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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능동형 RFID 시스템의 표준인 ISO/IEC 18000-7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소화된 태그 수집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태그 수집 라운드의 시작을 나타내는 수집 명령을 수정하여, 이전 라운드

의 LP 구간 응답에 대한 결과를 포함시킨다. 수집 명령을 수신한 태그는 자신이 응답한 슬롯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의 점대점 읽기 명령과 슬립 명령 없이 자신의 데이터 슬롯으로 추가적인 데이터를 전송하고 슬립 상태로 천이한

다. 표준에서의 수집 라운드는 일련의 수집 명령, 수집 응답, 읽기 명령, 읽기 응답, 및 슬립 명령으로 구성된다. 반면, 
제안한 태그 수집 알고리즘은 표준과는 달리 하나의 수집 라운드가 수집 명령 및 수집 응답으로만 구성된다. 성능 분석 

결과, 태그의 수가 300개일 때 제안한 기법의 평균 식별지연은 표준에 비하여 16%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mplified tag collection algorithm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ISO/IEC 18000-7, 
which is a standard for an active RFID system. The proposed algorithm modifies the collection command that enables 
to start a tag collection round. The modified collection command includes the results of the listen period response for 
the previous collection round. Tags that receive the collection command check the collision status for their responses. 
If there is no collision, tags transmit their additional data and go into the sleep mode without the point-to-point read 
command and sleep command. A collection round for the standard consists of a collection command and response, a 
read command and response, and sleep command. On the other hand, in the proposed algorithm, a collection round 
consists of a collection command and response.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improve the identification delay about 16% compared with the standard when the number of tags are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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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 기술은 사물에 초소형 칩을 부착하여 사물 및 

주변 환경정보를 무선 주파수로 전송하고 처리하는 비

첩촉식 식별기술이다[1]. RFID 태그는 전원공급을 위

한 배터리의 장착 유무에 따라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구

분된다[2]. 수동형 태그는 직접적인 전원의 공급이 없이 

리더의 전자기장에 의해 동작한다. 이는 능동형에 비해 

비교적 작고 저가이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식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다. 능동형 

태그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장착하여 동작하므로 수

동형에 비하여 작동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고가인 단점

이 있는 반면, 인식 범위가 넓으며, 금속에 부착하여도 

인식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능동형 태그는 넓

은 공간에 분산된 사물을 관리해야하는 공항 및 금속 

컨테이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 물류 관리 시스템 등

에 사용될 수 있다.

RFID 시스템에서 다중 태그를 식별하기 위한 충돌

방지 알고리즘은 크게 확률적 방법과 결정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확률적 방법은 ALOHA 기법을 기반으로 하

는 FSA(Frame Slotted ALOHA)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EPCglobal Class-1 Gen-2와 ISO/IEC 

18000-7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3,4]. 

ISO/IEC 18000-7은 대표적인 능동형 RFID 시스템 

표준으로, 433MHz 주파수 대역에서 리더와 태그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무선 접속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4]. ISO/IEC 18000-7에서는 태그 수집 과정을 일련의 

태그 수집 라운드로 구성하고, 하나의 태그 수집 라운

드는 LP(Listen Period)구간과 AP(Acknowledgement 

Period) 구간으로 구분한다. 태그 수집의 시작을 나타내

는 수집 명령을 수신한 태그들은 슬롯 ALOHA 프로토

콜을 기반으로 하여 LP 구간에 있는 임의의 슬롯을 선

택하여 자신의 ID를 포함하는 수집 응답을 전송한다. 

LP 구간의 각 슬롯에 대한 결과는 충돌 슬롯, 빈 슬롯, 

또는 성공한 슬롯으로 구분된다. AP 구간이 시작되면 

리더는 LP 구간에서 충돌없이 성공한 슬롯으로 전송한 

태그들에게 차례로 읽기 명령을 전송하고, 해당 태그는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 수신을 완료하면 리

더는 해당 태그에게 슬립 명령을 전송하여 더 이상 수

집 명령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도록 한다.

