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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PCglocal Class-1 Gen-2 RFID 시스템에서는 응답 슬롯의 상태에 따라 다음 질의 라운드의 슬롯 카운트 크기를 

결정하는 슬롯 카운트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Gen-2 RFID 시스템의 슬롯 카운트 선택 알고리즘에서는 슬롯 

카운트의 크기를 일정한 값을 가진 가 치 C만큼 증가 는 감소시킨다. 슬롯의 상태와 무 하게 가 치 C의 값을 

동일하게 용함으로 인하여 알고리즘이 단순한 장 이 있는 반면, 최 의 슬롯 카운트 크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그의 응답 결과에 따라 가 치 C의 값을 서로 다르게 용한 응  슬롯 카운

트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에 한 성능을 분석한다. 시뮬 이션을 통한 성능분석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

은 충돌률이 Wang이 제안한 기법과 Gen-2 기법에 비하여 각각 42%  65% 정도 낮으므로 태그 식별 시간이 짧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EPCglobal Class-1 Gen-2 RFID system, a slot-count selection algorithm has been proposed to determine the slot-count size depending 

on the status of reply slot. In the slot-count selection algorithm of Gen-2, the slot-count value is increased or decreased by the weight C, which 

is identical and independent of the slot status. It has an advantage that the algorithm is simple, bu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n optimal 

slot-count siz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ive slot-count selection algorithm, which applies the parameter C differently 

based on the result of tag replies. Through simulation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collision rate for the proposed scheme is about 42% and 65% 

lower than the schemes proposed by Wang and Gen-2. Therefore, the adaptive slot-count selection algorithm achieves faster tag identification 

time compared with the existing algorithms due to the low colli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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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 시스템에서 리더는 무선채 을 통하여 태그들

과 통신하는데, 모든 태그들은 리더가 보낸 신호를 동시

에 듣게 된다. 하나의 리더로부터 요청 메시지를 받은 태

그들은 동시에 리더로 자신의 식별코드를 송하기 때

문에 태그 충돌(Tag collision)이 발생한다[1][2]. 이 때 리

더가 동시에 응답한 여러 개의 태그를 식별해야하는 문

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기술이 충돌방지

(Anti-collision) 알고리즘이며, 이는 RFID 시스템에서 가

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3].

리더의 식별 역 내에 있는 태그들을 식별하기 한 

충돌방지 알고리즘은 크게 확률  알고리즘과 결정  

알고리즘으로 구분된다. 확률  알고리즘은 EPCglobal 

Class-1 Gen-2에서 사용하고 있으며[4], 슬롯 ALOHA 방

식에 임 개념을 추가한 FSA(Framed Slot ALOHA) 

알고리즘이 있다. 반면, 결정  알고리즘은 915MHz 

역의 EPC Class 0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트리 검색 방식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5].

FSA 알고리즘의 효율을 최 화하기 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에서 DFSA(Dynamic FSA) 알

고리즘은 리더의 식별 역 내에 있는 태그의 수를 기반

으로 질의 라운드의 임 크기를 가변 으로 변화시

키는 방식이다[6]. DFSA 알고리즘은 리더의 식별 역 

내에 있는 태그의 수를 추정하는 방법과 추정한 태그 수

를 기반으로 다음 임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제안된 부분의 DFSA 알고리즘은 태그의 

수를 추정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

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태그 수 추정 알고리즘의 많

은 추정 오차로 인하여 최 의 임 크기를 할당했음

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의 성능이 하되는 문제 이 

있다.

EPCglobal Class-1 Gen-2 표 안에서는 다음 질의 라

운드의 슬롯 카운트를 선택하기 한 방법으로 Q-알고

리즘을 제안했다[4]. 제안된 Q-알고리즘에서는 태그의 

수를 추정하지 않고 슬롯 카운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다

른 DFSA 알고리즘에 비하여 리더의 알고리즘이 비교  

단순한 장 이 있다. 하지만 슬롯 카운트를 조 하기

한 가 치 C의 값은 최 화되어 있지 않고, 알고리즘 설

계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기존의 슬롯 카운터 선택 알고

리즘에서는 응답 슬롯의 상태가 무응답이면 슬롯 카운

트를 C만큼 감소시키고, 충돌이면 C만큼 증가시킨다. 

