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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 미들웨어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수의 리더로부터 다양한 태그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식별정보를 처리한

다. 한편,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등장으로 대량의 RFID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가 필요하게 되었

다. 본 논문에서는 EPCglobal의 ALE 스펙을 기반으로 구현된 RFID 미들웨어를 이용하여 대량의 RFID 데이터를 가

공하고 이를 클라이언트 응용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클라이언트의 RFID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처리 요

청을 분산하기 위하여, 분산 환경에 구축된 여러 대의 RFID 미들웨어의 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각 RFID 미들웨어의 

자원 사항에 따라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한다. 

ABSTRACT

An RFID middleware system that can process a large volume of RFID data became necessary with the advent of 
various kinds of ubiquitous servi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process massive RFID data and provide it to 
client applications based on ALE-compliant RFID middleware systems. To distribute the requests to collect and 
process the RFID data from clients, the proposed system gathers the resource information for RFID middleware 
systems and processes the requests from client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키워드 : RFID, ALE, 미들웨어, 부하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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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은 라디

오 주파수 신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사물을 식별하는 

기술로써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각되

고 있다[1]. 유비쿼터스 실현의 핵심 기술인 RFID 기술

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술의 표준화가 요구되었고, 
EPCglobal에서 RFID와 관련된 Hardware, Software 기
술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였다[2,3].

RFID 미들웨어는 RFID 장치와 응용 사이의 계층에 

위치하여 장치와 응용간의 독립성을 제공한다. 최근 들

어 RFID 기술은 물류, 유통, 의료, 항만, 제조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서로 다

른 종류의 RFID 장치를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의 비일

관성은 다양한 응용에서 RFID 리더를 통해 직접 태그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만든다[4]. 다양한 유비쿼터스 응

용에 RFID 미들웨어를 활용하기 위해, 국제 표준 스펙

을 기반으로 구현된 RFID 미들웨어를 이용하여 대량의 

RFID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분산 환경을 구축하

고,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의 RFID 데이터 수집 및 가

공 처리 요청을 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5].
기존 RFID 미들웨어의 부하 분산 시스템에서는 

CPU 사용율과 클라이언트의 RFID 태그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처리 유형이 기술된 ECSpec의 수, 논리 리더에

서 수집되는 RFID 태그 데이터의 수, RFID 미들웨어서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만을 고려하고 있어 부하 분

산 처리를 수행하는데, 보다 세부적이고 RFID 미들웨

어의 특성을 고려한 부하 분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DB 접속 수, 스레드 처리, 모듈 처리, ECSpec에 기술된 

클라이언트의 RFID 태그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처리 주

기에 해당하는 이벤트 사이클 처리와 같은 자원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량의 RFID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

하기 위하여 RFID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처리, 클라

이언트 요청 처리 등의 기능을 처리하도록 ALE 스펙을 

기반으로 구현된 RFID 미들웨어들의 분산 환경을 구축

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분산 할 수 있는 부하 분산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PCglobal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부하 분산을 위한 스케줄링 기술에 대하여 

2장에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부하 분산 시스

템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시스템 구현 및 실험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

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EPCglobal 네트워크 아키텍처

EPCglobal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ALE는 리더로부

터 읽혀진 RFID 태그 정보를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미들웨어이다. ALE는 RFID 리
더, 관리자,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에서 동작하며, 원리는 다음과 같다. 
ALE 관리자는 RFID 리더의 환경 설정 부분을 담당

하며, 시스템 환경이 설정되면 EPC 데이터가 리더에서 

ALE로 전달된다. 클라이언트는 수신하려는 데이터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리포트 생성 조건(ECSpec)을 ALE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정하고, ALE로부터 ECReport  
객체 형태로 정보를 제공받는다. 

2.2. EPCglobal 네트워크 아키텍처

일반적으로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해 기존 서버 환

경에서 사용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에는 라운드 로

빈(Round-Robin), 가중치 기반 라운드 로빈(Weighted 
Round-Robin), 최소 접속(Least-Connection), 가중치 기

반 최소 접속(Weighted Least-Connection) 스케줄링 방

법 등이 있다[7-10]. 
라운드 로빈(Round Robin) 방식은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접속자의 수나 네트워

크의 응답시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차례대로 서버에게 

작업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서버의 수행능

력 상태나 네트워크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서버 사이에 동적인 부하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다.
최소 접속(Least-Connection) 방식은 서비스를 사용

하는 접속자의 수가 가장 적은 서버로 요청을 직접 연

결하는 방식으로 각 서버에서 동적으로 실제 접속한 사

용자의 연결 개수를 파악하여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가중치 기반 라운드 로빈(Weighted Round-Robin) 

방식은 실제 서버에 서로 다른 성능 가중치를 부여하여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각 서버에 가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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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부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정한 가중치 값을 

통해 처리 순서를 정한다. 
이 방식은 요청에 대한 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

우 불균형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가중치 기반 최소 접

속(Weighted Least-Connection) 방식은 가중치 기반 라

운드 로빈 방식과 마찬가지로 실제 서버에 서로 다른 

성능 가중치를 부여하고, 접속자수를 고려하여 가중치

를 부여한다.

