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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식별(ＲＦＩＤ)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

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RFID 리더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에 대한 RFID 태그들의 응답을 받아 태그 수를 추정하여 인식되지 않은 미인식 태그

수( )를 구하고, 상기 미인식 태그 수( )와 일정 태그 수( )를 비교하는 단계; (b) 상기 미인식 태그 수

( )가 상기 일정 태그 수( )보다 크면, 분할 그룹수를 결정하고 상기 RFID 리더에 응답하는 태그 수를 제한

하여 상기 RFID 리더에 응답할 수 있는 RFID 태그들을 선택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선택한 RFID 태그들로부터

상기 RFID 리더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받아 태그 수를 추정하여 상기 미인식 태그 수( )를 구하는

단계; (d) 상기 미인식 태그 수( )와 상기 일정 태그 수( )를 비교하여 상기 미인식 태그 수( )가 상기

일정 태그 수( )보다 작아질 때까지 상기 (b) 단계와 상기 (c) 단계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단계; (e) 상기 미인식 태

그 수( )가 상기 일정 태그 수( )보다 작으면, 최적 프레임 크기를 결정하여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하고, 상기

RFID 리더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에 대한 RFID 태그들의 응답을 받아 태그 수를 추정하여 상기 미인식 태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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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구하는 단계; 및 (f) 상기 미인식 태그 수( )가 0이 될 때까지 상기 (e) 단계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RFID 리더에서 RFID 태그를 인식하는 효율을 향상시켜 고속

태그 인식을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RFID, 프레임 알로하,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태그 수 추정, 태그 인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3은 프레임의 크기 N이 256 슬롯인 경우에 태그 수의 변화에 따른 RFID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낸 그래프,

도 4는 분할 그룹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분할 그룹수의 변화에 따른 RFID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낸 그래프,

도 5는 프레임 크기의 변화에 따른 RFID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낸 그래프,

도 6은 태그 수가 1000 개까지 증가한 경우의 태그 인식에 사용되는 총 슬롯 수를 나타낸 그래프,

도 7은 태그 수가 200 개 미만의 경우의 태그 인식에 사용되는 총 슬롯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식별(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태그 수를 추정하여 추정된 태그 수에 따라 시스템 효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태그 수가 많

은 경우에는 응답하는 태그 수를 제한하고 태그 수가 적은 경우에는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하는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RFID 시스템에서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정보 통신 기기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소위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신 기기 간에 원격에서 효과적으로 서로를 감지 및 인식할 수 있는 무선 인식 기술이 필수

적이며, 대표적인 무선 인식 기술로서 전자식별(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RFID'라 함)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RFID는 바코드(Barcode), 마그네틱 센서, IC-CARD 등과 같은 자동 인식의 한 분야로서 초단파나 장파를 이용하여 마이

크로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RFID는 물류, 유통 분야 및 금융 서비스 등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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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바코드를 대체할 기술로 인식될 정도로 산업계에서 사용이 늘고 있다. 또한, RFID는 마이크로칩에 저장된 데이

터를 얻기 위해 마이크로칩에 판독기를 직접 접촉하거나 가시 거리에서 판독기를 가지고 스캐닝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

없으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RFID 기술은 인식한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RFID 기술에 대한 표준화 지연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현

재의 RFID 기술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RFID 태그(Tag) 간의 충돌로 인해 태그 인식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RFID 시스템은 수동 태그(Passive Tag)를 사용하며, RFID 리더(Reader)가 RFID 태그를 인식하여 RFID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판독하게 된다. RFID 태그를 인식한 RFID 리더는 고유 번호(Serial Number)의 전송을 요청하게 되

며, 전송 요청을 받은 하나 이상의 RFID 태그들은 자신의 고유 번호를 RFID 리더로 전송하여 하나의 RFID 리더에 다수의

RFID 태그가 응답하는 다중 접속(Multiple Access)이 발생하게 된다. 다수의 RFID 태그에 의한 다중 접속이 발생하면

RFID 태그에서 전송한 고유 번호의 충돌이 발생하여 RFID 태그 인식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

는 RFID 태그 충돌 방지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RFID 태그 충돌 방지 기술은 결정론적인(Deterministic) 방식과 확률적인(Stochastic)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확률적인

방법의 일종인 프레임 알로하 충돌 방지 방법(FSA : Framed Slotted ALOHA Anti-Collision Algorithm)을 많이 사용하

고 있다.

