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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EPCglobal C1 Gen 2 표 에서 제안한 Q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C값에 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

하고 시뮬 이션을 통하여 그 성능을 비교, 평가한다. EPCglobal C1 Gen 2 표 에서는 다  태그 인식을 해서 

slot-count (Q) Selection Algorithm을 제안하고 있지만, Q 알고리즘에서 태그의 충돌과 무응답의 상태에 따라서 

Q값을 변화시키는 값인 C 값에 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있지 않다. Q 알고리즘에서는 태그 충돌의 경우 C를 

Q에 더하고 무응답인 경우에는 C를 감산하여 변화되는 Q값으로 태그들의 새로운 slot-count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  태그 인식 환경에 있어서 이 C값은 태그 인식 속도에 커다란 향을 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C값

에 따른 태그 인식 속도 성능 평가나 비교 없이, Q 알고리즘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여 태그 인식 속

도를 늘리기 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EPCglobal C1 Gen 2 표 을 만족하는 C값의 다양한 모델

을 제시하고 각각에 해 다  태그 인식 환경에 있어서 그 성능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EPCglobal C1 Gen 2 C 모델에 한 연구나 태그 인식 성능 연구를 한 하나의 지표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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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first proposes diverse C determining models in the Q algorithm which is proposed in the 

EPCglobal C1 Gen 2 standard and then compares and analyzes its performance. EPCglobal C1 Gen 2 standard 

proposes the slot-count (Q) selection algorithm for multiple tag identification environment, but there is no such 

definition for the C value which modifies the Q value depending on collision or no reply. During the tag 

anti-collision process, the Q algorithm adds C to the Q when there is a collision and reduces the Q by C when 

there is no reply. The modified Q value updates new slot-counts for tags which determines the tag identification 

speed, so the C value is an important factor. However, many researches only intend to increase the tag 

identification speed by proposing a new method or modifying the Q algorithm without any research about the C 

value. This paper suggests diverse C models which satisfies the EPCglobal C1 Gen 2 and analyzes their 

performance in the multi tag identification environment. The result of this paper can be used as an index for 

future researches on EPCglobal C1 Gen 2 C models and multiple tag identific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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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  태그 환경에서 리더가 태그를 인식하는 순서도

Ⅰ. 서  론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는 최근 몇 

년간 바코드를 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 

리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신기술로써의 그 가능

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재 많은 각 을 받고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이다. RFID에 한 연구는 약 100

년 부터 무선 를 이용한 간단한 통신을 근간

으로 시작하고 발 하 다
[1]. 재는 교통 카드, 출

입 통제, 수하물 리 같은 많은 부분에서 실생활에 

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u-City의 교통 신호 조

이나 우편 의약품 리 부문부터 건설 분야에서까

지 RFID의 이용을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4].

RFID는 135kHz 이하의 주  역부터 시작하

여 13.56MHz, 433MHz, 900MHz를 포함한 2.4 

GHz 역까지 5 가지 역에서 개발되고 있다
[5]. 

그  900MHz 역 RFID 시스템의 PHY와 MAC 

계층에 따른 표 은 EPCglobal에서 2005년부터 표

화 사업을 진행하여 2008년 말에 세 번째 표 인 

EPCglobal Class-1 Generation-2 (EPCglobal C1 

Gen 2) v.1.2.0 표 을 발표하 다
[6]-[8]. UHF 역 

RFID는 수동형, 가형 태그와 리더의 통신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 이다. 따라서 다  태그를 인

식하기 한 연구들에서는 복잡하지 않은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효율 으로 다  태그를 인식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9]-[14].

EPCglobal C1 Gen 2 표 에서는 다  태그 인

식을 해 Dynamic Framed Slotted Aloha을 기반

으로 Slot-count (Q) Selection Algorithm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8][11]. 여기서 사용되는 Q값은 

태그의 slot-count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태그는 

리더가 송하는 Q값을 기반으로 slot-count를 생성

하고 slot-count는 태그가 리더에게 응답하는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에 Q값은 다  태그를 인식하는 환경

에서 태그의 충돌과 무응답 발생 횟수를 조 하는 

역할을 하며 체 태그 인식 속도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그림 1은 [8]의 Q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리더가 

다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을 순서도로 보여 다. 

