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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을 실 하기 한 핵심 기술로 자동화된 개체 식별, 분산 컴퓨  기술 등의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지고 있

다. 라디오 주 수를 이용해서 개체를 식별하는 RFID 기술은 EPCglobal에서 표 을 제시하고 있고 EPC Network를 기반으로 구축된 인 라를 

바탕으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RFID 미들웨어로부터 규모의 EPC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EPC를 기반으로 EPC와 련된 고

유 정보와 이력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한 정보획득  가공에 한 인과 계 처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 비즈니스 룰에 따른 이벤트의 

발생 조건에 한 처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EPC Network 기반에서 응용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해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들웨어 랫폼을 제시하고 이에 

한 효용성을 검증한다. 비즈니스 서비스란 추가 인 정보 획득이나 가공 과정 없이 응용 시스템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한 이벤트를 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미들웨어 랫폼에서는 정보 획득, 정보 가공 과정을 지원하며, 한 비즈니스 룰 처리를 지원한다. 미들웨어 랫폼은 비

즈니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 시스템의 빠른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키워드 : RFID, RFID 비즈니스 이벤트, RFID 애 리 이션 개발 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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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researches on automatic object identification and distributed computing technology to realize a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many business areas to simplify 

complex processes and gain important benefits. To derive real benefits from RFID, the system must rapidly implement functions to process 

a large quantity of event data generated by the RFID operations and should be configured dynamically for changing businesses. 

Consequently, developers are forced to implement systems to derive meaningful high-level events from simple RFID events and bind them 

to various business processes. Although applications could directly consume and act on RFID events, extracting the business rules from 

the business logic leads to better decoupling of the system, which consequentially increases maintainability.

In this paper, we describe an RFID business aware framework for business processes in the Electronic Product Code (EPC) Network. 

This framework is proposed for developing business applications using business services. The term “business services” refers to generated 

events that can be used in business applications without additional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The framework provides business rules 

related to data collec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and supports the rapid development and easy maintenance of business applications 

based on busines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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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유비쿼터스 컴퓨 이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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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기기를 이용하여 컴퓨 하는 것을 의미한다[1]. 유비쿼터

스 컴퓨  환경을 구축하기 해서는 필수 으로 주변 환경

을 구성하는 요소인 사람과 사물에 한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는 라디오 주

수를 사용하여 사람 혹은 사물은 인식하는 기술이다[2]. 

RFID는 기존의 바코드 시스템이 제공하던 종별 구분을 확

하여 개체별 구분이 가능하게 한다. 한 다수의 개체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으며, 개별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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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은 정보를 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 을 가지고 

있기에 재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해 RFID기술을 도

입하고 있고[3, 4], EPCglobal 에서는 EPC Network라는 국

제 표  RFID 기술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5, 6]. 

그러나 EPC Network 기반으로 비즈니스 응용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Application Level Event(ALE), EPC Infor-

mation Service(EPCIS), Object Name Service(ONS) 등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로토콜 사용 기술을 습

득해야 한다[7-10]. 이는 응용 시스템 개발을 어렵게 하고, 

문가가 아닌 경우에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하게 요구

하게 된다. 한 연계되는 비즈니스 로세스가 존재하는 

경우, EPC Network 으로부터 정보 획득 부분과 비즈니스 

로직이 뒤섞이게 되고, 응용 시스템의 리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비록 ALE에서 복된 EPC에 한 내역을 필터링 

해 다고는 하나 응용 시스템에서 요구하지 않는 데이터까

지 포함해서 송하게 됨으로 응용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

는 데이터량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EPC 

Network를 수하고 RFID 기반 응용시스템을 개발할　때 

체계 이고 효용성 있는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RFID 비즈니스 인식 임워크(Business Aware Frame-

work: BizAF)를 제시한다. BizAF는 EPC Network 아키텍

처의 각 구성요소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RFID 기술 

근 로직을 추상화하므로 RFID 기반 응용시스템의 개발을 

한 공통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한 임워크 벨에서 EPC Network 아키텍처

의 구성요소와 상호작용을 행하므로 의미 인 이벤트 필

터링을 지원하는 미들웨어의 기능도 포함 한다. 

본 논문의 체 흐름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

와 련된 내용인 EPC Network의 구조, RFID 솔루션에 

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BizAF의 기

본개념인 비즈니스 이벤트와 비즈니스 이벤트 명세에 해 

설명하고, 비즈니스 이벤트 모델링 도구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BizAF를 이용한 경우와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

한다. 4장에서는 BizAF의 설계  구 , 5장에서는 구 된 

BizAF의 평가  검증을 하 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과제에 하여 제시한다.

