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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개발과 
응용에 한 국내외의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RFID 기술  USN기술은 미래 핵심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은 물론, 모든 산업에 목하여 새로운 정보화 명을 주도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본 논문은 RFID Middleware가 구축되었다는 가정 하에 RFID/USN 인 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
인가에 한 연구  RFID/USN 기술  RFID/USN 인 라 구축을 지원하는 정보 리 시스템에 
한 소개, 역할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한다.

1.  서론

최근 들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개발과 

응용에 한 국내외의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RFID 기술  USN기술은 미래 핵심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은 물론, 모든 산업에 목하
여 새로운 정보화 명을 주도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RFID/USN 기술이 새로운 정보화 시 를 주
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본격 인 도입은 3~10년 후가 될 것이라는 

망이 나오고 있다. RFID/USN 기술의 연구 분야
는 RFID 칩, RFID 칩에 장되는 정보인 EPC 
(Electronic Product Code), RFID Reader, RFID 
Middleware, EPC IS(EPC Information System), 
ONS(Object Naming Service), EPC IS DS(EPC IS 
Discovery Service)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분야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분야는 EPC IS이
다. EPC IS, ONS, EPC IS DS는 RFID/USN의 최
상  Layer에 존재하는 분야로써 RFID가 본격 으
로 도입되는 3~10년 후를 비하여 RFID 
Middleware가 구축되었다는 가정 하에 본 논문에서
는 RFID/USN 인 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한 연구  RFID/USN 인 라를 지원하는 정보 
리 시스템 (= EPC IS, ONS, EPC IS DS)에 한 
소개, 역할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한다.

2.  련 연 구

2. 1 RFID

RFID 기술은 상품을 빠르고 쉽게 별하기 해 
무선 radio 통신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가장 망

이 논문은 교육인 자원부 지방연구 심 학육성
사업(차세 물류IT기술연구사업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있고, 성장하고 있는 자동 정보 수집 기술이며, 상
품생산, 유통, 매 등의 비즈니스를 향상시키는 새
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상품은 유일하게 식별되며, 
스스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게다가, RFID는 단
순한 ID Code가 아니라, Write/Update를 통해 상품
에 한 동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3]
 RFID system의 목 은 특정한 응용 로그램의 요
구에 해당하는 정보를 합한 기계를 사용하여 
RFID 칩으로부터 읽어 달하는 것이다. RFID 칩
으로부터 읽 진 정보는 식별정보, 치정보 는 
제품의 특정 속성 값( : 가격, 색상) 등이다.
 EPCglobal은 세계의 어떤 산업, 어떤 장소에서든지 
회사의 supply chain 안에 있는 어떤 상품을 식별하
는 RFID와 EPC  련 시스템을 한 국제 표
을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3,4]

2. 2 Se m a n t i c  W e b

재 Web의 확장 형태인 Semantic Web은 정보
를 잘 정의된 의미 있는 형태로 표 해서 가지고 있
으며, 기계와 사람이 작업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Semantic Web은 application, enterprise, 
community boundary간의 정보의 공유, 정보의 재사
용을 제공하는 공통된 framework를 제공한다.[5] 
Semantic Web은 연구자와 산업 실무자 간의 력
을 바탕으로 한 W3C에 의한 통합을 한 노력이며, 
XML을 syntax로 하고, URIs로 naming을 사용하는 
다양한 응용 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를 기반으로 
한다.

3 .  RFID/USN In fr a s t r u c t u r e 의  구축

RFID는 10년 안에 본격 으로 산업 반에 도입
될 것이라는 것이 문가들의 의견이며, RFID/USN 
기술은 RFID 칩, RFID 칩에 장되는 정보인 EPC 
(Electronic Product Code), RFID Reader, RFID 
Middleware, EPC IS(EPC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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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Object Naming Service), EPC IS DS(EPC IS 
Discovery Service)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RFID/USN의 구조(그림 1 참조)에서 EPC IS, 
ONS, EPC IS DS는 최상  Layer에 치하며, 본 
논문에서는 RFID Middlware Layer까지의 인 라가 
구축되었다는 가정 하에 EPC IS, ONS, EPC IS DS
의 Layer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에 해 언

하고자 한다.

그림 1 RFID/USN Infrastructure의 구조

3 . 1 E P C IS,  O NS,  E P C IS DS La ye r 의  역 할

EPC IS와 ONS, EPC IS DS Layer는 하  Layer
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장, 리  교환을 지원하
는 Layer이다.
 EPC IS는 EPC와 련된 정보를 장, 리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며, ONS는 해당 EPC의 정보가 있는 EPC IS의 주
소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두 시스템은 실제

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한 Layer로써, 쉬운 근과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장 요한 역할이다.
 ONS는 기능과 구조 인 측면에서 통합된 표 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 EPC IS의 경우에는 정보 표
이나 제공하는 기능이 서로 다른 다양한 시스템이 
혼재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EPC IS의 구 에 
있어서의 요한 이슈는 쉬운 근성, 정보 표  방
법, 이기종간의 호환성 등이다.