하지만 Class-1 Gen-2 규격의 임 구조를 살펴보면, 

슬롯이 충돌인 경우에는 무응답인 경우에 비하여 소요

되는 슬롯 시간이 길다. 따라서 가 이면 충돌이 게 

발생하도록 임 크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 일

반 인 DFSA 알고리즘에서는 하나의 슬롯이 충돌일 확

률은 무응답일 확률에 비하여 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슬롯의 상태가 충돌인 경우와 무응답인 경

우에 따라 가 치 C의 값을 각각 달리하는 응  슬롯 

카운터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시뮬 이션을 통하

여 이에 한 성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존의 

EPCglobal Class-1 Gen-2의 충돌방지 알고리즘과 슬롯 

카운트 선택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가 치 차별화 기법을 설명한다. IV장에

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시뮬 이션 결과를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Gen-2 RFID 시스템

1. Gen-2 충돌방지 알고리즘

Gen-2 충돌방지 알고리즘에서 태그를 식별하기 

한 질의 라운드는 Query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며, 질의 

라운드동안 매 슬롯에 한 식별은 QueryRep 명령으

로 시작된다. 그림 1은 Gen-2에서의 태그 상태 천이도

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먼  태그가 리더의 식별

역 안으로 들어오면 Ready 상태가 되고 리더로부터 

Query 명령을 받을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한다. 리더로

부터 질의 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Query 명령을 수신

하면 Query 명령에 있는 슬롯 카운트 크기 Q값을 이용

하여 (0, 2Q-1)범 의 임의의 값을 선택하여 슬롯 카운

터를 기화한다. 슬롯 카운터가 0이 아니면 Arbitrate 

상태로 천이하고, 0이면 RN16값을 리더로 송신하고 

Reply 상태로 천이한다. Arbitrate 상태에 있는 태그는 

QueryRep 명령을 받을 때마다 이를 감소시키며, 

QueryAdjust 명령을 받으면 Q값을 다시 조정하여 조정

한 Q값을 이용하여 임의 값을 선택하여 슬롯 카운터를 

기화한다. Reply 상태에 있는 태그가 ACK 명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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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PC, EPC, CRC-16>을 송하고 Acknowledged 

상태로 천이한다. 

Ready

Arbitrate

Reply

Acknowledged

CMD : Query (slot≠0)

Reply : None

CMD : QueryAdjust,

QueryRep (slot≠0)

Reply : None

CMD : QueryAdjust (slot=0)

Reply : RN16

CMD : QueryAdjust, QueryRep (slot=0)

Reply : RN16

CMD : Query (slot=0)

Reply : RN16

CMD : valid ACK

Reply : PC,EPC,CRC-16

(1)CMD : QueryRep,

QueryAdjust (slot≠0),

invalid ACK, NAK

Reply : None

(1)

Ready

Arbitrate

Reply

Acknowledged

CMD : Query (slot≠0)

Reply : None

CMD : QueryAdjust,

QueryRep (slot≠0)

Reply : None

CMD : QueryAdjust (slot=0)

Reply : RN16

CMD : QueryAdjust, QueryRep (slot=0)

Reply : RN16

CMD : Query (slot=0)

Reply : RN16

CMD : valid ACK

Reply : PC,EPC,CRC-16

(1)CMD : QueryRep,

QueryAdjust (slot≠0),

invalid ACK, NAK

Reply : None

(1)

그림 1. 태그 상태 천이도
Fig. 1. Tag state transi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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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나의 태그만 응답한 경우
Fig. 2. In the case of single tag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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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출돌 는 응답이 없는 경우
Fig. 3. In the case of collision or no reply.

리더의 Query 는 QueryRep 명령에 한 응답으로 

태그가 송한 RN16의 성공 인 수신은 오직 하나의 태

그만 응답한 경우이다. 반면, 응답이 없거나 여러 개의 

태그들이 동시에 응답하여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

패로 간주된다. 그림 2와 3은 하나의 태그만 응답한 경우

와 충돌이 발생했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의 를 각각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리더로부터의 

Query 는 QueryRep 명령에 오직 하나의 태그만 RN16

으로 응답하면 충돌 없이 성공한 경우로서, 이 경우 리더

는 ACK 명령을 송하고, 태그는 자신의 <PC, EPC, 

CRC-16>으로 응답한다. 