2. 련 연구

이 장에서는 RFID 기술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련 표

인 EPC Network 아키텍처와 RFID 련 미들웨어, 응용 사

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RFID 기반 응용 시스템

의 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이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2.1 EPC Network 아키텍처

EPCglobal은 RFID 기술의 표 화를 해서 EPC 

Network을 제안하 다. EPC를 통한 개체의 식별은 바코드 

기술이 가지는 한계 인 하나의 개체 인식이 불가능하고 하

나의 타입만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을 극복하 다. RFID 응

용 시스템에서는 ALE미들웨어, EPCIS, ONS, EPCIS DS 

등과의 통신을 통하여 EPC와 연 된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

한다[7]. 

EPC Network를 구성하는 주변 시스템들은 모두 개별 인

터페이스를 갖추며, 통신 규약을 갖는다. 이는 응용시스템의 

개발을 복잡하게 하여 개발 비용과 시간을 증가하게 만든다.

2.2 RFID 솔루션

재 로벌 벤더에 의해 다양한 RFID시스템이 개발되었

고, 제품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 부분의 벤더들은 단순히 

RFID 리더, ALE 미들웨어, 정보 서버 등의 부분 인 형태

로 근한 것이 아니라 RFID 기술의 하드웨어 벨에서부

터 응용 벨까지의 반 인 RFID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

시하고 있다. 한 일부 업체에서는 부분 인 시스템을 제

시하나 응용 시스템의 편리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 장

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RFID 시스템을 살펴보고, 본 연구와 

련이 있는 RFID미들웨어와 응용 시스템 사이의 부분에 

을 맞추어 살펴본다.

IBM에서는 RFID 기술의 사용을 하여 웹스피어 RFID 

솔루션을 개발하 다[11]. IBM RFID 솔루션은 한정된 비즈

니스 환경에서 RFID 장비의 리를 편리하게 하고 실시간 

RFID 이벤트와 응용 벨의 매끄러운 통합을 제공한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IBM RFID 솔루션은 로컬 벨

의 한정 인 도메인에서만 그 이용이 가능하고 특정 물품에 

한 체 이동 경로 추 과 같이 복잡한 근을 요하는 환

경에서는 그 이용이 불가능하다. 한 응용시스템은 달된 

RFID 이벤트에 한 의미있는 정보를 얻기 해서는 비즈

니스 트 의 ONS, EPCIS, EPCIS DS 와 통신하는 상호 

작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한 지원이 부족하다.

Sun은 자바 시스템 RFID 라는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

[12]. 응용 시스템의 개발자는 RFID 정보 서버의 API만을 

사용하여 개발하므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발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그러나 RFID 정보 서버도 역시 웹스피어 

RFID 솔루션과 같이 지역 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생산된 

실시간 이벤트만을 장하므로 RFID 이벤트와 연 된 이력

정보, 속성정보를 획득하여 비즈니스 룰을 용하기 해서

는 응용시스템이 모든 실시간 RFID 이벤트에 해서 직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 해야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Oracle에서는 RFID와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

공하고 이를 애 리 이션에 달하는 Oracle Application 

Server 10g Sensor Edge Server(OSES)를 제시하 다[13].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들어온 이벤트를 정제하여 애

리 이션에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필터라는 개념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필터의 용을 통해 이벤트는 가공

되지만 여 히 애 리 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에 바로 사용

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므로 애 리 이션이 추가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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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on-BizAF 기반 아키텍처

Fosstrak(구 Accada)에서는 오  소스 소 트웨어로 

RFID시스템을 개발하 다[14]. 한, EPCglobal 표 에 따

른 ALE와 EPCIS를 개발하 다. Fosstrak의 RFID 시스템

은 오  소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이용이 가

능하고 원하는 요소를 추가하여 개발하기 쉽다는 장 을 가

진다. 그러나 ALE, EPCIS의 개별 시스템을 개발하 을 뿐, 

그 사이의 리도구  개발 방법에 한 지원이 없으며, 

EPCIS DS, ONS와 같은 EPCglobal에서 정의된 로벌 시

스템 요소에 한 언 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분야

가 한정 이다.

국내 업체 MetaBiz에서는 RFID 솔루션인 RFID/USN 

Education & Development Toolkit(R/U-EDT)를 제시하고 

있다[15]. R/U-EDT는 EPCglobal 표 을 수하며 Sun과 

유사하게 로컬 ONS까지의 근을 지원한다. 캡처링 어 리

이션을 EPCIS시스템 내에 포함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EPCIS DS에 한 개발이 재 진행 이다. 그러나 

MetaBiz 역시 개별 시스템에 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지

만, 응용 시스템을 한 근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Domain Name Service(DNS)기반의 기법을 확장하여 ONS

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용자가 직  ONS의 쿼리를 

통해 이용해야만 한다. 즉, 사용자가 일일이 ALE, EPCIS, 

ONS로 직  근하여 어떤 순서로 정보를 받아오고 가공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3. 비즈니스 인식 임워크 (Business Aware 

Framework : BizAF)

이 장에서는 BizAF를 사용하 을 때의 장 을 Non- 

BizAF 기반 아키텍처와 BizAF 기반 아키텍처를 비교함으

로써 설명한다. 그리고 RFID 이벤트와 BizAF 에서 사용하

는 개념인 RFID 비즈니스 이벤트에 해 설명하고, RFID 

기반 비즈니스 응용 시스템의 개발을 해서 제안하는 

BizAF의 서비스에 한 설명을 한다. 

