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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UHF RFID system for 
EPC Class1 Generation 2 specification. 

The RFID is a technique of identifying an object using 
radio frequency transmission. UHF band RFID system 
communication between Reader and Tag for provide the power 
to tag when be active when reader’s command finished the 
transfer. 

RFID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the supply chain, 
security, logistics industry and etc. Especially, UHF RFID is 
worth noticing because of its relatively long identification rage 
and commercial UHF RFID systems are under development. 
 

I. 서론 
 

무선 인식 기술이라고 불리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은 기존의 인식 분야인 바코드 시스

템이나 마그네틱 시스템과 같은 접촉 식 시스템과는 달

리 비 접촉 식으로 사물에 부착된 태그(Tag)로부터 전

파를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

여 각 사물의 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및 추적할 수 

있다. 이는 물품의 흐름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적

용이 가능하며, 기존 산업구조와 인간의 생활방식까지

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분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1,7]. 

이러한 RFID 시스템의 리더(Reader)와 태그는 국

제표준규격(ISO, EPC)에 기초하여 개발이 되고 있는데, 

현재 ISO/IEC 에서는 EPC Class 1 Generaion 2 를 기반으

로 ISO/IEC 18000-6 Type C 프로토콜을 새로운 국제 표

준으로 준비 중이다[8,10]. 

본 논문에서는 이 EPC Class 1 Generation 2 규정을 

만족하는 리더 및 펌웨어를 개발하였다. 

 
II. 관련 연구 

 
2.1 RFID 개요 

 

RFID 기술은 사물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주파수

를 통해 해당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즉, 사

물의 정보를 저장하는 태그와 이 태그로부터 정보를 읽

고 쓸 수 있는 리더, 리더-태그간 정의된 주파수와 프

로토콜을 사용해 사물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이러한 RFID 기술은 바코드 인식과는 다르게 태그

의 정보를 근거리에서 직접 스캐닝 할 필요 없이 리더

에서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바코드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각종 산업 및 물

류 유통 분야에서 각광을 받을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EPC Class 1 Generation 2 규격에 적합한 리더 펌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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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 시스템은 리더, 태그, 미들웨어 및 응용 서

비스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태그는 안테나가 내장된 마

이크로 칩으로 구성되며 동작 방식 및 사용 주파수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저주파, 고주파, 극초단파

(UHF), 마이크로파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전원 공급 

장치의 유무에 따라 수동형과 능동형 태그로 분류할 수 

있다. 리더는 태그의 정보를 읽거나 쓸 수 있는 장치로

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주파수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태그와 정보를 주고 받게 된다. 미들웨어는 리더로부터

의 정보를 응용서비스에 전달하거나 응용서비스의 요청

들을 리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2.2 EPC Class1 Generation2 프로토콜 

 

현재 RFID 기술은 ISO/IEC 에서 제안하는 18000 

표준안을 따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SO/IEC 에서 새

롭게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18000-6 Type C 의 

기반이 되는 EPC Class1 Generation2 프로토콜을 구현하

였다. 이 프로토콜은 ISO/IEC 18000-6 Type B 프로토콜

에서 발생하는 리더간 충돌 문제, 태그간 충돌 문제 및 

태그 정보의 보안 문제점들을 보완하였다. 

RFID 는 리더가 먼저 신호를 보내고 태그가 응답

하는 반이중(Half-duplex) 방식으로 동작한다. 리더는 

태그와의 통신을 위해 각 태그의 ID 인식이나 태그들의 

서브그룹을 선택할 수 있다. 태그는 반복적인 읽기/쓰

기가 지원되는 사용자 메모리, 영구히 락(lock)가능한 

예약 메모리, 제조 정보를 포함하는 TID 메모리, 태그

마다 고유한 식별자를 담고 있는 EPC 메모리 구조로 

이루어진다. 또한, 모든 통신은 CRC 를 이용하여 오류

를 검증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표 1 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펌웨어의 기준이 되는 Gen2 에 대

한 특성이다. 

 

Parameter EPC Class1 Generation2 
리더-태그 인코딩 PIE 
변조(리더 선택) DSB/SSB-ASK, or PR-ASK
태그-리더 인코딩 FM0 or Miller 
변조(태그 선택) ASK or PSK 
Collision arbitration Binary Tree 
TID 32 bits 
EPC 64 / 96 / 128 bits (Variable) 
오류 검출 5 / 16 bit CRC 

표 1  EPC Class1 Generation2 특성 

III. RFID 시스템 구현 및 실험 
 

3.1 시스템 개발 환경 
 
3.1 하드웨어 구성 

 

그림 1  900MHz RFID 리더 보드 

본 논문에서 사용한 900MHz RFID 시스템은 그림 1

와 같이 수신부, 송신부 그리고 국부 발진부 블록 등으

로 나뉘어져 있다.  

 

3.1 펌웨어 개발 환경 

 

본 논문에 사용된 리더기는 8051 계열의 Slicon 

laboratories 사의 C8051F120 을 사용했으며 개발 툴은 

Keil 사의 uVision2 C Compiler 를 이용하였고 컴파일된 

프로그램은 JTAG 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하였다. 표 2 에 

개발 환경을 정리하였다. 
개발환경 세부사항 
개발 플랫폼 Windows Xp Pro 
컴파일 환경 Keil uVision2 Compiler 
MCU C8051F120 
보드 메모리 RAM : 64 KB 

ROM : 128 KB (Flash ROM) 

표 2 개발 환경 

3.2 구현 
 

펌웨어는 Gen 2 명령을 구현하고 국내 규격에도 적

합하도록 시스템을 제어하도록 만들었으며 호스와의 통

신을 위한 모듈을 추가하였다.  