2. 슬롯 카운터 선택 알고리즘

Gen-2 RFID 시스템의 슬롯 카운트 선택 알고리즘은 

질의 라운드를 2Q개의 슬롯인 임으로 구성하여 태

그들로 하여  2Q개의 슬롯 에서 임의의 슬롯으로 응

답하게 하여 태그의 충돌을 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되

었다. 그림 4는 EPCglobal Class-1 Gen-2의 슬롯 카운트 

선택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질의 라운드의 매 슬롯마다 슬롯의 상태에 따라 

Query 명령의 인자인 Q값의 실수 값인 Qfp 값을 갱신한

다. 만일 슬롯에 충돌이 발생하면 이 의 Qfp에 C를 더하

고, 빈 슬롯이면 이 의 Qfp에 C를 뺀 값을 Qfp로 한다. 새

로운 질의 라운드가 시작될 때, 리더는 매 슬롯마다 갱신

한 Qfp를 반올림한 값을 Q값으로 하여 Query 명령을 

송한다. 여기서 C는 Qfp에 더하거나 빼는 값으로써, 

0.1<C<0.5 범 의 값을 가진다. 일반 으로 Q값이 큰 경

우에는 C값을 작게 하고, Q값이 작은 경우에는 C값을 

크게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Qfp=4.0

Q=round(Qfp)

Query(Q)

# of Tag

Responses?

Qfp=Qfp+0

Qfp=min(15, Qfp+C)Qfp=max(0, Qfp-C)
=0

=1

>1

Qfp=4.0

Q=round(Qfp)

Query(Q)

# of Tag

Responses?

Qfp=Qfp+0

Qfp=min(15, Qfp+C)Qfp=max(0, Qfp-C)
=0

=1

>1

그림 4. 슬롯 카운트 선택 알고리즘
Fig. 4. Slot-count selection algorithm.

Ⅲ. 가 치 차별화 기법

슬롯 카운트 선택 알고리즘에서 가 치 C의 값을 크

게 하면 임 크기는 빨리 최 의 상태로 근할 수 있

지만, 최 의 임 크기에서 임 크기 변동이 심하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564

게 발생할 수 있다. 반면, C의 값을 게 하면 임 크

기는 최 의 크기에 빨리 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응답 슬롯의 상태에 따라 가 치C의 값을 서로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Cc/Ci 비율에 따른 식별 시간
Fig.5. Identification time vs. Cc/Ci ratio.

그림 5는 슬롯 카운트 선택 알고리즘에서 응답 슬롯

의 상태가 충돌일 경우에는 가 치를 Cc로 하고 무응답

일 경우에는 Ci로 하여, Cc와 Ci의 비율에 따른 Gen-2 시

스템의 식별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시뮬 이션을 한 

매개변수의 값은 참고문헌 [7]과 같으며, 시뮬 이션을 

한 질의 명령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 응답 슬롯이 성공이면, QueryRep 명령을 송

2) 응답 슬롯이 충돌 는 무응답인 경우,

   - Q값이 변하면 QueryAdjust 명령을 송

   - Q값이 변하지 않으면 QueryRep 명령을 송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Gen-2 충돌방지 알고리

즘의 식별시간은 Cc와 Ci의 비율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

타나며, Cc/Ci가 3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한 식별시간을 

나타낸다.

Gen-2 시스템의 응답 슬롯 길이는 그림 3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충돌인 경우와 무응답인 경우 각각 다르

게 나타난다. Tc와 Ti를 각각 충돌인 경우와 무응답인 

경우의 응답 슬롯의 길이라 하면, Tc와 Ti는 각각 다음

과 같다.









(1)









(2)

TRrate를 125Kbps로 가정할 경우 Tc와 Ti는 각각 336μ

sec, 80μsec로서 충돌 슬롯의 길이가 무응답 슬롯이 길이

에 비하여 약 4.3배 길다. 따라서 가능한 한 충돌이 발생

하지 않도록 임 길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FSA 알고리즘에서 하나의 슬롯이 충돌 는 무응답

일 확률 Pc와 Pi는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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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한 임의 슬롯 수를 나타내고, n은 식

별 역 내에 있는 태그의 수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슬롯이 무응답일 

확률은 충돌일 확률보다 높으므로 응답 슬롯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가 치를 슬롯 카운트 선택 알고리즘에 

