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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있는 이미지 전송 기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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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distribution market, demand for electronic shelf label system is increasing gradually to

provide the accurate price immediately and detailed product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reduce operation

costs. Most of electronic shelf label system companies develop the full-graphic display device to display

a wide variety of product information as well as the exact price. Our system had introduced Go-Back-N

retransmission method in the early. However, we encountered performance problems that it delayed

updating of the electronic shelf label system and exhausted the battery life time. Proposed adaptive image

retransmission technique based on the selective scheme is that tags of electronic shelf label system

recognize idle time of transmission cycle and require partial image retransmission to sever by itself. As

a result, it can acquire much more opportunities of partial image retransmission within the same period

and increase reception rate of full image for each tags.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adaptive image

retransmission technique's reception rate of full image for each tags is approximately 4% higher than

existing previous works. And total battery life time increases 30 hours because tag reduce wake-up time

as it receive only lost data instead of whole data.

Key words: Image Transmission, Electronic Labeling System, IEEE 802.15.4

※ Corresponding Author : Dae-Wha Seo, Address: (702-

701) 3F IT-4 Build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Korea, TEL : +82-53-665-

5500, FAX : +82-53-665-5550, E-mail : dwseo@cest.re.kr

Receipt date : Oct. 28, 2013, Revision date : Oct. 14, 2014

Approval date : Nov. 21, 2014
†Center for Embedded Software Technology

(E-mail : gong@cest.re.kr)

†††††IT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mail : tmdrod@ee.knu.ac.kr)
†††††

Center for Embedded Software Technology

(E-mail : gsyoo@cest.re.kr)
†††††IT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mail : jungkim7@ee.knu.ac.kr)
†††††Center for Embedded Software Technology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Center for Embedded

Software Technology.

1. 서  론

대부분의 유통매장에서는 매장에 진열된 제품의 

가격이 변경될 때마다 제품 진열 선반의 종이라벨을 

수작업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표시 오류 

및 가격표 미부착 등으로 인해 고객 불만 요소가 발

생하며 매장 운영 측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ricer

[1], ZBD[2], SES[3] 등에서 무선통신 기반의 전자가

격 표시(ESL, Electronic Shelf Label) 시스템을 개발 

및 상용화하고 있다. 초기의 다양한 ESL 시스템들은 

정확한 정보 표시를 보장하기 위해 세그먼트 LCD를 

이용하여 상품의 가격을 출력하였다[4-6]. 그러나 오

늘날 소비자들의 패턴은 보다 정확한 가격과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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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dle time after image retransmission.

유통기한, 제조 날짜와 같은 상세한 제품 정보를 요

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부분의 ESL 개발 업체들

은 전면 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정확한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상세한 제품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을 상용화 중에 있다.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세그

먼트 LCD에 표시했던 초기 시스템에 비해 전면 그래

픽 디스플레이 장치에는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를 무

선으로 전송해야 한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

게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지가 ESL 시스템의 핵

심 요소가 되었다[7-12]. 초기 ESL 시스템은 서버가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전송 스케줄 

및 재전송 관리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크게 두 가

지 문제점을 가진다. 우선, 정해진 시간에 최대 업데

이트 가능한 태그의 수를 n개라 하고, n개 태그 중 

데이터 전송을 완료하고 재전송이 필요한 태그가 

n/2개라고 가정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Fig. 1과 같이 

서버가 부분 재전송이 필요한 n/2개의 태그에 재전

송을 완료한 후, 서버에서 재전송에 대한 결과를 분

석하고 다음 전송 스케줄을 정하는 동안, 태그는 유

휴 상태로 서버의 다음 명령을 대기하게 된다는 것이

다. 서버가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대상 태그의 수가 적을수록 ESL 시스템 입장에서 

유휴 상태의 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

는 대상 태그의 수가 n개 이거나 1개 이거나 데이터 

업데이트 완료될 동안 대기하는 시간은 동일하게 된

다. 두 번째 문제점은 부분 재전송 시도 후에도 일시

적인 무선 전파 환경 또는 일시적으로 밀집한 유동 

인구에 의해 데이터 전송이 실패한 태그가 존재할 

경우, 최종 실패 태그로 서버에 보고된다는 것이다.

