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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RFID 시스템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문제  하나는 태그간의 충돌로 인해 인식 효율이 떨어진

다는 것이다. 기존의 충돌 방식  BS 충돌 방지 알고리즘 방식은 구 이 간단하다는 장 이 있으나, 태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태그간 충돌에 의해 체 태그를 읽는데 요구되는 단계별 스  횟수가 증가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충돌 상을 최소화 하기 해 사 에 ‘0’과 ‘1’

의 결정 비트를 통해 복수의 응답 임(MF)을 제안한 방식을 제안하 다. 시뮬 이션 결과 복수 응답 

임 (MF) 알고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30∼50%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RFID System, one of the problem that we must slove is to devise a good anti-collision algorithm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ag identification which is usually low because of tag collision. Among of the existing RFID anti-collision algorithm, BS 

(Binary Search) algorithm, though simple, has a disadvantage that the stage of times used to identify the tags increase 

exponentially as the number of tags does. In this paper, I propose a new anti-collision algorithm called Multi-collision reflected 

frame which restricts the number of stages and decided bit. Since the proposal algorithm keep the length size of UID and density 

of total tag when have 100%.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mproves the efficiency by 30∼50% 

compared to the exist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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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 시스템은 리더와 태그, 그리고 리더와 연결된 

안테나로 구성된다[1]. 재 개발 인 RFID 시스템

은 주로 가인 수동형 태그를 이용하므로, 태그가 동

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 지는 리더에 의하여 공

된다. 따라서 리더는 자기 주변지역에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방출된 자기장의 일부분이 태그의 안테나

에서 유도성 압으로 변환되어 정류된 후 태그를 

한 에 지로 공 된다. 수동형 태그는 이 에 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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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리더와 통신을 하게 된다[1][2].

일반 으로 리더가 태그를 인식하는 과정은 그림 1

과 같이 이루어진다. 리더는 모든 태그에게 요청 메시

지를 로드캐스트 한다. 요청 메시지를 받은 태그들

은 리더에게 데이터를 송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하나

의 리더에 많은 태그들이 데이터를 송하는 경우를 

다 속이라 한다. 다  속 시 리더에 많은 태그들

이 데이터를 송하므로 필연 으로 데이터 충돌이 

발생하며, 충돌 발생 시 데이터의 인식을 해 재 송

이 요구된다. 이러한 데이터 재 송 과정은 결국 태그 

인식시간의 증가를 유발하여 RFID 시스템의 효율성

을 떨어뜨린다. RFID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서는 제한된 주 수 역폭 자원을 잘 분배하고 기술

으로 보완하여 최 한 많은 태그들이 충돌 없이  

리더와 통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 인식 기술은 

태그가 어떤 데이터 송 역을 할당하여 사용하느냐

에 따라 SDMA, FDMA, TDMA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 SDMA란 각 태그에게 일정한 물리  공간을 

할당하여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여러 개의 리더

와 안테나를 열을 지어 설치하여 태그를 인식하는 방

법으로 리더와 안테나를 많이 설치하여야 한다.

FDMA란 각 태그들에게 별도의 주 수 채 을   

할당하여 다수의 태그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FDMA 

기술은 재 아날로그 휴 화나 성통신 등에서 

리 쓰이고 있다[3]. 이 방식에서는 각 태그들이   

자신의 고유한 주 수 채 을 이용하여 리더와 통신

한다. 따라서 리더는 동시에 다수의 태그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은 FDMA의 동작을 나타낸다. 

그림 1. FDMA의 동작개념
Fig. 1 FDMA operation concept

리더가 자신의 고유한 주 수로 태그에게 요청   

메시지를 로드캐스트하면 태그들은 곧 자신의 고유

한 주 수를 이용하여 응답한다. 이때 리더의 수신부

는 각 태그의 주 수 채 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TDMA란 송시간을 여러 개의 타임 슬롯(Time 

Slot)으로 분할하여 각 슬롯을 하나의 태그에게 할당

하는 방식이다. TDMA는 구 이 간단하여 RFID   

시스템에서 리 쓰이고 있다. 그림 2는 RFID 시스템

의 TDMA 방식을 분류하고 있다. 

