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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done to prove the optimal position to detect a train reader when using a 

multiple fusion sensor. The experiment was done using four Train installed  RFID Readers located 

on the train. These readers were read by sensors installed at intervals of 50 meters on the up 

and down sections of the Line 8, from Amsa station to Moran station.  We analyze errors in the 

recognition range according to the Tag's number of recognition due to RFID of train speed, and 

propose a method of estimation for an accurate estimation of the position of train

At this the Least-Squares Method is applied to judge the position of train accurately from the 

error because of Tag's number of recognition and RFID of train speed.  also It is verified through 

simulation

1. 서론

RFID 기반에 의한 열차위치 검지방식은 열차 운행 시 열차위치검지 정밀도는 열차운행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열차위치 검지 오차를 열차 안전운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

을 제시하여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열차 운행 시 차륜과 레일간 Slip/Slide인한 

스피드 센서 값의 거리 오차, RFID의 열차운행속도에 따른 서로다른 인식횟수에 따른 위치 오차 발생은 

여러가지 메카니즘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 중에서 RFID의 Tag 인식 시 인식횟수에 따라 열

차위치 오차가 열차 운행속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나타고 있다.  특히 속도가 낮을 때 인식횟수가 많고 

높을 땐 적어 적정한 값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FID의 tag 인식률 최적화를 위한 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하철 8호선 암사~모란 

구간에 수동형 tag를 50m 간격으로 상하선에 설치하고 4개 편성 열차에 RFID Reader기를 설치하여 실

험을 실시하였다. RFID의 속도와 Tag 인식횟수에 따른 인식범위 오차를 분석하고, 열차의 위치를 정확

하게 추정하기 위한 추정기법을 제안한다.  열차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Tag 인식횟수에 의한 거리 오차

값을 최소자승법에 의해 실제값과 오차값을 선형적인 f(x)를 표시하여 열차위치 검지 오차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증한다.  

2. RFID 무선통신 이론

2.1 국내 기술기준

RFID의 917~923.5MHz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200KHz BW를 기준

으로 채널할당(중심주파수)하고 있으며 중심 주파수 결정 시 PLL 구현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향후 

주파수 확장 등을 고려해 보호대역, 무선호출대역을 포함하여 frequency numbering을 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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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Tag 인식지점 : Tag_P_center

Tag_x 인식시작위치 :

                Tag_x(start point)

Tag_x 인식종료위치 : 

                Tag_x(end point)

Tag_x 인식 횟수 :

                Tag_x_N

Fig 1 Detection pattern of the tag analysis

2.2 RFID 무선통신 이론

Tag는 마이크로 칩과 안테나로 구성된다.  Reader로부터 태그 쪽으로 전파가 방사되면 태그의 마이

크로 칩은 그 임피던스를 달리하여 리더로 재방사(또는 산란)되는 전력량을 조절 할 수 있다.  이때 리

더는 수신되는 전력의 크기를 구별하여 칩의 고유 정보를 인식한다.  

Reader는 태그에 전달되는 전력은 칩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정류회로, 논리회로 등을 동작시킬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  칩을 구동시키는 최소 전력이 min이라면 리더의 인식거리는 식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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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가 받는 전력은 식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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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σ를 정합 조건하에서 산란단면적(radar cross section, RCS)이라 하며, 이에 비례하여 Reader에

서의 수신 전력이 결정되며, 관련 수식은 식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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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FID의 Tag 검지 패턴 설계 및 모델링

3.1 RFID의 최적 Tag 검지 패턴 설계

Fig 1에서 RFID의 Reader의 Tag 검지 패턴을 분석하면 열차 하부에 부착된 Reader는 Tag 인식영역

까지 검지가 가능하며 열차 속도에 따라 대략 2~4m범위에 속한다. 즉, tag 인식영역에 따라 열차 위치

검지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Tag 인식시작 위치인 Tag_x(start point)와 종료위치인 

Tag_x(end point)의 중간위치가 최적 Tag의 인식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열차검지오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TagN의 인식 시작점과 종료점의 거리차 값으로 인식영역의 중간점을 절대위치로 검지

한 값이 최적 Tag 인식지점이 된다.

Tag_P_center = Tag_x + [Tag_x(end point) - Tag_x(start point)]/2        (3.1)

또한, 열차운행속도에 따라 Tag_x 인식 횟수가 다르므로 속도에 따라 일정한 함수를 적용하여 중간값

을 도출하여 최적 인식지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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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aight Line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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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X
(3.4)

3.2 Least Square's method 적용

최소자승법은 열차위치 검지 데이터를 함수  에 적용(fitting) 시킬 때,  함수 값  과 실제데이

터 값의 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RFID에서 열차위치 검지 데이터값과 열

차속도 값을 x, y로 놓으면, (x

, y


),(x


, y


), … (x , y ) 이 값들을 함수 f(x)에 적용 할 때,  오차 e

를 식 3.2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e =     ( =1,2,3 … , n)                           (3.2)

 

오차 e 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가장 최적화된 값을 얻어 낼 수 있다.   과 선형적인 경우 

 =  와 같이 표시되며,  식 3.3, 식 3.4과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                                     (3.3)

  

  식 (2)로부터 최소자승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 2.9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2]

     =(    ),…,(   )=
 


                     (3.5)

4. 실험 방법 및 결과

4.1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RFID 리더는 EPC C1G2 규격을 만족하고 국내 전파법에 해당하는 규격을 준수

한 제품을 실험용 Readr와 Tag를 사용하였다.

