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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  실 을 하여 RFID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RFID 시스템은 짧은 시간에 다수의 사물

을 인식해야 하므로 태그 인식을 한 처리 시간의 단축이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FID 시스템에서 태그 

인증을 한 처리 속도의 향상을 하여 다  리더를 사용한 효율 인 기법을 제안한다. 성능 분석 결과, 다  리더 

사용의 경우, 단일 리더 사용 환경에서보다 태그 인증을 한 처리 시간이 히 감소되었다. 결과 으로 제안 기

법은 태그 인식 과정에서 다  리더의 사용으로 태그 인증을 한 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반 인 RFID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ABSTRACT

The use of RFID is recently increasing for the realization of Ubiquitous computing. Reducing the process time of tag recognition is crucial 

as RFID system has to recognize multiple objects in a short amount of time. In this manuscript, therefore, an effective scheme using 

multi-reader is suggested to improve processing speed for tag authentication in RFID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 of performance analysis, 

the processing time required for tag authentication was drastically reduced in multi-reader environment than it was in a single reader. 

Consequently, the use of the suggested scheme cuts down on the processing time while identifying tags by using multi-reader and bring about 

overall performnce improvement of RFID system.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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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은 무선 

주 수로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로 Tag, Reader, Back-end 

Database 등으로 구성되며, 단 시간에 다수의 사물을 인

식할 수 있다[1]. 재 상품 인식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 시스템은 RFID 시스템과는 달리 개개의 사

물을 하나씩 인식시켜야 하므로 많은 처리시간이 소비

된다. 한 RFID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태그에는 바코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어 각 상품마다 고유

한 코드의 장이 가능하므로 상품의 이동경로 악  

재고 리가 편리하다. 

이와 같은 장 으로 인해 앞으로 RFID 시스템은 의

료, 산업자동화, 물류‧유통 분야 등에서 폭넓은 활용이 

기 된다[2]. 그러나 물류‧유통 분야에서의 RFID 시스

템은 다수의 사물을 동시에 인식해야하므로 이 과정에

서 태그 충돌의 문제가 발생된다. 태그 충돌은 태그 인식

률을 하시킴은 물론 태그 인식 시간을 지연시키며, 결

과 으로 반 인 RFID 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킨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태그 충돌 방지를 

한 많은 연구들[3,4,5]이 진행되었지만 RFID 시스템의 

구조 개선을 통한 태그 충돌 해결 방안에 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한 개의 리더를 사용하는 기존 시스템은 한꺼번에 많

은 양의 태그가 인식되었을 때 태그 간 충돌로 인해 불필

요한 태그 인식 과정을 반복하여 태그 인식 시간이 지연

된다. 이러한 단 은 물류‧유통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동형 태그의 에 지 소비를 증가시켜 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태그 인식과정에서의 태그 충돌

을 최소화하여 태그 인식률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체 태그 인증 속도를 개선하고자 다  리더를 이용한 

RFID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내‧외 

RFID 시스템의 용분야와 태그 충돌 방지를 한 기존

의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다  리더를 이용한 

태그 인식 기법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제안 기법의 성

능분석  평가 결과를 기술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련연구

본 장에서는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RFID 시스

템의 용 분야에 해 기술하고, 태그 충돌 방지를 한 

기존 알고리즘들을 비교‧검토한다. 

2.1. RFID 시스템 활용 분야

재 RFID 기술을 응용한 서비스는 일상 생활  국

가 산업 반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RFID 기술과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술이 융

합되어 유비쿼터스 컴퓨 (Ubiquitous Computing) 환경 

실 을 한 핵심 기술로 그 시장이 더욱 확 되고 있다

[2,6,7].