리더는 Q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Q값이 변할 경우에

는 QueryAdjust를 보내고, 그 외에는 QueryRep 명

령어를 보낸다. 우선, 리더는 태그에게 기 Q값을 

4.0으로 설정하고
[8], 0부터 15사이의 slot-count를 

생성하게 한다. 태그는 리더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

의 slot-count를 조 하면서 응답 순서를 기다리게 

된다. 그림 1에서 Q값을 조 하는 C값은 태그의 충

돌과 무응답 상태에 따라서 Q값의 크기를 조 하는 

역할을 한다
[8]. 다  태그 환경에서 Q값의 크기는 

충돌과 무응답의 발생 숫자를 변화시키는 변수이며, 

충돌과 무응답의 발생 횟수는 리더의 다  태그 인

식 속도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Q값의 크

기를 결정하는 C값에 한 연구는 다  태그 인식 

속도나 인식 연구에 있어 요한 요소이자 연구 분

야이다. 

EPCglobal C1 Gen 2에서는 일반 으로 C값은 

0.1과 0.5 사이의 값을 이용한다고 명시한다.  한, 

slot-count 변수인 Q값을 찾기 하여 Q 알고리즘

에서는 Q값이 큰 경우에는 작은 C값을, 그리고 Q

값이 작은 경우에는 큰 C값을 사용한다
[8].

기존의 태그 인식 성능 향상을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되고 있다. 하나는 [8]에서 

제안된 Q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Tree 방식이나 

DJ, EDJ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방법과 [8]

에서 제안하는 Q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태그의 충돌

이 일어났을 경우와 무응답이 일어났을 경우에 따

라서 각각 다른 C값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11~14]. 실

제로 C값에 의해서 태그 인식 성능은 달라진다. 하

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고정된 C값을 사용하거나  

Q 알고리즘에 해서 구체 으로 언 하지 않고 성

능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태그 인식 성능 비

교를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

에서 제안된 Q 알고리즘의 C값에 한 다양한 모

델을 제시하고 각각 C 모델에 따른 다  태그 인식 

성능을 시뮬 이션을 통하여 비교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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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식   에서 a값과 b값의 변화에 따른 선
형 C 모델

그림 3. 수식     에서 a값과 b값의 변화

에 따른 log C 모델

그림 4. 수식    에서 a값과 b값의 변화에 따
른 지수 C 모델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Q 알

고리즘에서 사용되는 C에 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

한다. 3장에서는 성능 평가를 해 사용되는 시뮬

이션 모델에 해 소개하며, 4장에서는 설계된 시뮬

이션을 기반으로 C 모델들에 따른 다  태그 인

식 성능을 Matlab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C 모델

본 장에서는 EPCglobal C1 Gen 2 표 에서 제

안하는 Q 알고리즘의 C값에 한 모델들을 제시한

다. EPCglobal C1 Gen 2에서는 Q값이 커지면 C값

을 이고 Q값이 작아지면 C값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8]. 하지만 본 장에서는 우선 기존 연구에

서 태그 인식 성능 비교를 해 사용되었던 일정한 

C값을 사용하는 정  C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8]에서 제안하는 C값의 조건을 만족하는 

선형, log, 지수 모델을 추가 으로 제시한다. 

2.1 정  C 모델

정  C 모델은 Q값에 상 없이 C값이 항상 일

정한 값을 갖는 모델이다. 시뮬 이션을 통한 태그 

인식 성능 비교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0.1에서부

터 0.5까지 0.05 단 의 9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정

 C 모델은 식 (1)과 같은 형태로 표 된다.

  (1)

식 (1)에서 a는 상수로 정  C 모델의 태그 인식 

성능 비교를 해서 0.1에서 0.5 사이의 C값을 결

정한다.

