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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최근 모바일 RFID 기술은 기존의 RFID 기술과 이동통

신기술과의 융합으로 다양한 부분에 연구 활용되고 있

다. 그에 따라, 새로운 모바일 RFID 코드 체계의 확립과 

검색 시스템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게 연

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검색 시스템은 각 응용 분야

에 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Lospector라는 지역특산물을 이

용한 모바일 RFID 검색시스템을 제안하여 검색 시스템

이 각각의 서비스 분야에 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문

제 을 개선하고 효율 인 검색기술을 제시 한다.

Recently the mobile RFID technique research is applied 

in the portion which is various with fusion of RFID 

technique and the mobile machine of communication 

alcoholic beverage of existing. As result of this researc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mobile RFID code system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etrieval system are 

advanced. Like this the retrieval system where 

researching and developing are advanced is appropriate 

in each application field and it is not applied there is a 

problem point. So the mobile RFID retrieval system 

which uses the product from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newly the area. It is a Lospector that it proposes 

and the retrieval system is appropriate in each service 

field and it is not applied to improve the problem point, 

it presents an efficient search technique.

I. 서 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y) 서비스는 RFID 기술을 

이용하여 물류유통, 식료품부터 축산물 리, 환경 리, 원격

의료, 보안등 우리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  활용되

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장비와 휴 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

운 방식의 RFID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 되었다. 따라서 기존

의 RFID 기술과 이동통신의 기술의 융합으로 모바일 RFID 

기술이 두 되었다.

모바일 RFID 기술은 기존의 RFID 기술의 단 을 보완하고 

RFID 기술을 확장시키기 해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RFID 기술 역시 기존 RFID 기술과 마찬가지로 자

태그에 한 정보검색이 가장 요한 부분이다. 정보 검색에 

필요한 검색 시스템은 수많은 객체에 부여된 자태그의 유일

한 코드 값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검색  제공하는 시스템이

다. 하지만 재 검색 시스템은 모바일 RFID 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 효율 으로 용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이는 아직

까지 각각의 서비스분야에 합한 코드체계와 검색시스템이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바일 RFID 검색 시스템을 

개선하여 Lospector라는 지역특산물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설

계하고 구 한다.

Lospector에서는 RFID 서비스의 개념을 모바일에 용하

여 각각의 모바일 RFID 서비스를 보다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리 이션과 로컬 ODS(Object Directory 

Service) 서버와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개선된 모바일 

RFID태그의 변환과정을 통해 객체정보의 주소 검색기능을 향

상시키고자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기

술의 련연구에 해 설명하고자 하며. 3장에서는 Lospector 

설계내용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본 시스템의 구 내용을 기

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1. RFID 검색서비스
RFID 검색서비스는 ODS서버와 코드처리 로그램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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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을 해 반드시 필요한 유비쿼터

스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RFID 태그에 삽입된 RFID코드와 

련된 정보가 있는 서버의 치(URI : 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RFID 리더기를 통해 인식

한 RFID 태그정보를 코드처리 로그램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며 코드처리 로그램은 리더기로부터 넘어온 RFID 태그정

보를 분석하고 ODS 서버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로컬 ODS서

버는 Code값에 해당하는 주소를 반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 로컬 ODS서버는 Name Server와 같이 서버 측 데몬 로

그램이 필요하다. 인터넷진흥원(NIDA) 로컬 ODS서버는 데

몬 로그램으로 BIND 사용한다.

▶▶ 그림 1. 모바일 RFID 검색시스템 개요

2. 모바일 RFID 코드체계
모바일 RFID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코드체계는 mCode로 

정해졌다. 기존의 유통, 물류에서 사용하는 EPC 코드체계 혹

은 ISO.IEC 15459와 같은 코드체계를 이용하루 수 있도록 확

장성을 고려한 표 이다. 

아래 표에서 IAC(Issuing Agency Code) 역은 최상  기

에 할당된다. 일반 으로 상 기 이라고 하면 서비스 사업

자인 MNO가 할당받게 된다. 클래스 역은 하부 기 인 컨텐

츠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으며 기 의 규모나 컨텐츠 개수에 

따라 여러개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의 CC(Company 

Code), ICC(item Category Code), IC(Item Code), 

SC(Serial Code)는 클래스에 각각 다른 길이와 구성을 가진

다.

이 게 구성된 코드는 코드해석 과정을 커쳐 체 길이가 96

비트가 되며 CC와 SC는 각각 32비트로 구성된다. 그리고 코

드 변환과정을 거쳐 Local ODS로 보내져 서비스 정보의 디

토리를 확인함으로써 검색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표 1] mCode 체계

Ⅲ. Lospector : 지역특산물 정보시스템을 위
한 mRFID 검색시스템 설계

1. 시스템 구조도
본 연구에서는 Lospector라는 지역특산물 정보서비스를 

한 mRFID 검색시스템을 구 하 다. Lospector는 ODS 

Server 와 어 리 이션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한다. 

