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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RFID 등에 치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확한 치정보 식별자를 용할 것을 제안한
다. 그리하여 리더 단말기를 이용하여 더 정확히 찾고자 하는 치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이것은 기존의 CPS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치정보의 문제 을 해결하고, 태그를 통해 즉각 인 치정보의 획득이 가능해 짐으로서 재 이동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정보에 한 비용을 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사용자가 더 정확히 찾
고자 하는 상을 조회하도록 도와 다.

1. 서론
  인류는 사회의 규모가 변화하고 증 함에 따라 

상 방과 의사소통을 한 다양한 통신기술이 개

발되고 발 되어 왔다. 각종 지도와 통신기술 등의 

발달은 사람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고자 할 때 도

움을 주는 혜택이 되었으며 우리는 모르는 곳을 

가더라도 지도가 있기에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각종 네비게이션 등의 발달은 지도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그러

나 정확한 정보의 부족과 잃기 쉬운 방향감각 등

으로 찾고자 하는 곳과 어떠한 객체에 한 정확

한 정보를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

 본 논문은 치정보 식별자로 RFID를 이용하여 

치정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거나 

어떤 정보에 얻고자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다.

 본 논문의 구조는 2장에서는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술의 련연구를 알아보고 3장에서는 체 인 

설계, 4장에서는 추후 연구방향과 개선해야할 등

을 기술한다.

2. 련연구

2.1 RFID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 

기술은 좁게 보면 바코드를 체할 차세  기술이

지만, 넓게 생각하면 정보통신은 물론 ,물류 

(Logistic)ㆍ유통 (Distribution)ㆍ공 망 (Supply 

Chain)ㆍ교통 ㆍ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용 가

능한 차세  핵심기술이다 . RFID 기술은 사물에 

를 매개로 하는 소형칩(chip)과 안테나를 태

그 형태로 부착하여 , 안테나와 리더기를 통하여 

사물  주변 환경정보를 무선주 수로네트워크에 

송하여 처리하는 일종의 비 형 자동식별 기

술이다.[1]

RFID 기술은 응용 별로 주 수 역을 달리하여 

여러 분야에 용할 수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 

. 한 , 특별한 충돌 없이 기존 산업에 자연스럽

게 용시켜 활용할 수도 있다 . RFID는 여러 개

의 태그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고 , 인식 시간이 

짧고 , 태그에 용량의 데이터를 장할 수 있으

며 , 반 구 인 사용이 가능한 장 이 있다.

그림1. RFID 시스템 원리

 RFID 태그는 RF신호가 수신되면 진폭 혹은 상 

변조하여 RFID 태그에 장된 데이터를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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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신호로 리더에게 되돌려 다 . 되돌려 받

은 변조 신호는 리더에서 달되어 RFID 태그 정

보가 해독되는데, 리더는 PC 혹은, 인터넷 등에 연

결되어 운 된다.

그림1. RFID 시스템 작동원리

2.2 EPC 시스템

 RFID 태그에는 상품식별코드인 EPC 코드와 같

은 최소한의 정보만 장하고, 상품 련 상세 정

보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EPC 코드와 인터넷 기반으로 RFID 기술을 활용

하기 한 네트워크에 한 개념은 MIT 학의 오

토아이디센터에서 최 로 고안되었다. 이후 EPC 

코드와 네트워크의 보   상용화를 해 기존에 

바코드와 자문서를 보 해 온 미국상품코드표

화기구(UCC)와 유럽 상품코드 네트워크(EAN)가 

EPC 로벌을 공동 설립했고, 오토 아이디 센터는 

오토 아이디 랩으로 명칭을 바꿔 EPC 로벌과 

력하고 있다. 

 EPC 표 은 EPC 코드체계, 상세 정보가 장된 

컴퓨터의 치를 알려주며 ONS(Object Naming 

Service), 상세 정보를 장하고 있는 EPC IS(EPC 

Information System), RFID 태그 독 정보를 필

터링하거나 필요한곳으로 송해주는 미들웨어 등

으로 이 진다.

그림3. EPC 개념도 [2]

 RFID 태그에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정보를 

다량 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태그 련 비용

을 낮추기 해 태그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장하

는 것이 효율 이다. EPC 코드는 이러한 취지에서 

개발된 상품식별코드로, 기존의 바코드 번호와 다

른 은 동일한 상품이라도 모든 개체를 개별 으

로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추가되었다는 이

다. [3]

 그림4. EPC 로벌 표  네트워크

그림8. EPC 태그 구조

 EPC 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산업에 걸쳐 

공 망 리에 커다란 변화가 상된다. 이를 도입

한 기업들은 상품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

하게 악할 수 있어 비용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EPC 네

트워크가 구축될 경우 기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속함으로써 실

시간으로 상품 이동에 한 정보를 악할 수 있

다. EPC 기술은 상품 추 과 상품 이동 상태를 매

우 정확히 포착, 공 망 가시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데이터 취합과 처리 효율을 높여  무한한 가능성

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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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도구 미디어 제약 사항

간 물질
가시거리의 제한, 

방향 치 어려움등

지도 물질
실질  거리계산의 

어려움, 지도보기의 
어려움

표지 물질
가시거리의 제한, 

객체와의 정확한 거리의 
단이 어려움

특정 
객체정보 

조회

설명 
종이

한번에 알기가 어려움

3 .  RFID 기반 옥외객체 정보 조회 시스

템
3.1 체 인 시스템 구조  분석

 다음은 설계되어지는 개략 인 시스템 구조이다.