Ⅲ. 제안하는 방법

3.1. 개요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LE 처리 측면의 구

조도이다. 제안하는 부하 분산 시스템의 논리 리더 데

이터 브로드캐스터(broadcaster)는 RFID 태그 데이터들

을 수집하여 미들웨어 분산 시스템의 RFID 미들웨어로 

전송하며, 로드 밸런서(load balancer)는 클라이언트의 

RFID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처리 요청을 받아 처리할 적

절한 RFID 미들웨어를 선정하여 ECSpec 정보와 클라

이언트 처리 요청에 따른 ALE API를 호출한다.
처리 요청을 받은 ALE 기반 RFID 미들웨어는 해당 

ECSpec에 따라 RFID 데이터를 처리하여 ECReports 형
태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그림 1. ALE 처리 구조

Fig. 1 Structure of ALE Process

3.2. RFID 미들웨어 자원 정보 수집

제안하는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의 RFID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처리 요청을 분산하기 위하여, 분산 환경에 구

축된 여러 대의 RFID 미들웨어의 자원 정보를 수집하

고, 각 RFID 미들웨어의 자원 상황에 따라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한다. 이를 위하여 기 구현된 ALE 스펙 기

반 RFID 미들웨어의 자원 상황을 하드웨어 자원, 미들

웨어 자원, ALE 자원으로 구분하여 개별 저장하며, 부
하 분산 시스템에서 자원 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별 저

장된 자원 정보를 SOAP을 이용하여 XML 형태로 로드 

밸런서에 제공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부하 분산을 위하여 수집하는 자

원 정보이다

표 1. 자원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Resource

자원 구분 자원 정보

하드웨어 

자원 정보

프로세스 수, OS 메모리 사용량, 
CPU 사용률, 힙․논힙․스왑․VM 
메모리 사용량, 커넥션(응답) 속도

미들웨어 

자원 정보

DB 컨넥션 수, 총 스레드 수,
피크․실행된 스레드 수,
생성된․로드된 클래스 수

ALE 
자원 정보

등록된 논리 리더수, 실제 RFID 
태그를 수집하고 있는 논리 리더 수, 
ECSpec 수, Acrive 된 이벤트 사이클 수, 
수집된 RFID 태그 수, 
가공 처리중인 RFID 태그 수

3.3. RFID 미들웨어의 부하 분산 시스템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대량 RFID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부하 분산 시스템의 아키텍처이다. ALE 
RFID 미들웨어에는 자원 정보 수집, 자원 정보 저장, 자
원 정보 제공 모듈이 ALE 스펙을 기반으로 구성된 미

들웨어 기능과 함께 구성된다.
자원 정보 수집 모듈은 클라이언트의 RFID 태그 데

이터 수집 및 가공 처리를 수행 시에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 등의 하드웨어 자원 

정보, 미들웨어에서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 수 등의 미들

웨어 자원 정보, 등록된 논리 리더의 수와 처리되고 있

는 태그 정보 등의 ALE 자원 정보를 RFID 미들웨어 분

산 환경에 구축된 각 미들웨어에서 수집한다.
자원 정보 저장 모듈은 자원 정보 수집 모듈에서 수집

한 하드웨어, 미들웨어, ALE 자원 정보를 공용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며, 자원 정보 제공 모듈은 이렇게 저장

된 자원 정보를 로드 밸런서에 제공한다.



RFID 미들웨어를 위한 부하 분산

2291

그림 2. 부하 분산 시스템의 아키텍처

Fig. 2 Architecture of Load Balancing System

부하 분산 시스템에서 로드 밸런서는 미들웨어 서버 

리스트 관리, 미들웨어 자원 정보 수집, GA 기반 가중

치 생성, 가중치 정보 관리, 자원 정보 계산, 부하 분산 

대상 서버 선정 모듈로 구성된다.
미들웨어 서버 리스트 관리 모듈은 RFID 미들웨어 

분산 환경에 구축된 RFID 미들웨어의 서버 프로파일 

정보를 관리하며, 미들웨어 자원 정보 수집 모듈은 ALE 
RFID 미들웨어의 자원 정보 제공 모듈을 호출하여 분

산 환경에 구축된 각 미들웨어의 자원 정보를 수집한다. 
GA 기반 가중치 생성과 관리 모듈은 클라이언트의 

RFID 태그 데이터 처리 사항이 기술된 ECSpec에 따른 

가중치 정보를 생성 및 관리하며, 자원 정보 계산 모듈

은 수집된 자원 정보와 생성된 가중치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 자원 정보를 계산하고, 부하 분산 대상 서버 선정 

모듈은 자원 정보 계산 모듈에서 계산한 자원 정보를 

바탕으로 순위화하여 클라이언트의 RFID 태그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처리를 수행할 ALE RFID 미들웨어를 선

정한다.