그림 2. TDMA의 분류
Fig. 2 TDMA assortment

TDMA 방식은 크게 태그 주도 방식과 리더 주도 

방식으로 나  수 있다. 태그 주도(Tag-driven) 방식

이란 태그가 보내야 할 데이터가 있다고 단하는  

경우 리더에게 데이터를 송하는 방식이다. 태그   

주도 방식은 태그가 임의로 데이터를 송하므로   

데이터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어하기가 어렵다

는 문제가 있다.

리더 주도(Reader-driven)방식이란 리더가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태그가 리더에게 데이터를 

송하는 방식으로 리더가 간에서 태그의 데이터 

송을 리한다. 이 방식은 데이터의 충돌 발생을  

리더가 인식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RFID   

시스템에서 리 쓰이고 있다. RFID 시스템에서 효율

인 다 인식 기술을 해서는 리더가 태그를 충돌 

없이 인식하여야 하므로 태그 충돌방지(Anti-col-

lision)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재 RFID 시스템에서

는 바이 리 서치 (Binary Search) 계열과 임 알

로하 (Frame Aloha)계열이 다양한 태그 충돌방지 알

고리즘으로 리 쓰이고 있다. 이  바이 리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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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은 그 구 이 간단하여 비교  많이 사용되고 있

다[3].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충돌 방지 알고리즘  바이 리 서치 계열을 간략 

하게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제 II장에서 언 한 문제

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새로운 성능   

개선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 IV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 성능을 비교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한다 

Ⅱ. 기존의 BS 충돌방지 알고리즘

3.1 BS 

BS 방식이란 여러 개의 태그가 고유번호를 동시에 

송하는 경우, 충돌이 발생하는 비트 치를 이용  

하여 태그의 고유번호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3]. 즉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응답하는 태그의 수를 임으

로써 태그 충돌을 방지한다. BS 알고리즘에는 BBS 

알고리즘, BST 알고리즘, BBBT 알고리즘 등이 있다.

3.1.1 BBS(Basic Binary Search) 

BBS 알고리즘에서 리더는 인식 가능한 역에   

는 모든 태그의 고유번호를 받아서 충돌이 일어나는 

비트의 치를 악한다. 태그의 고유번호란 태그를 

인식하기 하여 사용되는 식별자로서 각 태그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그  가장 상 의 충돌 비트에

서 임의로 하나의 값을 선정하여 그 값 이상 는 이

하의 고유번호를 가진 태그들만 응답 하고 록 한다. 

를 들면, 그림 3 에서는 두 번째 REQUEST에서 

검색범 를 ‘<10111111’로 두어 응답하는 태그의 수를 

이고 있다. ‘REQUEST<10111111’이란 태그들  

10111111 이하의 고유번호를 가진 태그들만 응답하라

는 명령이다. 기본 이진탐색 알고리즘은 하나의 태그

만 남을 때까지 이런 과정을 순차 으로 반복 수행하

여 하나의 태그만 남으면 그 정보를 읽어 들인다.

그림 3. 8비트 고유번호를 가진 태그의 BS 차 
Fig. 3 BS sequences of 8 bit tag individual number

이러한 이진탐색의 방식은 태그를 찾기 한 반복과

정을 거치게 되는데 태그 수를 N, 태그인식 반복횟수 

L(N)은 다음 식으로 표 할 수 있다[3].

  log
log 

 

3.1.2 SBT(Slotted Binary Tree)

SBT 알고리즘은 태그들을 그룹으로 나 어 응답  

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알고리즘이다[4][5]. 리더

가 태그에게 요청 메시지를 보내면 태그는 임의로 ‘0’ 

과 ‘1’의 두 개의 그룹을 선택하고, 리더는 그  ‘0’을 

선택한 그룹의 태그들부터 읽는다. ‘0’을 선택한 그룹

의 태그들을 다 읽으면 리더는 다시 ‘1’ 을 선택한 그

룹의 태그를 읽는다. 이때 각 그룹 내의 태그 충돌이 

발생하면 다시 2개의 그룹으로 분기되고, 어느 한 그

룹을 선택하여 태그 인식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SBT 알고리즘에서 p를 ‘0’ 는 ‘1’ 인 그룹을 선택