3.1 RFID 시스템 아키텍처 비교

이 에서는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조에서 BizAF를 

사용하지 않고 응용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와 BizAF를 사용

할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BizAF가 어떤 장 을 가지고 있는

지 설명한다.

3.1.1 Non-BizAF 아키텍처

(그림 1)은 BizAF를 사용하지 않은 EPC Network상의 

RFID응용시스템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EPCIS 캡처링 애

리 이션이 EPC Network 아키텍처의 ALE 인터페이스를 

수하여 RFID 이벤트를 요청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ECSpec을 RFID 미들웨어에 달하면, RFID 미들웨어는 

RFID 리더로부터 수집된 EPC를 집합화, 필터링한 후 

ECReport라는 형식의 RFID 이벤트를 생성하고 이 

ECReport를 EPCIS 캡처링 애 리 이션에 달한다. 이때 

ECReport에는 장소, 시간, EPC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캡

처링 애 리 이션은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여 EPCIS 이벤

트를 생성한 후 로컬 EPCIS에 장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

행하는 EPCIS 캡처링 애 리 이션은 비즈니스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EPCIS 이벤트의 생성이 필요할 때마다 수정

되고, 유지보수 되어야 하므로 지속 인 리 비용이 발생

하게 된다. 

RFID 데이터 응용시스템이 RFID 이벤트를 달받고 나

면 비즈니스 처리의 목 에 따라서 추가 으로 EPC 

Network상의 구성요소들과 통신하여 정보를 습득하여야 한

다. 일반 으로 용량의 RFID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므로 

RFID 데이터 응용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이러한 작업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데 부하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한 응용시스템 개발자는 EPC Network 아키텍처 내의 구

성요소들의 기능과 인터페이스 해당 구성요소가 사용하는 

통신 로토콜에 한 학습이 필요하다. 

3.1.2 BizAF 기반 아키텍처 

(그림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BizAF 기반 아키텍처에

서는 RFID 데이터 응용시스템과 RFID 미들웨어 사이에 

BizAF가 치하며, 실시간 RFID 이벤트를 기반으로 EPC 

Network 아키텍처의 여러 구성요소와 상호작용을 담한다.

앞서 소개된 (그림 1)의 아키텍처와 비교했을 때 EPCIS 

캡처링 애 리 이션이 사라졌는데 이는 BizAF 자체가 

EPCIS 캡처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EPCIS 캡처링 애

리 이션의 역할을 신 수행하기 때문이다. 개발자는 

BizAF의 GUI를 통해서 EPCIS 캡처링 서비스를 생성함으

로써 다양한 EPCIS 이벤트를 동 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RFID 데이터 응용시스템의 경우에도 이 과 달리 BizAF

를 사용하여 RFID 련 처리를 하게 된다. BizAF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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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Reader A

시간 2009-11-09T13:44:30.316+09:00

객체 urn:epc:id:gid:268432197.8704299.47259328512

<표 1> RFID 이벤트 속성 정보의 

(그림 2) RFID BizAF 기반 아키텍처

비즈니스 

이벤트 이름
리콜 물품 입고

비즈니스

연  데이터

(비즈니스장소)작업장#3A

(시간)2009-11-09T13:44:30.316+09:00

(EPC)urn:epc:id:gid:268432197.8704299.47259328512

(제조사)xx 자

(제조일)2009-10-03T12:00:11.131+09:00

(이력정보)Object Events

<표 2> RFID 비즈니스 이벤트 속성 정보의 

(그림 3) 비즈니스 컨텍스트 분류

응용시스템이 수행해야 했던 작업을 신하여 수행한다. 

를 들어 RFID 이벤트의 수집을 해서 ECSpec을 RFID 미

들웨어에 달하고, ECReport를 수신하여 해석하는 작업을 

처리한다. 한 ONS, EPCIS DS, EPCIS와 통신하여 물품

의 고유정보, 이력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BizAF

는 이러한 여러 처리 과정을 조합하여 응용시스템이 요구하

는 비즈니스 이벤트를 생성하고 달한다. 

3.2 이벤트 정의

3.2.1 RFID 이벤트 

이벤트는 체계 인 행 를 목표로 가지는 기록으로 정의

된다[16]. RFID 리더에서 EPC가 부착된 객체가 감지되면 

RFID 미들웨어는 사용자에 의해서 정의된 로 EPC를 집

합화, 필터링한 후 상 의 EPCIS 캡처링 애 리 이션에 

달한다. 이런 정보를 RFID이벤트라 정의하며, 이때 달되

는 RFID 이벤트에 한 의미와 문법에 해서는 EPC 

Network 아키텍처의 ALE 인터페이스에 속하는 ALE 

Specification 1.1 내의 Event Cycle Specifications (ECSpec)

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다[17]. 