여기서, 프레임 알로하는 슬롯(Slot) 알로하 방식의 일종으로서 하나의 채널(Channel)을 공유하는 여러 무선 통신 기기들

이 전송할 데이터가 있을 때, 하나의 무선 통신 기기가 채널을 사용하는 일정한 시간 간격인 타임 슬롯(Time Slot)으로 구

성된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채널 다중 접속 기술이다. 프레임 알로하는 구현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통신 방식이며 RFID 시스템에도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RFID 시스템에 프레임 알로하를 적용하면, RFID 리더의 전송 명령에 대하여 RFID 태그가 응답하는 시간을 고정된 크기의

슬롯으로 나누고 다수의 RFID 태그들이 각자 선택한 슬롯에서 자신의 고유 번호를 전송하게 되며, 여러 개의 슬롯을 하나

의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태그 인식 과정을 수행한다.

도 1은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BFSA : Basic Framed Slotted ALOHA Algorithm)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은 RFID 리더와 RFID 태그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프레임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에서는 RFID 리더에서 RFID 태그로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Broadcast)할 때, RFID 태그에

프레임의 크기와 슬롯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RFID 태그들은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프레임의 크기

와 슬롯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프레임 내에서 자신이 사용할 슬롯을 선택한다. 여기서, RFID 태그에서 전송한 고유

번호가 충돌없이 RFID 리더로 전송된 경우에는 해당 태그가 인식된 것이므로 이후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에 대하여는

해당 태그에서 응답하지 않도록 명령한다.

도 1에 도시된 프레임은 3 개의 슬롯으로 구성된 리드 사이클(Read Cycle)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레임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며, RFID 리더는 5 개의 RFID 태그로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를 전달한다.

첫번째 리드 사이클에서 태그 1과 태그 3은 1번 슬롯에서 자신의 고유 번호를 전송하고, 태그 2와 태그 5는 2번 슬롯에서

자신의 고유 번호를 전송하므로 태그의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태그 4만이 첫번째 리드 사이클에서 인식되었으므로

RFID 리더는 태그 4에게 이후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도록 명령한다. 한편, 태그 1, 2, 3, 5는 태그의 충돌

로 인해 첫번째 리드 사이클에서 인식되지 않았으므로 RFID의 두번째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에 대하여 두번째 리드 사이

클에서 랜덤(Random)하게 슬롯을 선택하여 응답하게 된다. 두번째 리드 사이클에서는 태그 2와 태그 5는 1번 슬롯에서

충돌이 발생하며, 태그 1과 태그 3은 각각 2번 슬롯과 3번 슬롯에서 인식된다.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은 전술한 방식으로 RFID 태그를 인식하게 되므로, 태그의 수가 많은 경우에 작은 크기의 프레임

을 사용하면 리드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태그 간의 충돌로 인해 태그 인식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태그의 수가 적은 경우에 큰 크기의 프레임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슬롯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레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동적 프레임 알로하 방식

(DFSA : Dynamic Framed Slotted ALOHA Algorithm)과 태그 수 추정 프레임 알로하 방식(AFSA : Advanced Framed

Slotted ALOHA Algorithm)이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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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프레임 알로하 방식은 그 구현 방법에 따라 많은 변형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충돌이 발생하는 슬롯 수

가 프레임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프레임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프레임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빈 슬롯이 발생한 경

우에는 프레임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이다. 태그 수 추정 프레임 알로하 방식은 RFID 리더의 인식 범위 내의 태그 수를 추

정하여 최적의 프레임 크기를 결정하여 태그 인식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리드 사이클을 수행한 후 얻어진 태그의 충

돌 여부에 따른 슬롯의 상태를 이용하여 다음 리드 사이클에 사용될 프레임의 크기를 결정한다.

