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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 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 통제 시스템은 RFID 태그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고 개별 인식을 

통해 출입을 통제 관리한다. 시스템은 관리자의 휴대용 기기(PDA)나 PC 등과 같은 다양한 사무기기

를 통한 모니터링 기능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RFID 를 이용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

축하고 이상 징후 시 자동 알림 기능 지원 및 오피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과 상호 운용이 용이

한 UPnP 미들웨어를 적용한 UPnP 기반의 RFID 시스템을 설계 구현한다. 설계 구현된 시스템은 

UPnP 기반의 RFID 서비스 발견 기술을 지원한다. 

 

1. 서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는 객체의 인식

을 통해 존재 유무를 판단하고 어떤 객체가 무엇인지 

다른 객체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기술이다. RFID

는 제품 정보, 재고관리, 도난관리, 제품 이동 경로 

관리 등을 위한 유통/물류 분야와 원산지 추적, 방역 

및 병력 관리, 이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농수축산업 

분야, 지능형 홈 분야, 교통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응용되고 있다. 또 다른 응용분야로 출입 통제 시스

템 분야는 사람의 통제 구역에 대한 접근제어와 보안

으로 RFID 기술에 있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RFID 태그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고 태

그를 부착한 직원은 해당 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RFID 를 이용한 변조 방지된 신분증은 출입 통

제 수단으로 사용되며 직원의 근태관리도 지원이 가

능하다. 회사의 업무가 복잡해지고 업무 기밀의 통제

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자(직원)의 세밀한 통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출입 통제 구역에서의 

인가되지 않은 내부자가 인식된 경우(이상 징후의 예)

에 대한 알림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RFID 인식 시

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관리자의 PDA 나 P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한 모니터링 기능의 지원도 필요하

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RFID 시스템에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인 UPnP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UPnP

는 네트워킹의 설정이 필요 없이 지역 네트워크에 자

연스런 웹 환경을 지원하며 자동으로 디바이스 및 이

벤트를 인식하고 이를 알려준다[1]. 또한 UPnP 의 논

리적인 디바이스로 RFID 인식 시스템을 만들면 PDA

나 PC 와 같은 사무 기기들을 UPnP 컨트롤 포인트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PLC, WLAN, IEEE 1394 등

과 같이 다른 네트워크의 오피스 애플리케이션들과도 

상호 운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 시스템의 적용 모델로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벤트 관리와 일반 사무 기

기등과 RFID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을 위하여 UPnP

를 적용하여 아키텍처를 설계 구현한다. 이를 위해 

RFID 시스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아키텍처를 제안

한다. 

 
 
 

2. UPnP 기반 RFID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UPnP 기반의 RFID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하여 기업의 각 업무 공간에 대한 개별 출입 관

리 시스템을 설계 구현한다. 이를 위해 RFID 리더를 

논리적인 공간(예:사무실)들로 나누고 논리 공간에는 

RFID 안테나 및 리더를 배치한다. 사용자가 각 공간

을 이동할 때마다 ID 카드에 부착된 태그를 인식하여, 

현재 사용자가 어떤 공간에 있는지, 그것이 적법한지

를 판단한다. 이때 비정상적인 태그의 인식이 있을 

경우 이벤트가 발생되며, 이 사실은 보안 관리자에게 

통보된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특정 공간내의 어

느 위치에 있는지의 정보는 불필요하며, 특정 공간(사

무실, 창고 등)에 사용자의 존재 여부만을 판단한다. 

이렇게 하여 전체 시스템의 비용 및 복잡성을 감소시

킬 수 있다. 

일반 사무환경에서 UPnP 기반의 RFID 시스템은 그

림 1 과 같이 각 사무실에 RFID 리더 및 안테나가 설

치되어 있고 직원들은 RFID 태그가 내장된 신분증을 

소지한다. 각 사무실의 RFID 리더는 실시간으로 리더

에서 읽은 태그(신분증)들의 값을 네트워크로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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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관리 서버에 전송한다. RFID 관리 서버는 RFID 

리더로부터 얻은 태그들의 원본 데이터에 timestamp, 

리더 정보 등을 붙여 데이터를 확장(labeled data)시킨

다. 확장된 원본 데이터에 smooth, merge, arbitrate 등의 

클리닝 기법을 적용하여 원본 데이터의 값을 보정한

다[2, 3]. 보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RFID 데이터 디

바이스(UPnP 디바이스, RFID 관리 서버에 존재)는 서

비스를 UPnP 네트워크 내의 컨트롤포인트들에게 제

공한다. PDA나 PC내의 컨트롤포인트들은 RFID 데이

터 디바이스에게 명령(invoke)을 주어 특정 직원의 위

치나 인가되지 않은 직원의 통제 구역에 대한 접근의 

알림 서비스(이벤트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1 UPnP 기반 RFID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RFID 관리 서버 구성도 

 
 

그림 2는 RFID 관리 서버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RFID 관리 서버는 RFID 리더의 데이터를 수신 받는 

