 리 리더가 동기 설정  보조 리더 그룹 구성을 

한 응답 확인 메시지를 송하고, 충돌 리더는 이 메시

지를 통해 자신이 보조 리더인지 멤버 리더인지를 확인한 

후 리 리더와의 시간 동기를 맞춘다. 한 보조 리더 그

룹의 구성에 따라 보조 리더는 그룹 순서 번호()를 부여 

받는다. 그림 3은 이러한 보조 리더 그룹의 구성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 3) 보조 리더 그룹의 구성 

와 같은 방법을 통해 리 리더와 보조 리더 그룹이 

구성되면, 리 리더는 수식 2와 같이 계산되는   

시간에 태그를 인식하고, 하  리더는 수식 3과 같이 계산

되는     시간을 리 리더로부터 할당 받아, 태그들

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

     (수식 2)

      ×        (수식 3)

이와 더불어 보조 리더 그룹의 태그 인식 방법은 리 

리더가 인식하는 태그 정보를 보조 리더와 멤버 리더가 

모두 공유하고, 보조 리더가 인식한 태그 정보를 멤버 리

더가 공유한다. 이를 해 리 리더와 리 리더가 인식

하고자 하는 태그간의 메시지들은 보조 리더가 모니터링

하여 해당 정보를 획득하고, 보조 리더가 태그 인식 과정

을 수행할 때 멤버 리더는 앞서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태그의 정보를 획득한다. 만약 보조 리더가 태그 인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리더 충돌을 인식하게 되면 충돌 상황

이 발생했음을 리 리더에게 보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 리더는 앞서 설명한 보조 리더 그룹 구성 방법을 통해 

새로운 보조 리더 그룹을 구성한다.   

3. 모의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해 다음과 같은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모의실

험에서는 리더의 수를 2∼10개까지 변화시키고 태그의 수

는 100∼1000개까지 증가시켜 리더와 태그 수의 변화에 

따른 리더 충돌 확률과 평균 태그 인식 시간의 변화를 측

정하 으며, 이를 Colorwave와 비교 분석하 다. 이때 리

더 충돌 확률은 수식 4와 같이 계산하며, 태그 인식 시간

은 각 리더가 태그 인식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의 차로 

정의하 다. 

리더충돌확률
태그인식시도횟수

충돌발생횟수
   (수식 4)

Colorwave Proposed algorithm
 리더수

태그수 
2 4 6 8 10 2 4 6 8 10

100 1.4 13 11 7 5 1.2 1.3 1.1 1 1.4

200 0.4 12 7 5 3 0.6 0.6 0.6 0.5 0.7

400 0.3 10 5 3 2 0.3 0.3 0.3 0.2 0.4

800 0.2 6 3 2 0.9 0.16 0.17 0.1 0.14 0.2

1000 0.1 4 2 1 0.8 0.13 0.13 0.1 0.11 0.1

<표 1> 평균 리더 충돌 확률(%)

   

표 1은 Colowave 방식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의 평균 리더 충돌 확률을 비교한 것

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Colorwave의 경우 리더와 태

그 수의 변화에 따라 평균 리더 충돌 확률이 매우 격하

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리 리더를 이용한 계층  구조 기반의 리더 충돌 방

지 알고리즘의 경우 Colorwave보다 매우 낮은 평균 리더 

충돌 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리더  태그 수의 증가에 따

른 충돌 확률 변화폭도 매우 작아, 리더 충돌 없이 안정

으로 태그 인식이 가능하다. 이는 리 리더에 의한 계층

 구조가 형성된 이후, 리 리더와 보조 리더의 태그 인

식 정보 공유하기 때문에 리더 충돌 횟수가 격하게 감

소되고, 이에 따라 충돌 확률도 감소되는 것이다.

그림 4는 Colorwave와 제안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

의 평균 태그 인식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태그 수를 가정하 을 때 Colorwave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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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의 평

균 태그 인식 시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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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평균 태그 인식 시간

  이는 리 리더와 보조 리더 그룹이 계층 인 구조를 

형성한 후 리 리더의 태그 인식 정보를 보조 리더 그룹

이 공유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태그 인식 지연 문제가 발

생하기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수의 태그를 인식하는 

시간은 리더 수의 향을 받지 않아 안정 인 태그 인식 

시간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4. 결론

RFID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태그와 다수의 리더가 공존

하기 때문에 리더들 간의 충돌 상황은 피할 수 없는 문제

이다. 이러한 리더 충돌은 태그 인식률  인식 시간의 

하를 야기하여 RFID 시스템의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리더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

문에서는 리 리더를 이용한 계층  구조 기반의 리더 

충돌 방지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

능 평가를 해 모의실험을 수행하 고, 고정된 리더 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태그의 수가 증가하여도 평균 충돌 확

률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와 더불어 리 리더

의 태그 인식 정보 공유를 통해 태그 인식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여 리더 수의 향을 받지 않고 안정 인 평균 태

그 인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

과를 토 로 RFID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

구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향후 태그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를 병행하여 보다 안정 이고 효율 인 

RFID 시스템의 운용을 가능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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