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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재 RFID 코드 체계는 크게 ISO와 EPC 표 으로 구

분되고 있으며, 그 외에 uCode, KKR 코드, 모바일 

RFID 코드 등 다양한 코드 체계가 있다. RFID 시스템

은 RFID 코드 체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양한 RFID 

코드 체계에 의해서 RFID 사업의 속성  네트워크화

를 이루는 데에 어려운 이 많다. 한 새로운 RFID 표

 코드 체계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RFID 코드체계가 수

정될 경우, 효율 으로 RFID 사업에 추가  수정을 하

기에 힘들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온톨로지를 이용한 다

 RFID 코드 식별 변환 시스템에 해서 제안한다. 다

양한 RFID 코드 체계 식별 정보  변환 정보를 온톨로

지로 구축하여 RFID 리더 장치에서 읽은 RFID 코드 데

이터를 어떠한 RFID 코드 체계인 가를 식별하고 이에 

따라서 URN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RFID 코드 체계가 확장되거나 수정될 경우 코드 체

계의 식별 정보  변환 정보를 효율 으로 추가  수정

할 수 있다.

Currently RFID code systems are classified into ISO, 

EPC, uCode, KKR code, Mobile RFID code, and etc. 

According to RFID code systems, RFID system is 

changed. For various RFID code systems, it's difficult to 

make it to the network and permanence of RFID 

business. And the existing system isn't add new RFID 

code systems to RFID system, and change it efficiently. 

This paper is proposed to a system of Multi RFID code 

Identification Translation using Ontology. This system 

is able to identify code data from RFID reader using 

ontology build into the identifier info and translation info 

of RFID code systems, and translate to URN data. 

Therefore in case of extending and changing RFID code 

systems, we can add and change the identifier info and 

translation info of RFID code systems in ontology.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역 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

행된 연구결과임

I. 서 론
차세  패러다임인 유비쿼터스 시 를 이루기 해서 자동 

인식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에 각 받고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은 사람이나 상품에 일련번호

가 장되어 있는 RFID 태그를 부착하여 무선 주 수를 이용

하여 비  방식으로 일련번호 값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

이다[1,2].

RFID 기술의 사실상 국제 표  단체인 EPCglobal에서 개

발하여 재 표 으로 제정한 EPC 네트워크는 모든 객체  

사물에 태그를 부탁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객체 추   조회, 

상품 이동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RFID 사용자는 

EPC 네트워크를 통해서 객체  사물에 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RFID 리더 장치에서 보내는 량의 태그 데

이터를 수집하여 RFID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필터링 

 그룹핑할 수 있는 RFID 미들웨어가 있기에 가능하다.[1,3] 

그러나 EPCglobal에서 제안한 EPC 네트워크는 기본 으로 

EPC 코드만 수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RFID 사업에 일 으

로 용하기에는 어려운 이 많다[4]

재 RFID 코드 체계는 크게 ISO와 EPC 표 으로 구분되

고 있다. ISO 표 으로 유통  물류와 직  련되는 RFID 

코드 표 으로 ISO/IEC 15459(수송단 ), ISO/IEC 11784(동

물코드), ISO/IEC 10374(컨테이  코드) 등 다양한 RFID 코

드가 있으며, EPC 코드 체계에서도 SGTIN, SSCC, SGLN, 

GRAI 등 다양한 코드 체계가 있다. 한 객체 식별을 하기 

한 uID 센터에서 제안한 uCode 코드, 국내의 RFID 사업의 

속성을 해서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제안한 KKR 코드, 모

바일 RFID 포럼에서 제안한 모바일 RFID 코드 체계 등이 있

다[5,6].

이처럼 다양한 RFID 코드 체계가 국내외 표 으로 제정  

제안되어 있으며 RFID 시스템은 어떠한 RFID 코드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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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그 사양, 리더 장치, RFID 미들웨어  응용 형태가 

달라진다[5]. RFID 미들웨어는 리더 장치로부터 RFID 코드 

데이터를 입력받을 경우 이를 처리하기 하여 URN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한다. 그러므로 RFID 미들웨어는 특정 RFID 

코드 체계를 내부 으로 URN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모

듈이 있어야 한다.