실제 매장에서 전송에 실패한 태그는 POS 시스템과

의 가격 불일치를 의미하므로, 매장 관리자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고객 불만 요소를 일으키거나,

매장 관리자가 전송에 실패한 태그를 일일이 확인하고,

직접 이미지 전체 재전송 기능을 수행시켜야 한다.

ESL 시스템에서 기존 이미지 전송을 방법의 문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Adaptive 이미

지 재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은 ESL 태그가 유휴 상태의 전송 구간을 인지하

여 스스로 서버에 재전송을 요구한다. 따라서 ESL

태그는 동일한 시간 내에 재전송 기회를 보다 많이 

획득하여 전송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짧은 

시간 내에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모두 마칠 수 있으

므로 많은 재전송 기회에 대한 전력소모를 상쇄시킬 

수 있다[13].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기존 

ESL의 구조 및 이미지 전송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한다. 기존 ESL 시스템과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이 적용된 ESL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실험 결과 및 비교 분석에 대해 4장에서 설명하고,

끝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ESL 구조 및 이미지 전송 방법

2.1 시스템 구성

ESL 시스템은 원격제어서버(본사)와 연동하여 

매장 내에 설치된 전기영동 디스플레이 (EPD, Elec-

trophoretic Display) 기반 태그에 제품정보를 무선

으로 전송 후, 표시해 주고, 시스템 상태의 조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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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SL System Configuration. Fig 3. Software diagram.

기능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다. 더불어 사용자 편의

를 위해 태그 디스플레이용 화면 이미지를 손쉽게 생

성/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은 제공하며, 원격지

(매장)의 시스템 현황 조회 및 상품 정보 갱신이 가능

한 원격 조회/관리 시스템을 함께 제공한다 [1-4].

ESL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원격 제어 서버, ESL

서버, 게이트웨이, 태그, 태그 UI 편집기로 구성된다.

원격 제어 서버는 본사에서 각 원격지(매장) ESL 시

스템 현황을 조회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시

스템 업데이트 상태의 조회와 신규 제품 정보 제공을 

담당한다. ESL 서버는 설치된 태그의 상태를 감시하

는 동시에 업데이트할 신규 제품 정보의 존재를 확인

하고 필요시 데이터를 수신하여 매장 내 태그의 업데

이트를 담당한다. 게이트웨이는 ESL 서버에서 발생

한 이벤트를 태그로 전달하여 서버-태그 간 통신을 

담당한다. 태그는 전송된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규 제품 정보를 표시한다. 태그 UI 편집기는 태그

에 최종적으로 표시될 화면 이미지를 사용자가 손쉽

게 생성/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최종 산출

물(이미지 파일)을 원격제어서버-서버-게이트웨이

를 경유하여 태그에 전송하여 화면을 표시할 수 있도

록 한다.

2.2 소프트웨어 구조도

ESL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들의 소프

트웨어 공통 구조는 Fig. 3과 같다. 유무선 통신 제어

를 담당하는 통신 장치 부분, ESL의 유무선 프로토

콜 제어를 담당하는 ESL 프로토콜 제어부분, 그리고 

ESL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관리과 동작 관리를 

제어하는 ESL 응용부분으로 구성된다.

통신 장치 부분은 RF 통신 장치, 이더넷 카드와 

같은 유무선 통신과 관련된 하드웨어 통신장치 또는 

공통의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는 

ESL 프로토콜 제어부와 통신 장치간 독립성을 보장

하여 향후 통신장치가 변경되어도 ESL 시스템 적용

이 용이하도록 구현되었다.

