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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RFID 응용 시스템은 점차 발전되고 물류, 유통, 항만 그리고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RFID 응용 시스템 개발

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EPCglobal 에서는 EPC Network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있다. EPC Network 아키텍처를 통해 개체의 고유정보(master

information) 및 이력정보(event information)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개체의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EPCIS의 경우는 수집된

EPC와 각 개체가 가지는 이력정보의 수에 의존적으로 통신 횟수가 증가하며, 개별적인 EPC에 대한 처리로 인해 동일한 EPCIS와 여러 번 통

신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EPCIS와의 통신시간의 증가로 인해 RFID 응용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 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PCIS와의 통신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EPCIS와의 통신을 제거하는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기법을 제시한다. 또

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을 적용하고 실제 EPC Network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며 EPCIS의 통신 시

간이 최대 99%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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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 of grouping query based on EPCIS to improve the RFID

application performance in EP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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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 days RFID application has been developed rapidly. It has been applied to many business areas such as logistics and supply

chains. The Electronic Product Code (EPC) Network Architecture, an open global standard, is proposed by EPCglobal for developing RFID

enabled systems. People who want to obtain the product information which are master information and event information have to apply

with EPC Network Architecture. However, EPCIS which has master information and event information has to be accessed base on each

EPC. Therefore, there is lots of duplicate accessing to EPCIS because RFID application has to access the same EPCIS over again which

makes all performance down in EPC Network. This paper proposes how to reduce access times to EPCIS using EPC grouping based on

EPCIS address. We build EPC Network environment to experiment about performance of RFID application system and we prove the

improvement of EPC Network. Our result shows the reducing the EPCIS communication time by maximum 99 percentages.

Keywords : EPC Network, EPCIS, RFID Application

1. 서 론1)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는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여 사람 또는 사물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이다[1]. RFID 기술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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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메모리를 통해 저장된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 물류, 유통 및 유비쿼터스 등 다양

한 분야에서 RFID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EPCglobal에서

는 EPC Network 이라는 국제 표준 RFID 기술 규격을 제

시하고 있다[2-7].

EPC Network 아키텍처는 EPC 태그, RFID 리더, RFID

미들웨어인 ALE(Application Level Event), ONS(Object

Naming Service), EPCIS DS(EPCIS Discovery Service),

EPCIS(EPC Information Service)로 구성되며, RFID 태그가

부착된 개체의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아

키텍처를 제시한다[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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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PC Network 아키텍처 기반 RFID 응용 시스템

은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요소들과의 통신을 통해 정

보를 획득하여야 하므로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요소

와의 통신 횟수에 따라 성능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

히, EPCIS는 개체의 고유정보와 이력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높은 통신 빈도수를 가지게 된다. EPCIS와의 통신은

ALE로부터 수신된 하나의 ECReport에 포함된 EPC의 개별

적인 처리로 인해 동일한 EPCIS와 여러 번 통신이 이루어

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ALE로부터 수신된 하나의

ECReport에 포함된 EPC의 수에 따라 EPCIS와의 통신 횟

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에 따라 EPC Network

기반 RFID 응용 시스템의 처리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PCIS 질의 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는 존재하지만 질의 횟수를 줄이기 위한 연구는 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동일한 EPCIS와의 통신을 제거하는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기법을 제시하며, 실제 EPC

Network 환경을 구축하여 실험을 통해 RFID 응용 시스템

의 성능이 향상됨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인 EPC Network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EPC Network 아키텍처 기반의 RFID 응용 시스템 개발을

효율적으로 해주는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Business

Aware Framework : BizAF)에 대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방법을 제시하며 이론적 성능 향

상 기대치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방법을 적용한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의 확장 설계 및

구현에 대하여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실제 EPC Network 환

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방법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기여에 대하여 설

명하고 향후 개선 점과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EPC Network 아키텍처

(그림 1)은 EPC Network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EPC

Network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RFID 리더는 RFID 태그를

통하여 EPC를 인식한다. RFID 미들웨어는 RFID 리더로부

터 읽혀진 EPC 정보를 수집하여 중복된 EPC를 필터링 한

후 이를 EPCIS 캡처링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한다. EPCIS 캡

처링 어플리케이션은 EPC 정보를 도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가공한 후 EPCIS 저장

소에 EPCIS 이벤트의 형태로 전달한다. EPCIS 액세싱 어플

리케이션은 ONS 및 Discover Services를 통하여 EPCIS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획득한 후 EPCIS에 질

의하여 EPC와 관련된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획득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은 물류 흐름을 살펴보면, 제품 5

(그림 1) EPC Network 아키텍처[8]

개가 공장에서 생산되어 공장의 EPCIS A에 각 제품의 고

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저장한다. 제품이 공장에서 물류센터

1과 물류센터2를 지나 판매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각각 위치

의 EPCIS B, EPCIS C, EPCIS D에 이력정보를 저장한다.