2.2 선형 C 모델

선형 C 모델은 Q값의 크기에 따라서 C값이 선

형 으로 증가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 

비교를 하여 0.1 단 로 C값의 최 값과 기울기

를 변화하며 총 10가지 모델을 사용한다. 선형 C 

모델은 수식 (2)와 같이 표  가능하며 10가지 선

형 모델들은 그림 2와 같은 직선을 그린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서 빨간색 선들은 C값의 최 와 

최소값의 차이를 0.1 만큼 갖는 선들을 나타내며, 

란색, 검은색, 록색 선들은 각각 C값의 차이를 

0.2, 0.3, 0.4만큼 갖는 선들을 나타낸다.

     (2)

수식 (2)에서 a는 선형 C 모델의 기울기 변수이

며, b는 선형 C 모델에서 Q가 0값을 갖는 순간에 

갖는 최 의 C값을 나타낸다.

2.3 log C 모델

log C 모델은 Q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C값이 log 

스 일로 감소하는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C값의 

최 값과 최소값을 변화시키면서 총 10가지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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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형

C

모

델

C 의 

최 값

C 의

최소값
a b

0.5 0.4 -1/150 0.5

0.5 0.3 -1/75 0.5

0.5 0.2 -1/50 0.5

0.5 0.1 -2/75 0.5

0.4 0.3 -1/150 0.4

0.4 0.2 -1/75 0.4

0.4 0.1 -1/50 0.4

0.3 0.2 -1/150 0.3

0.3 0.1 -1/75 0.3

0.2 0.1 -1/150 0.2

표 1. 선형 C 모델

log

C

모

델

C 의

최 값

C 의

최소값
a b

0.5 0.4 24.9212 0.1509

0.5 0.3 17.825 0.1872

0.5 0.2 16.0102 0.1989

0.5 0.1 15.3865 0.2032

0.4 0.3 24.9212 0.0509

0.4 0.2 17.825 0.0872

0.4 0.1 16.0102 0.0989

0.3 0.2 24.9212 -0.0491

0.3 0.1 17.825 -0.0128

0.2 0.1 24.9212 -0.1491

지

수

C

모

델

C 의

최 값

C 의

최소값
a b

0.5 0.4 -3.3219 0.4

0.5 0.3 -2.3219 0.3

0.5 0.2 -1.737 0.2

0.5 0.1 -1.3219 0.1

0.4 0.3 -3.3219 0.3

0.4 0.2 -2.3219 0.2

0.4 0.1 -1.737 0.1

0.3 0.2 -3.3219 0.2

0.3 0.1 -2.3219 0.1

0.2 0.1 -3.3219 0.1

표 2. log, 지수 C 모델제시한다. 그림 3은 log C 모델에서 Q가 변화함에 

따라서 C가 변화하는 10가지 모델을 보여주며, 수

식 (3)은 log C 모델의 형태를 나타낸다. 

   (3)

수식 (3)에서 A는 log C 모델의 을 변화시키는 

변수이며, Q값이 커짐에 따라 log C 모델에서 C값

은 변화량이 보다 작다가 Q값이 증가하면서 격하

게 C가 감소하는 변화 추이를 갖게 된다. 10000 미

만의 A값을 사용하면 log C 모델은 선형 C 모델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A값으

로 10000을 사용한다. 

2.4 지수 C 모델

지수 C 모델은 Q값이 커지면 C값이 지수 형태

로 감소하는 모델이다. 지수 C 모델은 수식 (4)와 

같은 기본 인 형태로 표 이 가능하며, 그림 4는 

10가지 지수 C 모델이 그리는 동선을 나타낸다.

    (4)

수식 (4)에서 지수 C 모델을 설계하기 하여 사

용된 A값은 2이다. A값이 2를 과하면 지수 C 모

델은 시작 에서 격한 기울기를 갖고 매우 빠르

게 최소값에 수렴한다. 한, A값이 1에 가까워질수

록 선형 C 모델과 값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A값으로 2를 사용한다.

2.5 C 모델의 변수값

본 장에서는 에서 언 한 총 39가지 모델의 정

확한 변수들을 표로 나타낸다. 표 1과 표 2는 선형, 

log, 지수 C 모델에서 C값의 최 값과 최소값에 따

른 a, b값을 나타낸다.