ESL 프로토콜 제어부의 가장 하위 계층은 통신장

치로부터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Listening

모듈과 Receiver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통신 장치 

부분과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상위 프로

토콜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송신하고, 통

신 장치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그대로 상위 계층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이 두 모듈은 향후 통신 

장치 부분에서 하드웨어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인터

페이스만 적용하여 전체 ESL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

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Listening /Receiver 모

듈로부터 송수신된 데이터는 ESL 시스템 자체 프로

토콜 파서 (parser)를 거쳐 PAL (Protocol Adaptation

Layer)과 인터페이스 한다. PAL은 ESL 응용 부분과 

연관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ESL 프로토콜로 변환하

는 기능을 한다. 이때, 단순히 데이터 변환 기능 뿐만 

아니라 ESL 네트워크 및 설치된 환경에 최적화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전송 

시, 데이터 손실 및 폴트(fault)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

록 조절한다.

ESL 응용 부분의 주요 기능은 ESL 프로토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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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age transmission (b) image retransmission

Fig. 4 Image transmission method of ESL system.

부로부터 송수신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

출하는 것이다. ESL 서버 UI, 원격제어장치의 모니

터랑 UI, 그리고 태그에 각 해당 정보를 출력하고 사

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

해 ESL 프로토콜 제어부로부터 송수신한 데이터를 

적절히 가공하고 수집하는 Data Gathering 모듈이 

있다. 각 구성요소는 이 모듈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분석하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분석한 값을 네트워크 파라미터로 전달하여 전체적

인 네트워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더

불어 사용자가 시스템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

로 표출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기도 

한다. Time Synchronization 모듈은 데이터 전송 시

간 및 EPD 태그 관리를 담당한다.

2.3 기존 ESL 시스템의 이미지 전송 기법

ESL 시스템에서 서버와 태그 간 이미지 전송을 

위한 기본 통신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전체 통

신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 단계 별 동작에 

대해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서버는 어떤 태그에 어떤 이미지를 몇 번째 

순서로 보낼 것인지 스케줄러를 통해 결정한다. 태그

는 자신의 차례에 서버에서 전송한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고, 전송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를 ACK 혹은 

NACK 신호를 통해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 

받은 ACK, NACK를 통해 어떤 태그가 몇 번째 패킷

을 수신 받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이미지 전송 시, 태그가 서버로부터 패킷을 정

상적으로 수신 받지 못했다면, 서버는 이미지를 재전

송해야하는 태그와 몇 번째 패킷을 전송할 것인지를 

정리한다. 그리고 어떤 순서로 태그에 이미지를 전송

할 지 스케줄러를 통해 결정한다. 서버에서 정한 재

전송 횟수까지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그럼 각 

단계별 상세 동작을 살펴본다.

Fig. 4. (a)는 이미지 전송을 위한 첫 번째 데이터 

전송 절차를 보여준다. 앞서 전체 통신 절차에서 설

명한 것과 동일하며, ACK와 NACK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 하나의 태그는 태그의 이미지를 업

데이트하기 위해 서버로부터 다수의 데이터 패킷을 

수신한다. 각 데이터 패킷 별로 일일이 ACK, NACK

패킷을 전송하기에는 에너지 소모도 크고 트래픽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 ESL 시스템에서

는 각 태그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모든 ACK 혹은 

NACK 패킷을 정리하여 하나의 ACK 패킷으로 전송

한다. 하나의 ACK 패킷 내에는 비트 마스킹 (Bit

masking) 필드를 통해 하나의 비트로 패킷의 수신 

성공 여부를 0 혹은 1로 표시한다.

Rig. 4. (b)는 이미지 재전송을 위한 전송 절차를 

보여준다. 재전송 과정에서는 이미지 전송을 성공한 

태그를 제외하고 패킷 전송 실패가 있는 태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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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daptive image retransmission method.