할 확률이라 하고 n을 태그 수라고 하면 n개의 태그

를 인식하기 하여 필요로 하는 총 반복횟수 IBEST

는 다음 식과 같다.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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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BT 알고리즘의 동작과정
Fig. 4 Operaton of the basic tree based SBT algorism

그림 4는 SBT 알고리즘의 동작과정을 보여 다. 

첫 번째 슬롯에서 리더의 명령에 2개 이상의 태그들

이 응답하여 충돌이 발생하 다. 두 번째 슬롯에서  

리더는 임의로 ‘0’인 그룹이 응답하도록 요청한다. 세 

번째 슬롯에서는 어느 태그도 응답하지 않아 리더는 

두 번째 슬롯에서 ‘1’인 그룹을 선택한 태그들이 응답

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다섯 번째 슬롯에서 처음으로 

태그를 인식하고 있다.

3.1.3 BBBT(Bit-by-Bit Binary Tree)

BBBT 알고리즘이란 리더의 요청 메시지에 따라 

태그가 자신의 고유번호를 한 비트 씩 송하는 방식

이다[4]. 태그들이 보내는 비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

지 않으면 리더는 태그로부터 받은 비트를 메모리에 

장한 후 다음 비트를 요청하게 된다[6]. 그러나 충

돌이 발생하면 리더는 0 는 1 에서 하나를 선택

하여 이에 해당되는 태그들만 다시 응답하도록 하고 

다음 비트를 요청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태그의 고유

번호 길이만큼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태그를 인식하게 

된다.

만일 n개의 태그가 존재하고 각 태그의 고유번호가 

j비트라면 모든 태그를 인식하기 해 필요한 반복횟

수는 다음 식과 같다.

  ×

그림 5는 BBBT 알고리즘의 동작과정을 나타낸다. 

X(0)에서 X는 충돌이 발생하 음을, (0)은 다음 번 비

트에 해당하는 값의 요청을 의미한다. 비트 별 이진트

리 알고리즘은 비트 단 로 인식하기 때문에 태그의 

인식번호가 4비트인 태그를 인식하기 해 4번의 요

청이 필요하다. 

그림 5. 기본 BBBT 알고리즘의 동작과정
Fig. 5 Operaton of the basic tree based BBBT 

algorism

표 1. BS 충돌방지 알고리즘의 장단
Table 1. Comparison of anti-collision algorism

BBS SBT BBBT

장 ∙구  간단

∙그룹화 이용

∙응답 태그 수 

임

∙1비트 씩 송

∙짧은 시간 지연

단

∙많은 반복횟수

∙큰 시간 지연 

발생

∙많은 반복횟수

∙큰 시간 지연 

발생

∙많은 반복횟수

∙리더와 태그의 

동기화 필요

Ⅲ. 제안한 고속 태그 충돌 방지 알고리즘

제안 한 충돌 방지 알고리즘의 주요한 목표로는  

기존 BS 계열의 BER (Bit Error Rate)를 개선하기 

하여 두 개 이상의 태그로부터 복수의 사용자 ID 

충돌 송 래임의 반복 송 횟수  충돌 임 

수를 이는 데 있다고 하겠다. 충돌 송 임의 

반복 송 횟수를 이기 해서는 태그의 송 차

에 따라 사용자 ID간섭을 최소화 하기 한 스 이 

제안되어져야 한다. 기존 BS 계열의 충돌 방지 알고

리즘은 표 1에 제안되어진 비교 분석표와 같이 많은 

반복 횟수와 큰 지연 시간이 소요되어지는 단 을 가

지고 있다[7]. BS 계열은 기본 으로 Tree-Based  충

돌 회피 방식을 용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충돌 

회피 알고리즘이 제안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용 

가능한 태그의 인식 번호는 단순성을 하여 4비트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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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반 인 BS계열 Tree-Based알고리즘 리더와 
태그 사이는 4비트로 가정

Fig. 7 Idemtifying operations of general binary 
Tree-Based searching scheme

그림 7은 기본 2진 BS기반 Tree-Based 검색 충돌 

회피 알고리즘이 리더의 요청 메시지에 따라 태그가 

자신의 고유번호를 한 비트 씩 송하는 방식이다[4]. 