한 다양한 RFID 사업에 서로 다른 RFID 코드 체계를 사

용할 경우 RFID 사업의 속성이나 네트워크화를 이루기 힘

들다. RFID 코드 체계에 의해서 RFID 미들웨어를 따로 구축

해야 하며, 설사 RFID 코드 체계에 의해서 RFID 시스템을 

용했더라도 차후에 RFID 코드 체계가 바 거나 표  코드 체

계가 확장되었다면 새로운 RFID 시스템을 용  기존 

RFID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4,6].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온톨로지를 이용한 다  RFID 코드 식

별 변환 시스템에 해서 제안한다. 다양한 RFID 코드 체계 

정보  변환 정보의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RFID 리더 장치에

서 읽은 RFID 코드 데이터를 어떠한 RFID 코드 체계인 지를 

식별하고 이에 따라서 URN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톨로지를 이용하므로 RFID 코드 체계가 확장

되거나 수정될 경우 다  RFID 코드 식별 변환 시스템 API를 

통해서 온톨로지를 코드 체계 정보  변환 정보를 추가  수

정 가능하므로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국내외 RFID 코드 

체계, RFID 미들웨어, 메타 데이터 기술에 해서 분석하고, 

3장에서는 온톨로지를 이용한 다  RFID 코드 식별 변환 시

스템에서 제안하며, 마지막 4장에서는 본 연구에 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1. 국내외 RFID 표준 코드 체계
1.1 EPC 코드 체계

EPC 코드는 일반 인 형태로 GID(General identifier)-96

이 있고, EAN.UCC System Identity 타입으로는 SGTIN 

(Serialized Global Trade Item Number)-96, SGTIN-128, 

SSCC(Serial Shipping Container Code)-96, 

SGLN(Serialized Global Location Number)-96, SGLN-195

가 있고, 한 GRAI(Global Returnable Asset 

Identifier)-96, GRAI-170, GIAI(Global Individual Asset 

Identifier)-96, GIAI-202, DoD-96이 있다[7]. 

1.2 ISO 련 표  코드 체계

ISO 련 표 화는 ISO/IEC JTC1/SC31/WG4에서 "RFID 

for Item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워

킹그룹(WG)은 다시 4개의 그룹(SG)으로 구성되어 있다. 

SG1에서 시스템 간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 로토콜 표 화

를, SG2에서는 RFID 태그의 유일식별을 한 태그 ID 부여

방법 표 화를, SG3에서는 주 수 역별 무선 인터페이스 표

화에 해서 다루고 있다. ISO/IEC의 표  코드 체계는 

ISO/IEC 11784, ISO/IEC 1037, ISO/IEC 15963, ISO/IEC 

15459 등 다양하다. 차후에도 많은 RFID 코드 체계가 표 으

로 제정될 수 있다[5].

 

1.3 ISO/IEC 15459 KKR 코드 체계

KRR 코드체계란 국내 RFID 산업 활성화  RFID 서비스

간 상호 운용성 제고를 하여 ISO/IEC 국제 표 을 수하

는 국가 코드체계로, RA(Registry Authority)인 NEN 

(Nederlands Normalisatie-instituut)에서 IAC(Issuer 

Allocation Code)를 할당 받아 IA(Issuer Agency)가 자체

으로 구성할 수 있다[8].

1.4 모바일 RFID 코드

모바일 RFID 서비스에 사용하기 해서 국내의 모바일 

RFID 포럼에서 만들어진 코드 체계이다. mCode와  micro- 

mCode이 있으며 mCode는 48bit ～ 128bit 길이를 갖고 

micro-mCode는  32bit 길이를 갖는다[9].

1.5 uCode 코드 체계

uCode는 기존의 제품 식별 체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품 식

별체계를 모두 수용하는 메타 코드 체계로써 일본의 

ubiquitous ID 센터에 의해 제안되었다. uCode는 물체를 식

별하는 핵심기술로 설계되었으며 uCode가 통용되어 사용될 

때 uCode 보안 기술도 고려되었다. uCode의 특징은 코드의 

길이가 128bit, 256bit, 384bit 등과 같이 128bit 단 로 확장된

다[10].