서만 재전송 과정을 수행한다. 하나의 사이클에 k (n

≧ k, n: 하나의 사이클에 전송할 수 있는 최대 태그 

개수) 개의 태그에 대해 이미지 재전송을 수행한다

면, 사이클 내 데이터 전송을 하지 않는 타임 슬롯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타임 슬롯들의 합을 유휴 

시간이라 한다. 유휴 시간은 데이터 전송의 비효율성

을 야기하며, 하나의 사이클 내 전송해야할 태그의 

수가 적어질수록 그 정도는 심화된다. 서버에서 지정

한 데이터 재전송 횟수까지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한 

후, 이미지 전송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업데이트를 중

단한다. 그리고 이미지 전송이 실패한 태그에 대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업데이트할 이미지 데이터

를 처음부터 전송해야 한다. 이를 이미지 전체 재전

송이라 한다.

따라서 기존 ESL 시스템의 전송 방식은 유휴시간

으로 인한 데이터 전송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며, 태그

의 업데이트 대기 시간을 연장시킨다. 또한 지정된 

재전송 횟수 내 이미지 전송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업데이트할 전체 이미지를 새로 전송하기 때문에 태

그에 가해지는 트래픽과 전력 소모를 증가시키는 문

제를 가진다.

3.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

본 장에서는 기존 ESL 시스템에서 이미지 재전송 

방법을 수정하여 태그별 이미지 전송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ESL 시스템에서 이미지 재전송 시, 태그별 이

미지 재전송을 종료하면 사이클 내에 유휴 시간이 

발생하였다. 즉, 한 사이클 내에서 전체 n개의 태그가 

동일한 시간 T에 해당하는 타임 슬롯을 가진다고 할 

때, 태그 k개에서 이미지 재전송이 발생한다면,

(n-k) × T 의 유휴 시간이 발생한다. 기존 ESL 시스

템의 경우 초기 이미지 전송이 일어난 후, 재전송이 

필요한 태그의 수는 처음 대상 태그 수에 대해 최대 

1/10에 불과하다. 이 경우 사이클 내 90% (n × 0.9

× T) 에 해당하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낭비하

게 된다.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은 이 때 낭비

되는 유휴 시간에 태그 중 이미지 전송이 실패한 태

그에 대해 다시 이미지 재전송을 끊임없이 수행한다.

Fig. 5는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방법을 보여준

다. 사이클 내에서 태그 a에서 태그 k에 대한 이미지 

재전송을 수행한 후, 전송 실패가 일어난 태그 a'에

서 태그 k'에 대한 재전송을 수행한다. 그리고 또 전

송 실패가 일어난 태그가 존재한다면 사이클 내 타임 

슬롯이 남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수행한다. 이를 위해 

유휴 상태의 시간 구간을 태그가 스스로 인지하고 

데이터 보완 및 데이터 재전송에 대해 능동적으로 

동작하도록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을 설계 하

였다.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은 패킷 전송 성공률

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 재전송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

로써, 태그별 수신 성공률과 이미지 전송 성공 시간

을 줄이는 기법이다. 실제 ESL이 설치된 곳의 환경

은 전파환경, 설치된 곳의 구조물, 그리고 인구 밀집

도 등에 의해 무선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재전송을 불가피하다. 따라서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은 태그 스스로 재전송 기회를 높여 동일

한 시간에 데이터 성공률을 높이고, 동시에 불필요한 

패킷 교환을 줄여 무선 환경에서 트래픽을 감소하는 

효과를 준다. 또한 기존 방식의 경우 정해진 사이클 

내에 이미지 전송에 실패한다면, 사용자의 요청에 의

해 전송 실패한 태그에 대해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새로 전송받는다. 따라서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

법은 많은 재전송으로 인해 기존 기법에 비해 동일 

사이클 내 송 수신하는 패킷의 양은 많지만, 전송 실

패 시 전체 이미지를 새로 수신해야 한다는 것을 고

려하면 에너지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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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ng of received success rate for the 

transmission success rate of packet.