즉, 개별 제품들은 하나의 고유정보와 4개의 이력정보를 가

지게 된다.

(그림 2) 제품의 물류 흐름 예제

(그림 3)은 위의 (그림 2)와 같은 물류 흐름에서 RFID 응

용 시스템의 정보 획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EPC Network 기반 정보 획득 흐름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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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을 살펴보면 EPC 값이 1.1.1부터 1.1.5 인 제품 5개

가 RFID 리더기를 통해 읽혀지면 RFID미들웨어는 RFID 응

용 시스템에게 EPC의 수가 5개인 ECReport를 전달하게 된다.

RFID 응용 시스템은 ECReport가 수신되면 ONS 와 EPCIS

DS로부터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EPCIS 주

소들을 획득한 후, 각각의 EPCIS에 질의하여 정보를 획득하

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보면 공장의 EPCIS A의 경우는

개별적인 EPC에 대하여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 질의를 각각 5

회씩 총 10회 질의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EPCIS B, EPCIS

C, EPCIS D는 개별적인 EPC에 해당하는 이력정보 각 5회씩

총 15회의 질의가 수행되며, 총 EPCIS와 25회 질의가 수행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한 번에 수집된 EPC의 수가

100개라면 총 500번 통신을 하게 되고 RFID 응용 시스템의

처리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EPCIS와의 반복적인 통신을 제거하여, RFID응용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2.2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BizAF : Business Aware

Framework)는 EPC Network 아키텍처 기반으로 RFID 응

용 시스템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미들웨어를 제

시하고 있다.

(그림 4)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 개념도[12]

(그림 4)는 BizAF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BizAF는 RFID

응용 시스템과 RFID 미들웨어 사이에 위치하여 실시간

RFID 이벤트를 기반으로 EPC Network 아키텍처의 여러

구성요소와 상호작용을 전담한다. BizAF는 BESpec

(Business Event Specification)을 해석하여 RFID 응용 시스

템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BESpec은 BizAF

사용자에 의해서 기술되며, BizAF가 어떻게, 어떤 순서를

가지고 EPC Network 아키텍처의 여러 구성요소와 통신하

여 정보를 획득하고, 이 정보에 비즈니스 룰을 적용하여 비

즈니스 이벤트를 생성할지에 대한 정의를 담당한다[12].

BizAF는 RFID 응용 시스템을 개발 시 습득해야 하는

EPC Network 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통신 규칙과

인터페이스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RFID 응용 시스

템의 개발 시간 단축과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BizAF는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

요소들과 통신을 수행하고 통신을 통해 획득된 정보를

RFID 응용 시스템에 전달해주는 미들웨어 역할을 가져 특

정 도메인에 독립적으로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요소

들과의 통신을 수행한다.

따라서 특정 도메인의 RFID 응용 시스템보다 범용적으로

이용 가능하여 EPC Network 기반 RFID 응용 시스템에서

의 정보 획득을 위한 성능 분석에 용이하며, EPC Network

아키텍처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각각의 통신 모듈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구성요소와의 통신 시간을 동일한 모듈

에서 획득 가능하므로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BizAF역시 기본적인 EPC Network 아키

텍처와 같이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요소와의 통신 횟

수가 증가할수록 RFID 응용 시스템에서 많은 지연을 가지

는 데이터를 제공받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BizAF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실험

을 통하여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방법에 대하여 검증한다.