RFID/USN 시스템은 사물에 부착된 RFID 태그 는 

센서를 이용하여 이들 간의 통신으로 실시간 정보를 획

득, 처리, 활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8]. 이러한 

RFID 태그와 각종 센서의 사용으로 빠른 시간에 다수의 

사물을 식별할 수 있고, 사용 주 수에 따른 탄력 인 인

식거리 용으로 여러 응용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분야 서비스

의료․보건
∙바이오 센서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의약품  액 리

국방․안보
∙출입 통제 리

∙감시/경계 강화

항공․항만
∙항공 화물 탑재용기 추

∙항만 터미  업무 자동화 

도로․교통
∙교통 시스템 리

∙주차장 자동 리 서비스

재난․환경
∙환경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건축물 안  모니터링 시스템

유통․물류
∙수하물 리

∙식품인증/이력추  서비스

가정․자동화
∙원격검침 등 Home Automation

∙무인 쇼핑 환경 구축

표 1. RFID 응용서비스 활용 분야
Table. 1 The range of application of RFI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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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 RFID 시스템은 물류‧유통 분야 뿐만 

아니라 출입 리, 도서 리, 재난 리, 우편물 리, 

의약품 리, 교통 시스템 리, U-Healthcare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재 용  추진되

고 있는 RFID/USN 서비스 활용 분야는 표 1과 같다

[9,10].

2.2. 태그 충돌 방지를 한 알고리즘 분석

일반 인 RFID 시스템 환경에서는 한 개의 리더가 다

수의 태그를 인식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태그 충돌이 

발생된다. 이러한 태그 충돌을 방지하기 한 충돌 방지 

알고리즘은 크게 트리(Tree)기반 알고리즘과 알로하

(ALOHA)기반 알고리즘으로 구분된다. 

먼 , 트리기반 알고리즘은 충돌이 발생하는 비트의 

치를 이용하여 태그 ID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기본 

이진 검색 알고리즘이 표 이다. 이진 검색 알고리

즘은 다수의 태그가 동시에 데이터를 송할 경우, 충

돌이 발생하는 비트 치를 이용하여 응답하는 방식으

로 태그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 태그를 인식하는 기

법이다. 

즉, 리더의 인식 역 범  내에서 태그 충돌이 발생

하면 충돌 발생 치를 표시한 후, 충돌 최상  비트를 

‘0’으로, 나머지 비트를 ‘1’로 변환하여 그 이하의 ID를 

갖는 태그를 호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태그를 인

식하는 기법이다. 이진 검색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은 그

림 1와 같다. 

그림 1. 이진 검색 알고리즘 처리과정의 
Fig. 1 Example of Binary Search Algorithm Process

이진 검색 알고리즘에서 체 태그의 개수가 N개일 

때, 평균 반복 횟수 R(N)을 계산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

다[3]. 

  
log
log 

 

이러한 트리기반 알고리즘은 구 이 간단한 반면에 

충돌 발생 시 라운드 수의 증가로 인해 태그 인식 시간이 

지연된다는 단 을 갖는다. 

두 번째로, 알로하 기반의 표 인 알고리즘인 

Slotted ALOHA Algorithm은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을 사용하는 기법으로 태그가 응답

하는 시간을 몇 개의 슬롯으로 나 고 각각 선택한 슬롯

에 태그 ID를 송하는 방식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리

더가 태그에게 첫 번째 질의를 하면, 태그는 자신의 랜덤

변수를 선택하여 ID 송을 시도한다. 그림에서 Tag 1은 

충돌되는 ID가 없는 슬롯을 선택했으므로 성공 으로 

인식되며, Tag 2와 Tag 3은 동일한 슬롯을 선택했으므로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Tag 2, 3은 두 번째 라운드에서 다시 리더의 

ID 송 요청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리더는 슬롯 내에

서 태그 ID의 충돌이 없을 때에만 태그를 인식하게 되

므로, 두 개 이상의 태그가 지속 으로 같은 슬롯을 선

택할 경우, 태그를 계속하여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Tag Starvation Problem[11]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슬롯에 

비하여 태그 수가 많으면 잦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는 단 이 있다.

그림 2. 슬롯티드 알로하 알고리즘 처리과정의 
Fig. 2 Example of Slotted ALOHA 

Algorith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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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 시스템

본 장에서는 RFID 시스템의 태그 인식 속도 향상과 

태그 인식과정에서의 태그 충돌을 방지하기 하여 모

바일 리더를 사용한 다  리더 환경 구성을 제안한다. 제

안 기법은 리더가 태그를 인식할 때 리더 내에 기록되어 

있는 태그 ID를 이용하여 각 리더별로 선별된 태그만을 

인식하도록 하는 태그 인식 방법이다.