RFID 이벤트에서 포함하는 의미 인 속성은 <표 1>에서

와 같이 고유 EPC 정보와 EPC 정보가 수집될 때의 시간, 

수집된 장소에 한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EPC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가 없다. 응용시스템에서 사용

하기 해서는 수집된 EPC를 가지고 ONS에 질의하여 EPC

를 생성한 제조사의 EPCIS 주소를 획득하여 다시 EPCIS로

부터 EPC와 연 된 고유한 속성정보를 획득하여야 한다. 

한 이력정보를 획득하기 해서 EPCIS DS와 통신하여 이력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러 EPCIS의 주소를 획득하여 각각의 

EPCIS에 심 있는 이력정보에 한 질의를 해야 한다. 

3.2.2 RFID 비즈니스 이벤트 

RFID 비즈니스 이벤트는 RFID 이벤트를 가공하여 비즈

니스 로세스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된 의미 있

는 이벤트를 말한다. 를 들어 소매업체의 창고에서 RFID

를 사용하여 입고 처리를 할 때 RFID 미들웨어는 RFID 리

더에 읽힌 태그 정보를 수집하여 창고 리 응용시스템에 

달한다. 소매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특정 날짜의 기간에 생

산된 특정 물품에 해서 리콜 조치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

했을 때 창고 리 응용시스템이 달받은 RFID 이벤트로는 

단지 해당 EPC 의 제품이 언제, 어디서 읽혔다는 정보만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해서 리콜처리를 해서

는 모든 EPC에 해서 제조사의 EPCIS에 일일이 질의하여 

상세 정보를 획득한 후, 제조사가 특정 업체인지 제조일이 

리콜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인지를 단한 후에 리콜이라

는 비즈니스 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있다. RFID 비즈니스 

이벤트는 실시간 RFID 이벤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EPC 

Network의 구성요소를 사용해서 얻은 정보를 사 에 정의

한 비즈니스 룰에 용함으로써 생성된다. 

<표 2>는 리콜 처리를 해야 될 물품이 입고되었다는 비

즈니스 이벤트가 가지는 속성정보를 나타낸다. <표 1>의 

RFID 이벤트로부터 가공된 것이며, 특정 제조일에 해서 

비즈니스 룰이 용 되어 생성이 되었다. 비즈니스 이벤트 

이름과 비즈니스 연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연  데이터에는 물품과 연 된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 정

보가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소개된 RFID 이벤트가 RFID 미

들웨어에 의해서 물리 으로 필터링 된 정보라면 비즈니스 

이벤트는 BizAF에 의해서 의미 으로 필터링된 정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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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RFID 비즈니스 이벤트의 정의를 해서 (그림 3)과 같은 

비즈니스 컨텍스트가 정의되었다. 비즈니스 컨텍스트는 유

통, 물류 분야에 한정하여 특정 비즈니스 로세스를 처리

하기 해 필요한 환경 정보로 정의한다. 

비즈니스 컨텍스트는 제품 정보와 비즈니스 정보로 분류

된다. 제품 정보의 제품 고유 정보는 제품의 제조일과 같은 

일반 으로 제조사에서 할당하는 고유한 정보이며, 제품 이

력 정보는 특정 제품이 여러 비즈니스 단계에서 이동하면서 

어느 시 에 어디에서 어떠한 비즈니스 단계에 있었는지에 

한 정보이다. 비즈니스 정보의 시간, 장소, 단계 정보는 특

정 업무에 한 속성을 표 하기 한 정보이다. 이와 같이 

정의된 비즈니스 컨텍스트는 앞서 소개된 비즈니스 이벤트

에서 비즈니스 룰에 용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된다. 

3.3 서비스

서버의 형태를 가지는 BizAF는 이벤트 가공 서비스를 응

용시스템 개발자에게 제공하고 개발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EPC Network 기반의 RFID 비즈니스 응용시스템

의 개발, 유지보수에 직, 간 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소개할 BizAF의 각 서비스는 개발자뿐 만이 아니라 응용

시스템의 운 자, 리자, BizAF의 리자도 사용할 수 있

으므로 이를 통칭하여 BizAF 사용자로 호칭하도록 한다. 

3.3.1 RFID 비즈니스 이벤트 서비스 

RFID 비즈니스 이벤트 서비스는 앞서 소개된 RFID 비즈

니스 이벤트를 생성하기 한 서비스이다. BizAF 사용자는 

BizAF의 GUI를 통한 비즈니스 이벤트 서비스의 생성을 통

해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RFID 이벤트로부터 어떠한 비즈

니스 이벤트를 생성할 것인지, 생성된 비즈니스 이벤트를 

어디로 어떻게 보낼지를 정의한다. 비즈니스 이벤트가 달

될 때 이를 수신하는 주체는 응용시스템 는 BPEL 엔진에

서 동작하는 비즈니스 로세스가 될 수 있다. 비즈니스 서

비스가 생성된 후에 BizAF 사용자는 서비스의 시작 는 

지를 통해서 서비스의 실행을 리한다. 