AP 구간에서 리더와 태그간의 통신은 점대점 읽기 

명령과 응답, 및 점대점 슬립 명령을 사용한다. 리더는 

충돌없이 수집 응답을 수신한 태그들에게 차례로 읽기 

명령을 전송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고, 해당 태그들에게 

슬립 명령을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성공한 태그들은 

슬립 명령을 수신할 때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하므

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태그의 대기 상태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수집 절차를 간소화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이전 수집 라운드의  LP 구간 응답 결과를 

수집 명령에 포함시키고, 수집 명령을 통하여 식별된 

태그들은 별도의 슬립 명령 없이 슬립 상태로 천이하도

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능동형 

RFID 시스템의 표준인 ISO/IEC 18000-7에서의 태그 

수집 절차를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

능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결론

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ISO/IEC 18000-7 표준에서는 충돌 방지 알고리즘으

로 FSA(Framed Slot ALOHA)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림 1은 표준에서 정의하는 태그 수집 절차에 대한 타

이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리더는 태그 수집에 앞서 식별 영역 내에 있는 모든 태

그들이 리더의 명령에 응답할 수 있는 상태인 준비 상

태로 천이하도록 Wake-up 신호를 전송한다. Wake-up 

신호를 수신한 태그들은 준비 상태로 천이하여 리더로

부터의 수집 명령을 대기한다.

태그 수집은 일련의 수집 라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다. 하나의 수집 라운드는 리더의 수집 명령과 태그들

의 수집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LP 구간과, LP 구간에서 

리더의 읽기 명령과 태그의 응답 및 리더의 슬립 명령

으로 이루어지는 AP 구간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수집 라운드를 시작하기 위하여 리더는 수집 

명령을 방송한다. 리더가 방송하는 수집 명령에는 윈도

우 크기, 최대 패킷 길이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태그들이 LP 구간의 슬롯 크기 및 슬롯 개수 등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된다. 준비 상태에 있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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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수집 명령을 수신하여 LP 구간의 크기, 타임 슬

롯 크기, 및 타임 슬롯의 개수를 계산한다.  계산한 타임 

슬롯 정보를 바탕으로 태그들은 임의의 슬롯을 선택하

여 수집 응답을 전송한다. 한편 리더는 LP 구간의 각 슬

롯에 있는 태그의 응답을 기다린다. 태그가 응답하는 

LP 구간의 각 타임 슬롯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의 경우는 오직 하나의 태그만 수집 

응답을 전송하여 성공적으로 식별되는 성공 슬롯(그림 

1의 첫 번째와 네 번째 슬롯), 두 번째의 경우는 두 개 이

상의 태그가 동일한 슬롯을 선택하여 충돌이 발생한 슬

롯(그림 1의 두 번째 슬롯), 마지막으로 어떠한 태그도 

전송하지 않는 빈 슬롯(그림1의 세 번째 슬롯)으로 구분

된다.

LP 구간이 완료되면 리더는 LP 구간에서 성공적으

로 수집 응답을 수신한 태그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데

이터를 수집하는 AP 단계를 수행한다. 그림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리더는 식별에 성공한 각각의 태그들에게 

점대점의 읽기 명령을 전송하고, 읽기 명령을 수신한 

태그는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태그로부터 데이터

를 성공적으로 수신할 경우, 리더는 해당 태그에게 슬

립 명령을 전송한다. 슬립 명령을 수신한 태그는 자신

의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음을 확인하고,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슬립 모드로 천이한다. 슬립 모

드로 천이한 태그는 리더로부터 Wake-up 신호를 수신

할 때까지 어떠한 명령에도 응답하지 않는다. 리더는 

이전 수집 라운드 동안 발생한 충돌 또는 빈 슬롯의 수

를 활용하여 다음 수집 라운드의 LP 구간 슬롯 개수를 

조절한다. 이러한 태그 수집 과정은 연속적인 세 번의 

수집 라운드 동안 응답한 태그가 없을 때까지 반복하여 

수행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SO/IEC 18000-7 표준에

서의 태그 수집 라운드는 일련의 <수집 명령, 수집 응

답, 읽기 명령, 읽기 응답, 슬립 명령> 전송이 반복적으

로 이루어진다. 또한 표준 규격에서 읽기 명령과 슬립 

명령은 각각 7.176msec와 5.88msec 소요된다. 따라서 

LP 구간에서 식별된 모든 태그들에 대하여 점대점의 읽

기 명령과 슬립 명령을 전송하는 것으로 인한 식별 지

연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Ⅲ.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서술한 표준의 태그 수집 절차

에서 읽기 명령과 슬립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별 

지연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태그 수집 절차를 제안한

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이전 수집 라운드에 대한 응답

Reader Wake Up Signal Collection
Command

Read UDB
Tag #1

Sleep
Tag #1

Read UDB
Tag #4

Sleep
Tag #4

Tag #1
Tag #1

Response
Tag #1

Response

Tag #2
Tag #2

Response

Tag #3
Tag #3

Response

Tag #4
Tag #4

Response
Tag #4

Response

Collision condition

No tag has
Selected this slot

Single slot equivalent in
Duration to tag response
Transmission time

Single Collection Round

min 2.45 sec. 5 msec. Initial Window Size = N x 57.3 msec.