동적 프레임 알로하 방식과 태그 수 추정 프레임 알로하 방식은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하여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보다

태그 인식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RFID 리더에서 인식할 RFID 태그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동적 프레임 알로하

방식과 태그 수 추정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하더라도 태그의 충돌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태그의

고속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RFID 태그 수를 추정하여 추정된 태그 수에 따라 시스템 효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태그 수가 일정 값보다 많은 경우에는 응답하는 태그 수를 제한하고 태그 수가 일정 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프레

임의 크기를 조절하는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RFID 시스템에서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에 의하면, RFID 리더에서 RFID 태그(Tag)를 인식하여 상기 RFID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판독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Partial Response Framed Slotted ALOHA Algorithm)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RFID 리더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에 대한 RFID 태그들의 응답을 받아 태그 수

를 추정하여 인식되지 않은 미인식 태그 수( )를 구하고, 상기 미인식 태그 수( )와 일정 태그 수( )를

비교하는 단계; (b) 상기 미인식 태그 수( )가 상기 일정 태그 수( )보다 크면, 분할 그룹수를 결정하고 상기

RFID 리더에 응답하는 태그 수를 제한하여 상기 RFID 리더에 응답할 수 있는 RFID 태그들을 선택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선택한 RFID 태그들로부터 상기 RFID 리더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받아 태그 수를 추정하여 상

기 미인식 태그 수( )를 구하는 단계; (d) 상기 미인식 태그 수( )와 상기 일정 태그 수( )를 비교하여

상기 미인식 태그 수( )가 상기 일정 태그 수( )보다 작아질 때까지 상기 (b) 단계와 상기 (c) 단계를 반복해

서 수행하는 단계; (e) 상기 미인식 태그 수( )가 상기 일정 태그 수( )보다 작으면, 최적 프레임 크기를 결정

하여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하고, 상기 RFID 리더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에 대한 RFID 태그들의 응답을 받아 태그 수를

추정하여 상기 미인식 태그 수( )를 구하는 단계; 및 (f) 상기 미인식 태그 수( )가 0이 될 때까지 상기 (e) 단

계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

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은 시스템 효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태그의 수가 최대 프레임 크기보다 많은 경우에는

응답하는 태그의 수를 제한하며(태그 응답 제한 과정), 프레임의 크기가 응답할 수 있는 태그의 수에 비해 큰 경우에는 프

레임의 크기를 줄이는(프레임 크기 변경 과정) 방식이다. 여기서, 시스템 효율이란 전체 프레임 중에서 충돌없이 태그를 인

식한 슬롯의 비율을 의미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RFID 시스템의 RFID 리더는 RFID 태그를 인식하는 최초의 리드 사이클에서 초기값으로 정해진

프레임을 이용하여 태그를 읽는다(S200). 최초의 리드 사이클의 수행하면, 프레임 내의 빈 슬롯의 개수( ), 태그 1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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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태그가 인식된 슬롯의 수( ), 데이터의 충돌이 발생한 슬롯의 수( )를 구할 수 있다. 리더는 , , 값을

이용하여 태그의 수를 추정하게 되며, 태그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수학식 1의 태그 수 추정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S202).

수학식 1

수학식 1의 태그 수 추정 함수는 체비쉐프 부등식(Chebyshev's Inequality)의 성질을 이용하며, 태그 수(n)를 변경시키면

서 실측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측정하여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값을 리더의 명령에 응답한 태그 수로 추정한다. 수학

식 1에서 N은 프레임의 크기이며, , , 은 각각 프레임 크기 N을 이용하여 리드 사이클을 거쳤을 때 나올 수 있

는 빈 슬롯 수, 태그가 인식된 슬롯 수 및 태그의 충돌이 발생한 슬롯 수의 기대값을 의미한다.