RFID 비즈니스 이벤트 서비스는 RFID 비즈니스 이벤트 

명세로 흐름을 정의한다. RFID 비즈니스 이벤트 명세는 어

떤 RFID 이벤트로부터 어떻게 가공을 하여 비즈니스 이벤

트를 생성할지에 한 정의에 한 명세이다. 각 RFID 비즈

니스 이벤트 서비스 당 하나의 명세를 등록해야 한다. RFID 

비즈니스 이벤트 명세의 구성과 문법, 의미는 4.1 에서 자

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3.3.2 EPCIS 캡처링 서비스 

EPCIS 캡처링 서비스는 EPC Network 아키텍처의 

EPCIS 캡처링 애 리 이션의 역할을 제공한다. 즉, 실시간 

RFID 이벤트를 수집하여 비즈니스 컨텍스트와 연 된 비즈

니스 이벤트를 생성하여 EPCIS 장소에 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비즈니스 이벤트를 생성한다는 에서 앞서 소개된 

RFID 비즈니스 이벤트 서비스와 유사하나 EPCIS 캡처링 

서비스는 EPC Network 아키텍처에서 제시된 EPCIS 캡처 

인터페이스의 EPCIS 이벤트라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는 이

벤트를 생성하고, EPCIS 장소에 장한다는 에서 차이

을 가진다. 각기 다른 EPCIS 이벤트의 생성을 해서 

EPCIS 캡처링 애 리 이션을 일일이 개발할 필요가 없이 

EPCIS 캡처링 서비스를 생성함으로써 체할 수 있다. 

3.3.3 모니터링 서비스 

BizAF의 모니터링 서비스는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는 RFID 미들웨어와 미들웨어에 설정된 RFID 리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RFID 미들웨어에는 물리  RFID 

리더의 논리 인 모음인 논리  RFID리더 정보가 리되는

데, n개의 RFID 미들웨어에 m개의 논리  RFID 리더가 설

정되어 있다면, 비즈니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리하기가 복

잡하고,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응용 시스템의 개발을 해서

는 사용하고자 하는 논리  RFID 리더 정보를 획득하기 

해서 RFID 미들웨어를 리하는 특정한 리자와 의사 소

통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BizAF 하  장치의 

구성정보를 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RFID 시스템의 리, 응용시스템의 개발, 유지보수에 편의

성을 제공한다. 

둘째는 실시간 이벤트 정보의 모니터링 기능이다. RFID 

비즈니스 이벤트 서비스와, EPCIS 캡처링 서비스 둘 다 실

시간으로 수집되는 RFID 이벤트를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어

떤 RFID 이벤트로부터 어떤 RFID 비즈니스 이벤트, EPCIS 

이벤트로 변환되는지 한 정보를 BizAF 사용자에게 제공

한다.

4. BizAF의 설계  구

이 장에서는 RFID 비즈니스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비즈니스 이벤트 명세를 설명하고 이를 처리하는 

BizAF를 구 하 다.

4.1 비즈니스 이벤트 명세

BizAF는 RFID 비즈니스 이벤트 서비스와 EPCIS 캡처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각의 서비스는 비즈니스 이벤트 명

세(Business Event Specification:BESpec)를 해석하여 작업

을 수행한다. BESpec은 XML 기반의 이벤트 처리 기술 명

세로 로그램 구 으로부터 독립 인 형태로 ALE이벤트, 

EPCIS이벤트의 수집  가공 처리 과정을 기술한다. 개발

자는 비즈니스 애 리 이션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이벤

트를 BESpec에 기술하여 BizAF에 등록한다. BizAF는 기술

된 BESpec에 따라 ALE 미들웨어로부터 ALE 이벤트를 수

집 혹은 EPCIS로부터 EPCIS이벤트를 수집하고 비즈니스 

규칙을 용하여 비즈니스 이벤트를 발생하여 비즈니스 애

리 이션에 달한다. 

BESpec은 (그림 4)와 같이 크게 두 부분, 즉 변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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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ESpec의 구성

액티비티 설명

  Initial 
  ALE

ALE 미들웨어로부터 실시간 ALE 이벤트 

수집 

EPCIS EPCIS로부터 장된 EPCIS이벤트 수집

Processing

ONS
ONS에 쿼리를 질의하여 EPC에 해당하는 

고유정보를 보유한 EPCIS의 주소를 검색

EPCISDS

EPCIS DS에 쿼리를 질의하여 EPC에 해

당하는 추 정보를 보유한 EPCIS의 주소 

목록을 검색 

EPCIS
EPCIS에 쿼리를 질의하여 EPC에 해당하

는 고유정보  추 정보를 검색

List 복수 타입의 자료형에 한 반복 연산 수행

Compute
변수에 한 연산  EPC 목록에 한 

추가, 삭제

Final Event
이벤트의 발생 조건, 이벤트 자료형 정의 

 리포트 생성

<표 3> 액티비티의 종류

부분과 여러 종류의 처리과정을 정의하는 액티비티 부분으

로 이루어진다.. 

