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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최근 RFID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RFID 리더

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서 

RFID 미들웨어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 이

러한 RFID 미들웨어 제품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계속 으로 늘어나고 있는 RFID 리더 장치를 

효과 으로 리하는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본 논문

은 EPCglobal에서 정의한 RFID 표 인 ALE 스펙을 

기반으로한 RFID 미들웨어에서 다양한 RFID 리더들의 

미들웨어 속 정보  데이터 로토콜 정보를 온톨로

지 메타데이터로 구축하여, 효율 으로 다양한 RFID 리

더를 RFID 미들웨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다. 그럼으로써 RFID 리더 온톨로지의 재사용은 물론 

향후 추가 개발되는 RFID 리더의 속정보  로토콜 

데이터에 한 온톨로지만 추가함으로써 미들웨어로 하

여  처리할 수 있도록 쉽게 확장할 수 있다.

Since there are a lot of researches regarding RFID 

nowadays, the idea of RFID Middleware has great 

popular appeal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ost use the 

data from RFID Readers. Even though, there are many 

RFID Middleware products and solutions in the 

developing processing, there are unsatisfied researches 

to manage RFID equipments effectively. In this paper, 

highly recommends a solution to support various RFID 

Readers from ALE-complient RFID Middleware in an 

efficient path of constructing Middleware Connection 

Information and data protocol form various RFID 

Readers as an ontology metadata. Therefore, not only 

reuses of RFID Reader Ontology, but also, by adding the 

ontology regarding additional RFID Reader and protocol 

data as a Middleware in a near future, it is able to 

extend to be treated easily.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역 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

행된 연구결과임

I. 서 론
유비쿼터스 컴퓨 을 실 하기 하여 자동식별, 홈 네트워

크, 센서 네트워크, 텔 매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

발히 이 지고 있다. 특히 자동식별 분야에 있어서 사람  사

물의 신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RFID 기술을 이용하여 물류, 소매업, 의료, 공장, 

가정, 사무실 자동화, 보안, 재난 방지, 재산 리등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응용들이 개발되고 있다[1, 2, 3]. 자동식별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 응용 분야가 복잡해지고, 미

들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응용들이 많아짐에 따라 

다수의 응용 서비스의 요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한 용량

의 태그정보 처리, 안정 인 데이터 수집  이벤트 처리, 사용

자가 요구하는 데이터 필터링 기술의 요성이 증 되고 있다. 

한 RFID 리더의 데이터 융통성을 높이기 하여 장치 독립

인 미들웨어에 한 심이 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지

원하기 한 확장 미들웨어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한편, 태그에 극소형 칩과 안테나를 부착해 무선을 통해 정

보를 장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은 바코드 시스템과는 달리 

인식할 수 있는 치와 상 이 없고 바코드에 비해 훨씬 먼 거

리에 있는 태그를 자동으로 인식 할 수 있다. 이처럼 RFID의 

장 으로 인해 차 그 활용 범 가 확 되고 있다. 특히 

900MHz 역은 유통․물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

의 태그를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기술로 평가받으면서 RFID 

시장의 강한 요구에 부응하여 타 역에 비해 표 화가 속

히 진척되고 있다. ISO/IEC 18000 규격은 각 주 수 역별

로 ISO/IEC 18000-1부터 ISO/IEC 18000-7 까지(ISO/IEC 

18000-5는 없음) 6개 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 에서 

ISO/IEC 18000-6 규격이 860MHz～960MHz 수동형 RFID 

기술을 정의하고 있다. 특히 EPCglobal의 Class1 Gen2기술

을 Type C로 포함시킨 ISO/IEC 18000-6 AM1 

(Amendment1) 문서가 2006년 6월에 최종 승인되면서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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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4].

이러한 가운데 EPCglobal의 사실상의 RFID 표 을 수하

여 태그를 인식하는 리더기들이 Alien, ThingMagic등의 회

사를 심으로 계속 으로 개발되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리더

들을 처리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지고 있다. 표 인 

연구로 리더와 안테나가 통신을 할 때 근 한 거리에 치하

고 있는 리더들이 동일한 주 수를 이용하거나, 여러 리더가 

동시에 하나의 태그에 명령을 송하는 경우 서로 간섭을 일

으킬 수 있는데 이를 RFID 리더 충돌 방지 분야가 있다[5]. 이

처럼 RFID 리더와 련된 연구는 주로 하드웨어 인 분야를 

심으로 하고 있으며, RFID 미들웨어에서 다양한 종류의 

RFID 리더를 소 트웨어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연

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EPCglobal에서 정의한 RFID 표 인 

ALE 스펙을 기반으로한 RFID 미들웨어에서 다양한 RFID 

리더들의 미들웨어 속 정보  데이터 로토콜 정보를 온

톨로지 메타데이터로 구축하여, 효율 으로 다양한 RFID 리

더를 RFID 미들웨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럼으로써 RFID 리더 온톨로지의 재사용은 물론 향후 추가 개

