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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RFID 네트워크 시스템 고속 충돌방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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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다수의 RFID 리더가 공간상에서 무선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리더기마다 소속된 능동형 태그들 

리할 수 있는 효율 인 시스템을 설계  구 하고 특히 이 시스템에서 리더기-리더기 간  태그-태그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회피하도록 하는 효율 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RF 리더기가 무선 네트워크 노드들로서 작

동하고 이들이 동기식으로 링크를 형성하여 리더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능동형 태그 

역시 각 리더기와 동기식으로 통신하도록 구성되며 태그 고유 ID를 사용하여 태그 간에 슬롯 유를 경쟁시

키는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리더기 간 충돌방지를 하여 각 리더기 노드들은 네트워크 통신 주기에서 서로 

다른 시간 구간에서 리더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that a group of RFID readers manage each of their affiliated active 

RFID tags in a space by establishing wireless network and avoids communication collision between RFID reader to reader and RFID tag 

to tag, and reader to tag. RF readers operate as wireless network nodes, create synchronous links each other, and can exchange messages. 

Active tags also are operated communicating each reader devices synchronously, and competing slot position between tags algorithm using 

unique tag identification number is implemented. Each reader node operates their own reader function different time slot network 

communication period to prevent collision between reader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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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의 격한 팽창으로 인해 수많은 재화나 사물

들이 생산되어 출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효율

으로 리하는 일들이 매우 요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물들의 이동이나 물류 그리고 재고 리 등

에 드는 인 , 그리고 경제  비용이 동반하여 리비

가 기하 수 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사물 리를 

하여 과거 많은 연구가 진행 으며 특히 RF 기술

을 이용한 RFID는 기존의 바코드 체제를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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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 왔으며 이들의 상품화 

용을 한 많은 연구  표 들이 제정되었고 실제

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

동형 RFID들은 그 표 으로써 ISO IEC 18000, IEC 

17342 125 KHz, 15.4 MHz, 900MHz, 2.4 GHz 주 수 

등 그 용분야가 근거리에 합한 기술로서 가형

의 태그를 구성할 수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사물 리

에 용 다. 한편 RFID 리더와 RFID 태그 간 상당

한 거리가 요구되는 능동형 RFID 분야에서는 

433MHz 주 수에서 표 화가 진행되었고 상품화가 

되었으며 컨테이  리 등 몇몇 분야에 응용이 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사물 리에 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능동형 RFID 태그의 력소모가 

지 하여 태그 내의 배터리가 조기 소진하여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배터리의 용량을 증가함으로써 태그의 

크기나 가격 그리고 리가 어려워져 많은 부분에서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사물이 시공간 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RFID 리더와 RFID 태그 간 유효 

통신 거리를 안정 으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 주

어진 송신기 최  출력 요구 사항 아래에서는 근거통

신으로써는 용이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자체 인  력 속 무선 패킷 통신망을 구

성하고 이러한 망의 노드로서 RFID 리더를 설정하여 

이러한 네트워크 노드가 각각 다수의 능동형 RFID 

태그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의 능동형 RFID 네트워

크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러한 근거리 무선 통신망은 

노드가 공간 으로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확 되더라

도 각 노드 주변에 존재하거나 이동하는 RFID 태그

를 효과 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 으로 무선

망이 존재하는 역 내에서는 RTLS 기능까지 흡수 

병행하는 결과를 래한다. 이러한 무선네트워크는 2

차원 혹은 3차원 공간 내에서 트리 네트구조, 메쉬 네

트구조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로 구 될 수 

있고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는 기존의 고속 송망 즉 

WIFI, 유선 인터넷 등에 속되어 앙 서버로 연결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동 통신망에도 속할 수 있

어 리될 수도 있다. 이러한 능동형 RFID 무선망을 

구축하기 해서는 RFID 리더가 넓은 지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포설되어 근거리 통신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으로써는 원선 공

을 한 력선 포설이나 RFID 리더의 가격  크기

이며 이러한 문제 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을 상

실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

기 해서 RF 리더 가 무선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 사용하는 무선 통신 알고리즘을   력 통

신 로토콜에 근거하여 구성하여 작동하게 함으로써 

배터리에만 의존하여 동작하는 RFID 리더 망을 구

하 다. 이러한 망을 구성하는 각 RFID 리더 노드들

은 최소 64개 이상의 RFID 태그들을 리할 수 있도

록 하면서도 상용 AA 배터리 혹은 Li 폴리머 배터리

를 사용하더라도 무 충  동작 기간이 수년 이상이 

가능하다.