리더가 태그의 인식 번호를 구별하기 해 하나의 비

트를 보내면 그때 각 태그들은 이용이 가능한 자신의 

인식 번호를 가진 비트 정보와 비교한다. 이 구성 방

식에 의하여 비트의 치와 이용도는 비교되어지며 

태그들의 메모리에 장되어지게 된다. 태그들이 보내

는 비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리더는 태그

로부터 받은 비트를 메모리에 장한 후 다음 비트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충돌이 발생하면 리더는 0 

는 1 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되는 태그들

만 다시 응답하도록 하고 다음 비트를 요청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태그의 고유번호 길이만큼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태그를 인식하게 된다.

그림 8. 기본 인 Tree-Based 검색 구조
Fig. 8 Sequences of the basic Tree-Based 

searching scheme

그림 8은 매 단계마다 비트 송 수신 추 에 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리더기는 t0에서 로드캐스트 

임을 송한 후 모든 태그들의 인식 번호들은 t1

에 응답되어지게 된다. t1에서 리더기는 '0'을 보내고 

태그들은 첫 번 째 치의 비트가 ‘0’과 동일한  태그

를 받게된다. 세 번째 태그의 식별 번호를 받은 후에 

리더기는 t2에서 다시 ‘0’을 보내면 t2에 '0‘과 동일

한 두 번째 비트를 받게된다. t3에 다시 '0'을 보낸 

후, 5단계에서 리더기는 처음으로 완 한 태그 인식 

번호인 '0000'을 얻게된다. 나머지 태그의 인식 번호

를 얻기 해서도 t0, t1, t2, t3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

여 t0∼t10까지 11단계를 반복하여 최종 4비트 이용 

식별을 모두 얻게 된다. 와 같은 기본 Tree-Based 

충돌 회피 검색 구조의 검색 성능을 좀 더 높이기 

해 Query Tree 검색 알고리즘이 제안되어졌다.

그림 9는 Query Tree 알고리즘 송수신 차를   

보여 다.

그림 9. Query Tree 검색 구조
Fig. 9 Sequences of the Query Tree 

searching scheme

Query Tree 검색 알고리즘도 이미 그림 8과 같은 

송수신 차를 가져간다. t0시간에 리더기는 로드캐

스트 임을 보냄으로써 충돌 회피 차를 시작한

다. 이때 0000/0010/0101/1100의 4비트 태그 식별 번

호를 모두 받게된다. 기본 인 Tree-Based검색 구조

에서는 매번 1비트 정보를 보내지만 Query Tree 검

색에서는 로드캐스트 후 패턴을 exclusive-OR 동작

과 비교하며 충돌 회피 재 비트로 처음에는 ‘0’ 그

다음에는 ‘00’ 3단계에서는 ‘000’ 4단계에서는 역순으

로 ‘001’ 5단계 ‘01’ 6단계 ‘1’을 송수신하여 t0∼T7단

계로 8단계로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다. 최근에 연구되어 좀더 향상된 Query Tree 검색 

알고리즘으로는 치 비트 와 충돌 회피를 한 패턴 

정보로 구성된 특별한 임 형식을 정의하여 성능

을 개선시킨 알고리즘이다. 이 그림 10 알고리즘은 그

림 9와 리더기의 송 수신 차 방식을 제외하고는 나

머지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그림 10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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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그림 8과 그림 9의 장 을 혼합한 방식이다.