태그 수를 추정하면, 추정한 태그 수에서 첫번째 리드 사이클에서 태그가 인식된 슬롯 수( )를 감하여 인식되지 않은 태

그 수( )를 구한다. 리더는 추정을 통해 얻은 인식되지 않은 태그 수( )와 일정 태그 수( )를 비교한다

(S204). 이 보다 큰 경우에는 태그 응답 제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 보다 작은 경

우에는 프레임 크기 변경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태그 응답 제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효율을 가장 높게 하는 태그 수로 태그들이 리더에 응답할 수 있도록 분할

그룹수를 결정한다(S206). 분할 그룹수를 결정하는 상세한 과정은 도 4에 대한 설명에서 후술한다. 분할 그룹수를 결정하

면, 리더는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를 태그에 브로드캐스트할 때 결정된 분할 그룹수와 랜덤 변수를 함께 태그로 전송한다.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를 받은 태그들은 리더로부터 받은 랜덤 변수와 자신의 고유 번호를 조합하여 새로운 수를 만들게

되며, 이 수를 분할 그룹수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 되는 태그들만 리더의 요청에 응답하게 된다(S208). 즉, 리드의 고유 번

호 요청에 응답하는 태그 수를 제한하여 태그를 읽어들인다.

리더는 고유 번호 요청에 응답한 태그들을 읽어들인 후에 S202 단계와 같이 수학식 1을 이용하여 태그 수를 추정한 후 전

체 응답 가능한 태그 수를 추정한다(S210). 여기서, 전체 응답 가능한 태그 수는 분할 그룹수와 S208 단계의 리드 사이클

을 수행한 결과 S210 단계에서 추정한 태그 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전체 응답 가능한 태그 수를 추정하면, 추정한 전체

응답 가능한 태그 수에서 S208 단계의 리드 사이클에서 태그가 인식된 슬롯 수를 감하여 인식되지 않은 태그 수( )

를 구한다. 한편, 태그 응답 제한 과정에서는 매 리드 사이클마다 분할 그룹수를 새롭게 결정하고 태그 수를 추정한다.

S206 단계부터 S210 단계까지의 태그 응답 제한 과정을 거치면, 다시 S204 단계로 이동한다. S204 단계에서는 태그 응답

제한 과정을 거친 후에 인식되지 않고 남아 있는 태그수( )를 와 다시 비교하여 이 보다

작은 경우에는 프레임 크기 변경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프레임 크기 변경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리더는 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게 된다(S212).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남아있는 태그들을 최대 시스템 효율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한다(S214).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최적 프레임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은 도 5

에 대한 설명에서 후술한다. 리더는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 랜덤 변수, S214 단계에서 조정된 프레임의 크기 등의 파라미

터를 태그에 브로드캐스트한다. 태그들은 리더로부터 전달받은 파라미터와 자기의 고유 번호를 이용하여 프레임에서 자신

이 사용할 슬롯 번호를 결정하고 결정한 슬롯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하며, 리더는 요청에 응답한 태그들을 읽어들인다

(S216).

한편, S212 단계에서 최대 시스템 효율을 가지는 프레임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되면, 리더는 프레임 크기를 조정하지 않고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 랜덤 변수, 프레임의 크기 등의 파라미터를 태

그로 전달하여 요청에 응답한 태그들을 읽어들인다.

리더는 고유 번호 요청에 응답한 태그들을 읽어들인 후에 S202 단계와 같이 수학식 1을 이용하여 태그 수를 추정한다

(S218). 태그 수를 추정하면, 추정한 태그 수에서 S216 단계의 리드 사이클에서 태그가 인식된 슬롯 수를 감하여 인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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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태그 수( )를 구하며, 값이 0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220). 값이 0이면 남아 있는 태그들

을 리더에서 모두 인식한 것이므로 태그 인식 과정을 마치게 되며, 값이 0이 아니면 다시 S212 단계로 이동하여

남아 있는 태그들을 최대 시스템 효율로 인식할 수 있도록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하여 태그 인식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도 3은 프레임의 크기 N이 256 슬롯인 경우에 태그 수의 변화에 따른 RFID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RFID 태그에서 RFID 리더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 프레임 내의 임의의 슬롯 구간에서 리더로 응답하게 된다.