4. 수학적 성능 분석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을 실제 ESL 시스템

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보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기

존 ESL 이미지 재전송 기법과 Adaptive 이미지 재전

송 기법의 이미지 수신 성공률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다. 제안하는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은 기존 

ESL 이미지 재전송 기법과 비교하여 동일한 사이클 

동안 더 많은 이미지 부분 재전송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기존 이미지 재전송 기법은 이미지 전송 중 

실패한 패킷에 대해 최대 3번의 재전송을 할 수 있다.

반면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은 이미지 전송 

중 실패한 패킷에 대해 3사이클에 걸쳐 이론적으로 

최대 6,000번 재전송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태그

에 계속해서 전송 실패가 일어난 다면 전송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 6번의 재전송만

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재전송 횟수가 증가하면 전체 

이미지 전송 성공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수식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P = pk(1+aq+bq2+▪▪▪ + yqn×k-1 + zqn×k)

= p
k
(1-q

n×k
) / (1-q) (1)

수식 (1)은 재전송 횟수에 따른 하나의 태그의 전

체 이미지 전송 성공률을 나타낸다. p는 패킷을 전송

할 때 평균 전송 성공률이다. q는 1-p로 패킷 전송 

실패율을 나타낸다. k는 하나의 이미지를 일정 크기

로 자른 패킷의 수이다. 이미지의 크기는 약 1.5 KB

이고 패킷의 크기는 80 바이트이므로 k는 20이다. n

은 이미지 부분 재전송 횟수를 나타낸다. a～z는 특

정 상수 값을 나타내며, (1)에서 소수점 이하이므로,

계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a～z의 계수 값은 무

시하고 태그의 전체 이미지 전송 성공률에 대한 수식

을 도출해 내었다. 수식 (1)은 n의 값이 무한대에 근

접하고 q값이 0에 근접할 때 1로 수렴한다. 즉, 재전

송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태그의 평균 전송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한 식 (1)을 통해 기존 ESL 이미지 재전송 기법

과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의 패킷 당 전송 성

공률에 따른 태그의 전체 이미지 전송 성공률에 대해 

살펴본다. 이것은 무선 환경의 상태에 따른 두 기법의

성능을 나타낸다. 기존 ESL 이미지 재전송 기법은 

k의 값을 3으로 설정하고,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은 k의 값을 6으로 설정하여 식 (1)에 대입한 후,

태그의 전체 이미지 전송 성공률을 도출해 내었다.

Fig. 6은 기존 ESL 이미지 재전송 기법과 Adap-

tive ESL 이미지 재전송 기법의 패킷 전송 성공률에 

따른 태그의 이미지 수신 성공률을 보여준다. 더 많

은 재전송 기회를 갖는 Adaptive ESL 이미지 재전송 

기법이 태그 당 더 높은 수신 성공률을 가진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무선 통신 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통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기존 ESL 방식 보다 Adaptive ESL 방식이 

조금 더 나은 태그의 수신 성공률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실  험

5.1 환경 설정

ESL 시스템의 실험을 위해 Fig. 7과 같이, ESL

서버 1대, 게이트웨이 1대, 해상도가  172*72인 EPD

태그 300대, 그리고 해상도 296*128인 EPD 태그 50

대를 구성하였다. ESL 서버와 게이트웨이는 유선으

로 통신을 하며, 게이트웨이와 EPD 태그는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EPD 태그는 게이트웨이를 중심

으로 좌우 15m씩 간격을 두어 A Zone과 C/D Zone으

로 구분하였으며, B Zone은 게이트웨이로부터 1m

간격을 두고 배치하였다. A~C Zone은 해상도 

172*72인 EPD 태그들로 구성하였으며, D Zone은 해

상도 296*128인 EPD 태그로 구성하였다. 테스트 환

경은 Fig. 8과 같이 시스템이 설치될 일반적인 환경

을 최대한 고려하여 WiFi-Zone내에 사람이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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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perimental environment map.

