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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global 네트워크[1][2][3]는 RFID[4]를 위한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과 계층적 구조를 통해 위

치 추적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글로벌 식별 시스템이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USN)[5]은 사물 및 

주변환경의 상태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RFID는 USN이 지원하는 사물의 정보를 센싱하거

나 액츄에이션 기능이 없으며, USN은 표준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상호 운영 및 글로벌 센서 네트워크 구

현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RFID 시스템에 USN을 통합하게 되면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GSN[6]은 wapper를 사용하여 RFID와 USN을 포함한 다양한 장비를 통합하고 수집된 데이터로 접근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식별자가 없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데이터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반면, EPC Sensor Network (EPCSN)[7]은 글로벌 식별자인 EPC를 사용하

고 EPCglobal 네트워크를 다양한 USN을 지원하도록 확장함으로써 수동형 RFID 태그만을 지원하고 있

는 EPCglobal 네트워크와는 달리 USN의 다양한 종류의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EPCSN는 RFID와 USN을 어떻게 통합하여 인프라스트럭처와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EPCSN의 리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EPCglobal 네트워크의 리더는 UHF 

Class 1 Gen 2 air protocol (C1G2 air protocol)을 통해서 RFID 태그의 정보를 읽고 쓰며, Low Level 

Reader Protocol (LLRP) 통해서 EPCSN의 Filtering and Collecting (F&C) 미들웨어와 통신한다. C1G2 air 

protocol은 태그 메모리를 접근하는 명령과, 태그 메모리의 뱅크와 뱅크 안의 개별적인 메모리 할당 정

보에 대한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져 있다. LLRP를 통해서 C1G2의 모든 기능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RFID 

태그 데이터 읽고 쓰기, 리더 관리, 리더 설정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LLRP는 RFID를 위한 C1G2뿐만 

아니라 USN도 지원 가능하다. RFID와 USN을 지원하는 EPCSN의 리더를 디자인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가정 자동화, 산업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응용에 사용되고 USN 중에 제일 널리 사용되는 ZigBee를 

선택하였다. 

본 논문은 RFID와 USN과 통신하며 이를 EPCSN 인프라스트럭처와 연결하는 EPCSN의 액세스 포인

트로서 ZigBee Reader를 제안한다. RFID 시스템과 ZigBee의 완전한 연동하고 ZigBee의 복잡한 세부 

기능을 숨기기 위해서 ZigBee Reader는 ZigBee 노드를 RFID 태그처럼 추상화하였다. ZigBee Reader는 

EPC 변환 테이블을 통해 ZigBee 주소체계와 EPC를 오버헤드나 호환성문제를 최소화 시켰으며 UV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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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ZigBee Endpoint를 RFID의 태그메모리로 매핑하여 ZigBee의 기능의 손실없이 EPCSN에서 그

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확장된 LLRP를 사용하여 ZigBee 네트워크에 글로벌 연결성을 부여하였으며 

profile 서비스를 통해 ZigBee Reader가 노드의 EPC를 통해 노드의 정보를 찾아 자동으로 연결 설정을 

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은 ZigBee Reader의 유용성과 EPCSN과의 상호연동성을 보이기 위해 실제 하드웨어에 구

현을 하였으며 EPCSN의 다른 컴포넌트들과 연동되어 잘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ZigBee 네트워

크와의 비교를 통해 베이스 스테이션이 23ms 딜레이 이하에서 ZigBee 네트워크를 EPCSN에 연결시키

고 ZigBee 노드의 기능을 작동 시킬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실현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ZigBee

외에도 다양한 USN 프로토콜들을 EPCSN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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