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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RFID 기술을 수원 화성행궁 미아위치추적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적용한 결과

인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특징들을 파악해본다. 
 

                                                           
* 교신저자 : 김남기 (ngkim@kgu.ac.kr) 

1. 서론 

유비쿼터스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자신에

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인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RFID 기술은 사용

자 인식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RFID 시스템을 수원 화성행궁에서 미아위치추

적 실험에 적용하고, 이 실험의 로그 데이터 분석을 
하여 시스템의 문제점과 특징을 찾아 내고자 한다. 
 
2. 관련연구 및 실험환경 

2.1 관련연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접촉 없이 개체에 대한 
정보를 읽거나 기록하는 자동 인식 기술 시스템이다. 
현재 이 RFID 기술을 이용하여 출입 통제 보안, 동물

의 인식 및 추적, 작업의 자동화, 재고관리, 재고자산 
추적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하지만 RFID 기술

을 이용한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 분석에 관련한 국내 
논문은 미비한 상태이다.  

 
2.2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는 수원 화성행궁에서 RFID 기반하여 
미아위치추적 시스템을 아이를 동반한 가족 또는 단
체를 대상으로 2009 년 5 월 23 일부터 24 일 까지 실
험하였다. (그림 1) 은 수원 화성행궁의 리더의 배치를 
보여주며, 지도상의 번호는 리더에 부여된 ID 를 나타

낸다. RFID 리더가 설치된 출입문에 태그를 소지한 
사용자가 지나가게 되면 태그의 식별정보를 가져와 
로그 데이터로 남긴다.  

  

(그림 1) 수원 화성행궁의 RFID 리더 배치[3] 

 
3. 로그 데이터의 구조 및 분석 

3.1 로그 데이터의 구조 

로그 데이터는 태그가 RFID 리더를 통과할 때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이며, Group ID, Tag ID, Pre 
Reader ID, Reader ID, Time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2) 와 같다. 
 

Group ID Tag ID Pre Reader ID Reader ID Time

(그림 2) 로그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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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복 로그 데이터 분석 

중복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와 같은 의미

를 지닌 데이터가 존재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그림 3) 과 같이 바로 이전의 로그 데이터와 같은 내
용의 로그 데이터가 약 6 초 또는 7 초의 패턴으로 반
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중복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그림 3) 중복 데이터 

그리고 중복 로그 데이터는 1 회 또는 그 이상 나
타는데, 중복 로그 데이터간의 간격은 약 6~7 초 사이

로 일정하다. 따라서 중복 로그 데이터가 N 회 중복 
시 『N * (6~7)초』가 성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

자가 출입문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추측할 수 있
다.  
 
3.3 누락 로그 데이터 분석 

누락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수원 화성행궁에서 사
용자는 리더기를 통과하여 이동하였지만,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더와 리더 사이를 
건너 뛰는 로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 리더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리더에서 한번에 이동 할 수 있는 경
우와 자신을 가리켜 이웃 리더라고 한다. (그림 1) 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1> 이웃 Reader ID 관계 

Reader ID 이웃 Reader ID 
1 1, 2, 4, 5 
2 1, 2, 3, 4, 5, 8 
3 2, 3, 6, 7, 8, 9 
4 1, 2, 4, 5 
5 1, 2, 4, 5 
6 3, 6, 7, 8, 9 
7 3, 6, 7,8, 9 
8 2, 3, 6, 7, 8, 9 
9 3, 6, 7, 8, 9 

 
즉, 연속된 두 개의 로그 데이터에서 이웃하지 않

는 리더 ID 가 나타났을 경우에 두 개의 리더 사이에 
데이터가 누락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4. 로그 데이터 분석 결과 

본 논문의 실험에서 수집된 전체 로그 데이터는

13302 개 이다. (그림 4) 와 같이 전체 로그 데이터에

서 중복 로그 데이터는 약 28%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고, 누락 로그 데이터

는 약 10%로 무시할 수 없는 양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로그 데이터에서 중복과 누락 로그 데이터는 약 
38%로 중복 로그 데이터를 보정하고 누락 로그 데이

터를 예측 한다면 전체 로그 데이터는 18% 줄어 들
고, 더 정확한 미아위치추적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lo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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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중복 또는 누락 데이터 수치 

그리고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의 28 에 해
당하는 중복 로그 데이터 중 약 85%가 1~2 회 연속 
중복이었다. 따라서 출입문을 통과하는데 약 6~14 초

가 걸렸다고 할 수 있으며, 중복 로그 데이터를 남긴 
사용자는 아직 걸음이 느린 아동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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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복 로그와 중복 누적 로그 데이터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원 화성행궁에서 RFID 시스템을 
적용한 실험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 전체 로그 데이터의 약 38%에 해당하는 데이터

가 중복, 누락 된 데이터라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중복 로그 데이터 중 약 85% 가 1~2 회 연속으로 나
타난다는 특징을 찾아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정확

한 시스템을 위해서 보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향후 과제로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과 누락 
데이터 보정 알고리즘을 제안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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