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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MIDDLEWARE 



  

RFID M/W의 정의 

▣ RFID M/W는 RFID, Barcode, 온도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리더나 

   센서 등을 별도의 인식장비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필터링 등 가공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RFID M/W의 범위 

▣ RFID M/W는 협의 또는 광의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기술적 

    의미에서의 미들웨어는 협의의 미들웨어를 그 범위로 한다. 



  

요구기술 

▣ RFID 기술은 무선 전파를 통해서 비 접촉, 비 조준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특히, RFID 미들웨어는 이러한 기술적 요소에 있어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분야이다. 



  

요구기능 

1. Reader and device Management → 이기종, 멀티 Reader 관리,  

바코드 스캐너 

2. Data management → DB Warehousing, Mining(for What – Tag ID, 

Reader ID, Reader Location) 

3. Application integration → Real-Time integration 

4. Partner integration 

5. Process Management → Business Process Control 

6. Packaged RFID Content → Component 형태의… 

7. Architecture scalability and administration → 쉽게, 용이하게, 누구나 



  

M/W의 주요구성 



  

M/W의 기능적 구조 

▣ Application Integration 

 Device Interface에서 제공되는 정보 

 와 Business Process Management 

 의 범용 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을 담당 

▣ Business Process Management 

 Device Interface로부터 전달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황인식을 위한 

 정보처리, 정보표현, 정보교환 및 장치 

 와의 데이터 동기화 등의 상황 역할을 

 담당 

▣ Device Interface 

 RFID나 센서, 바코드 등과 같은 형태 

 의 데이터 리더나 센서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상위에 존재하는 

 Middleware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Enterprise Architecture 

내의 Middleware 



  

M/W의 기능적 계층 구조 

▣ 프로세스 미들웨어 

 통합 데이터 연계 처리 

 단위 전문 프로세스 기능 구현 

 단위 기능 조합으로 상위 시스템 구축 

▣ 셀 미들웨어 

 단위 공정 하위 미들웨어 연결 관리 

 저 수준 데이터 요약 집계 

 자체 데이터 저장 및 추적 관리 기능 

▣ 종단 미들웨어 

 종단에 위치한 Edgeware 

 현장정보 자동인식 

 자동설비제어 및 라인 컨트롤 

 잘못된 데이터의 보정 

 작업자/설비 인터페이스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처리 



  

Middleware Architecture 

Single-tier Architecture Multi-tier Architecture 

 Middleware의 기능 리더제어, 데이터  

      필터링 및 라우팅, Track and Trace를 

      실시한다. 

 

 Middleware의 역할 취합한 데이터를 

      Database 또는 WMS에 전달한다. 

 리더제어, 기본적인 데이터 필터링 및 

      취합을 실시한다. 

 각 리더로부터 취합한 데이터의 필터링 및  

      BP(Business Process)에 맞춘 데이터 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Middleware의 역할 취합 및 조정된 데이터 

      를 Database, MS, ERP 및 파트너사에 전달 

      한다. 



  

RFID Middleware 의 필요성 

 RFID Tag 적용 제품이 증가되면, Network 상으로 전송된 데이터 양과 데이터 가공 

 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의 과부화가 예상됨 

 향후 데이터의 신뢰성과 신속성, 기존 시스템과의 운영적 조화를 위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 



  

구성요소 (1/2) 



  

구성요소 (2/2) 

EMS 
• Event Management System(EMS) 

• 실시간으로 EPC 데이터를 취득, 필터링, 전달, 로깅하는 시스템 

RIED 

• Real-time In-memory Event Database(RIED) 

• 다양한 리더로부터 읽은 TAG 정보를 보관하여 쿼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 

TMS 

• Task Management System(TMS) 

• Task의 스케쥴링 및 실행하는 시스템. Task는 데이터의 감시 전달의 역할 등에  

     사용됨 



  