그림 10. 향상된 Query Tree 검색 구조
Fig. 10 Sequences of the improved query tree 

searching scheme

t1에서 보내어진 ‘1,0’은 첫 번째 치에서 ‘0’을   

수신하는 리더 재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리더

기의 송 임 길이는 짧으며 각 단계별로 수신  

되어진 정보를 장할 필요가 없게되어 보다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기의 송 스 이 그림 10

은 그림 9와 마찬가지로 리더기 송 수신 단계가 8 (t0

∼t7)단계로 스 쥴이 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태그 인식 향상을 개선하기 해 제

안하는 알고리즘 개선 목표로는 에서 이미 정리되

어진 기본 인 Tree-Based, Query Tree 검색 등의 

단 을 보완한 방식으로 두 개 이상의 태그들로부터 

복수의 인식 번호를 수신 받음으로써 리더 재기의 

임 송 단계를 이는데 있도록 한다. 즉 제안한 

구성  스 쥴 방식에서는 첫 번째로는 리더 재기

의 특별한 인식 번호 요청 임에 따라, 순차 으로 

각 태그들의 송 차는 인식 번호간의 간섭 상을 

최소화 하도록 스 쥴 되도록 구성하 다. 두번째로는 

리더기의 재 송 스 을 통한 충돌  간섭   

상을 이도록 함으로써 체 태그  인식 성능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고 제안하 다. 이와 같은 구성을 

이용하기 해서, 두 개의 충돌 회피 임을 용 

하여 활성화 임과 복수 응답 임으로 재 구성 

되어지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1. 새롭게 제안된 검색 임 구조
Fig. 11 Defined frame format of the proposed 

searching scheme

활성화 임(AF)은 [2]에서 제공되어진 그림 [9]

와 같은 Query Tree 알고리즘과 거의 같이 동일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그림 [11]은 충돌회피 임을 새롭게 제안한다. 

태그 활성화 임(AF)은 어떠한 비트 패턴과 어떤 

래그 임 포맷을 포함한다. 한 복수 응답 

임 (MF)은 임 형식, 치 문의 래그 차

(FSIP), 그리고 결정 비트 정보를 포함한다. FSIP 스

트리  비트 패턴에서, 첫 번째 치가 ‘1’의 값이면 

리더기 ‘1’과 ‘0’에 의해 결정된 첫 번째로 충돌된   

치를 가르키며 두 번째 '1'은 충돌 회피 임   

질의에 한 마지막 치를 가르킨다. 만약 어떤 태그

가 리더기로부터 이용 가능하다는 활성화 임을 

받게되면 이는 다  응답 임이 응할 수 있는 

활성화 상태로 복수의 태그가 동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태그가 비활성화 상태로 가면 태그는 

활성화 (AF) 수신 때 까지는 응하지 않는다. 올바

른 충돌 회피 성능 개선을 해서는 태그 식별 인식 

정보 구조에서 수신되어진 첫 번째 충돌 정보는 두 

개의 다른 비트가 함께 수신되어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충돌되어진 비트 치에서 

태그 식별 인식 정보로 ‘0’ 과 ‘1’ 값 양쪽이 이용되어 

졌다고 쉽게 결론지어질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충

돌  비트 값은 첫 번째 충돌 비트처럼 손쉽게 결론 

내어질 수 없다. 이러한 충돌 회피를 최소화하기 해

서 리더기와 태그사이에는 스 이 정리되어야 한다.  

 

그림 12. 제안된 검색 엔진의 스 쥴 구조
Fig. 12 Sequences of the proposed search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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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에 리더기는 이용자 식별을 해 모든 태그를  

활성화 상태로 만든 로드캐스트 래임을 송한다

t1시간에 'XXXX'의 수신으로부터 ‘0XXX'와 '1XXX' 

인식 번호를 달한다. 그때 리더기는 ‘1XXX'를 장하

고 '0XXX'를 사용함으로써 복수 응답 임을 만든다. 