Ⅲ. 시뮬 이션 모델

본 장에서는 에서 언 한 정 , 선형, log, 그

리고 지수 C 모델의 다  태그 인식 성능 평가를 

한 시뮬 이션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 5는 다  

태그 인식 성능 평가를 한 시뮬 이션 모델의 

체 흐름도를 나타낸다. 제시한 시뮬 이션 모델은 

[8]에서 제시된 다  태그 인식 환경에 따른 Q 알

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Q값의 변화에 따라서 

QueryRep과 QueryAdjust 명령어를 리더가 송신하

는 모델을 사용한다. 

우선 리더는 다  태그 환경에서 처음에 태그들

에게 Query 명령어를 던져 0과 15사이의 임의의 

값을 갖는 태그 slot-count를 생성하게 한다. 만약 0

의 값을 생성한 태그가 있다면, 그 태그는 리더에게 

16-bit의 랜덤한 비트 스트림인 RN16으로 응답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리더는 응답하는 태그의 숫자에 따라서 

정상 응답과 비정상 응답인지를 단하고 정상 응

답이 온 경우에는 리더는 ACK 명령어를 태그에게 

송신하고 하나의 태그는 EPC를 리더에게 응답하면

서 인식된다. 하지만 태그로부터 정상 응답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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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숫자

1

~10

10

~100

100

~1000

1

~1000

a

0.1 157.05 152.76 153.77 154.51

0.15 161.00 156.94 156.69 158.18

0.2 162.62 159.72 158.28 160.10

0.25 164.58 161.01 159.10 161.42

0.3 164.69 161.55 159.96 161.98

0.35 165.57 162.12 160.24 162.50

0.4 165.38 162.33 160.46 162.66

0.45 164.26 162.29 160.54 162.30

0.5 165.53 162.77 160.72 162.88

표 3. 정  C 모델의 당 태그 인식 속도

그림 5. 다  태그 인식 성능 평가를 한 시뮬 이션 모델
의 흐름도

않은 경우에는 리더는 비정상 응답으로 상황을 

단하고 리더에서 사용하는 C 모델인 Q-C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새로운 C값을 계산한다. 리더가 모든 

태그를 인식하 다면, 본 시뮬 이션은 종료되며, 

만약 남아있는 태그가 존재한다면 Q값의 변화 유무

를 확인한다. Q값이 변화한 경우에는 QueryAdjust 

명령어를, Q값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QueryRep 

명령어를 태그에 송신하고 태그의 응답을 기다린다. 

리더가 태그를 모두 인식하면 리더는 발생한 충

돌, 무응답 그리고 정상 응답의 숫자를 계산하여 다

 태그 인식에 걸린 총 시간을 계산하고 그 시간

을 태그의 숫자로 나 어 당 평균 태그 인식 속

도를 계산한다. 태그 인식에 걸린 총 시간은 [11]에

서 사용한 수식을 이용하 으며, 태그와 리더의 

송 속도를 모두 고려하 다.

Ⅳ. C 모델에 따른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에서 제시한 시뮬 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정 , 선형, log, 그리고 지수 C 모델의 

결과값을 보여주며, 각 모델에 따른 성능 평가를 한다.

4.1 정  C 모델

표 3은 9가지 정  C 모델을 사용한 다  태그 

환경에서 당 태그 인식 속도를 태그 개수에 따른 

평균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표 3에서 a는 수식 (1)에서 사용된 변수이며, 항

상 태그 인식 속도의 최 값은 빨간색 기울임으로 

표시한다. 고정된 C값인 a가 증가할수록 태그 인식 

속도가 향상 된다는 것을 표 3에서 볼 수 있다. 물

론 태그 숫자가 1개에서 10개 사이인 경우에는 a값

을 0.35로 선택하 을 때, 태그 인식 속도가 최

지만, 체 으로 0.4에서 0.5 사이의 값을 사용하

는 것이  다  태그 인식 환경에서 태그 인식 속도

를 극 화 되었다.