RFID는 리더기와 태그로 구성된 자동 인식시스템

이다[1]. 태그는 문자열로 구성되는 스트링 데이터를 

메모리에 장하며 리더기는 주변에 있는 태그들의 

식별번호를 읽어 내도록 구성된다. 기본 인 RFID 응

용으로서는 물체에 붙어있는 태그를 식별하거나 추

하기 해서는 특히 공 처 리를 해서는 RFID 

태그가 UPC 바코드를 용하는 응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리더기가 주변 태그로부터 태그 고유

번호를 읽은 후 이것을 유선을 통해 서버의 데이터베

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물건에 한 정보를 추출하며 

인근에 이 물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RFID 리더기는 근 센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배터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능동형 혹은 수동형 

RFID 태그로 분류한다. 보통 수동형 태그 응용으로 

공 자 리 차원에서는 다수의 수동형 태그와 다수

의 이동 가능 리더기가 존재하여 이들 간에 원활한 

통신을 추구하는 “스마트 환경” 응용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2]. 이러한 다수의 리더기에 의한 

네트워크 형 RFID 시스템은 기존의 UPC 태그 인식

문제를 스마트롬 혹은 스템은 다수의 RFID 리더기가 

집되어 사용되는 경우 리더기와 리더기 간, 리더기

와 태그 간 그리고 태그와 태그 간에 발생하는 충돌

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리더기와 리더

기 간에 발생하는 태그 인식 충돌은 상당히 심각하여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  태그-태그 충

돌은 동일 단일 리더기의 수신 슬롯에 다수의 태그가 

동시에 송신할 때 생기는 충돌로서 보통 리더기가 마

련한 타임 슬롯에 다수의 태그가 동시에 근하기 때

문에 발생하며 리더기는 다양한 충돌 방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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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모든 태그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수동

형 태그의 경우 TWA(: Tree Walking Algorithm) 

[3] 알고리즘이 UHF 리더기의 경우 채택되어 사용 

되고 있으며 HF  주 수의 경우 STAC (: Slotted 

Termination Adaptive Collecton)[4]  로토콜이 사

용된다. STAC 방식은 리더기가 임의의 슬롯 번호를 

발생하여 이 시간 구간에 “begin round” 명령을 내리

며 이 명령을 받은 태그들은 “slotted read” 상태로 

진입하면서 자신의 슬롯 카운터를 0으로 리셋한다. 이

후 리더기가 “end slot” 명령어를 발생할 때마다 태그

는 리더기가 제시한 임의 슬롯 번호에 도달할 때까지 

슬롯 카운터를 증가시키게 된다. 만약 리더기가 원하

는 슬롯 번호를 발생하는 태그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는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close slot” 명령

어를 보내고 모든 태그의 슬롯 카운터를 1 증가시킨

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여 슬롯에 정확한 반응이 감지

되었을 때 “fix slot” 명령어를 보내고 해당 태그를 라

운드 동안 내내 그 슬롯 번호를 유지 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리더기는 모든 태그를 수용할 모든 슬롯 번

호에 해 라운드들 계속하여 태그들을 모두 인식하

도록 한다.

리더기와 태그 간 충돌문제는 한 리더기가 주변 태

그에 신호를 보낸 후 태그가 당해 리더기에 반응 패

킷을 보낼 때 인 한 다른 리더기가 동시에 패킷을 

보내게 되어 태그의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서 EPCGlobal Class1 Gen1 and Gen2 표  [5-6] 에

서는 주 수 도약을 사용하던지 다른 주 수 채 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다[10]. 

리더기-리더기 충돌은 하나의 태그가 다수의 태그

로 부터의 신호를 동시에 수신하는 경우로서 태그 수

신기의 채 이 충돌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Colorwave [7] 가 최 로 이 문제에 근한 

방식으로 “혼신 그래 ”를 사용하여 두 인  리더기 

사이에 존재하는 자  복 역 내에 존재하는 태

그를 상으로 두 리더기가 다른 color를 사용하도록 

하여 충돌을 피하는 방법이다. 보통 color는 리더기가 

동작하는 타임 슬롯이 다르도록 하는 방식이 많이 사

용되며 이 경우 color는 각기 다른 타임슬롯이다. 만

약 다수의 리더기가 같은 지역에 집되어 있으면 다

수의 color 가 요구되며 이러한 서로 다른 color를 다

수의 리더기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

식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러한 각 리더기에 color를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 