변수 선언 부분에서는 액티비티의 처리 간에 처리 값들

을 장하는데 사용된다. 변수를 통해서 한 액티비티에서 

처리된 결과를 다른 액티비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액티비티는 RFID 비즈니스 이벤트를 생성하기 한 작업

의 기본 인 단 로써 RFID 비즈니스 이벤트를 생성하기 

해서 조합될 수 있는 여러 역할의 액티비티가 <표 3>과 

같이 정의되어 각 액티비티마다 내부 으로 기술해야 할 속

성 값을 다르게 가질 수 있다. 

RFID 비즈니스 이벤트를 생성하기 해서는 RFID 미들

웨어, ONS, EPCIS DS, EPCIS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공하는 여러 처리가 

요구된다. 각각의 작업은 독립 인 액티비티로서 정의되고, 

각 액티비티는 BESpec 내에서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서 

다른 비즈니스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다.

참조 명세는 RFID 미들웨어와의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Provider 명세(ProviderSpec), EPCIS와의 상호작용을 처리

하는 EPCIS Query 명세(QuerySpec), EPCIS Capture 명세

(CaptureSpec)가 존재한다. 각 참조 명세는 EPC Network 

아키텍처의 표  인터페이스를 수할 수 있도록 정의되었

으며, BESpec과는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추후에 EPC 

Network 아키텍처의 특정 구성요소의 인터페이스가 변동된

다고 하더라도 BESpec 자체의 수정 없이, 특정 참조 명세

만을 수정함으로써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4.2 비즈니스 이벤트 모델링 도구

BESpec의 경우, XML형태로 구성되며 BizAF를 통하여 

가공된 형태의 비즈니스 이벤트를 제공해 낸다는 강 이 있

지만 BESpec이 올바르게 작성이 되었는지,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에 한 검증이 어렵다. 한 사람이 작성하는 경우, 

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받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BESpec작성 오류를 이기 하여 비

즈니스 이벤트 모델링 도구(Business Event Modeling Tool: 

BEMT)를 이용하여 BESpec을 작성 할 수 있다[18]. 

EPC Network의 구성요소들을 사용하여 원하는 RFID 기

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일련의 흐름을 나타내는 비즈니

스 이벤트 모델링 기능, 작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표

 문서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4.3 BizAF 설계

BizAF가 3장에서 정의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비즈니스 이벤트 명세를 해석하여, EPC Network 구

성요소인 ALE, EPCIS DS, ONS, EPCIS와 통신하는 모듈

이 필요하다. 한 애 리 이션 개발자가 비즈니스 서비스

를 이용하기 해 BESpec을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와 사용자에게 달하기 한 송 모듈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림 5)와 같은 BizAF의 설계 

모듈이 분석 되었다.

(그림 5) BizAF 아키텍처

4.3.1 Event Collector 모듈

EventCollector모듈은 BizAF와 ALE미들웨어 간의 상호

작용을 담당한다. ALE미들웨어로부터 실시간 ALE이벤트를 

수집한다. BizAF내부에서 EPC에 한 고유정보를 임시 장

소에 보 하게 되는데 “EPCHisotry” 클래스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장하고, 한 해당 EPC가 이 에 발생한 이 있

는지 유무를 검색한다. ALE미들웨어 경우, “subscribe”라는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발생한 EC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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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TCP방식으로 송하게 된다. 즉 “subscribe”방식이 아닌 

경우, “Sender”클래스를 통하여 웹서비스 호출  결과 값 획

득까지 가능하나 “subscribe” 방식의 경우 별도의 “Receiver”

클래스를 이용하여 결과 값을 획득해야한다.

4.3.2 BizEvent Core 모듈

BizEvent Core 모듈은 실제 등록된 BESpec의 내용에 따

라 주변 모듈을 동작시켜 결과를 해석해내는 모듈이다. 내

부 BESpec에서 정의된 Variable요소와 액티비티 해석 클래

스를 포함하고 있고, 참조하는 데이터 형태로 ECSpec, 

ECReport, QuerySpec, EPCIS Event 형을 이용한다. 

Variable의 경우, int, EPC, evenTime등 BESpec의 변수 요

소로 정의된 모든 타입을 하  클래스로 가진다. 

BESpecParser의 경우, 내부 으로 SAX parser를 이용하여 

BESpec 을 해석하여 장한다.

4.3.3 Service Interface 모듈

Service Interface 모듈은 BESpec을 등록하고, 삭제할 경

우, 비즈니스 서비스를 동작시키거나, 멈추는 경우 등 사용

자와 BizAF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듈이다. 한 

BESpec의 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BEReport를 사용자 혹은 

응용 시스템으로 돌려주는 기능도 같이 수행한다.