3.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기법

3.1 기본 개념

(그림 5)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한 EPC Network

아키텍처에서의 정보 획득 흐름

본 논문에서는 EPC Network 아키텍처 기반 RFID 응용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의 개별 EPC마다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질의를 수행하였던 EPCIS

와의 통신을 EPCIS 주소별로 EPC를 그룹화 하여 동일한

EPCIS에 다수의 EPC에 대한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질의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는 EPCIS 주소별 그

룹 질의를 적용한 EPC Network 아키텍처에서의 정보 획득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를 바탕으로 EPCIS주소별로

EPC를 그룹화 하여 질의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RFID 응용

시스템에서 한 차례 ECReport가 수신되면 수신된 ECReport

를 바탕으로 주어진 EPC 수만큼 ONS와 EPCIS DS를 통하

여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EPCIS주소들을

획득한다. 이후 RFID 응용 시스템은 EPC마다 EPCIS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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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TAIN epcList from ALE
2:  SET MasterEPCISInfoList MAP<epcisaddress,List<epc>>
3:  SET EventEPCISInfoList MAP<epcisaddress,List<epc>>
4:  SET MasterDataList MAP<epc,masterdata>
5:  SET EventDataList MAP<epc,List<eventdata>>

6:  FOR each epc in the epcList
7:   OBTAIN epcisaddress(epc) from ONS
8:   IF epcisaddress exists in MasterEPCISInfoList THEN
9:    add epc to MasterEPCISInfoList(epcisaddress)
10:  ELSE
11:   add epcisaddress and epc to MasterEPCISInfoList 
12:  ENDIF

13:  OBTAIN epcisdsaddress(epc) from ONS
14:  OBTAIN epcisaddresslist(epc) from EPCIS DS(epcisdsaddress)

15:  FOR each epcisaddress in the epcisaddresslist
16:   IF epcisaddress exists in EventEPCISInfoList THEN
17:    add epc to EventEPCISInfoList(epcisaddress)
18:   ELSE
19:    add epcisaddress and epc to EventEPCISInfoList
20:   ENDIF
21:  ENDFOR
22: ENDFOR

23: FOR each epcisaddress in MasterDataEPCISAddressList
24:  generate MasterDataQueryParam
25:  OBTAIN masterdatalist from EPCIS(epcisaddress)
26:  REPEAT
27:   parsing each masterdata based on epc in masterdatalist
28:   add epc and masterdata to MasterDataList 
29:  UNTIL (masterdata == null)
30: ENDFOR

31: FOR each epcisaddress in EventDataEPCISAddressList
32:  generate EventDataQueryParam
33:  OBTAIN eventdatalist from EPCIS(epcisaddress)
34:  REPEAT
35:   parsing each eventdata based on epc in eventdatalist
36:   add epc and eventdata to EventDataList 
37:  UNTIL (eventdata == null)
38: ENDFOR

<표 1>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알고리즘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한 EPCIS 주소에 관계되는 EPC

를 그룹화 하여 하나의 EPCIS에 다수의 EPC에 대한 고유

정보 및 이력정보 획득을 위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생성하고,

질의를 수행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EPC 수에 의존적으로 증가하

던 EPCIS와의 통신 횟수를 ALE를 통해 수신된 ECReport

에 포함된 EPC의 수와 관계없이 주어진 EPC의 정보를 지

닌 EPCIS의 수에 의존적인 방법으로 변경하고, 중복된

EPCIS와의 통신을 제거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요소 중 가장 통신 빈도수가 높은

EPCIS의 통신 횟수를 줄임으로써 EPC Network 아키텍처

기반 RFID 응용 시스템의 처리 시간을 향상 시킬 수 있다.

3.2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알고리즘

3.2.1 알고리즘 정의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알

고리즘을 의사 코드를 통해 설명한다. <표 1>은 EPCIS 주

소별 그룹질의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의사코드 이다.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먼저, ALE로부터 ECReport를 수신

하여 EPC 목록을 획득하게 된다. 알고리즘의 6-22줄은 획

득한 EPC 수 만큼 반복하여 ONS와 EPCIS DS를 통해 고

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가지고 있는 EPCIS의 주소를 획득하

게 된다. 획득한 주소를 고유정보를 가지고 있는 EPCIS와

이력정보를 가지고 있는 EPCIS의 주소를 분리하여 각각

MAP<epcisaddress,List<epc>>의 자료구조에 저장을 한다.

알고리즘 23-38줄은 이렇게 저장된 EPCIS의 정보를 바탕으

로 EPCIS와 통신하여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획득하는 알

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 획득 과정은 먼저, 하나의 EPCIS

에 다수의 EPC의 질의를 위한 EPCIS Query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 6)은 다수의 EPC에 대한 질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다. 작성된 질의를 바탕으로 EPCIS를 통하여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획득된 정보는 다수

의 EPC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어 각 EPC 별로 정보를 파싱

하여 MAP<epc,masterdata>와 MAP<epc,List<eventdata>>

와 같은 자료구조에 저장하게 되며 저장하게 되며 추후

EPC 값을 이용하여 해당 EPC의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사용하게 된다.