 하나[8]는 각 리더기가 임의의 color를 발생하도록 

하여 충돌확률을 최소화하는 시도도 있으나 이것은 

완 하게 리더기 간 충돌을 회피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한, 주변에 모든 리더기 들과 유선 혹은 무선

통신채 을 형성하여 리더기들의 color 발생을 앙 

제어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도 앙처리장

치와 다수의 리더기 간 통신량이 기하학 으로 증가

하고 이동하거나 추가되는 리더기들이 동 으로 변하

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문제 이 남아 있다. 그 외 

CSMA(: 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에 기반들 

둔 MAC 로토콜을 사용하여 리더기-리더기 충돌 

 리더기-태그 충돌을 해결하고 태그-태그 충돌은 

기존의 STAC를 사용하는 는 알고리즘도 제안되었다

[8].

펄스 방식[9]은 채 들을 데이터 채 과 제어채  

등 2부분으로 구분하고 제어채 을 통해 채 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어있을 때만 메시지를 데이터 

채 에 보내는 방식이다. 제어채 은 리더기 간에 비

컨을 송하는 통신 채 이고 데이터 채 은 리더기

와 태그 간에 통신을 한 채 이다. 태그들과 연결된 

모든 리더기는 제어채 을 통해 혼신 가능한 거리 이

상이 떨어져 있는 리더기에 비컨을 보내게 되며 이러

한 비컨을 받은 리더기들은 쿼리를 보내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이 비컨을 보내는 동안 기다리게 되어 

있다. 이 게 함으로써 리더기 간 그리고 리더기와 태

그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그러

나 이 방식은 하나의 리더기가 태그를 읽고 있는데 

다른 모든 리더기 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

고 있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리더기가 모든 태그를 읽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게 된다[5]. 

의 연구들이 주로 수동형 태그들을 다수의 리더

기가 인식하는 문제를 다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

수의 RFID 리더가 공간상에서 무선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리더기마다 소속된 능동형 태그들 리할 수 있

는 효율 인 시스템을 설계  구 하고 특히 이 시

스템에서 리더기-리더기 간  태그-태그 간에 발생

하는 충돌을 회피하도록 하는 효율 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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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2.1 무선 RFID 리더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는 같은 소형 무선 RFID 리더 모듈들

이 공간상에서 분산되어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각각으로부터의 정보를 네트워크 상 로 달하는 구

조를 지니는 능동형 RFID 시스템을 구 한다. 이러한 

RFID 리더는 각각 N개의 RFID 태그를 할하며 이 

태그들과 지속 인 링크를 유지하며 태그들로부터의 

실시간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교환정보는 RFID 태

그들이 자체 으로 보유한 각종 태그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태그들은 공간상에서 자유로 이동이 가능하며 

태그들이 하나의 리더기를 벗어나 다른 리더에 속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태그들의 이동정보는 인  리더 

모듈들이 서로 연결된 무선망을 따라 서버로 이동된

다. 이러한 능동형 RFID 태그들은 자신의 리더와 1  

N 다  양방향 통신을 수행하며 태그들은 리더가 제

공하는 해당 타임슬롯에 자신의 정보를 달한다. 이

러한 태그들의 정확한 슬롯 유를 하여 리더는 

기에 참고 동기 패킷을 방사하고 태그들은 이 패킷을 

수신하여 자신의 수신부를 동기화한 후 자신에게 

기에 지정된 슬롯 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슬롯을 계산

한 후 내부 타이머를 구동하여 패킷 송시간을 결정

한다. 리더는 각각의 슬롯타임에 수신된 패킷을 통해 

각각의 태그정보를 획득 내부 메모리에 장한다. 이

러한 기본 인 리더와 태그들과의 통신을 종합하여 

네트워크로 확장하기 하여 리더 간 통신기간를 형

성해야 하며 각각의 리더들은 이를 하여 네트워크 

모듈 간 동기화를 한 네트워크 임 동기 패킷을 

동기화 통신 기에 수신하도록 하는 수신 창을 마련

한다. 이러한 모든 리더의 동기화 수신 창은 각각 인

 상  리더 노드들로부터 방사되는 네트워크 동기

화 기  패킷을 수신하는 데 사용하며 수신이 완료되

는 순간 수신 창이 자동으로 폐쇄된다. 특히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리더들이 트리 구조로 하  M개의 리