그림5. 시스템 구조

 사용자는 리더기가 있는 단말기를 들고 다니며 

주변에 원하는 곳이나 원하는 정보를 취득 할 수 

있다. 태그를 가진 객체로부터 정보를 불러온다. 

그 후 지역마다 객체별로 정보를 지니고 있는 

앙 서버로부터 정보를 불러들인다. 앙서버는 멀

리 있지 않으며 일정한 경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달하여  수 있다.

3.2 기존의 객체 정보 인지 확인의 문제

 기존에 어떤 특정 객체를 찾기 해서는 흔히 거

리에 있는 간 , 지도, 표지 , 건물 번지수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객체의 치를 악하거나 찾아갔

다.

 그러나 간 , 표지 , 건물 번지수를 정확히 안다

고 하더라도 여러 복잡한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빠른 시간 내에 찾기란 힘든 일이었다. 일일이 객

체에 한 문의나 질의를 통하여 찾거나 길안내를 

이용하여 찾았다.

다음은 이용도구와 그에 따른 제한 사항이다.

표1. 기존 치정보 수단 정보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하여 사실상 정확한 객체의 

치를 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었다.

기술의 발 에 따라 네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 이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을 이용 한다 하더라도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성에서 직  정보를 

받아오기에 정확한 치 악은 가능할지라도 여러 

시스템 조건 등을 걸치며 이동경로가 복잡하기에 

은 비용으로 효율 이진 못하다는 단 이다.

3.2 RFID 기반 정보 시나리오

①간 , 표지  정보

 a. 사용자는 단말기를 지니고 있으며 보행이나 차

량이동을 할 경우 간 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온다.

 b. 간 이나 표지 에 부착된 RFID 태그 정보를 

사용자가 지니고 있는 단말기에 부착된 리더기로 

읽어 들인다.

 c. 단말기에서 이동 통신망을 경유하여 앙 서버

에서 요구 정보를 획득한다.

제약사항: 앙서버는 구역별로 경계를 나 다. 한

정된 구역별로 앙서버를 리하는 곳에서 모든 

간 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 

② 특정 정보 조회 

 a. 사용자는 단말기를 지니고 있으며 원하는 객체

에 한 정보를 취득한다.

 b. 특정 객체에 부착된 RFID 태그 정보를 사용자

가 지니고 있는 단말기에 부착된 리더기로 읽어 

들인다.

 c. 단말기에서 이동 통신망을 경유하여 앙 서버

에서 요구 정보를 획득한다.

 제약사항: 를 들어 시회나 백화 의 경우 

앙 서버는 그 한정된 지역으로 정한다. 더 빠른 서

버를 제공하기 해 먼 곳에 있는 앙서버까지 

가는 오버헤드를 인다. 그에 따른 경비는 생각하

지 않는다.

3.3  RFID 기반의 객체 정보 시스템 설계

① 로토콜

 1993년에 시작된 IEEE 1451은 생성 자체가 센서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여 탄생이 되었으며, 네트워

크에 독립 인 스마트 센서를 한 공통 인 센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IEEE 

1451 표 은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같은 

종류의 센서들의 재사용성과 이식성을 높이는데 

목 이 있다. 이정보 시스템에서는 IEEE1451을 이

용하기로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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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로토콜

②메모리

. 

그림7. 태그 메모리 구조

RFID 태그메모리일반구조가 될 ISO/IEC 18000-6 

Type C의 태그 메모리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4개

의 메모리 뱅크가 있으며, ‘Bank 00’은 안 기능과 

라이버시 기능을 해 사용될 수 있고 ‘Bank 10’

은 Tag ID 역이다. ‘Bank 01’ UII 역으로 앞

서 설명한 EPC 는 ISO 15459 코드 등의 입력 

역이다. ‘Bank 11’은 사용자 역(User memory)

이다. 

③태그 구조

 처음엔 태그 아이디가 들어온다. 다음에는 재 

치의 태그가 치해있는 정보가 들어있다. 그 후 

태그의 사용도에 따라 장되어있는 객체의 치

들이 있다. 

태그 
ID 

재의 
태그 치

장된 
객체의 치

오류정정
코드

표2. 태그 설계

4 . 결 론
 본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를 찾거나 특

정 객체에서 정보를 얻을 때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 효과가 있다. 즉, 본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용

자는 쉽게 원하는 객체에 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스템이 정확하게 동작하기 해서는 다

음과 같은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역을 정하

여 그 경계선을 토 로 어느 범  내에서 그 지역

의 모든 객체를 리해주는 서버의 개설이 필요하

고 이를 제공하는 리자가 존재해야한다. 한, 

효율 인 로토콜 리와 메모리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차차 개선

해야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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