(그림 6) EPC그룹 질의를 위한 EPCIS질의 예제

3.2.2 알고리즘 적용 예

(그림 7)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한 정보 획득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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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그림 2)와 같은 제품 물류 흐름에 따라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한 정보 획득 예제이다. (그

림 7)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EPC 값이 1.1.1부터

1.1.5 인 제품 5개가 RFID 리더기를 통해 한 번에 읽혀지면

RFID미들웨어는 RFID 응용 시스템에게 EPC의 수가 5개인

ECReport를 전달하게 된다. RFID 응용 시스템은 ECReport

가 수신되면 ONS 와 EPCIS DS로부터 고유정보 및 이력정

보를 보유하고 있는 EPCIS 주소들을 획득한 후 EPCIS별로

질의할 EPC를 그룹화 하여 각각의 EPCIS에 질의하여 정보

를 획득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보면 공장 EPCIS A의 경

우는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 질의를 각각 1회 총 2회 질의를

수행한다. 또한, EPCIS B, EPCIS C, EPCIS D는 각각 이력

정보 1회씩 총 3번의 질의를 수행하게 되며, 총 EPCIS와 5

회 질의가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PCIS 주소별로 그룹화 하여 정보를 획득함으

로써 기존 EPC 개수에 의존적이던 통신횟수를 관련 EPCIS

개수만큼 줄여 EPC Network 아키텍처 기반의 RFID 응용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3.3 성능 향상 기대치 분석

본 절에서는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알고리즘을 적용하

였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EPCIS 통신 시간을 계산

하여 성능 향상 기대치를 분석한다. 성능 향상 분석 기대치

는 EPCIS에서 획득 가능한 고유정보와 이력정보를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3.3.1 고유정보 획득시 성능 향상 기대치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ALE로부터 수신된 ECReport에 포함된 EPC 수 만큼

EPCIS와 통신을 수행하여 고유정보를 획득한다. 식(1)은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고유정보

획득을 위한 EPCIS의 통신 시간 계산식으로 

로 정의

하였다. 여기서 는 ALE로부터 수신된 하나의 EC

Report에 포함된 EPC의 수를 나타내며 는 정보획득을

위한 EPCIS와의 통신시간을 나타낸다.



 

 



 식(1)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였을 경우는 ONS를

통해 획득한 EPCIS의 주소의 수 만큼 EPCIS와 통신을 수

행하여 고유정보를 획득한다. 식(2)는 EPCIS 주소별 그룹질

의를 적용하였을 때 고유정보 획득을 위한 EPCIS의 통신

시간 계산식으로 ′

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는

중복된 EPCIS 주소를 제거한 EPCIS의 수를 나타낸다.

′

  

 





 식(2)

EPCIS 주소별 그룹질의를 적용하여 고유정보를 획득할

때 성능 향상 기대치는 중복된 EPCIS 주소만큼의 EPCIS와

의 통신 시간이 된다. 식(3)은 중복된 EPCIS의 수로





로 정의하였다.





 


 식(3)

앞에서 제시한 식(1),식(2),식(3)을 이용하여 EPCIS 주소

별 그룹질의를 적용하였을 때 성능 향상 기대치 수식을 구

할 수 있다. 식(4)는 EPCIS 주소별 그룹질의를 적용하여 고

유정보 획득시 성능 향상 기대치이며 



 로 정의하였

다. 즉, 식(4)만큼의 통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식(4)

3.3.2 이력정보 획득시 성능 향상 기대치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ALE로부터 수신된 ECReport에서 각각의 EPC가 가지는 이

력정보의 수만큼 EPCIS와 통신하여 이력정보를 획득한다.

식(5)는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통

신해야 하는 횟수를 나타내며 로 정의 하였다. 여기서



는 해당 EPC의 이력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EPCIS의

수를 나타낸다.

 
 







식(5)

식(6)은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력정보 획득을 위한 EPCIS의 통신 시간 계산식으로



로 정의하였다.