더 노드들과 연결되며 동시에 N개의 RFID 태그들을 

연결하도록 구성되었다 M개의 리더기 노드들은 각각 

M개의 리더 노드와 N개의 태그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트리 네트워크의 벨은 L개로 확장하도록 되

어 있다. 이 네트워크의 최상의 노드는 마스터 리더 

노드로써 I개의 리더 노드들을 연결하며 태그들을 수

용하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리더는 하  계층으로부터 

수신되어 오는 모든 정보를 서버로 보내고 오거나 서

버로부터 달되는 명령어를 하  벨 네트워크로 

보내는 간 역할을 감당하며 서버와는 유선 시리얼 

통신을 수행한다.

상  리더 노드에서 L번째 하  리더 노드들로의  

기 패킷 송은 동기화 통신주기의 최  수신 창 개

폐 이후 바로 발생하며 이 게 방송된 송 패킷은 

바로아래의 모든 노드가 다 같이 네트워크 동기화 수

신 창을 사용하여 수신하여 동기화 패킷으로 사용한

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L개의 트리 구조에서 (L 

x 링크 노드 내 송수신 지연시간)의 아주 작은 다운

링크 송 지연시간을 확보하 다 신속한 업링크를 

구성하기 하여 네트워크 임의 마지막 즉 네트

워크 통신주기 가장 마지막에 수신 패킷 과 송신 패

킷 으로 구성하 다. 

Slot 
occupation 
bit(b4)

lock bit (b3)
Current 
packet  

receive bit(b2)

Previous 
packet 

receive bit(b1)  

b1=0, b2=0
b3=1, b4=1

Reset state
b1=0, b2=0
b3=1, b4=0

b1=1, b2=0
b3=1, b4=0

b1=1, b2=1
b3=1, b4=0

b1=0, b2=0
b3=0, b4=1

그림 1. 리더기의 태그 가용슬롯 유 상황 리 
 충돌회피 알고리즘

Fig. 1 Reader tag slot occupancy situation 
management and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각 리더 노드들은 하  리더 노드에서 송된 패킷

을 수신하는 수신 창을 설정하여 패킷을 수신하고 바

로 이 데이터와 자신이 보낼 데이터를 하나의  패

킷으로 패킹하여 상  이어로 방사한다.



능동형 RFID 네트워크 시스템 고속 충돌방지 알고리즘

 585

if  locked =1
if b1=0 & b2=0 & b3=1 & b4=0
then locked=1 else locked =0

if collision=1
then activate Slot number generator algorithm

if  
same_again=0 
& b4=1 & 
phase!=3 
then 
collision=1

if b1=0 & b2=0 & slot_id_gen=0
then slot_no=same_again_slot_no

if same=0 & 
same_again=
0 & phase=3 
then 
collision=1

if b4=1 & b3=1 
& 
same_again=1 
then 
slot_no=same_
again_slot_id

 RF Reader transmits tag ID to tags

Tags receives Tag Id from RF Reader

if tags' ID value is equal to the received 
value by RF Reader 
then same=1 or same=0

if tags' ID value is equal to  secondly 
transmitted tag ID value 
then same_again=1, locked =1 or 
same_again=0, 

if locked=0

Reset staus 
locked=1

그림 2. 태그의 충돌회피  등록 로세스 알고리즘
Fig. 2 Tag collision avoidance and registration 

process algorithm

상  리더 노드는 정확하게 하  리더에서 보내는 

패킷의 송시간에 맞추어 수신 창을 열고 수신을 완

료한 후 바로 즉시 상  이어로 송한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 업링크 송 지연시간 역시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본 으로 체 네트워크  

통신 로토콜은 네트워크 리더 노드 다운링크, 일  

다수 RFID 통신 그리고 리더 노드 업링크로 구성된

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1  N RFID 통신 시 발

생하는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 취약 이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빠른 태그들의 충돌 문제 해결을 

하여 태그 슬롯 유상황 방송 송 패킷과 리더에

서 성공 으로 수신한 태그들의 고유 ID 송을 한 

N개의 송 패킷 어 이를 구성하 다. 먼  태그 슬

롯 유 상황 방송 패킷은 다운링크 패킷 과 1  

N RFID 통신 사이에 치하도록 하여 이 패킷을 하

 태그 노들의 동기화 패킷으로 사용하도록 하 고 

여기서 추출된 정보를 활용하여 각 태그는 재 가용

한 슬롯 번호가 무엇인지를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Tag

Period T

Reader

R X 2 

Slot

RX3 Slot

그림 3.  리더기와 태그들의 주기 인 패킷 
송수신 타이

Fig. 3  Reader and tags periodic packet send 
and receive timing

각 태그는 자체 인 알고리즘에 의하여 가용한 슬

롯 에서 자신이 다른 태그들에 비해 가장 유리한 

슬롯 번호를 선정하여 리더가 제공하는 1  N RFID 

통신 슬롯에 자신의 고유 ID를 패킷으로 송한다. 