한, 표 3에서 태그 숫자가 증가할수록 태그 인

식 속도가 조 씩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  C 모델의 모든 경우에서 태그 숫자가 1과 10 

사이에 있을 때에는 태그 인식 속도가 최 가 되었

으며, 태그 숫자가 100개에서 1000개 사이가 되었

을 경우에는 당 태그 인식 개수가 4.8만큼 어들

었다.

4.2 선형 C 모델

표 4는 선형 C 모델을 사용하 을 때, C값의 최

값과 최소값의 범 에 따른 당 태그 인식 속도

를 보여 다.

선형 C 모델은 정  C 모델과는 다르게 가장 높

은 태그 인식 속도를 갖는 모델이 분산되어있다. 태

그의 개수가 가장 은 경우에는 C값이 0.4에서 

0.3 사이에서 존재할 때 성능이 가장 좋았으며, 10

개에서 100개의 태그가 있을 경우에는 C값이 0.5와 

0.2 사이에 존재할 때 인식 속도가 가장 빨랐다. 

한, 태그가 가장 많은 100개에서 1000개 사이에 분

포하는 경우에는 C값의 최 값이 0.5, 최소값이 0.4

로 설정하 을 경우에 그 성능이 최 가 되었다. 태

그 숫자가 가장 었을 경우에 최 값을 나타내었

던 0.4와 0.3을 C값의 최 와 최소값으로 갖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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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숫자
1

~10

10

~100

100

~1000

1

~1000C 의 

최 값

C 의 

최소값

0.5 0.4 165.21 162.42 160.64 162.72

0.5 0.3 164.64 161.88 159.86 162.00

0.5 0.2 165.36 162.58 160.16 162.58

0.5 0.1 165.84 162.16 159.70 162.47

0.4 0.3 166.59 162.26 160.21 162.93

0.4 0.2 165.24 161.96 159.78 162.23

0.4 0.1 165.55 161.41 159.10 162.00

0.3 0.2 164.33 161.07 158.99 161.34

0.3 0.1 163.67 160.67 158.03 160.70

0.2 0.1 162.89 158.04 156.49 159.15

표 4. 선형 C 모델의 당 태그 인식 속도

태그숫자
1

~10

10

~100

100

~1000

1

~1000
C 의 

최 값

C 의 

최소값

0.5 0.4 165.29 162.41 160.60 162.68

0.5 0.3 165.23 162.61 160.57 162.69

0.5 0.2 164.94 162.46 160.52 162.61

0.5 0.1 165.18 162.97 160.50 162.83

0.4 0.3 166.29 162.17 160.34 162.81

0.4 0.2 165.41 162.46 160.24 162.65

0.4 0.1 165.60 162.58 160.00 162.63

0.3 0.2 164.15 161.08 159.36 161.51

0.3 0.1 164.66 161.51 158.94 161.54

0.2 0.1 162.73 158.33 156.97 159.29

표 5. log C 모델의 당 태그 인식 속도

델이 체 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선형 C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태그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인식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체 으로 0.3 이상의 높은 C값을 

갖는 경우에 태그 인식 속도가 향상 되었다.

4.3 log C 모델

표 5는 log C 모델의 C값의 최 값과 최소값에 

따른 당 태그 인식 속도를 나타내었으며, 마찬가

지로 최 값은 빨간색 기울임으로 표시되었다.

log C 모델도 체 으로 큰 C값이 분포하는 C 

모델에서 빠른 태그 인식 속도를 나타내었다. 태그

의 숫자가 가장 은 1개에서 10개 사이의 분포를 

갖는 환경에서는 정  C 모델, 선형 C 모델과 같이 

C값이 0.4와 0.3 사이의 값을 갖는 경우에 있어 가

장 빠른 성능이 나타났다. 한, 태그가 10개에서 

100개까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선형 C 모델과 흡

사하게 최 값은 0.5로 갖고, 최소값은 0.1의 작은 

값을 갖는 경우에 최  인식 속도를 나타냈다. 그리

고 태그의 개수가 100개에서 1000개까지 있는 경우

에는 가장 높은 C값들이 분포하는 0.5와 0.4 사이

의 C값을 갖는 모델이 최  성능을 나타냈다.