3 . 2 W e b Se r v i c e  기술 의  이 용

Web Services는 표  웹 로토콜을 통해 웹 사
용자에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부
분의 경우 Soap 로토콜이 사용된다. Web 
Services는 사용자와 화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응
용 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일반 으로 설명은 Web Services 
설명 언어(WSDL)문서라고 하는 XML 문서에 제공
된다. 한, Web Services는 잠재 인 사용자가 
XML Web Services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UDDI
에 등록된다.
  Web Services 아키텍처의 주요 장   하나는 
별도의 랫폼에 별도의 언어로 작성된 로그램들
이 표  기반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다는 것과 표  
웹 로토콜인 XML, HTTP  TCP/IP와 작동한다
는 것이다.
  EPC IS는 별도의 랫폼에 별도의 언어로 작성된 
모든 로그램들에 의해 근성을 제공해주어야 하
며, 근을 해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EPC IS의 통신 부분은 Web 
Service(Soap)를 이용하여 구 하는 것이 효율 인 
방법이다.

3 . 3  효 율 인 정보 리  교 환 을 한  
XML/RDF 기술

XML로 표 된 정보는 의미 달, 의미 분석  
정보 활용 면에서 매우 효율 이고, 시스템이 다른 
EPC IS간의 연동 문제는 XML/RDF를 이용하면 해
결이 쉽다. 한, 정보를 XML 형태로 리하면 시
스템 확장  리가 용이하고, XML과 RDF는 국
제 표 이므로 확장성과 연동성이 뛰어나다.
  따라서, 효율 인 정보 리  교환을 한 수단
으로써 XML은 매우 효율 인 방법이며, 속도 문제
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으나, 속도 인 단 을 
극복할 만큼의 장 을 가진 정보 리  교환을 
한 방법이다.

4 .  정보 리 시스템의  소 개 ,  역 할   구조

그림 2 EPC IS, ONS, EPCIS DS의 역할  계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정보 리 시스템은 EPC 
IS, EPC IS DS, ONS로 나 어지며, 각 시스템의 
역할  계는 그림 2와 같다.

4 . 1 E P C IS의  구조   모 듈별  기능

EPC IS는 EPC Network에서 물류정보의 효율
인 이용을 한 물류정보의 장/ 리  검색을 지
원하는 시스템이다. 정보 리 시스템은 RFID tag 
data  련 데이터를 장/ 리하고, 물류정보의 
검색을 지원한다.

그림 3 EPC IS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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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EPC IS의 구조도이다.
 실제 사용자에게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은 5가지이
며 각 모듈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Static Attribute Data Module
 EPC가 부착된 제품에 한 Static 정보(제품명, 생
산일자 등)를 처리하는 모듈이며, Static 정보는 제
품명, 제조회사 등의 Class 정보와 생산일자, 제품일
련번호 등의 Instance 정보로 나 어 리된다.

2) Containment Data Module
 EPC들 간의 포함 계 정보( : 컨테이  EPC와 
컨테이 에 포함된 제품의 EPC들, 포함된 시간 등)
를 처리하는 모듈

3) Transaction Data Module
 Transaction 정보( : 물건의 구입, 운송 등과 련
된 정보)를 처리하는 모듈

4) Observation Data Module
 RFID 칩으로부터 센싱된 EPC들의 정보를 처리하
는 모듈. RFID 칩을 RFID Reader로부터 읽어 들인 
후, RFID Middleware에서 처리된 정보가 EPC IS에 

장된다.

5) Track & Trace Data Module
 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듈. EPC에 해당하
는 제품의 지나간 경로를 추 하거나, EPC가 존재
하는 치를 악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4 . 2 E P C IS DS의  기능

EPCISDS(EPCIS Discovery Service)는 특정 객체
의 이동 정보를 가지고 있는 EPC IS의 치(URL)
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RFID Reader
에 의해 인식된 객체의 RFID tag data를 가지고 있
는 EPC IS의 치(URL)를 장하고 리하며, 객
체의 이동 경로 추 을 하여 객체의 이동 정보를 
가지고 있는 EPC IS의 치(URL)정보를 제공한다.

4 . 3  O NS의  기능

ONS는 객체의 크기, 재질 등의 객체의 상세정보
가 있는 EPC IS 는 웹 서비스 URL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물류객체에 한 
NameServer 역할을 수행하고, 특정 객체의 EPC와 
객체의 상세 정보가 있는 EPC IS 는 웹 서비스의 
URL을 으로 장하고 리하며, 객체의 상세 정
보가 있는 EPC IS 는 웹 서비스의 URL을 검색 
결과로 제공한다.