Fig. 8 ESL system test bed operating.

Fig. 9. Transmission failure rate compare of the ESL 

system and adaptive ESL system.

있는 공간에 구성하였다.

5.2 전송 성공률 비교

기존 ESL 시스템과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

을 적용한 ESL 시스템 (Adaptive ESL 시스템)은 모

두 각각 50회씩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각 회 당 시스

템 내부적으로 3회에 걸쳐 데이터 보완이 이루어지

도록 설정하였다. 기존 ESL 시스템과 Adaptive ESL

시스템의 최종 실패율(대용량 데이터를 모두 수신한

지 못한 태그/전체 태그)에 대한 비교는 Fig. 9와 같

다. 기존 ESL 시스템의 경우, 가장 높은 실패율은 

15.33%였으며 Adaptive ESL 시스템의 경우 가장 높

은 실패율은 0.57%로, 전파환경 또는 일시적 인구 

밀도에 의해 불리한 환경적 요소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대해 약 26.89배 가까이 개선되었다. 동

일한 전체 사이클 시간에 대해 ESL 시스템의 평균 

실패율은 2.49%였고, Adaptive ESL 시스템의 경우 

실패율은 0.13%였으며, 19.15배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각 시스템 내부적으로 전송 실패 시 

이미지 재전송을 위해 세 사이클에 걸쳐 데이터 보완

이 이루어지도록 명시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Adaptive ESL 시스템의 태그는 능동적으로 유휴 구

간을 사용하여 데이터 보완의 기회를 높이므로 세 

사이클에 걸쳐 재전송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이는 동일 시간에 잦은 재전송으로 소모되는 에너지

를 보상해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체 사이클 시

간이 줄어들어 사용자 측면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모

두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30% 이상 개선

될 수 있다.

Table 1은 5,000개의 이미지를 전송할 때, 기존 

ESL 시스템과 Adaptive ESL 시스템의 부분 및 전체 

이미지 재전송 횟수를 보여준다. 기존 ESL 시스템은 

20개의 이미지 패킷 전송 후, 3차례에 걸쳐 전송 실패

한 패킷만을 보내는 부분 재전송 과정을 거친다. 부

분 재전송에서도 태그가 패킷 수신에 실패하면 다음 

사이클에 실패한 이미지 패킷에 대해 모두 새로 재전

송을 한다. 반면, Adaptive는 6차례의 재전송 과정을 

거친 후, 전송 실패한 이미지에 대해서만 전체 재전

송 과정을 거친다. ESL 시스템은 장애물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전송 성공률이 수시로 변한다. 따라서 

재전송 기회가 많을수록 전송 성공률이 올라간다. 이

는 4장에서 수식적으로 증명하였다. Table 1에서 기

존 ESL 시스템은 5,000개의 이미지 전송 시, 9,856개

의 패킷에 대해 이미지 부분 재전송을 하였다. 그리

고 124회의 전체 이미지 재전송을 수행하였다. 이는 

2,480 패킷을 새로 전송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총 12,336 개의 패킷을 재전송 하였다. Adaptive

ESL 시스템은 10,257개의 패킷에 대해 이미지 부분 

재전송을 하였으며, 6회의 전체 이미지 재전송을 수

행하였다. 따라서 총 10,377개의 패킷을 재전송 하였

다. 전체 이미지 패킷의 전송 개수를 비교하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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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transmission count

Image transmission
Partial image transmission

(packet)

Full image

transmission (packet)

Previous ESL System
5,000

(100,000 packet)
9,856

124 round

(2,480 패킷)

Adaptive ESL System
5,000

(100,000 packet)
10,377

6 round

(120 packet)