터널 내에서의 태그는 열차의 진동이나 선로의 유지보수 등의 환경에서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선로 측면의 벽에 고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동형 태그 중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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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a) Characteristics of Reader's antenna (b) Characteristics of Tag

Dimensions 260mm x 260mm x 45mm Read Range(m) ~ 5M

Antenna Plane Antena Size(mm) 100 x 21 x 7.2

Protocol ISO 18000-6 Type-c EPC Weight(g) 11.6

Operating sys Embeded Linux Encasement Rigid case (ABS)

Antenna Port Using 1 RF Port Frequncy Range(Mhz) 902 ~ 928

Frequency 910 ~ 914 Mhz User Memory(bits) 512

RF Power 30 dBm IP Rating IP68

Fig 4 Block diagram of a data collection method 

Fig 3 (a) Reader's antenna in the experiment (b) Tag attached on the rail

하여 실험의 측정 신뢰도를 높였다.

무선인식시스템에 있어서 안테나는 리더와 태그 간의 무선 신호전송을 수행한다.  지하터널의 환경에

서 RFID 시스템이 유효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 중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안테나를 선정

하여 설치하였다.  Fig 3(a)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Reader기이고 (b)는 선로변에 설치한 Tag이다.

4.2 RFID 열차위치 검지 데이터 수집 방법

열차 하단에 장착한 리더기 안테나로부터 선로변에 설치한 Tag를 인식한 ID를 차상정보전송장치로 

전송이 되어 자체 개발한 로그분석 프로그램으로 열차검지에 필요한 Tag ID, 열차위치검지된 시간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Fig 4는 Tag ID정보를 수신한 데이터 수집장치 Block diagram으로서 자체개발한 프

로그램을 노트북에 설치하여 수신한 Log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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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recognition distance and area of the tag

Speed
Case 1 (812편성) Case 2 (814편성 1회 측정) Case 3 (814편성 2회 측정)

인식횟수(n) 인식 역(m) 인식횟수(n) 인식 역(m) 인식횟수(n) 인식 역(m)

7 km/h 95 4.35 99 4.15 91 4.20 

10 km/h 51 2.91 55 2.84 57 4.03 

14 km/h 64 3.90 56 3.49 48 4.10 

18 km/h 43 3.86 45 3.83 40 4.04 

21 km/h 42 3.59 41 3.44 없음 없음

25 km/h 33 3.76 34 3.83 37 4.19 

28 km/h 26 2.76 27 2.96 26 3.24 

32 km/h 24 3.82 24 3.23 23 3.35 

36 km/h 24 4.33 22 3.39 22 3.89 

39 km/h 20 3.35 20 3.20 19 3.57 

43 km/h 17 2.97 19 3.20 18 3.38 

46 km/h 16 3.27 16 3.10 15 3.17 

50 km/h 14 3.17 16 3.30 13 3.14 

54 km/h 12 2.75 14 2.94 12 2.92 

57 km/h 12 2.84 13 2.90 11 2.77 

61 km/h 11 2.79 12 3.04 10 2.92 

64 km/h 10 2.91 11 2.95 10 2.93 

68 km/h 10 2.76 11 2.85 10 3.19 

72 km/h 9 2.75 11 3.21 9 2.87 

75 km/h 9 2.59 11 3.00 9 3.16 

79 km/h 9 2.53 11 2.38 9 3.04 

y = 771.7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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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suppose value of applied Least Square's method

4.3 실험 결과

4.3.1 터널 내부에서의 인식거리 측정값

본 연구의 실험은 터널 내에 RFID 태그를 암사~모란구간 총 17km를 자체 개발한 Log 수신 프로그

램으로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하였고 수신된 데이터는 Tag ID번호, 인식횟수 데이터이고 본 연구에서는 

Table 2는 열차속도에 따라 인식횟수와 인식영역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4.3.2 RFID 인식영역 추정오차 감소를 위한 최소자승법 적용 결과

Fig 5(a),(b)의 그래프는 최소자승법을 적용한 곡선형 함수식으로서,  열차운행 속도의 증가 시 Tag의 

인식횟수가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함수 f(x)식으로 나타내었다.  

열차속도가 증가할수록 RFID 인식횟수가 감소함을 보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열차의 운행

속도(x)와 Tag의 인식횟수(y)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았다.  8호선 열차를 암사~모란간 운행한 열차위치 

검지데이터를 열차운행속도(x)와 Tag의 인식횟수(y) 데이터를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회귀식을 도출한 

결과식을 산출하였다.  이 산출식에 의한 추정회귀식의 기울기 추정치와 절편값 추정치를 활용하여 열

차위치 검지를 추정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열차위치 검지데이터를 적용한 결과값과 열차위치 

측정 오차값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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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열차운행 속도와 RFID 인식횟수를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열차위치 검지 오차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최소화기법의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열차위치 검지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함수 f(x)식을 

도출하여 최적 Tag 인식지점을 추정 예측하여 열차 위치검지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RFID기반 열차위치 검지데이터를 프로세싱하여 열차속도에 따라 곡선 함수를 유도하여 

Tag 인식횟수에 따라 최적 Tag 인식위치 지점을 예측하여 열차위치 검지 시 신뢰성과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본 알고리즘을 더욱 발전시켜 칼만필터링 등 복합적인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미래도시철

도기술개발사업 수행연구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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