프레임의 크기가 N, 태그의 수가 n일 때, 하나의 슬롯 내에 r개의 태그가 존재할 확률은 이항 분포(Binomial Distribution)

를 따르므로, 수학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2

따라서, 프레임의 크기가 N인 RFID 리더에서 한 리드 사이클 동안 태그가 인식된 슬롯의 수, 즉 리더에서 읽을 수 있는 평

균 태그 수는 수학식 3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수학식 3

따라서, 시스템 효율은 수학식 4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수학식 4

시스템의 효율이 가장 높을 때의 태그 수는 수학식 2를 미분하여 그 미분 결과를 0으로 하는 값이며, 이 값은 수학식 5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5

수학식 5를 이용하여 태그 수가 n인 경우, 최적의 프레임 크기는 수학식 6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수학식 6

수학식 6을 태그 수가 일정 규모(단, ) 이상일 때, 테일러 급수(Taylor Series)를 이용하여 전개하면 수학식 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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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7

수학식 7에 의해 프레임의 크기 N이 각각 64, 128, 256일 때, 최적 응답 태그 수 n은 각각 63, 127, 255가 된다. 그러므로,

최적 응답 태그 수 n은 프레임의 크기와 근사한 값을 갖는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의 크기 N이 256 슬롯인 경

우에는 수학식 5에 따른 결과대로 태그 수가 255개일 때, 최고의 시스템 효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RFID 시스템이 높은 시스템 효율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 2에 대한 설명에서 전술한 대로 태그 수에 따라 프레임의

크기 N을 조절하거나 최대 프레임 크기에 맞게 분할 그룹수를 이용하여 응답하는 태그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도 4는 분할 그룹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분할 그룹수의 변화에 따른 RFID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본 발명의 RFID 시스템은 분할 그룹수로 2의 지수(2, 4, 8...)를 이용할 수 있다. 2의 지수를 이용하는 경우, RFID 태그는

쉬프트 레지스터(Shift Register)를 이용하여 자신의 그룹을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다. 도 2의 태그 응답 제한 과정에서 2

의 지수로 구성된 분할 그룹수를 적용하면 기존에 응답하는 태그 수를 1/2, 1/4, 1/8로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을 적용하여 태그 인식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할 그룹수를 이용하여 태그 응답을 제한한 경우의

시스템 효율이 태그 응답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수학식 4를 이용하여 응답 가능한 최적의 태그

수( )를 결정할 수 있으며, 최대 프레임의 크기가 256 슬롯인 경우에는 를 결정하기 위해 수학식 4를 이

용하여 수학식 8을 도출할 수 있다.

수학식 8

수학식 8을 풀이하면,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도 2의 태그 응답 제한 과정과 프레임 크기 변경 과정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일정 태그 수( )는 354가 된다. 한편, 분할 그룹수가 4인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학식 6

의 n/2 대신 n/4를 대입하고, 분할 그룹수가 8인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학식 6의 n/2 대신 n/8을 대입하면 된다. 또

한, 8 이상의 분할 그룹수를 적용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따라서, 추정을 통해 얻은 인식되지 않은 태그 수( )에 따른 분할 그룹수는 수학식 9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분할 그룹수가 1 개인 경우는 태그 응답을 제한하지 않는 기존의 태그 인식 방식과 같다.

수학식 9

분할 그룹수의 변화에 따른 RFID 시스템의 효율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한 번의 리드 사이클에 응답하는 태그 수가

354개 이하이므로 리더의 시스템 효율은 도 4에 표시된 직선의 윗부분(34.8 %)에서 항상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의 태그

인식 방식에서는 태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 시스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지만, 본 발명의 태그 인식 방식에서는 높은

시스템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도 5는 프레임 크기의 변화에 따른 RFID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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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수 추정을 통해 얻은 값이 보다 작은 경우에는 도 2의 프레임 크기 변경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값에 대한 최적의 프레임 크기를 찾아 리더의 프레임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수학식 4를 이용하여 프레임의 크기