Table 2. Consumption Current Measurement

System State
Consumption

Current (mA/h)
idle (Common) ESL System Adaptive System

Active 0.031000 0.005769 0.005683

Display 0.000000 0.005602 0.005602

Sleep 0.004998 0.000005 0.000005

Total Consumption Current 0.035998 0.047374 0.047288

Battery Life Time(year) - 1.964270 1.967847

ESL 시스템 112,336개이고, Adaptive ESL 시스템은 

110.377개로 기존 ESL 시스템이 약 1.7% 더 많은 

패킷을 전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 에너지 소모량 비교

본 절에서는 기존 ESL 시스템과 Adaptive ESL

시스템의 에너지 소모량에 대해 비교한다. Adaptive

이미지 재전송 기법은 동일 시간 내에 기존 이미지 

전송 방법에 비해 빈번한 전송이 일어난다. 그로인해 

Adaptive ESL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이미지 전송 방법은 재전송

을 위해 사용하는 사이클이 Adaptive 이미지 전송 

기법에 비해 길어질 수 있고, 이미지 전송 실패 시,

이미지를 전체를 새로 보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에너지 소모량 비교를 통해 Adaptive ESL 시스

템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소모량이 많지 않다

는 것을 증명한다.

기존 ESL 시스템과 Adaptive ESL 시스템에 대해 

실제 실험 환경인 태그의 sleep-wakeup 주기는 30초

로 설정하여 두 시스템의 소모전류를 도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단순히 통신 성공률에 대한 

결과를 무시하고, ESL 시스템에 설정된 재전송 횟수

를 동일하게 두고 두 시스템의 소모전류를 산출하면 

기존 ESL 시스템에서의 태그 배터리 수명이 1.49개

월 더 보장한다. 그러나 기존 ESL 시스템은 최종 실

패율이 더 높으므로 이미지 전송에 실패한 태그에 

대해 관리자가 다시 이미지 업데이트를 시도해야 된

다는 측면에서 보면 배터리 소모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 통신 성공률을 동일하

게 하는 조건으로 Adaptive ESL 시스템에서 실제 

수행되는 모든 재전송 횟수와 기존 ESL 시스템에서

의 재전송 횟수를 동일하게 두고 소모전류를 산출하

였으며, 이 경우 Adaptive ESL 시스템이 약 30.9시간 

배터리 수명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Adaptive

ESL 시스템은 태그가 유휴 시간을 능동적으로 감지

하고, 스스로 재전송 기회를 가지는 기법이므로, 서

버로부터 재전송에 대한 명령을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류 소모량에 보다 장점이 

있다.

6. 결  론

오늘날 유통매장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더욱

이 소비자들의 패턴은 보다 정확한 가격과 상세한 

제품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이를 위

해 대부분의 ESL 시스템 개발 업체들은 전면 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정확한 제품 가격뿐만 아니

라 상세한 제품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을 상용

화 하고 있으며, 보다 차별화되고 안정화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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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Adaptive ESL 기법을 적

용하여 무선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대용량 데이

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99.56%의 

성공률을 보이며, 기존 ESL 시스템의 성공률인 

97.7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무선 

통신의 성공률은 성능 향상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 

실제 운영될 매장에서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의 척도

를 함께 나타낸다. 더욱이 본 시스템의 실험을 위해 

구성한 테스트 베드는 실제 매장의 환경과 유사하도

록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WiFi-Zone에 구성하였으

며, 태그의 규모도 350개를 구성하여 수행했기 때문

에 실제 매장에서의 운영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Adaptive ESL 시스템은 태그의 이미지 전

송 성공률을 높여, 이미지 전송을 위한 총 사이클 횟

수를 줄이고, 이미지 전송에 실패한 태그에 대해 새

로 이미지 전송을 수행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

문에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실험을 통해 확인

한 결과 기존 ESL 시스템에 비해 30.9시간 배터리 

수명이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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