펌웨어는 호스트로부터 받은 명령을 분석한 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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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Gen 2 명령을 태그로 전송하고 태그로부터 받은 

응답을 적절히 가공하여 다시 호스트로 처리 결과를 전

송하는 루틴을 반복하도록 했다. 명령을 받아 응답하는 

루틴을 반복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2 호스트 명령에 따른 동작 흐름 

그림 2 는 호스트로부터 받은 명령을 처리하는 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 Select 명령을 통해 태그의 세션과 인

벤토리를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설정을 하게 된다. Query 

명령은 응답할 태그의 변조 방식과 전송률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태그들은 16 비트 난수를 발생시켜 

응답하게 된다. 이 RN16 은 태그 고유의 EPC 코드로써 

보장되는 신뢰성뿐만 아니라 동일 태그라 하더라도 리

더 선택 명령을 받게 될 때마다 매번 틀리게 발생되기 

때문에 리더-태그 통신의 신뢰성을 한층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리더는 태그의 RN16 을 되 쏨으로 인해

서 해당 태그의 EPC 코드를 얻게 되고, 이 정보를 기초

로 태그 기타 정보에 읽기, 쓰기 및 락 여부가 가능해 

지게 된다. 

또한, 현재 국내의 모바일 RFID 시스템 표준이 정

해지고 있는데, 동일한 주파수 내에서의 통신 시간에 

대한 규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 체류 

시간을 최대 400ms 로 정하고 실험을 하였다. 

태그 수신 신호에 섞이는 잡음이나, 신호 세기에 

의해 놓치는 신호 복원을 위한 잡음 제거 루틴과, 신호 

추가 루틴을 첨부해서 보다 높은 인식률을 얻어 낼 수 

있었다. 

3.2 실험 및 측정 결과 
 

3.2.1 실험 환경 구축 

리더 보드 제작 후 펌웨어와의 연동 및 실제 동작

을 실험하기 위해 RF 계측기들과 리더 디버그 장비를 

그림 3 와 같이 사용하였다.  

또한, 리더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최대 1W 파워를

낼 수 있는 고정형 리더와 0.5W 파워를 낼 수 있는 배

터리 내장형인 핸드핼드형 리더로 나누었다. 리더 펌웨

어는 두 가지 타입의 리더를 모두 지원하며 정의된 시

리얼 프로토콜을 통해 리더를 제어하게 된다. 

 

그림 3 펌웨어 실험 환경 

3.2.2 리더와 태그 응답 측정 

Gen 2 의 경우 리더에서 보내는 신호는 Preamble, 

Frame-Sync, Data 로 구성된다. Preamble 은 Query 명령어

나 Inventory round 시 데이터에 앞서 보내게 되고, 그 

외에서는 Frame-Sync 를 데이터와 같이 보내게 된다. 

Preamble 과 Frame-Sync 는 태그 변조방식, 데이터 전송

률을 선택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된다. 그림 4 는 리더와 

태그 간 송수신하는 신호의 예이다.  

 

그림 4  리더 명령신호와 태그 응답 신호의 파형 

그림 4 의 ①은 리더 명령 신호이다. ②는 태그의 

실제적인 응답신호이다. ③의 구간은 리더가 명령을 전

송한 후, 태그의 응답을 받기 위해 태그에게 지속적으

로 CW(Continuous Wave) 신호를 방사하는 구간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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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3.2.3 호스트와 연동 실험 및 결과 

리더를 제어하기 위해 PC 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고, PC 용 프로그램과 리더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

해 통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리더와 태그의 통신을 

위한 기본적인 동작 뿐 아니라, 리더 개발보드의 세부 

설정을 조작하기 위해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을 따로 정

의 하였다. 

그림 5 는 PC 프로그램이 동작중인 화면의 예이다. 

 

그림 5  PC 용 테스트 프로그램의 동작 

고정형과 핸드핼드형의 인식 거리를 실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력 
안테나 

Gain 인식거리 

핸드핼드형 0.5W 6dB 5m (최대 7m) 

고정형 1W 12dB 20m(최대 22m)

표 3 실험 결과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EPC Class1 Gen 2 규격에 적합한 펌

웨어를 개발하였다. 현재 ISO/IEC 에서 국제 표준으로 

추진 중인 Type C 는 아직까진 Gen 2 규격과 모든 것이 

같다.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Type C 프로토콜을 대

비한 Gen 2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국내 모바일 RFID 규

격도 만족하는 RFID 리더를 개발하였다. 

향후 Type C 가 표준으로 규정되었을 때, 보다 빠

르고 쉽게 새로운 표준을 만족하는 RFID 리더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리더의 DSB-ASK 변조방식과 태그의 

PSK 변조방식 및 태그의 Miller 인코딩 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리더를 개발하고, 보다 높은 인식률과 새로운 

문제점이 될 리더간 간섭 및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을 개발하여 리더의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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