Fig. 1 Tag collection algorithm of ISO/IEC 18000-7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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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집 명령에 포함시키고, 수집 명령을 통하여 확인 

응답된 태그는 별도의 슬립 명령 없이 슬립 모드로 천

이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집 절차를 위한 수

정된 수집 명령을 나타낸 것이다. 수정된 수집 명령에

는 이전 수집 라운드의 각 슬롯에 대한 성공 여부를 나

타내는 비트맵을 포함하고 있다. 길이(length) 필드는 

이전 슬롯의 개수를 나타내며, 비트맵은 이전 수집 라

운드의 해당 슬롯이 성공적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1’로 

설정되고, 충돌 또는 빈 슬롯인 경우에는 ‘0’으로 설정

된다.

Packet
Header

Command
Code

Window
Size

Max. 
Packet
Length

UDB
Type Code

length Bit map CRC

5 bytes 1 byte 2 byte 1 byte 1 byte 1 byte N bits 2 bytes

1      2 ….                          Bm

Fig. 2 Modified Collection command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태그 수집 절차에서 최초의 수

집 명령에 대한 비트맵은 모두 ‘0’으로 설정한다. 수집 

명령을 수신한 태그는 임의의 슬롯을 선택하여 수집 응

답을 전송하고, 다음 수집 명령을 기다린다. 리더는 이

전 라운드에서 성공적으로 식별된 슬롯에 대한 비트맵

을 설정한 수집 명령을 전송하고, 비트맵의 값이 ‘1’인 

개수만큼 태그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림 3과 4는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한 리더와 태그

의 동작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리더는 이전 라운드에서 성공적으로 식별된 슬롯

의 개수(m)만큼의 태그 데이터를 수신한다. 또한 리더

는 모든 수집 응답 슬롯(n)에 대한 수집 응답 결과를 기

반으로 새로운 비트맵 값을 설정한다. 한편 수집 명령

을 수신한 태그는 이전 라운드에서 자신이 선택한 슬

롯 번호(j)의 비트맵 값이 ‘1’이면 성공적으로 수집 응

답을 전송한 경우이다. 이 경우, 자신이 선택한 슬롯 번

호까지 ‘1’로 설정된 비트의 개수(s)를 누적하는데, 이

는 자신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전송할 데이터 슬롯 번

호가 된다. 

START

Transmit Collection command

m≠0?

Clear the number of identified slots (m)

Receive tag data

i = 1, m

Idle?

Receive slot j

Collision?

Bj = 1

m=m+1

Bj = 0

i = 1, n

c=0?

END

Set bit map into Bj

Adjust frame size

Generate Collection command

no

yes

yes

yes

no

no

no
yes

Clear the number of collision slots (c)

c=c+1

Set length of bit map into m

Fig. 3 Reader's operation

START

Receive Collection command

m≠0?

Clear the data slot number (s)

END

j=slot number

Select a slot randomly

no
yes

j=slot number at the previous round

Transmit Collection response

m=length of bit map

Bj=1?

Bi=1?

s=s+1

i = 1, j

no
yes

Transmit tag data at data slot s

Sleep Mode

yes
no

Fig. 4 Tag'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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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뮬레이션 결과

본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기법의 성

능을 ISO/IEC 18000-7 표준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SMPL 라이브러리[5]와 Visual 

C++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시뮬레이션을 위한 매개변

수는 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 1과 같이 정의하였

다. 태그의 수는 10개부터 시작하여 10개씩 증가시키면

서 500개까지 하였으며, 매 태그의 수에 대하여 1,000

번의 반복실험에 대한 평균을 시뮬레이션 결과로 사용

하였다. 또한 수집 라운드마다 남아있는 태그의 수를 

추정하며, 추정한 태그의 수를 기반으로 다음 라운드의 

슬롯을 할당한다[6].