리더는 한 태그 고유 ID 송을 한 N개의 송 

패킷 어 이 기간을 이러한 1  N RFID 통신 기간과 

네트워크 업링크 기간 사이에 설정한다. 리더는 N개

의 타임슬롯에서 수신된 태그 고유 ID들을 바로 이 

기간에 설정된 N 송 패킷 어 이를 사용하여 방사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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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속 충돌방지 알고리즘

기본 으로 모든 태그가 리더가 제공하는 유한한 

개수 즉 N개의 타임 슬롯을 경쟁 으로 근하는 데 

있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 ID 번호를 근간으로 단계

으로 유한한 개수의 시도 이내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구 하 다. 먼  모든 태그는 생산 

 출하 시 에 임으로 주어진 슬롯 번호를 보유하도

록 래시 메모리 등에 로그램된다. 태그는 생산 시 

임의의 P-바이트 태그 고유 ID를 부여하여 출하된다. 

이러한 슬롯 번호는 향후 리더에 의해 각각 고유 ID

가 무선으로 주입되며 이 ID 역시 래시 메모리에 

장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먼  리더는 1  N 

RFID 통신 기간에 N개의 수신 타임슬롯을 설정하고 

다수의 태그로부터 패킷들을 수신한다. 리더는 수신 

시 각 패킷의 싱크 바이트들을 검하여 성공 으로 

싱크 바이트가 수신되면 수신 데이터 바이트를 장

하고 실패하면 0으로 데이터를 슬롯 번호순으로 장

한다. 이 슬롯 유 상황은 하나가 만들어 N-바이트 

데이터 패킷으로 패킹하여 다음 네트워크 통신 주기 

시 1  N RFID 통신 기간 바로 에 태그에 송한

다. 다수의 태그는 이러한 슬롯 유 상황을 보고 재 

가용한 슬롯 번호 에 가장 자신에 합한 슬롯 번

호를 선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태그들은 자신의 태

그 고유 ID를 사용하게 되는데 P-바이트  가장 상

 바이트를 먼  선택하여 그 바이트를 재 가용한 

슬롯 번호와 비교하고 가장 그 차이가 작은 슬롯 번

호를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먼  댓값의 차이를 먼

 산출한 후 최소 댓값을 주는 슬롯 번호들을 차

례로 나열한다. 이 게 나열된 슬롯 번호  최소 

댓값을 주는 슬롯 번호를 선택하는데 만약 그  몇 

개가 그 크기가 같다면 그 각각 슬롯값보다 큰 값을 

선정하고 만약 그 값  몇 개가 양수이면 그  가장 

큰 값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 과정을  충돌

이 해소될 때까지 최  P단계를 반복한다. 리더는 각

각의 슬롯에서 수신된 데이터  가장 먼  성공 으

로 싱크 워드가 수신된 패킷의 데이터를 그 슬롯에 

구히 할당하고 locked flag을 표기한다. 이러한 과

정에서 하나의 패킷이 슬롯에 구히 할당되기 해

서는 먼  맨 처음 슬롯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네트워크 통신주기에 슬롯이 처음 채워지는 시간을 

감지하여 이때 슬롯 할당을 수행한다.

2.3 이벤트 처리

리더는 항상 RFID 타임슬롯 내의 태그들의 활동상

황을 지속해서 감시하며 특정 슬롯 내에서 태그들과

의 링크가 순간 으로 단 되거나 재 속 되는 상황

들을 지속해서 추 한다. 따라서 순간 인 링크의 단

 등도 이벤트 발생으로 처리하여 시스템 네트워크

를 따라 서버에 이벤트 상황을 달하게 되며 서버에

서는 이러한 이벤트를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알려 다. 