3.1. 다  리더를 이용한 태그 인식 방법

재 RFID 시스템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리

더의 구성방법은 단일 리더의 형태이다. 단일 리더 구성

에서의 태그 인증 차에서는 리더의 인식 범  내에 여

러 개의 태그가 인식될 경우 같은 채 을 이용하여 ID를 

송하려는 태그들 간에 충돌이 발생된다. 이 게 충돌

이 발생된 태그들은 충돌 없이 인식이 완료될 때까지 

와 같은 인식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체 태

그 인증 시간이 지연됨은 물론 수동형 태그의 에 지 활

용율이 하된다. 이러한 단일 리더를 사용한 RFID 시스

템의 단 을 개선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  리더

를 사용한 태그 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3. 다  리더 구성의 태그 인식 과정
Fig. 3 Tag Identification Process using Multi-Reader

제안 기법에서 사용되는 각 리더에는 사 에 자신

이 인식할 태그를 구분하기 한 태그 ID의 식별비트

(IB)가 장되어 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의 인식 범

 내의 태그에게 질의한 후 질의에 응답하는 태그가 

발생하면 자신이 인식해야할 IB인지를 단하여 일치

하는 태그만 다음 인식단계를 실행하고, 일치하지 않

는 태그와는 통신을 단한다. 이와 같은 선별 작업으

로인해 리더는 사 에 장된 태그 ID만을 데이터베

이스로 송하게 된다. 제안 기법의 태그 ID 인식 과정

은 그림 3과 같으며,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내면 그

림 4와 같다.

그림 4. 제안 기법의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the proposed scheme

3.2. 제안 기법의 체 처리 과정

다  리더를 이용한 태그 인증 과정의 세부 차는 

그림 5과 같이 리더가 난수 Rr을 생성한 후 태그에게 Rr

과 질의를 송하면, 태그는 Rr과 ID를 연  해쉬 함수 

처리한 값 CP1과 각 리더별로 인식해야 할 태그 ID를 구

별하기 한 식별비트 IB를 XOR 처리한 CP2값을 리더

에게 송한다. 리더는 송받은 IB가 자신이 인식해

야 할 IB′라면 사 에 장되어 있던 태그 ID값으로 

CP1′를 생성한 후 데이터베이스에게 송하고, 만일 

자신이 인식해야 할 IB가 아니라면 해당 태그와는 통신

을 단한다. 리더로부터 값을 송받은 데이터베이스

는 송된 정보의 정당성을 검증한 후 자신의 난수 Rd

와 태그 ID의 해쉬 함수 처리 값 CP″의 XOR 연산 값 D

를 리더에게 송한다. 리더로부터 D와 Rd를 송받은 

태그는 자신의 D값과의 일치여부를 검증한 후 인증

차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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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호 인증 과정
Fig. 5 Authentication Process

Ⅳ. 성능분석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의 성능분석을 하여 단일 

리더 구성에서의 태그 인식 기법과 제안한 다  리더 기

반의 태그 인식 기법 간 체 인증 과정의 처리 시간을 

비교‧분석한다. 제안 시스템의 RFID 시스템 주 수 

역은 13.56MHz를 기 으로 하며, 리더 간 충돌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안 시스템의 성능분석을 한 라미터는 표 2와 

같으며, 태그 인증을 한 소요시간의 구성은 그림 6

과 같다. 한 각 리더별 태그 인식 알고리즘으로는 이

진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태그 충돌을 최소화 하

다.

표 2. 시스템 라미터
Table. 2 System parameter

기호 설명

Nr Reader의 개수(1～5ea)

Nt Tag의 개수(100～2,000ea)

Trt 리더와 태그의 통신시간(7ms)

Trd 리더와 데이터베이스의 통신시간(3ms)

Tdb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태그 인증 처리를 한 

소요시간(24ms)

Tsum 태그 인증을 한 체 소요시간

그림 6. 태그 인증 시간의 구성
Fig. 6 Structure of Tag Authentication Time

성능평가를 하여 태그 개수의 증가에 따른 단일 리

더와 다  리더 사용의 경우를 비교하여 태그 인증 시간

의 차이를 분석하 다. 