 

 



 식(6)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였을 경우는 중복된

EPCIS의 주소를 제거한 수 만큼 EPCIS와의 통신을 수행한

다. 식(7)은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였을 때 이력

정보 획득을 위한 EPCIS의 통신 시간 계산식으로 ′



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

는 중복된 EPCIS 주소를 제

거한 통신해야하는 EPCIS의 수를 나타낸다.

′

  

 

′



 식(7)

EPCIS 주소별 그룹질의를 적용하여 이력정보를 획득할

때 성능 향상 기대치는 중복된 EPCIS 주소만큼의 EPCIS와

의 통신 시간이 된다. 식(8)은 중복된 EPCIS의 수로





로 정의하였다.





 ′


 식(8)

앞에서 제시한 식(5),식(6),식(7),식(8)을 이용하여 EPCIS

주소별 그룹질의를 적용하였을 때 성능 향상 기대치 수식을

구할 수 있다. 식(9)는 EPCIS 주소별 그룹질의를 적용하여

이력정보 획득시 성능 향상 기대치이며 



 로 정의하

였다. 즉, 식(9)만큼의 통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116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제18-D권 제2호(2011. 4)





  

 







 식(9)

식(4)와 식(9)를 정리해 봄으로써 EPCIS와의 통신 횟수에

따른 성능저하를 예상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기대치를 정

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EPCIS 주소별 그룹질

의 시 성능 판단의 주요 기준인 중복 비율을 정리하였다.

3.3.3 EPCIS 주소 중복 비율

앞 절에서 제시한 성능 향상 기대치 분석을 살펴보면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할 경우 중복되는 EPCIS의

주소가 중복해서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능에 많은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PCIS 주소가 중복해서

발생하는 정도를 EPCIS 주소 중복 비율로 정의하였다.

식(10)은 EPCIS 주소 중복 비율을 나타낸 수식으로 

로 정의하였다.

 











× 식(10)

식(10)에서 








 의 값이 1이 되고 ALE

로부터 수집된 ECReport에 포함된 EPC수가 무한대로 증가

하여 의 값이 무한대로 증가하게 되면 중복률

의 값은 0에 가까워진다. 또한 








의 값

과 의 값이 같아지면 의 값은 100이 된다. 따

라서 EPCIS 주소 중복 비율의 범위는 0~100% 구간으로 정

의 할 수 있다. 4절에서는 이러한 중복 비율을 기준으로

EPCIS 그룹 질의가 얼마나 성능을 향상시키는지 실험하여

확인하였다.

4.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설계 및 구현

4.1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설계

본 논문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존의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를 분

석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다.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는 (그림

8)과 같은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12]에서

BusinessEventProcessor모듈과 ExternalSystemAccessor의

모듈에 대하여 확장 설계 되었다.

기존의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의 ExternalSystem

Accessor 모듈은 ALE로부터 수신된 하나의 ECReport에

포함된 EPC의 목록 중 하나의 EPC에 대해서만 ONS,

EPCIS DS와 통신을 수행하여 EPCIS 주소를 획득한다. 획

득한 주소를 바탕으로 EPCIS와 통신을 수행하여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수

의 EPC에 대하여 ONS, EPCIS DS로부터 획득한 EPCIS주

소들의 목록을 전달하도록 확장 설계 되었다.

BusinessEventProcess 모듈은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

에 등록된 BESpec을 바탕으로 EPC Network 아키텍처와의

(그림 8)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 아키텍처[13]

(그림 9) BusinessEventProcessor 모듈 흐름도

통신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조합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그림 9)는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 하였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BusinessEventProcessor의 흐름을 나

타낸다. (그림 9)를 살펴보면 먼저,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ECReport를 수신 받아 해당

epcList를 추출하여 해당 epcList의 수만큼 반복하여 각각의

프로세스(ONSProcess, EPCISDSProcess, EPCISProcess,

EventProcess)들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EPCIS 주소별 그

룹 질의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ONSProcess 와 EPCISDS

Process는 epcList를 매개변수로 받아 해당 epcList만큼 질의

를 수행하며, EPCISProcess는 ONS 및 EPCIS DS를 통해 획

득한 EPCIS 주소별로 질의할 EPC를 그룹화하여 EPCIS 수

만큼 각각의 EPCIS에 질의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각

의 프로세스들은 한번만 수행하게 된다.