를 변화시키면서 시스템의 효율을 측정하면, 도 5에 도시된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최적 프레임 크기는 도 5에서

값에 해당하는 태그 수를 찾아 가장 높은 시스템 효율을 가지는 프레임 크기를 선택하면 된다. 따라서, k번째 리드 사이클

의 프레임 크기를 라고 하면, 를 수학식 10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수학식 10

수학식 10에서는 최대 프레임 크기가 256 슬롯이고, 프레임의 크기가 16 슬롯보다 작은 경우에는 오버헤드(Overhead)가

크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 크기는 16 슬롯으로 설정하였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6은 태그 수가 1000 개까지 증가한 경우의 태그 인식에 사용되는 총 슬롯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도 7은 태그 수가

200 개 미만의 경우의 태그 인식에 사용되는 총 슬롯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6과 도 7은 기존의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BFSA) 및 동적 프레임 알로하 방식(DFSA)과 본 발명의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PRFSA)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태그 수가 최대 프레임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도 2의 태그 응답

제한 과정이 적용되므로 태그 응답 제한 과정의 태그 인식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도 6의 그래프를 이용하며, 태그 수가

최대 프레임 크기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 2의 프레임 크기 변경 과정이 적용되므로 프레임 크기 변경 과정의 태그 인식 성

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도 7의 그래프를 이용한다.

여기서, 각 방식에서 사용하는 최대 프레임 크기는 256 슬롯으로 설정하며,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은 256 개의 슬롯으로

구성된 프레임을 이용하고 동적 프레임 알로하 방식은 프레임의 크기가 16 슬롯인 경우부터 시작하여 최대 프레임 크기까

지 증가하도록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의 초기 프레임 크기는 128 슬롯으로 설정

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그 수가 1000 개까지 증가하면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과 동적 프레임 알로하 방식에서는 태

그 수가 최대 프레임 크기보다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태그를 인식하지 못하는 리드 사이클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태그 수

의 증가에 따른 사용 슬롯의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반면에, 본 발명의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에서는 태그 수의

증가에 따른 사용 슬롯의 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태그 응답 제한 과정을 적용하여 리더의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

는 태그의 수를 최대 프레임 크기에 맞추어 태그 인식률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그 수가 1000 개인 경우 본 발명의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은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 및 동적 프레임 알

로하 방식과 비교하여 각각 100%와 85%의 태그 인식 성능이 향상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그 수가 200 개 미만인 경우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은 태그의 수에 비해 큰 크기의 프레임을

사용하므로 슬롯의 낭비가 심하다. 동적 프레임 알로하 방식의 경우는 태그 수의 증가에 따라 프레임의 크기를 증가시켜

태그의 충돌을 줄이기 때문에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보다는 향상된 성능을 나타낸다. 다만, 동적 프레임 알로하 방식에

서는 태그 수의 증가에 따라서 프레임의 크기가 빠르게 증가하여 최대 프레임 크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태그 수의 증가에

따른 사용 슬롯의 증가폭은 기본 프레임 알로하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본 발명의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은 초기 프레임의 크기를 128 슬롯으로 설정하여 초기 사용 슬롯의 수는 많으나,

프레임 크기 변경 과정에서 초기 추정 단계를 마치면 최적의 시스템 효율을 가지도록 동적으로 프레임의 크기를 변화시키

게 된다. 따라서, 일정 태그 수(120 개) 이상이 되면 사용하는 슬롯 수가 기존의 방식들에 비해 빠르게 줄어들게 되어 기존

의 방식보다 향상된 태그 인식 성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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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RFID 태그 수를 추정하여 추정된 태그 수에 따라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하거

나 응답하는 태그의 수를 제한하여 RFID 리더에서 태그 수의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한 효율 이상으로 태그를 인식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RFID 리더에서 RFID 태그를 인식하는 효율을 향상시켜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식별(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RFID'라 함) 리더에서 RFID 태그(Tag)를 인식하여 상기 RFID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판독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Partial Response Framed Slotted

ALOHA Algorithm)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RFID 리더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에 대한 RFID 태그들의 응답을 받아 태그 수를 추정하여 인식되지 않은 미인