RFID 어댑터와 RFID 데이터를 저장하는 RFID 데이

터 DB, RFID 리더에서 전송된 원본 데이터의 클리닝 

보정 기능과 UPnP 메시지 처리를 담당하는 SQL 쿼리 

생성 모듈, 마지막으로 RFID 데이터 디바이스로 구성

된다. SQL 쿼리 생성 모듈에서는 RFID 원본 데이터에 

대해 부가 필드를 추가하는 labeled data maker 와 

smooth, merge, arbitrate 를 순차적으로 클리닝하고 

UPnP 컨트롤포인트에서 요청하는 UPnP 명령 메시지

를 처리하는 UPnP 쿼리 발생기를 가지고 있다. UPnP 

어댑터는 RFID 관리 서버에 존재하는 RFID 데이터 

디바이스의 서비스 요청을 수신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RFID 데이터 디바이스는 UPnP 디바이스

로 RFID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컨트롤포인트들에게 

RFID 태그의 상태 값들과 RFID 데이터 이벤트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림 3 RFID 데이터 디바이스의 서비스 XML 예 

 
 

그림 3 은 RFID 데이터 디바이스의 서비스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특정 직원의 위치에 대한 검색 요청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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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PnP 기반 RFID 시스템 구현 

그림 4 는 테스트를 위한 구현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RFID 리더는 인식된 태그 정보를 TCP/IP 를 이

용하여 게이트웨이(무선공유기)를 거쳐 RFID 관리 서

버로 송신한다. RFID 관리 서버는 DB에 태그 정보를 

저장하고, 이 데이터는 클리닝 처리를 통해 보정된다. 

보정된 정보는 (보안 모듈에서 그 사실이 적법한지 

판단하고, 적법하지 않을 경우 경고 메시지를 추가하

여) 다시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여 WiFi 를 통해 PDA

로 메시지가 전송된다. PDA 상에서는 각 구역의 사용

자 정보 및 보안 경보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그림 4 구현 구성도 

 

PDA 컨트롤포인트 구현 환경은 UPnP 서비스를 위

해 Intel 사의 UPnP Tool 을 이용하여 구현하고 개발 

툴로는 Microsoft Visual Studio .NET 2003의 C#을 사용

하였다[4]. RFID 관리 서버의 구현 환경은 리눅스 운

영체제에 MySQL 을 이용하여 RFID 데이터 DB 를 구

축하고 gcc 개발 툴을 이용하여 Labeled Data Marker, 

RFID DB 쿼리 생성기, UPnP 어댑터, RFID 어댑터를 

개발하였다[5]. RFID 관리 서버의 RFID 데이터 디바

이스는 컨트롤포인트와 마찬가지로 Intel 사의 UPnP 

Tool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RFID 리더는 4 개의 ALR 9611BC 서큘러 안테나를 

포함하는 ALIEN 사의 ALR-9800 이다[6]. 리더는

900Mhz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태그는 EPC Class 1, 

Gen2 규약을 따르는 ALIEN 사의 ALL-9460 “Omni-

Squiggle”을 사용하였다. 복수의 안테나가 중첩되는 

논리 공간에 대한 태그 인식을 할 때 전파 발산 시기

가 겹쳐(신호 중첩) 신호 감쇄로 인한 성능저하를 막

기 위해 안테나는 순차적으로 신호를 발생하도록 설

정한다. 리더의 read rate 는 10Hz 로 설정하였으며, 수

신된 태그 데이터를 TCP/IP 를 통해 서버로 전송하도

록 notify 모드를 설정하였다. 이 외의 기타 설정은 리

더 장치 기본으로 하였다. 

 
 

 

그림 5 모니터링 위치 추적 

 
 

 

(a)                       (b)   - 

그림 6 이벤트 발생 및 기본 설정 

 
 

그림 5 는 RFID 태그의 관리자 모니터링을 PDA 로 

구현한 것이다. 각 사무실의 구역이 표시되며 각 사

무실 내의 직원이 표시되고 있다. 한 직원의 일정 기

간 동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경로 모니터링

도 가능하다. 그림 6 의 (a)는 인가되지 않은 직원의 

통제 구역에 대한 접근 시 이벤트를 발생하여 관리자 

PDA 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림 

6 의 (b)는 각 구역(사무실)의 설정 상태를 PDA 에 나

타내고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UPnP 기반 RFID 서비스 발견을 지

원하는 RFID 데이터 디바이스를 구현하고 RFID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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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설계 구현된 시스템은 출

입 통제 시스템을 응용분야로 하여 기업의 각 업무 

공간에 대한 개별 출입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RFID 리더를 논리적인 공간(예: 사무실)들로 나누어 

각 논리 공간에는 RFID 안테나 및 리더를 배치한다. 

RFID 태그를 가지고 사용자가 각 공간을 이동할 때

마다 리더는 이를 인식하고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서

비스하고 이동 이력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적법한 공

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비정상적인 태그 

인식이 있을 경우(이상 징후, 미인가된 직원의 출입) 

이벤트가 발생되며, 이 사실을 보안 관리자에게 통보

된다. 이벤트 관리와 관리자 모니터링 및 관리제어를 

지원하기 위해 RFID 시스템에 UPnP 미들웨어를 적용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스템의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RFID 관리 서버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설

계 구현된 RFID 관리 서버는 RFID 어댑터와 RFID 

데이터 DB, 데이터 클리닝을 지원하는 RFID DB 쿼리 

생성기, Labeled Data Maker, UPnP 어댑터, 마지막으로 

RFID 데이터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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