(그림 10)은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한 EPCIS

Process모듈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 10)을 살펴보면 BizProcess에 고유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EPCIS 주소목록을 요청하고 BizProcess 모듈은

EPCISProcess 모듈에 List<EPCIS 주소, List(EPC)>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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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명 CPU RAM

ALE Intel Core2 Quad 2.4GHz 2GB

ONS/DS Manager Intel Core2 Quad 2.4GHz 2GB

EPCIS_A Intel Core2 Quad 2.4GHz 2GB

EPCIS_B Intel Core2 Quad 2.4GHz 1GB

EPCIS_C Intel Core2 Duo 1.86GHz 1GB

EPCIS_D Intel Core2 Duo 1.86GHz 2GB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
Intel Core2 Quad 2.4GHz 2GB

<표 2> 실험 대상 시스템 사양

정보를 전달한다. EPCISProcess 모듈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EPCIS 주소별로 다수의 EPC를 그룹화하여 질의할 질의문

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질의문을 바탕으로 EPCIS

Accessor 모듈을 통하여 EPCIS에 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리턴 받는다. EPCISProcess모듈은 이렇게 전달 받은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EPC별로 결과를 분리 하여 BizProcess

모듈에 저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3장에서 제시한 EPCIS 주

소별 그룹 질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다.

(그림 10) EPCISProcess 모듈 흐름도

4.2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구현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는 앞에서 제시한 설계를 바탕으

로 구현되었으며 기존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의 개발환

경에 맞추어 Java Development Toolkit(JDK) 1.6.03 기반으

로 이클립스를 사용하여 구현되었으며, EPC Network 아키

텍처 구성요소와 웹 서비스를 통하여 통신을 하도록 구현되

었다. 또한 User Interface는 Swing 기반으로 구현되어 사

용자는 Swing 기반 UI를 통하여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

를 사용할 수 있다.

5. 실험 및 결과

5.1 실험 환경

5.1.1 실험 대상 시스템

본 논문에서 사용한 EPC Network 아키텍처의 구성요소

들은 EPCglobal 표준인증을 획득한 ALE, EPCIS를 ONS 와

EPCIS DS는 오픈 소스인 ISC BIND[14]를 수정하여 개발

한 ONS/DS Manager[15]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EPC Network 아키

텍처 구성요소의 통신 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 환경의 구

성은 ALE 1대, ONS/DS Manager 1대, EPCIS 4대, 비즈니

스 인식 프레임워크 1대를 이용하여 총 7대를 이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시스템의 사양은 <표 2>와 같다.

5.1.2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EPC는 최대 400개

로 EPC 값의 범위는 urn:epc:id:gid:999.999.1∼urn:epc:

id:gid:999.999.400이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EPCIS의 고유정보는 기본적인 제

품 정보인 제조사, 제품명, 제조일, 판매가의 데이터가 저장

되어있으며 EPCIS의 이력정보는 EPCIS 표준에서 제시된

Event 예제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가장 일반적인 물류 흐름을 정의한 "Generic shipping

/receiving model for a simple retail supply chain[16]"을 살펴

보면 Manufacturer에서의 발생하는 Shipping Event, Distributor

에서 발생하는 Shipping Event, Receiving Event, Retailer에

서 발생하는 Receiving Event로 이어지는 흐름에 따라서 발

생하는 Event를 근거로 하여 하나의 EPC가 가지는 이력정

보의 수를 4로 설정하였으며 따라서 EPCIS의 수도 4개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EPCIS_A에 EPC에 대한

고유정보 400개와 이력정보 400개, EPCIS_B, C, D에 각각

이력정보 400개씩 총 2,000개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5.1.3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지 않았

을 때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요소와의 통신 시간 및

정보 처리 시간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였을 때의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요소

와의 통신 시간 및 정보 처리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즈

니스 인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먼저 ALE로부터 수신 받은 하나의 ECReport에

포함된 EPC수에 따른 통신 시간의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하

여 EPC의 수를 [1, 10, 100, 200, 300, 400]으로 변경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는



118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제18-D권 제2호(2011. 4)

EPCIS 주소 중복 비율 식(10)에 따라 EPCIS의 정보 획득

시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EPCIS 주소 중복 비율을 [0%,

25%, 50%, 75%, 100%]로 변경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중복률 0%의 경우 EPCIS가 400대가 필요하지만, 실제 구축

한 EPCIS는 4대이므로 EPCIS DS에 EPCIS 4대의 가상 주

소를 매핑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EPC수와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라서 EPCIS 주소

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한 총 36개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100번의 반

복 실험을 진행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여 실험결과를 분석하

였다.

