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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RFID 기술 보 이 증가되면서 이를 활용한 웹 데이터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RFID 

기반의 웹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해서는 처리되는 데이터의 형태와 구조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재 RFID 기반에서 교환되는 데이터는 서버의 정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로컬 서버로 분류되

어 처리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류되는 다양한 데이터가 구조화가 되지 않아서 많은 송량으로 

인하여 처리시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RFID 기반에

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기에 합한 처리 과정을 용하여 데이터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RFID 기반 정보 서버의 웹 데이터 구조화를 기할 수 있으며, 우수한 

송 속도를 보장하는 시스템 환경 구축이 가능하다.

1. 서론 

   RFID 기술이 보 되면서 이를 활용한 인터넷 비

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1][5]. 재의 RFID 

기반의 인터넷 시스템에서는 RFID 태그를 통하여 

정보가 클라이언트의 로컬 서버에 송되고, 이를 

서버의 정보 서버(Information Server)와 객체 검색 

시스템을 통하여 이들에 근하는 차를 가지고 있

다[2][4]. 여기서는 다양한 형태의 입력 정보 내용을 

기존 정보, 최근 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로 송하여 송 속도와 장기 인 데이터

의 구조화에 어려움이 있다[3][8][9]. 이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보 서버에 장되는 데이터

의 형태를 구조화하고, 이를 통한 신속한 처리 방안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로는 RFID 송 방식에 필요한 데이터의 

형태를 분석한다. 이를 하여 웹에 장되는 데이

터를 정 인 정보, 이력 정보, 실시간 정보로 분류하

고, 이들을 3가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두 번째로, RFID 기반에서 정보 서버에 필요한 

웹 정보를 구조화한다. 이를 해서 XML 문서 생

성 모듈을 통하여 문서를 명세화하고, 이를 서비스

하기 한 처리 모듈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RFID 서비스를 지원하기 하여 사

용자와 정보 서버 계층, 정보 서버 포지터리 계층

으로 나 어 시스템을 설계한다. 

   본 논문은 재 서비스되는 RFID 기반 정보 서

버의 웹 데이터 비구조화에 따른 문제 들을 해결하

기 하여 웹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구조화하고, 모

듈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정보 서버를 위한 웹 데이터 구조 설계

   RFID 기반의 정보 서버를 한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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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정보 서버를 한 시스템 구조도

   시스템 구조는 URL이나 ARR(Access Right 

Request)로 속하는 사용자 계층, 이에 맞는 요청

을 처리하는 정보 서버(Information Server) 계층,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정보 포지터리 계층으로 

분류된다[6][7][11][12]. 본 연구에서는 정보 서버 계

층에서 HTML, 데이터베이스, WSDL 등의 입력형

태를 XML 문서 생성 모듈을 통하여 표 화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 포지터리 계층에서 물품 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XML 문서 생성 모듈은 일치성 리 모듈, 컨텐

츠 생성 모듈, 컨텐츠 표  모듈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서 일치성 리 모듈은 다양한 형태의 문서 형

식을 DTD를 이용하여 일치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컨텐츠 생성 모듈은 송되는 데이터

를 이력 정보, 실시간 정보, 정  정보로 분석하고, 

컨텐츠 표  모듈을 통하여 이들을 XML 문서 형태

로 표 한다. 여기서는 사용자의 근 형태에 따라

서 데스크탑, 모바일, 노트북 등의 다양한 사용자 형

식을 제공할 수 있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RFID 기술이 활성화 되면서 이를 통한 물품 거

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RFID 인터넷 시스템에

서는 거래하고자하는 물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

는것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  RFID 

기반의 인터넷 시스템에서 매자가 검색하는 물품

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합한 XML 문서를 

생성 모듈을 통하여 자동으로 생성하고 표 하는 방

법을 제시하 다. 그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근하는 

웹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이들의 효과 인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 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입

력 형식을 XML 문서로 통합하여 이력 정보와 정  

정보, 실시간 정보 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에는 규모로 확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상

으로 다양한 물품에 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시스템 구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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