첫 번째 비트 치에서 결정 되어진 비트가 '0'임을 알

려주기 해, 리더기는 치질의를 한 래그 차가 

결정 비트가 ‘0’을 가지고서 ‘1100’과 동일한 치를 가진 

래그 순서를 가지도록 다  응답 임(MF)를 송부

한다. t2에서 리더기는 분리된 첫 번째와 두 번째 타임 

슬롯에서 '00XX' 와 '0101'을 받게된다. '0101‘스트림은 

확정된 인증 번호이므로 리더기는 '0101' 스트림을 장

하고 '00XX'를 사용하여 새로운 다  응답 을 만

든다. 더 이상 충돌이 없는 태그 인식 번호 이 없으면 

리더기는 새로운 능동  활성화 임(AF)을 만들게 된

다. 본 구성 스 링을 통하여 t0∼t4의 5단계로 인식 

식별  충돌 회피 방식을 최소화하여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태그 인식 속도 향상을 한 충돌 회

피 알고리즘에 한 기본 비교 방식을 보여 다.

표 2. 충돌 회피 알고리즘의 비교 
Table 2. Comparision of anti-collision algorism

충돌회피
Tree-

Based
Query Tree

개선된 

Query 

Tree

제안된 

MF방식

스 링    

송수신
11회/4비트 8회/4비트 8회/4비트 5회/4비트

결정 

비트

송수신 

로드캐스     

/1회씩 선별

 장

/ 로드캐스

로드

캐스  

/3회선별

장

로드

캐스 /

치선별/

장 

로드

캐스

/MF

/AF

Ⅳ. 성능 비교 분석

제안된 충돌 회피 알고리즘의 성능을 구 하기   

해서는, 태그 검색 시뮬 이션이 Tree-Based방식과 

제안된 M/F 방식으로 검증하 다. 이때 시뮬 이션을 

통한 검증 요소로는 개별 태그 인식 번호의 길이와 

태그의 도로 기 을 수립 하 다. 태그 도는 리더

기 운  범 에서 최 한 존재할 수 있는 태그의   

최  도 수 1024 노드를 100%로 수립하 다.

  

그림 13. 기본 Tree-Base 충돌 회피 방식과 고정형 
태그 도를 가진 제안형 구조 사이의 검색 시간 
Fig. 13 Searching time of the basic tree based 
anti-collision scheme and the proposed scheme 

with fixed tag density

그림 13은 검색 시간이 50%로 어들고 있는 태그 

도 시간을 보여 다.

그림 14. 고정 태그 도를 가진 기본 Tree-based 
알고리즘과 제안 MF방식의 검색 시간 비교
Fig. 14 Searching time of the basic tree based 
anti-collision scheme and the proposed scheme 

with fixed UID length

그림 14는 식별 인식표 길이가 10으로 고정되어 있

을 때 태그 도의 변수로서 검색 시간을 보여 다 

기본 충돌 회피 Tree-Based 태그 검색 시간은 거의 

선형으로 증가하나 제안된 MF 방식은 태그 도를 

따라서 증가율이  더 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제안되어진 MF 방식의 검색 알

고리즘이 기본 Tree-based 알고리즘보다도 50% 이상

의 성능 효과를 보여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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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정 인식 정보 길이 (10)을 가진 기본 
Tree-based 알고리즘과 제안 MF방식의 검색 시간 

비교
Fig. 15 Searching time of the proposed scheme as a 

parameter of tag density and UID length 

그림 15는 식별 인식표 길이와 태그 도가 변수로

서 함께 사용되었을 때를 보여 다. 100% 태그 도

를 가지고서 14로 인식 번호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을 

때 총 태그의 검색 규격은 600000 ETU  검색 시간을 

보여 다. 를 들어 13.56MHz RF ID경우에 가장 

작은 ETU 기간은 1.2us이다. 략 0.7 가 모든 Tag

를 증명하는데 용되어짐을 보여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논문을 통하여, 복수의 충돌을 회피하기 하여 

사용되어진 효율 인 Tree-based 충돌 회피 임 

구조와 복수 응답 태그 스 을 사용한 방법이 제안

되어졌다. 제안되어진 알고리즘 구조는 같은 태그 수

를 가지고서도 검색  인식 성능 향상이 30%이상이 

감되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같은 길이에서는 

50%의 검색 시간이 감 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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