어 리 이션에서 보내는 요청, 즉 RFID 코드를 받아 이를 식

별하고 FQDN형식으로 변환, DNS(Domain Name Server)

의 NAPTR 타입으로 RFID 검색서비스에 질의하여 서비스의 

종류   값을 되돌려 받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기본

으로 RFID 코드에 한 식별 기능을 가지며, RFID검색 서비

스와의 통신을 해 DNS 메시지를 작성하여 송하고 응답

을 받아 이를 해석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 그림 2. Lospector 시스템 구조도

2. 시스템 기능
Lospector는 필터, 코드 분석기, 변환기, ODS Resolver가 

있다. 이들 구성요소의 동작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필터는 TCP통신을 통해 입력 받은 코드가 지정된 입력 코

드 형식인가에 한 기본 인 검사를 수행하고 리졸버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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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코드체계에 필요한 형식으로 코드를 변환한다.

코드 분석기는 필터로부터 넘겨받은 변환된 코드를 어떤 코

드체계인지 분석하게 되고, 분석된 코드체계에 맞는 

URN(URN : Uniform Resource Name)형식으로 변환한다.

변환기는 URN이 넘어오면 이를 DNS에 질의하기 한 

FQDN 형식으로 바꾸어 ODS Resolver에 넘겨 다. 

ODS Resolver에서는 넘어온 FQDN을 가지고 로컬 ODS

에 질의를 수행하게 된다. 질의를 통해 NAPTR RR 형식으로 

된 결과물을 얻고, 이 결과물  필요한 서비스 타입을 고른 

다음, 그것에 해당하는 정규표 식을 최 의 URN 형식에 

용하여 주소를 얻어 어 리 이션에 되돌려 다.

Lospector의 동작이 끝나면 최종 으로 모바일 어 리 이

션은 정보를 디스 이한다.

3. 구현 환경
본 시스템은  Visual Studio .NET 2003을 이용하여 C#으

로 구 하 고 Local ODS서버의 구축을 해 OS로는 

Windows Server 2003을 이용하 다.

한, mCode를 이용하여 코드체계를 확립하 고 lospector

의 구 을 해 Local ODS를 구축하 다. Local ODS는 

RFID코드와 련된 객체의 정보가 있는 서버의 치를 검색

해 주는 서버기반의 서비스용 로그램이다. Local ODS 서버

에 네임서버를 구축하기 해서는 서버 측 데몬 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Local ODS 구축에는 DB 일의 구성이 손쉽고 

표 을 충실히 따른 BIND를 사용하 다. 

4. Lospector : 지역특산물 정보시스템을 위한 mRFID 
검색시스템 
Lospector는 Local ODS 서버와 모바일 어 리 이션 사이

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모바일 어 리 이션은 모바일에 

탑재된 WIPI 기반의 로그램이 모바일 리더기를 통해 인식

한 RFID 태그정보를 Lospector로 보내는 역할을 하며 

Lospector는 모바일 어 리 이션으로부터 넘어오는 RFID 

태그정보의 분석  변환하여 ODS 서버에서 필요한 FQDN

형식으로 변환하여 넘기는 역할을 한다. ODS서버는 FQDN

형식으로 변환되어 넘어온 Code값에 해당하는 주소를 반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아래의 그림은 모바일 어 리 이션에서 Lospector로 넘어

온 태그값을 통해 검색한 결과 화면이다.

▶▶ 그림 3. Lospector 구동 화면

클라이언트와의 연결결과를 알려주며 모바일 RFID 코드 형

식인 mCode의 클래스를 통해 코드체계를 보여주고 로컬 

ODS를 통해 받아온 결과값을 보여 다.

본 시스템의 동작을 모바일과 연결시켜 정보를 확인하는 화

면이다. 이에 앞서, WAP 라우징을 해 미리 페이지를 작

성하 다.

▶▶ 그림 4. 모바일을 통해 정보확인

Ⅴ. 결 론
RFID 시스템 기술이 깊이 있게 연구되고 있고 다양한 실용

방안들이 제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바일 RFID 

분야에서는 시범 으로 운 되고 있다. 한 휴 폰이나 PDA

와 같은 모바일 단말기의 복합 멀티미디어 기술은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으며 구나 휴 하고 있을 정도로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바일과 RFID의 목을 통해 RFID 시스

템의 화와 두 분야의 기술 향상을 이 낼 수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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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이다.

한, Lospector를 통해 기존의 RFID 검색서비스의 단 을 

보완하고 모바일분야에 효율 인 모바일 RFID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제 시범사업 단계인 모바일 RFID 기

술은 응용 분야가 매우 범 하기 때문에 Lospector가 여러 

분야에 큰 도움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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