EMS Framework 

개요 

• EPC 데이터의 취득, 필터링, 전달의 역할을 담당 

• Edge Savant 기반에서 Savant 네트워크를 통해 취득한 EPC 데이터를 지정한  

     대상에게 제공한다 

요구 

사항 

• High-performance system이어야 함 

• 상이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복수의 EPC 리더를 지원 

• 데이터의 입출력에 따른 이벤트 필터 지원: smoothing, coordination, forwarding 

• 다양한 데이터 전달 수단 지원: Database, Memory model, remote server 

     (http, soap, jms) 

• 충돌 이벤트의 조절 능력 



  

EMS 

EMS 

구성 

• 리더 어댑터 : EPC 데이터의 취득을 위한 리더와의 통신 역할 

• 이벤트 큐 : 다양한 리더로부터 취득한 EPC 데이터의 전달을 위한 Queuing 시스템 

• 이벤트 필터 : 필터링한 데이터의 취득 및 전달을 담당 

• 이벤트 로거 :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형태로(http, soap, jms) 

     전달하는 역할 



  

EMS 예제 



  

리더 어댑터 

리더  

어댑터 

• EPC 데이터의 취득을 위한 리더와의 통신을 담당 

• 다양한 리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받은 데이터를 Event Queues나 Filter  

     Loggers에 전달하는 역할 

• All modules which capture data from the readers have to implement Reader 

     Adapter Interface to be part of the EMS framework  



  

리더 어댑터 예제 



  

이벤트 큐 

이벤트 
큐 

• 이벤트 정보를 버퍼화하여 관리하는 역할 

• 다양한 리더어댑터로부터 취득한 EPC 데이터를 취합하여 여러 이벤트 로거로 전달 

• All event queues should implement Reader Interface to be part of the Event 

     Framework 



  

이벤트 큐 예제 



  

이벤트 필터와 이벤트 로거 

이벤트 
필터 

• 이벤트 제공자와 이벤트 이용자 사이에 위치하여 데이터의 조정 및 전달 역할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정보로부터 데이터를 취득, 필터링 

• 데이터 필터링 기준: EPC, EPC prefix, Reader EPC, Reader Location, Time 

• Event Filters should implement Event Filter Interface to be part of the   

     framework 

이벤트 
로거 

• 이벤트를 전달하는 역할 

• 로거의 종류 

• Database logger: 이벤트(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 RIED logger: 이벤트(데이터)를 RIED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 Network loggers: 이벤트(데이터)를 remote 서버에 전달한다 

• Event Loggers should implement Reader Interface to be part of the EMS   

     framework 



  

RIED Framework 

기능 
• 실시간 인메모리 이벤트 데이터베이스는 Edge Savant로부터 취득한 최종 이벤트 

     정보를 관리 

요구 

사항 

• High-performance in-memory database 

• 데이터베이스는 multiple snapshot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표준 API(JDBC)를 제공 

선택 

디자인 

• Reduced Data Manipulation Language(DML) complexity 

•  Reduced Data Definition Language(DDL) complexity) 

•  Simple query optimization 

•  No constraint maintenance and triggersConfidential, for sponsors only 



  

TMS Framework 

기능 

• Task 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 기능 

• Task Management System(TMS) manages tasks as operating system  

     manages processesConfidential, for sponsors only 

요구  

사항 

• TMS는 플랫폼 독립적이어야 함 

• TMS는 task의 실행에 의해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야 함 

• 스케쥴에 따라 수행 중인 Task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 하거나 task의 삭제 가능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플랫폼 독립적인 인터페이스의 지원을 통해 제공하는 기능을 타 어플리케이션 

     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E-2 



  

설계 

E-1 



  

Task Manager 

정의 

• Task Manager is responsible for and maintaining tasks running savant on  

     behalf of user 

• Every task submitted to the system consists of a schedule, which determines 

     how often the task must run, whether it should be continuous running, etc.  

• Depending on the schedule, the Task Manager attempts to resolve which to 

     run at each time interval Confidential, for sponsors only 

종류 

• One-time task: 단발성 요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되돌려주는 task 

• Recurring task: 주기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task 

• Permanent task: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task 

• 또한 그 Reference에서는 수행 task는 system 내의 모든 facility에 접근 가능하다 

     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