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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무선주 수(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사물을 식별

(Identification)하는 기술로써 사물간의 유일한 식별을 한 RFID 코드와 그 코드와 련 정보를 장하

는 태그, 그리고 그 태그에 장되어 있는 고유 정보를 읽어 독하기 한 안테나와 리더로 구성된다. 

일반 으로 태그에는 제한된 메모리 크기로 인하여 코드 이외에 물품에 한 세부 정보가 기록되어 있

지 않으며 물품에 한 세부 정보 획득을 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특정 서버에서 조

회하여 가져오는 형태로 구성된다[1].

  RFID 코드는 RFID 서비스 이용을 한 최 의 입력정보로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요소이며, RFID 태

그에 삽입되어 유무형의 객체(Object) 식별을 한 표 정보로 사용된다. 제한된 태그 메모리에 객체와 

련된 모든 정보 삽입이 불가능하여 객체에 한 정보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별도의 시스템에서 획득해

야한다. 이를 하여 네트워크상의 객체 정보 시스템에 근을 한 핵심 인 키(Primary Key)로써 

RFID 코드가 사용된다[2]. 재 국내외에서는 다수의 코드체계를 설계하여 RFID 응용별로 용하고 있

으나 다수의 코드체계로 무수한 RFID 응용을 수용하기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코드, 

문서, 조직, 국가 등 다양한 객체의 구별을 하여 사용되는 OID(Object IDentifier) 기반의 RFID 코드체

계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RFID 코드체계 사용 주체별로 자유롭게 코드체계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되고 있다[3]. 그러나 효율 인 RFID 코드체계의 설계를 하여 숫자나 문자의 단순한 조합

의 수 이 아니라 RFID 련 반 인 사항에서 체에서 검토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OID 기반

의 코드체계의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 다양한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재  세계 으로 사용되고 있는 RFID 코드체계는 ISO/IEC 15459[4], ISO/IEC 15963[5], EPC[6], 

ucode[7] 등 다양한 코드체계가 정립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RFID 서비스 제공을 하

여 모바일 RFID 포럼에서 도출된 모바일 RFID 코드[8]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기반의 RFID 코드[9] 등이 정의되었다. 기존의 코드체계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코드체계는 코드체계 설계 당시 모든 응용 역의 요구사항을 반 하지 않았으며, 실

으로 모든 응용 역의 요구사항을 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다. 즉, 기존의 코드체계를 이용하

여 원래의 응용 역에 코드체계를 용하여 RFID 서비스 역을 포용할 수 있으나, 그 원래의 목 을 

벗어난 RFID 서비스 역에 용하는 것은 비효율 이다. 부분의 코드체계가 특정 응용 역 용을 

하여 코드의 길이, 필드의 개수․길이, 코드 구성 문자 등을 선택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그 응용 역을 

벗어난 상에 해서는 최 의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

표. 주요 RFID 코드체계간의 비교

코드체계 표 용 역 메모리 활용율 발 비용 발 차

ISO/IEC 15459 국제표 유통․물류 낮음 유료 복잡

EPC 기업표 유통․물류 높음 유료 복잡

ucode 일본표 제한없음 높음 유료 복잡

모바일 코드 TTA표 모바일 높음 유료 간단

URL 코드 TTA표 제한없음 낮음 무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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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표는 지 까지 설명한 각각의 코드체계간의 비교내용을 정리했다. 각각의 코드체계가 가지고 있

는 제약사항을 해결하기 해서는 국제 표 을 수하고 RFID 서비스 기 의 실정에 가장 어울리는 

RFID 코드체계를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RFID 코드체계를 용하고자하는 응용 역별로 코

드체계를 생성할 수 있는 국제 표 인 OID 기반의 RFID 코드체계의 활용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다

음은 OID 기반의 RFID 코드체계 설계 시 필요한 RFID 태그의 논리  메모리 구조, RFID 서비스 네트

워크 구조, 코드의 체 길이, 필드 길이  개수 등 다양한 에서 고려 사항을 설명한다.

  첫째, ISO/IEC 1800-6C를 지원하는 RFID 태그의 논리  메모리 구조측면에서 살펴보면 OID 기반의 

신규 RFID 코드체계 설계 시 태그 CRC-16, PC(Protocol Control)의 Length, RFU(Reserved for Future 

Use), Toggle  UII(Unique Item Identifier) data의 ObjectId의 Length, Object의 Length는 자동 으로 

는 간단한 설정에서 계산될 수 있는 값이다. 그러나 PC의 AFI(Application Family Identifier)  UII 

data의 DSFID(Data Structured Formated ID), Precursor, ObjectId의 ObjectID, Object의 Object는 코드설

계 사용 기 의 특성에 맞게 충분한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

  둘째,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RFID 코드  련 OID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와 RFID ODS(Object 

Directory Service)간의 질의․응답  RFID 련 응용서버에 장된 RFID 코드 련 정보의 표 식별

자가 필요하며, 이를 하여 앞에서 설명한 URN(Uniform Resource Name)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 사용된다. 이때 RFID 코드체계는 URN  FQDN으로 쉽게 표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OID 메타정보 서버에서 코드정보를 기술하는 XML 등으로 용이하게 표 될 

수 있는 간단한 구조여야 한다.

  셋째, RFID 코드 설계 시 시장에 출시되어있는 RFID 태그의 메모리 스펙을 충분히 악하여 해당 사

업에 맞게 코드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코드의 필드 길이  개수는 RFID 시장 황과 FQDN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코드 자체에 가능한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비유의성, 국제 표 을 수하는 호환성, 객체 

단 와 객체 개개를 충분히 유일하게 구별  추가 인 코드체계를 생성할 수 있는 확장성, 코드 리

자나 리조직의 변경 시에도 쉽게 리할 수 있는 단순성, 코드체계의 용 상의 변화에도 하게 

작동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태그 메모리를 최 화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RFID는 향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 의 기반 기술을 이루는 것이며, 특히 RFID 코드체

계는 다양한 사물과의 통신을 한 RFID 기술의 핵심 요소로 잘 못 설계된 RFID 코드는 코드 자체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RFID 네트워크 체의 신뢰도 하를 야기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응용별로 최 화된 코드체계를 설계하기 하여 태그의 논리  메모리, 서비스 네트워크, 코드의 구조 등

의 다양한 에 OID 기반의 코드체계 설계 시 고려 사항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 서술한 OID 기

반의 RFID 코드체계 설계 고려사항은 ISO/IEC 18000-6C를 수하는 RFID 시스템을 심으로 기술하나 

ISO/IEC 18000-6C이외의 Air Interface를 수하는 RFID 시스템에 필요한 코드체계 설계 시에도 상당 

부분 용될 수 있을 것이나 향후 ISO/IEC 18000-6C 뿐만 아니라 다양한 Air Interface에 한 코드체

계 설계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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