한, RFID 태그가 어느 리더의 무선  수신 감도

를 벗어나게 되면 해당 리더 노드는 이에 해당하는 

태그와 링크가 단 되고 인  태그에 신규로 당해 태

그가 속되면 이러한 이벤트들이 네트워크를 따라 

서버에 달되게 되고 서버는 이러한 이벤트를 종합

하여 태그의 이동상황을 사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 해 다[12].

리더기 내에는 RFID 통신 기간 슬롯 내에 감지되

는 태그들의 이동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하고 분석하

여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기능이 로그램으로 구 되

는데 이 로그램이 수행되는 기간은 RFID 통신 기

간 바로 다음에 치한다. 이 로그램이 수행된 바로 

다음 이 처리결과 데이터는 이벤트 데이터 처리 

FIFO 버퍼 메모리에 먼  장되고 이 버퍼에 쌓이

는 데이터  먼  도착한 순서로 다음에 수행되는 

네트워크 통신 업링크 패킷 교환 각 리더 노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발생  처리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

다. 먼  리더는 RFID 통신 기간 모든 슬롯을 스캔하

면서 내부의 임시 버퍼에 태그마다 송되어온 데이

터를 장한다. 다음 네트워크 통신 주기에서 재에 

수신된 태그 데이터와 이  데이터 장 임시버퍼의 

해당 태그 데이터를 비교하여 변화가 있는지를 악

하고 변화가 있으면 이벤트 바이트를 생성하여 해당 

이벤트 래그 비트를 세트 한다. 각 태그가 상시 리

더에 송하는 송 정보로서는 자신의 P-바이트 고

유 태그 ID로써 리더는 당해 태그 ID를 내부 메모리

에 등록하고 있다. 만약 태그로부터의 정보가 변화되

었을 경우 리더는 이벤트 정보를 발생하는데 이 데이

터는 자신의 네트워크 ID, 이벤트 발생 태그의 슬롯 

번호, 이벤트 바이트 등 S 바이트로 구성된다. 이 데

이터는 이벤트 패킷으로 패킹 되어 FIFO 버퍼에 일

시 장된다. 후 네트워크 통신 업링크 기간 동한 상

로 송된다. 이러한 자체 발생 이벤트 데이터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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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하 에서 달된 이벤트 데이터도 이 이벤트 

FIFO 도달 순서에 따라 장되고 장된 데이터는 

도달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 업링크 통신 기간에 상

로 달된다.

Ⅲ. 실 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선 RF 리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컴포 트가 무선통신을 확인하

고 한 다수의 태그들을 제작 하여 본 리더 네트워

크에 투입하여 시스템 성능을 테스트 하 다. 본 네트

워크에서 사용한 리더 노드들은 상용 2.4 GHz RF 트

랜시버 칩 인 TI 사의 CC2500과 상용 가 력 

MCU 칩인 Silabs 사의 C8051F330을 사용하여 구

하 고 AA 배터리 2개 사용하여 원 동작을 구 하

다. 이 때 네트워크의 최상 에 존재하는 마스터 노

드 역시 상기 와 동일한 컴포 트 들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와 인터페이스를 구 하 으며 추가 으로 

서버 (PC) 와 연동을 해 RS232 포트를 제공하는 

Silbs 사의 CC2503 칩을 사용하 다. 이 칩은 RS 232 

통신을 가상 USB 로 변환하기 때문에 서버 PC 의 

USB 포트를 RS232 통신용으로 사용가능하게 한다. 

총   무선네트워크 리더를 총 하는 서버 PC 는 

RFID 서버 로그램에 의해 구 되며 이 소 트웨어

는 C++ 언어를  사용하여 구  되었다. 이 메인 로

그램은 시리얼 포트를 통하여 동기화 통신을 마스터 

리더 노드와 유지하며 네트워크로 부터의 모든 이벤

트 데이터를 처리한다. 각각의 이벤트 데이터는 각 리

더 노드의 어드 스 즉 리더기 ID 순으로 분류되어 

처리되어 장되고 이벤트 발생할 경우 기존에 장

된 DB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 후 사용자에게 표시된

다. RFID 태그는 리더와 마찬가지로 CC2500 RF 트

랜시버 칩과 C8051F330 MCU 칩을 사용하여 구 하

고 CR2032 코인 배터리를 사용하여 제작  테스

트를 수행하 다. RFID 태그의 경우는 칩 안테나를 

사용하여 크기를 최소화 하 으며 리더와 최  송

거리는 30m 을 상회 하 다.