발되는 RFID 리더의 속정보  로토콜 데이터에 한 온

톨로지만 추가함으로써 미들웨어로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쉽게 확장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련 연구  기술로 RFID 리더와 

RFID 미들웨어, 온톨로지 기술에 해 분석하며 3장에서는 

제안하는 RFID 미들웨어의 다  RFID 리더 처리 방법에 

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및 기술
1. RFID 리더
표 1은 재 EPCglobal의 사실상의 RFID 표 을 수하여  

RFID 리더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외의 표 인 회사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RFID 리더기 개발 회사현황
국외(해외) 국내(한국)

Alien Technology 인트정보시스템

SAMSys 세연테크놀로지

ThingMagic LS산

Intermec 미네르바코리아

Symbol, Matrics 유컴테크놀로지

Phillips 키스컴

EM Micro 삼성테크원

TI 제일트로닉스

Hitachi 한세텔 콤

Impinj 크 디패스

DAG System 하이트랙스

Psionteklogix 이씨오

JETT 햄펙스

AWID 쓰리에이로직스

SIRIT ED

ACG ATID

FEIG 스마트로

PROMAG 제일정보통신

표 1에 정리한 회사 외에도 많은 회사에서 RFID 태그는 물

론 RFID 리더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 으로

13.56Mhz, 860MHz～960MHz, 2.45GHz 등 주 수 역의 

데이터 처리, EPCglobal에서 제안하고 있는 Gen1  Gen2 

태그 처리, 수동형과 능동형 태그 처리에 한 연구 개발을 하

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RFID 리더를 RFID 미들웨어에서 처리하기 

해서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하여 태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표 인 로 COM Port를 이용한 

RS-232C, RS-485등의 Serial 통신과 LAN Port를 이용한 

TCP/IP Socket 통신 등이 있다. 한 각각의 RFID 리더 마

다 인식한 RFID 태그 데이터를 RFID 미들웨어로 보내는 방

법이 다르며, 일반 으로 Serial 통신과 Socket 통신을 이용하

여 XML 혹은 TEXT 스트림 데이터를 RFID 미들웨어로 자

동  수동으로 송한다. 자동형식의 RFID 리더는 용 터미

을 이용하여 리더의 펌웨어로 근하여 Serial  Socket 

통신에 필요한 설정 값을 입력하여 RFID 미들웨어로 태그 데

이터를 자동으로 송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동형식의 RFID 리

더는 RFID 미들웨어에서 해당 로토콜 명령을 사용하거나 

API 명령을 이용하여 태그 데이터를 송 받는다. 

따라서 RFID 미들웨어 측면에서 이러한 다수의 통신 방식 

 로토콜 정보, 태그 데이터 스트림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여 다양한 RFID 리더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 RFID 미들웨어
일반 으로 ALE 기반의 RFID 미들웨어는 다음과 같은 요

구 사항을 가진다. 우선, RFID 미들웨어는 다양한 형태의 리

더 인터페이스, 다양한 코드  망 연동, 여러 가지 응용 랫

폼에 해서도 상호 운용성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

째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미들웨어를 개방형 미들웨어라 

하며, 이를 하여 표 화된 코드, 정보 표 , 교환 규약을 

수하고 정보 교환을 한 메시징 기술을 용해야한다. 세 번

째로, 요구사항을 수하기 해서는 EPC Specification, ISO 

표 , 웹 서비스 등과 같은 참조 표 을 용하고 멀티리더 

로토콜(EPC, ISO 15961, Alien)을 지원하는 통합 인터페이스

의 설계  구 이 요구된다[6].



581IT기반기술콘텐츠

▶▶ 그림 1. 다양한 RFID 리더 지원을 위한 온톨로지 구조도

재 기 개발된 RFID 미들웨어들의 필터링 리 기법들에 

있어서 콘텍스트 정의  처리는 독자 기술에 의한 기 정의된 

필터(predefined filter)를 설계하여 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EPCglobal의 ALE 스펙에 기반한 미들웨어에 한 연구 

개발이 진행 이다. 표 2는 재 구 되어 있는 미들웨어의 

기능을 요약한 것이다[7, 8].