4.4 지수 C 모델

표 6은 지수 C 모델의 당 태그 인식 속도를 C

값의 최 와 최소에 따라서 나타내었으며, 가장 큰 

값을 빨간색 기울임으로 표시하고 소수  둘째 자

리까지 나타내었다.

지수 C 모델도 정 , 선형, log C 모델과 같이 

높은 C값을 갖는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 지

수 C 모델에서는 최  C값이 0.5이고, 최소 C값이 

0.4인 모델에서 항상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이는 지수 C 모델은 빠르게 최소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다른 최소값에 비해서 가장 높은 

0.4에 수렴하고 최 값도 0.5로 높은 모델이기 때문

이다.

태그숫자
1

~10

10

~100

100

~1000

1

~1000
C 의 

최 값

C 의 

최소값

0.5 0.4 165.83 162.47 160.41 162.83

0.5 0.3 164.93 161.37 159.76 161.88

0.5 0.2 163.31 160.10 158.32 160.46

0.5 0.1 160.34 154.10 154.01 156.15

0.4 0.3 165.26 161.57 159.82 162.16

0.4 0.2 162.78 159.72 158.28 160.16

0.4 0.1 157.75 154.29 153.98 155.20

0.3 0.2 162.69 159.79 158.11 160.06

0.3 0.1 158.93 153.23 153.84 155.37

0.2 0.1 157.66 153.14 153.83 154.79

표 6. 지수 C 모델의 당 태그 인식 속도

4.5 체 성능 평가

그림 6은 정 , 선형, log, 그리고 지수 C 모델이 

다  태그 인식 환경에서 갖는 당 최  평균 태

그 인식 속도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가로축은 태그 

개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당 평균 태그 인식 속

도를 나타낸다. 각 모델이 그리는 선은 하나의 모델

에서 추출한 결과값이 아닌 4가지 큰 분류의 모델

에서 가장 높은 값을 추출한 값이다.

태그의 개수가 10개보다 은 다  태그 인식 환

경에서는 선형 C 모델이 가장 좋은 태그 인식 성능

을 보 으며, 태그의 개수가 10개에서 100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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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 , 선형, log, 지수 C 모델에 따른 당 평균 태
그 인식 속도

에 있을 때에는 log C 모델이 가장 좋은 태그 인식 

성능을 보 다. 한, 태그의 개수가 100개에서 

1000개 사이로 가장 많은 경우에는 정  C 모델이 

당 가장 많은 태그를 인식하 다. 

태그의 개수가 1개에서 1000개 미만인 태그 인

식 환경에서는 선형 C 모델이 평균 당 162.93개

의 태그를 인식하며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높은 성

능을 보 다. 그리고 선형 C 모델은 log나 지수 C 

모델에 비해서 간단하게 C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

문에 실제로 리더에서 쉽게 구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EPCglobal C1 Gen 2 표 에서 제안

한 Q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C값에 한 정 , 선

형, log, 그리고 지수 모델을 제시하고 시뮬 이션

을 통하여 그 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 기존 연구

들에서는 C값에 따른 태그 인식 속도 성능 평가나 

비교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PCglobal 

C1 Gen 2 표 을 만족하며 C값을 Q값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모델에 하여 다  태그 인식 환경에 있어서 그 

성능을 비교하고 평가하 다.

일반 으로 다  태그 인식 속도 비교를 하여 

사용되는 정  C 모델은 태그의 개수가 1000개 이

상인 환경에서만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며, 태그

의 개수가 100개 미만인 환경에서는 선형이나 log, 

지수 C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한, 

모든 C 모델에서 C값의 분포가 0.3이상의 높은 값

을 갖는 C 모델들이 더욱 빠른 태그 인식 속도를 

나타내는 공통 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은 향후 C 모델에 한 연구나 다  태그 인

식 성능 연구에 하나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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