Item
Value (msec)

Standard Proposed

Wake-up signal 2,450

Collection command 5.232 6.528

Collection response 7.812

Read command 7.176 -

Tag data 40.212

Sleep command 5.880 -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Fig. 5 Identification delay

그림 5와 6은 태그의 수에 따른 식별 지연 및 식별 속

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식별 지연은 모든 태그를 식

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식별 속도는 초당 

식별되는 태그의 수를 의미한다. 300개의 태그를 식별

하기 위하여 표준은 26,495msec 소요되고, 제안한 기법

은 22,346msec 소요된다. 따라서 제안한 기법이 표준의 

기법보다 약 16% 빨리 식별된다. 또한 표준의 경우에는 

초당 평균 10.5개의 태그를 식별하고, 제안한 기법에서

는 평균 12.1개의 태그를 식별하여 제안한 기법은 표준

의 기법보다 약 15%의 식별 속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표준에서는 식별된 태그들에 대하여 AP 구간에서 읽기 

명령과 슬립 명령을 점대점으로 전송한다. 이로 인하여 

식별된 태그가 슬립 모드로 천이하기 위한 지연이 발생

한다. 반면, 제안한 방법에서는 수집 명령을 전송하면

서 이전 라운드에서 식별된 태그에 대한 정보를 비트맵 

형식으로 태그들에게 방송하고, 이를 수신한 식별된 태

그들은 자신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해당되는 데이터 슬

롯으로 전송하고 슬립 모드로 천이한다. 

Fig. 6 Identification speed

Fig. 7 Number of bytes transmitted by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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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모든 태그가 식별될 때까지 리더가 전송하

는 평균 바이트 수를 나타낸 것이다. 태그의 수가 300개

일 때, 표준인 경우 9,763 바이트를 전송하고, 제안한 방

법인 경우 216 바이트만 전송한다. 이는 표준인 경우 리

더가 전송하는 명령은 수집 명령, 읽기명령, 및 슬립 명

령이다. 반면 제안한 방법에서는 오직 수정된 수집 명

령만 전송하기 때문이다. 두 방법 모두 태그의 수가 증

가하면 증가할수록 리더가 전송하는 바이트 수는 증가

한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오직 수정된 수집 명령만 

전송하므로 표준의 방법에 비하여 증가하는 폭이 굉장

히 낮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능동형 RFID 시스템의 표준인 

IEC/ISO 18000-7에서 태그 수집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간소화된 태그 수집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이전 수집 라운

드의 LP 구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수집 명령에 포함시

키도록 수집 명령을 수정하였다. 또한 수집 명령을 수

신한 태그들은 자신의 수집 응답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

고, 리더로 부터 별도의 슬립 명령 없이 추가적인 데이

터를 전송하고 슬립 상태로 천이하도록 하였다. 성능 

분석의 결과, 제안한 방법은 수집 응답에 성공한 태그

들은 리더로 부터 별도의 읽기 및 슬립 명령을 대기하

지 않기 때문에 표준에 비하여 우수한 식별 지연 성능

을 얻을 수 있었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2017. 

REFERENCES

[1] S. Tsai, Y. Hu, C. Chai, and J. Li, “Efficient Tag Reading 

Protocol for Large-scale RFID Systems with Pre-reading,” 

Computer Communications, vol.88, pp.73-83, Aug. 2016.

[2] J. Liu, M. Chen,  B. Xiao, F.  Zhu, S. Chen, and L. Chen, 

“Efficient RFID Grouping Protocols,” IEEE/ACM 

Transactions on Networking, vol.24, no.5, pp.3177-3190, 

May 2016. 

[3] EPCglobal, EPC Radio-Frequency Identity Protocols Class-1 

Generation-2 UHF RFID Protocols for Communication at 

860 MHz-960MHz, Ver.1.1.0, EPCGlobal Inc.,  Dec. 2005.

[4] ISO/IEC 18000-7, Information technology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for item management - Part 7 : Parameters for 

active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433MHz, ISO/IEC, 

2014.

[5]  M. H. MacDaugall, Simulating Computer Systems Techniques 

and Tools, Cambridge, MA, MIT Press, 1987.

[6] I. Lim, “Dynamic Frame Size Allocation Scheme based on 

Estimaed Number of Tag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13, no.3, 

pp.469-474, Mar. 2009.

임인택(Intaek Lim)

1984년 2월 울산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공학사
1986년 2월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이학석사
1998년 2월 울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1984년 ~ 1993년 (주)삼성전자 선임연구원
1998년 3월 ~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관심분야 : MAC 프로토콜, RFID, 사물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