4.3.4 External System Accessor 모듈

External System Accessor 는 ALE 미들웨어를 제외한 

EPC Network를 구성하는 시스템과의 통신을 한 모듈이

다. ONS, EPCIS, EPCIS DS에 각각 개별 연결 클래스가 

하나씩 생성되고 생성된 클래스를 다수의 BESpec에서 근

하여 사용하게 된다. 한 Event Collector 모듈에서 EPC를 

획득한 후 External System Accessor 모듈의 EPCISA 

ccessor 클래스를 통하여 EPC에 해당하는 참조정보를 얻게 

된다. 각 외부시스템은 모두 웹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고 있기에 해당 서비스의 Stub클래스를 통하여 실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4.3.5 Repository Manager 모듈

Repository Manager모듈은 BizAF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정보, 서비스정보, BESpec을 포함하는 각종 스펙 정보를 

장하기 한 모듈이다. DBConnection 클래스를 통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각각의 정보를 장하고 하부의 SpecRepository, 

ServiceRepository, UserRepository를 이용해서 각각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4.3.6 BizAF Manager 모듈

BizAF Manager 모듈을 BizAF 체의 시스템을 리하는 

모듈이다. 시스템의 물리  정보, 외부 시스템의 물리  정

보, 각종 스펙 황, 사용자 계정 리  재 수행되는 서

비스의 모니터링등 기본 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한 로그기능을 동작한다.

4.4 BizAF 구

BizAF는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Java Development 

Toolkit(JDK) 1.6을 이용하여 개발되었고, Sun Application 

Server를 이용하여 웹서비스 형태로 구 되었다. 시스템의 

정보는 장하는 장소의 경우 고정 이고 내용이 은 경

우에는 일시스템에 바로 기록하 고, 논리  참조 정보 

 스펙 정보의 경우 DB를 통하여 장한다. 미들웨어 리

자는 (그림 6)과 같이 ManagementUI를 통해 BizAF의 설정

을 변경할 수 있다. 애 리 이션 개발자는 Web Application 

Server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통하여 BizAF의 기능을 

이용한다. 비즈니스 이벤트 스펙을 등록하고 서비스를 동작

시키면 BizAF는 BEreport를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BEReport는 TCP/IP방식을 통해 비즈니스 응용 애 리 이

션으로 달한다.

(그림 6) Business Event Service 제어 화면

5. BizAF의 평가  검증

5.1 평가

응용시스템의 개발에 BizAF를 사용함으로써 가질 수 있

는 이 은 다음과 같다. 

• EPC Network 아키텍처의 구성요소와의 통신 모듈 제공

BizAF는 RFID 미들웨어와 통신하여 ECSpec을 달하고 

ECReport를 받아서 해석하는 처리를 행한다. 한 ONS, 

EPCIS DS, EPCIS 와의 상호작용을 처리한다. 이러한 역할

은 BizAF가 없다면 RFID 응용시스템이 내부 으로 가져야 

할 모듈이므로 결국 응용시스템은 BizAF를 사용함으로써 

련 모듈을 이용 는 재사용 하는 것이다. 

•RFID 이벤트의 의미 인 필터링 제공

응용시스템이 고유의 업무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RFID 

리더에서 수집된 모든 물품에 해서 같이 작업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 를 들면 도매 업체의 입고 처리장에서 

특정 물품이 ‘리콜’ 처리를 해야 할 물품이고 나머지는 정상

으로 창고에 ‘입고’ 처리를 해야 한다면 응용시스템은 ‘리

콜’ 처리를 해야 할 물품 정보를 수집하여 제조사에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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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간 2009.09.1～2009.12.18

S/W, H/W

Java 1.6, Window XP

1 RFID Reader, 2 Antennas

1 ALE Middleware

외부 시스템 EPCIS, ONS, EPCIS DS

개발자 8그룹, 32명

<표 4> 개발 환경

EPC 

Network를 

그 로 

사용하여 

개발한 

시스템

모듈  클래스 라인수
개발

시간

RFID 미들웨어와의 통신모듈 203.4 16.6

ONS와의 통신모듈 37.6 2.6

EPCIS DS와의 통신 모듈 52.8 3.8

EPCIS 와의 통신 모듈 255 11

Specification 분석

ALE 인터페이스 습득 X 6

ALE 미들웨어 통신기술 습득 X 6.7

EPCIS 인터페이스 습득 X 5.9

EPCIS와의 통신기술 습득 X 4.6

ALE 인터페이스 습득 X 4

평균 548.8 61.2

BizAF를 

사용하여 

개발한 

시스템

모듈  클래스 라인수
개발

시간

BizAF와의 통신 모듈 239.4 13.7

Specification 분석

ALE 인터페이스 습득 X 4.6

BizAF 인터페이스 습득 X 3.5

BizAF와의 통신기술 습득 X 2.4

평균 239.5 24.2

<표 5> 응용 애 리 이션 개발 시간  코드라인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물품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입고처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BizAF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응용시스템은 고유의 정보처리 작업보다 모든 물

품에 해서 분류를 한 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데 

더 많은 리소스를 할당해서 본래의 업무처리를 하는데 부하

를 가질 수 있다. 응용시스템은 BizAF를 통해서 의미 으로 

필터링 된 ‘리콜 물품’ 비즈니스 이벤트, ‘정상 입고’ 비즈니

스 이벤트를 달 받을 수 있으므로 고유의 비즈니스 로직

을 처리하는데 집 할 수 있다. 