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응답 슬롯의 상태가 충

돌인 경우, 무응답인 경우에 비하여 소요되는 슬롯 길이

가 길기 때문에 충돌인 경우와 무응답인 경우에 용하

는 가 치 C의 값을 서로 다르게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충돌인 경우에는 가 치 Cc를 용하고, 무

응답인 경우에는 가 치 Ci를 용하는 응  슬롯 카

운트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응  알고리즘의 기본 인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충돌이 발생할 경우, 무응답인 경우에 비

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슬롯

의 수를 증가시킨다. 한 하나의 슬롯이 무응답일 확률

이 충돌일 확률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무응답이면 슬롯

의 수를 천천히 감소시킨다. 따라서 제안하는 응  알

고리즘은 Cc값을 Ci보다 크게 한다. 다음은 제안하는 

응  알고리즘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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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 슬롯이 성공인 경우, 

 


초기값

3) 응답 슬롯이 충돌인 경우

    





 

×


4) 응답 슬롯이 무응답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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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뮬 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

즘의 성능을 분석하 다. 시뮬 이션을 한 매개변수

는 참고문헌 [7]과 같으며, 질의 명령의 송은 III장에서 

나타낸 것과 동일하게 가정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결과는 Wang 등이 제안한 방법[8] 

 Gen-2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Wang이 제안한 방법은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임 

길이를 길게 하고, 무응답일 경우에는 임 길이를 짧

게 하여 빠른 식별을 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충돌 

슬롯과 빈 슬롯의 평균 길이를 계산하고, 빈 슬롯이 발생

할 경우에는 Qfp를 C1만큼 감소시키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Qfp를 C2만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Wang이 제안한 C1과 C2는 다음과 같다.

C1 = 0.1 (5)

C2 = min(1.0,C1*Ave_Tcoll/Ave_Tidle) (6)

여기서 Ave_Tcoll과 Ave_Tidle은 충돌 슬롯과 빈 슬롯의 

평균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은 태그의 수에 따른 충돌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충돌률은 모든 태그를 식별하기 하여 소요

된 총 슬롯 수에 하여 충돌이 발생한 슬롯의 수에 

한 비율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가

치 Cc와 Ci값을 결정할 때 슬롯의 충돌 확률  빈 슬롯 

확률을 고려하 다. 따라서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제안한 응  슬롯 카운트 선택 알고리즘의 충돌

률은 Wang과 Gen-2 방법에 비하여 각각 42%  65% 정

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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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충돌률 비교
Fig.6. Comparison of collis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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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식별 시간 비교
Fig.7. Comparison of identific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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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식별 속도 비교
Fig.8. Comparison of identificatio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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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과 8은 리더의 식별 역에 있는 태그의 수에 

따른 식별 시간  식별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식별 시

간은 리더가 모든 태그들은 식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을 의미하며, 식별 속도는 당 리더가 식별하는 태그의 

수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응  Q-알고리즘은 Wang 방법과 Gen-2 알고

리즘에 비하여 각각 2%  4.5% 정보 우수한 성능을 나

타냄을 알 수 있다. 충돌 슬롯의 길이가 빈 슬롯의 길이

에 비하여 길기 때문에 충돌 슬롯이 으면 모든 태그를 

식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짧다. 따라서 그림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안한 알고리즘의 충돌률이 다른 두 

방법에 비하여 기 때문에 태그 식별 시간은 그림 7과 

같이 게 나타난다.

Ⅴ. 결  론

Gen-2의 슬롯 카운트 선택 알고리즘에서는 응답 슬

롯의 상태가 무응답이면 임 크기를 C만큼 감소시

키고, 충돌이면 임 크기를 C만큼 증가시킨다. 하지

만 Gen-2에서 충돌 슬롯의 길이는 무응답 슬롯의 길이

에 비하여 길다. 한 DFSA 알고리즘에서 하나의 슬롯

이 충돌일 확률은 무응답일 확률에 비하여 게 나타난

다. 따라서 가 이면 충돌이 게 발생하도록 임 

크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슬롯의 상태

가 충돌인 경우와 무응답인 경우에 따라 가 치 C의 값

을 각각 달리하는 응  슬롯 카운트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시뮬 이션을 통하여 이에 한 성능을 Wang

의 방법  Gen-2 방법과 비교 분석하 다. 성능 분석의 

결과, 충돌률이 다른 기법에 비하여 낮으므로 태그 식별 

시간인 짧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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