EPCIS 주소 중복 비율의 0%에 대한 실험은 EPCIS 주소

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였을 때의 처리 흐름이 변경되므로

이에 따른 정보 처리 시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

을 진행 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EPC Network 아키텍처 각각의 구성요소

에 대한 개별적인 통신 시간과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에

서 ALE로부터 ECReport를 수신 받은 시간부터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의 총시간을 획득하였으며, 전

체 처리 시간에서 EPC Network 아키텍처의 각 구성요소들

과의 통신 시간을 제외한 정보 처리시간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5.2 실험 결과

5.2.1 EPCIS와의 통신 시간 분석

EPC Network 아키텍처 기반 RFID 응용 시스템은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요소와의 통신 시간에 따라 큰 영향

을 받게 된다. (그림 11)은 EPC 1개에 대한 질의를 100회에

걸쳐 EPCIS와의 통신한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을 살펴보면 평균 통신 시간은 525ms, 표준편차는

15ms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일정한

속도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EPCIS의 통신 횟수에 따른 통신 시간 변화

그래프

실험에서 최대로 질의할 EPC개수는 400개로 이를 한번에

EPCIS에 질의 한 경우 역시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이처

럼 EPCIS는 안정적인 속도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EPC정보 획득 시간은 EPCIS와의 통신 횟수에 비례하여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2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EPCIS 정보 획득

시간 분석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EPCIS 정보 획득 시간 분

석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ALE로부터 수

신된 하나의 ECReport에 포함된 EPC 수에 따른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EPCIS와의 통신 시간을 분석

하였다.

(그림 12)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고유정보 획득을

위한 EPCIS와의 통신 시간 변화 그래프

(그림 12)는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고유정보 획

득을 위한 통신 시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를 살펴보면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수행하

지 않았을 경우 ALE로부터 수신한 하나의 ECReport에 포

함된 EPC의 수의 증가에 따라 통신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PCIS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라 EPCIS의 통신 시

간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복 비율이 100%인

경우(Group_100%)는 통신시간이 급격히 줄어 (그림 12)에서

기울기는 0에 가깝다. 자세한 통신 시간은 <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3>은 고유정보 획득시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통신 시간의 감소량을 나타낸다.

<표 3>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고유정보 획득을 위한

EPCIS와의 통신 시간

<표 3>의 감소율은 EPC 수가 하나인 경우를 제외한 감

소율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평균 통신 시간 감소율을 확인해 보면 EPCIS 주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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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비율이 0% 일 경우 4%, 25%일 경우 25%, 50% 일 경우

54%, 75%일 경우 78%, 100% 일 경우 97% 감소하여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라 통신 시간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이력정보 획

득을 위한 EPCIS 통신 시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이력정보 획득시 EPCIS와의 통신시간 역시 고유정보

획득시 EPCIS와의 통신시간과 같이 EPCIS 주소 중복 비율

에 따라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이력정보 획득을

위한 EPCIS와의 통신 시간 변화 그래프

<표 4>는 이력정보 획득시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

른 통신 시간 감소량을 나타낸다. <표 4>의 감소율은 EPC

수가 하나인 경우를 제외한 감소율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

다.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평균 통신 시간 감소율을

확인해 보면 EPCIS 주소 중복 비율이 0% 일 경우 5%,

25%일 경우 29%, 50% 일 경우 56%, 75%일 경우 77%,

100% 일 경우 99% 감소하여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

라 통신 시간이 감소되며, 고유정보 획득의 경우보다 1~2%

정도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이력정보 획득을 위한

EPCIS와의 통신 시간

위의 실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EPICS 주소 중복 비율이

100%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일정한 통신 시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EPCIS 주소 중복 비율이 0% 되었

을 경우에도 적은 폭이지만 통신 시간이 감소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때, <표 3>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EPC

에 대하여 EPCIS에 질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EPCIS의 응

답시간(Response Time)의 경우에 EPC 값 1개를 질의 하였

을 경우와 400개를 한 번에 질의하였을 경우 Trade-off로

EPCIS 질의 당 약 400ms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모되

는 시간에 비하여 RFID 응용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수행하게 되면 기

존의 EPC수에 따라 증가하는 EPCIS와의 통신 시간을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라 통신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PCIS에 다수의 EPC에 대한 질

의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EPCIS의 응답시간이 RFID 응용

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3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전체 처리 시간 분석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전체 처리 시간 분석은

EPC Network 아키텍처 기반 RFID 응용 시스템이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요소와의 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획

득하고,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가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전

체 처리 시간을 본 논문에서 제시한 EPCIS 주소별 그룹 질

의를 적용하였을 경우와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 분석

하였다.