5 .  사 용  기술

5 . 1 XML P a r s e r

그림 4 MSXML의 DOM

XML Parser Access Module은 MSXML Library
의 DOM을 이용하여 XML 문서를 처리하는 모듈로
써, DOM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DOM은 어떤 XML 문서를 열고 XML 데이터    
  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

- DOM을 이용하면 개발자는 XML 문서를 만들    
  수 있고, XML 문서 구조를 탐색할 수 있으며,    
  그 요소들을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음.

- DOM의 요한 목 은 아주 다양한 환경과 애    
  리 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 인 로    
  그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

5 . 2 XML Re p o s i t o r y

 XML Repository는 Variable Length Data Base 
System과 B+Tree를 이용하여 구 하 다. XML 
Repository System은 Variable Length Data Base 
System에 XML 문서를 장하고 B+tree에 “EPC”
와 Variable Length Data Base의 해당 EPC나 검색 
에 사용되는 단어와 련된 XML 정보에 근하는 
“Key”를 장하여 검색/ 장/삭제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5 . 3  XML을 이 용 한  In de x i n g  기법

물류 정보 검색을 한 Index를 XML 문서로 구
성하면 Index의 추가/삭제가 용이하고, 데이터 장 
형태를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이 기법은 물류 객체
의 정보를 담고 있는 XML 문서 간의 링크 구조를 
이용하여 Data Integration를 수행한다.

그림 5 XML을 이용한 Indexing 기법

5 . 4  E P C 련 Da t a 의  XML/RDF 표

효율 인 정보 리  교환을 하여 EPC 련 
Data를 XML/RDF로 표 한다. 정보 리 시스템의 
데이터 특징  데이터 타입을 표 한 
PNU_epcis_shema/PNU_epcis_rdfns라는 XML/RDF 
NameSpace를 작성하여 이용하 으며, Static Data
의 경우에는 제품에 한 설명을 한 다양한 
Schema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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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 1 Co n t a i n m e n t  Da t a 의  XML 표

그림 6은 Containment Data의 XML 표 이며, 표 
1은 Containment Data를 표 하는데 사용된 Tag들
에 한 설명을 기술한 표이다.

그림 6 Containment Data의 XML 표

<표 1> Containment Data에 사용된 Tag들

Tag 설명

ContainmentData
 Data about container, content and other 
information. Data is used in EPC IS(EPC 
Information System)

EPC  Electronic product code

ContainerData  Container data about EPC

History  History information about EPC

ContentEPC  Content data about EPC

InTime  Time that inserted content in container

OutTime  Time that took out content from container

Now  Present information about EPC

ContentData  Content data about EPC

ContainerEPC  Container data about EPC

6 .  성 능  평가

테스트 설정
- 하나의 기능을 수행 시, 여러 번의 데이터 장/검색/삭

제가 발생
- 송된 XML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한 상태

라고 가정
- 10,000개의 기능을 수행
- 순수한 장/검색/삭제가 아니라 실제 함수 호출 시에 

발생하는Operation 수치를 체크
- 장, 검색, 삭제 기능은 여러 개의 함수  택일하여 

동작을 수행

테스트 환경
- 시스템 사항 : Pentium(R) 4 CPU 2.93GHz, 1.00GB 

RAM

테스트 결과

<표 2> XML 장/삭제/검색 성능 테스트 결과

동작
기능 

10,000개의 
처리 속도

기능 1개의 
처리 속도

기능 1개의 
Operation 

개수

Operation
1개의

처리 속도

XML 데이터 
저장 1256.9 sec 0.12569 sec 14번의 저장 

Operation 0.0090 sec

XML 데이터 
삭제 3.9 sec 0.00039 sec 1번의 삭제 

Operation 0.0004 sec

XML 데이터 
검색 488.6 sec 0.04886 sec 3번의 검색 

Operation 0.0163 sec

웹 테스트 환경 : http://epcis.cs.pusan.ac.kr/epcis

7.  결 론   향 후  연 구

EPC IS, ONS, EPC IS DS는 RFID/USN의 최상
 Layer에 존재하는 분야로써 본 논문에서는 RFID 

Middleware가 구축되었다는 가정 하에 RFID/USN 
인 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한 연구  
RFID/USN 인 라를 지원하는 정보 리 시스템에 

한 소개, 역할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 다. 
RFID/USN은 10년 안에 실용화될 것이며, 발  가
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하지만, 지  재는 
RFID/USN 련 기술들이 기술 표 화가 진행 이
거나 는 기술을 실생활에 용하기 한 연구가 
이제 막 진행 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RFID/USN 
기술의 발  방향은 불분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
후 연구는 최근 연구 추세를 빠르게 습득하여 
RFID/USN 인 라 구축을 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술  방법을 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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