Ⅳ. 실험 및 고찰

4.1. 실험환경

표 2는 대량 RFID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부하 분산 시

스템의 구현 및 실험 환경이다.

표 2. 시스템 구현 및 실험 환경

Table. 2 System Implementation and Test Environment

구   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Load Balancer 
System

AMD Single Core 
2.00GHz RAM 2048MB

Windows XP
Java SDK 1.5

Middleware1 Intel Dual Core 
2.00GHz RAM 2048MB

Windows 7
Java SDK 1.5

Middleware2 AMD Quard Core
3.00GHz RAM 2048MB

Windows 7
Java SDK 1.5

Middleware3 AMD Quard Core
3.00GHz RAM 4096MB

Windows 7
Java SDK 1.5

Middleware4 AMD Quard Core
3.00GHz RAM 3072MB

Windows XP
Java SDK 1.5

RFID 미들웨어 분산 환경에 4대의 미들웨어 서버를 

구성하고, Java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 및 테스트하였다. 

4.2. 부하 분산 시스템 구현

부하 분산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ga, core, db, 
framework, resource, msg, soap 패키지로 구성된다. ga 
패키지의 GALB Weight 클래스는 실수형 유전자 인코

딩 방법을 기반으로 초기 유전자를 정의하여 모의 집단

을 생성하고, GAApplet 클래스는 GALB Weight 클래

스를 바탕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의 처리 과정에서 적합

도가 높은 유전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JApplet을 이용하

여 평균 유전자 값과 평균 적합도 값을 각 세대마다 그

래프로 표현한다.
core 패키지의 LoadBalancer 클래스는 부하 분산 시

스템에서 클라이언트의 처리 사항을 분산하는 주된 처

리를 수행하며, CARULBServiceImpl 인터페이스 구현 

클래스는 subscribe 인터페이스가 클라이언트에 의해 

호출될 시에 처리되는 부하 분산 과정과 선정된 ALE 
RFID 미들웨어로 클라이언트의 처리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b 패키지의 DBConnector 클래스는 부하 분산 시스

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원 정보 및 가중치 정보

등을 불러오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 객체를 관

리하고, resource 패키지의 ResourceCollection 클래스

는 분산 미들웨어 환경에 구축된 ALE RFID 미들웨어

의 하드웨어, 미들웨어, ALE 자원 정보를 XML 형태로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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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하 분산 시스템 및 패키지 다이어그램

Fig. 3 Diagram of Package

4.3. 성능평가

그림 4는 기존의 부하 분산 방법인 Round-Robin, 
Random, Weighted Round-Robin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GA Weighted(GAW), GA Average Weighted 
(GAAW) 부하 분산 방법을 실험하여 CPU 사용률의 평

균값을 측정한 것이다.
ecspec_lb1부터 ecspec_lb150까지 150개 처리 유형

의 ECSpec를 50회에서 500회까지 실험을 하였으며 50
회 단위로 5가지 각 부하 방법을 사용하여 CPU 사용률

의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그림 4. 로드 분산에 따른 평균 CPU 사용률

Fig. 4 Average CPU use for Load Balancing

평균 CPU 사용률을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GA Weighted, GA Average Weighted 방식이 Round- 
Robin, Random, Weighted Round-Robin 방식 보다 평균 

CPU 사용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GAW, GAAW 방식이 50회에서 500회의 이

벤트 사이클 처리에 대하여 4개의 미들웨어로 적절히 

부하 분산이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 구현된 ALE 스펙 기반 RFID 미들

웨어의 부하 상황 정보에 해당하는 자원인 하드웨어 자

원, 미들웨어 자원, ALE 자원 정보 등 다양한 부하 정보

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부하 분산과 미들웨어 분산 환경

에 구축된 ALE 기반 RFID 미들웨어들이 일정하게 부

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부하 분산 방법은 기존의 연구 

보다 대량의 RFID 태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증가

되는 RFID 사용 수요에 대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효

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처리 속도 보다는 대량 및 

지속적인 처리와 처리량에 중점을 두어 방대한 RFID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 표준 방법을 기반으로 한 RFID 미들웨어에 적

용하여 다양한 응용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

한 유형의 ECSpec 처리사항을 분석하고, 최적화 알고

리즘인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버 상황

에 대한 가중치 정보를 구하고, 최적의 ALE 기반 RFID 
미들웨어 서버 선정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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