(그림 14)는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전체 처리시

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4)를 살펴보면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EPC수에

따라 큰 폭으로 전체 처리 시간이 증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라 점차 전체 처리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PCIS 주소 중복 비

율이 100% 일 경우 하나의 EPCIS에 접근하면서도 통신 시

간이 EPC수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ONS와 EPCIS DS와의 통신 시간이 전체 처리 시간에

포함되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림 14)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전체 처리 시간

변화 그래프

<표 5>는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전체 처리 시간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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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전체 처리 시간

<표 5>의 감소율은 EPC 수가 하나인 경우를 제외한 감

소율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전체 처리 시간 감소율을 확인해 보면 EPCIS 주소 중

복 비율이 0% 일 경우 6%, 25%일 경우 29%, 50% 일 경우

52%, 75%일 경우 72%, 100% 일 경우 92% 감소하여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라 전체 처리 시간이 EPCIS 통

신 시간 감소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4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정보 처리 시간 분석

(그림 15)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정보 처리 시간

변화 그래프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정보 처리 시간 분석은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였을 경우와 적용하지 않

았을 경우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요소와의 통신 시간

을 제외한 정보 처리 시간에 대한 분석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인식 프레임워크의 정보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15)는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정보 처리 시

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를 살펴보면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였을 때 정보 처리 시간

이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라 점차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6>은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정보 처리 시간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6>의 감소율은 EPC 수가 하나인 경우를 제외한 감

소율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정보 처리 시간 감소율을 확인해 보면 EPCIS 주소 중

<표 6>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정보 처리 시간

복 비율이 0% 일 경우 11%, 25%일 경우 15%, 50% 일 경

우 17%, 75%일 경우 20%, 100% 일 경우 27%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 하였을 때 정

보 처리 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ALE로부터 수신한 하나의 ECReport

에 포함된 EPC의 수 만큼 개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정

보 처리가 이루어졌으나, EPCIS 그룹 질의를 적용하였을 경

우에는 EPC정보를 모아서 각 프로세스를 한번만 호출하여

처리함으로써 정보 처리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EPC들을 그룹화 하는 작업은 메모리상에서 동작하는 것으

로 처리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EPCIS 주소별 그

룹 질의를 적용할 경우에는 EPCIS와의 통신 시간 뿐만 아

니라 RFID 응용 시스템 자체의 정보 처리 시간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EPC Network 아키텍처 기반 RFID 응용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 기법

을 제시 하였으며, 실제 EPC Network 아키텍처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EPC Network 기반 RFID 응용 시스템의 성

능 향상을 증명하였다.

EPC Network 아키텍처 기반 RFID 응용 시스템은 RFID

태그가 부착된 개체의 고유정보 및 이력정보 획득을 위해서

다양한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요소들과 통신을 수행

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 획득을 위해 접근해야 하는 EPC

Network 아키텍처 구성요소와의 통신 횟수는 EPC

Network 아키텍처 기반 RFID 응용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

향을 미친다. 특히, 고유정보와 이력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EPCIS의 경우 ALE로부터 수신한 하나의 ECReport에 포함

된 EPC수와 각 개체가 가지는 이력정보의 수만큼 EPCIS와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RFID 응용 시스템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EPCIS 주소별 그룹 질의를 통하여 동일한

EPCIS와 통신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기존에 ALE를 통해

수집된 EPC수에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던 EPCIS와의 통신

횟수를 정보 획득을 위해 통신해야 하는 EPCIS수에 의존적

으로 통신 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EPC Network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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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른 EPCIS와의 통신 시간, RFID

응용 시스템의 전체 처리 시간, 통신 시간을 제외한 정보

처리 시간 변화를 실험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 적용

시 EPCIS 주소 중복 비율에 따라 처리 시간이 감소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EPC Network 아키텍처 기반 RFID

응용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EPCIS를

제외한 EPC Network 아키텍처의 구성요소인 ONS 및

EPCIS DS와의 통신 횟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RFID 응용 시스템 내부에서 효율적인 분산 물류 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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