그림 4. 2 개의 태그가 하나의 리더기 노드와 
통신하고 있는 형의 확

Fig.  4 Wave two tags communicating with one 
reader node 

그림 4는 1개의 상  리더기 노드와 3개의 하  리

더기 노드들이 체인 형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신을 하는 상황을 형으로 보여 주고 있다. 먼  

각 형은 태그와의 통신구간이 서로 첩되지 않도

록 네트워크 통신 주기  각각 다른 시간 구간을 갖

도록 구성되어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상  노드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형은 형의 기

에 나타나는 리더기 동기화 패킷의 상 노드에서 

달되면 이에 동기화되어 다음 리더기의 패킷수신 때

문에 동기화되어가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  2 개의 태그가 하나의 리더기 노드와 
통신하고 있는 형

Fig.  5 Wave two tags communicating with one reader 
node

그림 5에서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동작하고 있는 

하나의 리더기 노드에 2개의 태그가 링크되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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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신하고 있는 형을 보여주고 있다. 앙의 

형은 리더기 노드, 상단과 하단 형은 2개 태그 각각

의 형이다. 먼  앙의 리더기 형은 상  리더기 

노드와 하  리더기 노드 간에 네트워크 형성을 한 

동기화 패킷 형이 먼지 진행되고 다음에 태그 노드

들을 한 동기화 신호가 뒤를 따르며 세 번째 동기

화된 태그들을 한 수신슬롯들이 16개 마련되고 다

음 시간 구간은 동기화된 16개의 태그들에게 확증된 

패킷을 각각 송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단 본 

형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태그 형들은 

앙 형의 태그 동기화 패킷에 의해 각각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태그 형은 동기화 이후 리더기의 타임 슬

롯  임의의 치에서 패킷을 송신하고 앙리더기 

형의 해당 치 슬롯에서 성공 으로 수신을 완료 

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16개의 슬

롯 타임이 완료되면 상단 하단의 태그 형은 자신이 

유했던 리더기 타임 슬롯의 치에 해당하는 시간 

구간에 자신의 타임슬롯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각각

의 시간에 리더기로부터의 확증된 신호 때문에 수신

을 성공 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두 개의 태그가 하나의 리더기 노드와 
통신하고 있는 형의 확

Fig. 6 Wave two tags communicating with one reader 
node

그림 6은 그림 5의 확  형으로써 리더기의 타임 

슬롯들이 태그들의 송신 패킷에 의해 수신되는 과정에

서 수신 완료되는 시 에 슬롯이 제거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고 태그 수신 타임 슬롯들도 마찬가지고 리더기 

Acknology 형 수신 완료 시 을 보여 주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능동형 RFID 태그 인식을 

한 능동형 RFID 리더기 네트워크인 역 분산 

RFID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동성이 있는 능동형 태그

를 실시간으로 인식  등록을 하고 치를 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여 빨리 태그의 충돌을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 하 다.

이 연구에 사용된 칩들은 Silabs 사의  력 

MCU 칩들의 펌웨어 개발을 해 Keil 사의 uVision 

III 개발 환경과 Silabs 사의 디버거 모듈을 사용하

다. 리더 노드 내에 장착된 C8051F330 칩은 최  

래시 메모리 용량이 8 KByte 이며 SRAM은 0.9 

KByte 이나 본 연구에서 타겟으로 하는 리더 당 최

 32개의 태그 수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 

하 다. 이 게 구 된 로토콜 스택 펌웨어의 크기

는 7.5 KByte 이었으며 0.8 KByte 의 SRAM을 사용

하 다. 리더 간 네트워크 통신을 한 통신 주기는 4

로 설정하 으나 이 시간은 서버에서 원격으로 조

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리더 당 최  4개의 리

더 노드가 속할 수 있도록 하 고 최  태그 노드 

수는 16개로 구 하 다. 이러한 구조로 단일네트워크

를 구성하게 되면 태그노드수를 16개를 사용할 경우 

각 트리 네트워크 벨 당  개의 리더기 와   x 

16 개의 태그가 연결 가능하고 따라서 네트워크 최  

연결가능 태그 수는 




(x16 ) 이다. 여기서 n 은 

트리 벨을 나타내며 N은 총 벨수를 나타낸다. 만

약 10 개의 level 만 네트워크에 포함 하더라도  16*

(-1)/(4-1) =5,392,405 의 태그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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