[표 2] RFID 미들웨어 비교
분류 OAT System Sun Java System Oracle Edge /Sensor

지원 리더기

Matrics, Alien,

ThingMagic,

SAMSys, AWID

Alien, Matrics,

Sensormatic,

ThingMagic

Alien, Intermec,

lightstick

데이터 형식 EPC EPC EPC

컨텍

스트 처리

Predefined

filter

Predefined

filter

Predefined

filter

엔터 라이즈 

연동

XML via File,

JMS, http

File, JMS,

XML/HTTP/

SOAP

Stream, JMS,

Web Service,

Http Post

재 존재하는 RFID 미들웨어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RFID 

리더기를 지원함에 있어 Alien, ThingMagic, Matrics, 

Intermec등 표 인 회사의 리더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 

기타 RFID 미들웨어에서도 체 RFID 리더회사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는 재 RFID 미들웨어을 이

용한 활용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해당 분야에 한정된 RFID 리

더만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에 기반

한 다양한 분야로 RFID 미들웨어가 활용될 경우 해당 환경에 

맞는 RFID 리더의 종류가 많아 질 것으로 상되므로 다수의 

RFID 리더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RFID 리더

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3. 온톨로지
온톨로지는 시맨틱 웹의 핵심 기술로 지식을 표 하고 추론

하기 하여 사용되며, 표  언어로는 RDF/RDFS, DAML 

+OIL, OWL 등이 있다. W3C의 온톨로지 언어인 OWL은 온

톨로지의 생성과 공유를 한 시맨틱 마크업 언어로서 체계

인 온톨로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언어이다[9]. 이러한 언어

로 구축된 온톨로지 기반의 정보 검색 기술은 자원을 빠르게 

찾아 사용할 수 있다는 과 자원을 찾는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 한 온톨로지에 정의된 개념과 개념간의 계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질의의 의미를 분석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는 키워드에 한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 들을 갖고 있다

[10].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온톨로지의 장 을 바탕으로 

EPCglobal에서 정의한 RFID 표 인 ALE 스펙을 기반으로

한 RFID 미들웨어서 다양한 RFID 리더들의 미들웨어 속 

정보  데이터 로토콜 정보를 온톨로지 메타데이터로 구축

하여, 효율 으로 다양한 RFID 리더를 RFID 미들웨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RFID 리더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Ⅲ. 제안하는 방법
1. 개요
ALE 기반의 RFID 미들웨어에서 Alien, ThingMagic, 

Intermec, Sirit등의 RFID 리더 장치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RFID EPC 코드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할 경우 Alien 리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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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미들웨어 속 정보, ThingMagic 리더 장치의 미들웨어 

속 정보, Intermec 리더 장치의 미들웨어 속 정보, Sirit 

리더 장치의 미들웨어 속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수집 리

스 를 생성하며, 이러한 리더 장치 속 정보는 RFID 리더 

온톨로지 메타 데이터의 내용을 RFID 리더 온톨로지 메니져

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한 각각의 RFID 리더 장치로부터 수

집되는 태그 데이터 스트림 정보  로토콜 정보 역시 RFID 

리더 온톨로지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  EPC 코드 변환 

시스템으로 RFID 태그 정보를 XML 형식 혹은 TEXT 스트

림 형태로 제공하여, 다  EPC 데이터 변환을 한 EPC 코드 

온톨로지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URN 코드 데이터로 변환

하고 이를 ALE 표  스펙을 기반으로 한 RFID 미들웨어에게 

제공한다.

2. RFID 리더 온톨로지 구조 설계
그림 1은 다  RFID 리더를 처리하기 한 온톨로지 구조

를 설계한 모습이다. Reader 클래스를 심으로 RFID 리더를 

처리하기 한 RFID 클래스와, 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코

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BACODE 클래스

가 Reader 클래스의 부 클래스로서 구성되며 기타 다양한 

RFID 리더를 지원하기 한 련 속성들을 정의하 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

의 핵심요소 기술인 RFID 미들웨어에서 다양한 RFID 리더들

의 미들웨어 속 정보  데이터 로토콜 정보를 온톨로지 

메타데이터로 구축하여, 효율 으로 다양한 RFID 리더를 

RFID 미들웨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

문의 핵심을 유비쿼터스 환경에 용 가능한 RFID 미들웨어 

구 을 최종목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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