2. RFID 미들웨어
사실상 국제 표  단체인 EPCglobal에서 표 으로 제안한 

RFID 미들웨어의 스펙 문서인 ALE는 EPC 미들웨어에 한 

구체 인 구   특정 소 트웨어 모듈 내에서의 내부 인터

페이스를 기술하지 않고 외부 인터페이스만 정의하 다. 데이

터를 수집하고 필터링  그룹핑하여 비즈니스 로직을 해석하

는 이벤트를 생성하는 데에 을 둔다. 즉, 원시 EPC 데이

터를 획득하는 하부 구조 모듈과 그 데이터를 필터링  카운

하는 구조  모듈,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응

용 간의 독립성을 제공한다[11]. 그리고 ALE는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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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모듈에서 리더 장치에서 들어오는 RFID 코드 데이

터를 PML(Physical Mark-up Language) 문서로 바꿔서 처

리를 한다. PML 문서로 바꾸는 과정 에 원시 EPC 데이터

를 URN 코드로 변환해야 한다. 변환된 URN 코드로 ALE 처

리 이후에 다시 pure-identify 포맷 는 다른 포맷으로 변환

할 수 있어야 한다[12,13].

3. 온톨로지 기반 메타데이터
IT 산업의 발 으로 방 한 정보를 문자정보로 이용하는 것 

보다 의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는 연구로부터, XML의 의미 태그를 심으로 한 메타 데이터 

정보 모델링 등이 출 하 고, 메타 데이터의 주석을 생성하

고, 해석하고, 비교하기 하여 온톨로지가 필요하다. 

온톨로지는 부분의 발 된 지식표  모델로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질 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구조를 

커버할 수 있다. 온톨로지는 고도로 확장이 가능하고, 재사용

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의 액세스를 더욱 용이하

게 한다. 이질 인 환경의 통합에서 구문 인 불일치는 SQL

이나 XML과 같은 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다

[14]. 

Ⅲ. 제안하는 방법
1. 다중 RFID 코드 식별 변환 시스템의 개요 
ISO 코드 체계  KKR 코드, EPC, 모바일 RFID 코드, 

uCode 등 과 같이 다양한 RFID 코드 체계가 RFID 리더 장치

에 읽 서 입력되었을 경우,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각 RFID 코

드 체계별로 코드 변환 정보를 추출하여 URN 형태의 데이터

로 변환한 후 RFID 미들웨어에게 송한다.

2. 코드 체계 온톨로지 구조 설계
다  RFID 코드 식별 변환 시스템을 한 EPC 코드 체계

의 온톨로지 구조 설계는 기존의 EPC 코드 온톨로지 구조 설

계[14]에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ISO 코드 체계를 수한 KKR 코드 체계와 모바일 RFID 코

드 체계에 한 코드 온톨로지 구조 설계에 해서 다룬다. 다

른 RFID 코드 체계도 이와 유사하다. 

ISO 태그 메모리 구조와 EPC 태그 메모리 구조는 유사하나 

Bank 01의 명칭이 UII(Unique Item Identifier)와 EPC로 되

어 있을 뿐이다. ISO 태그 메모리 구조에서 UII는 DSFID, 

Precursor ObjectId Length, ObjectId, Object Length, 

Object를 갖고 있지만 EPC는 오직 Object만 가지고 있다. 

ISO 태그 메모리 구조가 이러한 구조를 갖는 것은 여러 종류

의 식별코드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5].

그림 3은 ISO 코드 체계의 코드 온톨로지 구조 설계한 모습

이다. ISO 클래스는 Code 클래스를 상속 받는다. ISO 클래스

는 ISO 코드 체계처럼 Header 클래스와 Object 클래스를 갖

고 있는데 Header 클래스는 EPC 코드 체계와 다른 부분을 갖

고 있다. Object 클래스는 ISO 코드 체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ISO 코드 체계에 수하는 코드 체계

는 그림 3과 같이 Object 클래스를 상속 받는 클래스가 서로 

다른 속성을 갖게 된다.

▶▶ 그림 3. ISO 코드 온톨로지 구조 설계

Ⅳ.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  RFID 코드 식별 변환 방법을 

RFID 미들웨어에 용할 경우, 존해 있는 다양한 RFID 코

드 체계를 하나의 RFID 미들웨어로 용 가능하여 RFID 시

스템의 변동이나 수정  추가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다. 온톨

로지를 이용하여 향후에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RFID 코드 체

계를 효율 으로 온톨로지 추가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다  RFID 코드 식별 변환 시스템은 자동 으로 

RFID 시스템에 용 가능하게 된다. 온톨로지를 구축함으로

써 재사용은 물론 새로운 형식을 갖는 데이터가 추가되더라도 

단지 온톨로지 데이터만 추가함으로써 효율 으로 확장 가능

하게 된다. 한, 다양한 RFID 사업에 따라 유연한 코드 변환 

체계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RFID 사업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기존 간의 RFID 사업의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 성  서비

스의 속성 보장을 목 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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