•연결 고리의 단순화

BizAF 자체가 EPCIS 캡처링 애 리 이션의 역할을 수

행하고 RFID 미들웨어, ONS, EPCIS DS, EPCIS와 상호작

용 하므로 RFID 데이터 응용시스템은 BizAF와의 연결만을 

고려하면 된다. 이것은 응용시스템이 BizAF만을 고려하면 

되므로 아키텍처의 변화에 유연한 처가 가능하다. 추후에 

EPC Network 아키텍처의 어떤 구성요소가 변경, 확장되거

나 새로운 구성요소가 생성되더라도 BizAF만 해당 구성요

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면 되므로 응용시스템의 수정

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유지보수의 용이함 제공 

BizAF가 없다면 EPCIS 캡처링 애 리 이션이 생성하여

야 할 EPCIS 이벤트가 변경, 추가 되었을 시에 직  응용시

스템의 코드 벨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BizAF의 

EPCIS 캡처링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EPCIS 이벤

트에 한 명세만 간단하게 작업하여 유지보수를 할 수 있

다. 한 RFID 데이터 응용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도 비즈

니스 로직의 처리와 통신 련 코드가 분리되므로 추후에 

응용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비즈니스 로직의 수정 시에도 복

잡성이 감소한다. 

•개발비용, 시간 감소 

EPC Network 기반의 응용시스템에 한 랫폼의 역할

을 가지는 BizAF가 앞서 언 된 다양한 이 을 제공하므로 

개발 는 유지보수의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5.2 검증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BizAF를 다양한 도메인의 응

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발한 결과로부터 BizAF의 효용성

을 살펴본다. 총 32명의 개발자들이 8그룹을 이루어 <표 4>

와 같은 환경에서 RFID 시스템 기반으로 식품 창고 리, 

물품 입고 처리, 매장 물품 계산 처리에 한 응용 시스템

을 개발하 다. 

그룹의 개발자들은 BizAF 사용, 미사용 환경에서 동일한 

RFID 응용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작업량이 

<표 5>와 같이 분석되었다. 공통 인 요소인 UI 개발에 

한 시간  코드라인은 제외하 다.

BizAF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필요한 모듈로 RFID 미들웨

어와의 통신모듈, EPCIS와의 통신모듈, ONS와의 통신모듈, 

EPCIS 이벤트 생성 모듈이 있고, 이 모듈을 한 코드라인 

수는 550여 라인 정도이다. BizAF를 사용할 경우에는 

BizAF와의 통신 모듈이 필요하고, 이는 240 라인 정도로 

BizA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44%로 코

드라인 수가 감소된다.

코드라인 수 이외에도 개발 시간을 비교하면, BizAF를 

사용할 경우에는 EPC Network 구성요소들과의 통신모듈을 

직  개발하지 않으므로 BizAF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했을 

때보다 BizAF 기반으로 개발했을 때의 요구작업 시간이 

40%로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다.

한 개발자가 하나 이상의 RFID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면 코드 벨의 수정이 아닌 비즈니스 이벤트 명세만을 수

정하여 반 할 수 있는 BizAF 사용 환경의 효용성은 더 높

아졌다.

6.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EPC Network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RFID 응용시스템의 개발을 한 비즈니스 인식 임워크

인 BizAF를 제시하고 설계, 구 하여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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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global 에서 제시한 EPC Network 아키텍처와 IBM, 

Sun, Oracle, BEA와 같은 벤더 들이 제시하는 RFID 솔루

션만으로는 RFID 응용시스템의 개발을 해서 개발자가 여

러 EPC Network의 구성요소에 한 인터페이스와 로토

콜을 습득하고, 통신모듈을 개발해야 하므로 개발의 시간  

비용 인 측면에서 비효율 이다. 

한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된 응용시스템은 비즈니스 로

직과 EPC Network 아키텍처의 구성요소와 통신하는 부분

이 코드상에서 섞이게 되므로 복잡성을 증가시켜 유지보수

를 어렵게 한다. 추가 으로 응용시스템이 고유의 업무에 

집 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BizAF의 RFID 비즈니스 서비스, 

EPCIS 캡처링 서비스와 비즈니스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는 

BESpec을 사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BizAF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

지 않는 경우보다 개발시간, 개발모듈이 감소하므로 RFID 

비즈니스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효용성을 얻을 수 있다. 

한 응용시스템의 운   유지보수의 측면에서도 이득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로는 비즈니스 인식 임워크를 보완, 확장하

여 외부 상황을 능동 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단

하여 비즈니스에서 지능 인 문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 인식 임워크로 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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