식 태그 수( )를 구하고, 상기 미인식 태그 수( )와 일정 태그 수( )를 비교하는 단계;

(b) 상기 미인식 태그 수( )가 상기 일정 태그 수( )보다 크면, 분할 그룹수를 결정하고 상기 RFID 리더에

응답하는 태그 수를 제한하여 상기 RFID 리더에 응답할 수 있는 RFID 태그들을 선택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선택한 RFID 태그들로부터 상기 RFID 리더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받아 태그 수를

추정하여 상기 미인식 태그 수( )를 구하는 단계;

(d) 상기 미인식 태그 수( )와 상기 일정 태그 수( )를 비교하여 상기 미인식 태그 수( )가 상기 일정

태그 수( )보다 작아질 때까지 상기 (b) 단계와 상기 (c) 단계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단계;

(e) 상기 미인식 태그 수( )가 상기 일정 태그 수( )보다 작으면, 최적 프레임 크기를 결정하여 프레임의 크

기를 조정하고, 상기 RFID 리더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에 대한 RFID 태그들의 응답을 받아 태그 수를 추정하여 상기 미

인식 태그 수( )를 구하는 단계; 및

(f) 상기 미인식 태그 수( )가 0이 될 때까지 상기 (e) 단계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RFID 리더는, 수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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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프레임 크기, n : 태그 수, : 빈 슬롯 수의 기대값, : 태그가 인식된 슬롯 수의 기대값, : 태그의 충돌이 발

생한 슬롯 수의 기대값, : 빈 슬롯의 수, : 태그가 인식된 슬롯의 수, : 태그의 충돌이 발생한 슬롯의 수)

을 이용하여 태그 수를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

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추정한 태그 수는 상기 (b) 단계에서 선택한 RFID 태그들로부터 상기 RFID 리더의 고유 번호 요청 메시

지에 대한 응답을 받아 추정한 태그 수에 상기 분할 그룹수를 곱하여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상기 (c) 단계 및 상기 (e) 단계의 상기 미인식 태그 수( )는 각각 해당 단계에서 추정한 태그 수에서

해당 단계의 리드 사이클에서 태그가 인식된 슬롯 수를 감하여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

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일정 태그 수( )는, 수학식

(N : 최대 프레임 크기, n : 태그 수, , : 태그가 인식된 슬롯 수)

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

그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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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대 프레임 크기(N)가 256 슬롯인 경우에, 상기 일정 태그 수( )는 35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

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 그룹수는 2의 지수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미인식 태그 수( )가 상기 일정 태그 수( )보다 큰 경우에는 시스템 효율이 34.8% 이상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상기 분할 그룹수를 결정하여 상기 RFID 리더에 응답하는 태그 수를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분할 그룹수를 결정하면 상기 RFID 리더에서 상기 분할 그룹수 및 랜덤 변수를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와 함께 RFID

태그들로 전달하며, 상기 랜덤 변수와 RFID 태그의 고유 번호를 조합하여 생성한 수를 상기 분할 그룹수로 나누었을 때 나

머지가 0이 되는 RFID 태그들을 상기 RFID 리더에 응답할 수 있는 RFID 태그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

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 프레임 크기는, 수학식

(N : 프레임의 크기, n : 태그 수, : 태그를 인식한 슬롯 수)

을 이용하여 프레임의 크기(N)를 변화시키면서 상기 미인식 태그 수( )에 따라 가장 높은 시스템 효율을 가지는 프

레임 크기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

등록특허 10-0567963

- 11 -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상기 프레임의 크기를 최적 프레임 크기로 조정하면, 상기 RFID 리더에서 고유 번호 요청 메시지, 랜덤 변수 및 최적 프레

임 크기를 포함한 파라미터를 RFID 태그들로 전달하며, RFID 태그에서는 최적 프레임 크기로 조정된 프레임에서 자신이

사용할 슬롯을 결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

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최소 프레임 크기는 16 슬롯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분할 응답 프레임 알로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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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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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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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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