먼 , 태그 충돌 횟수를 반 한 리더와 태그 간 인식 

시간 Tsum_rt를 구하기 한 계산 식은 아래와 같다. 

Tsum_rt =



 log

log




 식을 사용하여 태그 개수를 100개, 1,000개, 2,000

개의 세 단계로 설정하고, 리더 개수는 1개부터 5개까지

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7에서와 같이 태그 개수

가 많을수록 인식 시간의 감소 폭이 더욱 크게 차이가 남

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  리더를 

사용한 RFID 시스템의 구성이 동시에 다수의 태그를 인

식해야하는 물류‧유통 분야에서 더욱 효과 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림 7. 리더와 태그 간 인식시간 비교
Fig. 7 Comparison of recognition time between 

reader and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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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험 결과를 좀 더 확장하여 분석하기 하여, 

태그 개수의 증가에 따른 리더 개수 별 체 태그 인증 

시간의 차이를 분석하 다. 

체 태그 인증 시간 Tsum을 구하기 한 계산 식은 아

래와 같다.

Tsum =



 log

log




 식을 사용하여 태그 개수를 100개부터 500개씩 증

가시켜 2,000개까지 설정하고, 리더 개수는 1개부터 5개

까지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표 3, 그림 8과 같

이 리더 개수가 증가됨에 따라 태그 인증 시간이 하

게 감소됨을 볼 수 있었다. 

표 3. 태그 개수 증가에 따른 체 인증 시간
Table. 3  Total Authentication Tim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ag Numbers
(단  : ms)

리더수

태그수
1 2 3 4 5

100 8050.7 5375.3 4483.6 4037.7 3770.1 

500 48380.2 30940.1 25126.7 22220.1 20476.0 

1,000 103760.5 65380.2 52586.8 46190.1 42352.1 

1,500 161782.8 101141.4 80927.6 70820.7 64756.6 

2,000 221521.0 137760.5 109840.3 95880.2 87504.2 

그림 8. 태그 개수 증가에 따른 체 인증 시간 비교
Fig. 8 Comparison of Total Authentication Time 
Depending on the Increase of Tag Numbers

분석 결과, 태그 개수가 100개일 경우, 2개의 리더 

구성에서는 단일 리더의 구성에서보다 1.5배의 시간 

감소율을 보 으나, 리더 개수 3개 이상부터는 큰 차이

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태그 개수가 2,000개일 경

우, 리더를 3개로 설정하 을 때 단일 리더의 구성보다 

2배 이상의 시간 감소율을 보 다. 이는 RFID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하게 될 태그 개수의 범 에 따라 리더 

사용의 개수를 하게 구성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

이다. 

결과 으로, 제안 기법은 단일 리더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던 태그 충돌을 감소시켜 RFID 시스템에서의 태

그 인식률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체 태그 인증 시간

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태그 인증 시간의 감소는 수동형 

태그의 에 지 활용율을 개선하여 반 인 RFID 시스

템 성능을 향상시킨다. 한 분석 결과, 다  리더의 사

용은 다수의 태그 환경에서 더욱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을 한 

시스템으로 이용이 확 되고 있는 RFID 시스템의 

용분야에 해 살펴보고, 효과 인 RFID 시스템 활용

을 하여 다  리더를 이용한 태그 인증 기법을 제안

하 다.  

재까지의 태그 인증 기법은 주로 한 개의 리더를 사

용하여 태그를 인식함으로써 체 인증 속도를 하시

키고, 태그 충돌 발생률을 높여 체 시스템의 성능 하

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문제 을 개선하고

자, 다  리더 구성 방법을 용하여 리더가 태그를 인식

할 때 각 리더별로 선별된 태그 ID만을 인식하도록 하여 

태그 충돌을 최소화 하 고 그에 따라 체 태그 인증 시

간을 감소시켰다. 성능분석 결과, 다  리더의 사용은 태

그 개수가 많은 환경에서 더욱 효과 으로 용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제안 기법은 동시에 다

수의 상품 인증이 필요한 물류‧유통 분야에서의 효과

인 용이 기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  리더의 구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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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리더 간의 간섭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설치비용 

문제 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리더의 간섭문제 해결방안과 시스템 구성의 설치비

용을 고려한 최 의 다  리더 구성 방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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