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스페이스에서 RFID 시스템을 이용한 다수 이동로  인식 시스템                                                                     2103

스마트 스페이스에서 RFID 시스템을 이용한 다수 

이동로  인식 시스템 

논  문

59-11-27

A Recognition System for Multiple Mobile Robots Using RFID System 

in Smart Space

탁 명 환
*
․염 동 회

**
․조  조

***
․주  훈

†
 

(Myung Hwan Tak․Dong-Hae Yeom․Young-Jo Cho․Young Hoon Joo)

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the recognition of multiple mobile robots equipped with RFID tag. In the case that the 

number of robots recognized by each RFID reader is larger than that of allocated slots, the clashing recognition occurs. 

And, in the case that the total number of robots recognized by all RFID reader is larger than that of real robots, the 

repetitious recognition occurs. We employ the dynamic frame slot allocation by using the ALOHA algorithm to prevent 

the clashing recognition and estimate the number of robots by using the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to prevent 

the repetitious recognition. The numerical experiment shows the reliability and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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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사회의 지능형 로 산업의 속도의 성장으

로 로 의 역할과 수행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 

로 이 지능 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가 진행 이며 그

에서 다수 이동로 을 이용하여 험하고, 복잡하고, 반복

인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한다. 표 으로 로 간

의 정보교환으로 지능 인 동제어를 통해 단일 로 의 작

업수행 능력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한다 [1,2]. 다수 이동로

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려면 로 들을 하나의 제어모듈

로 간주하고, 로 의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제어해야 한다. 하

지만, 로 의 동작상태, 방향과 거리, 고장 등으로 인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이동로 을 

제어하기 해서는 다수 이동로 의 정확히 인식하여야한

다. 기존의 다수 이동로 을 인식에 한 연구로는 카메라, 

GPS, 음  센서, 그리고 USN/RFID 등을 이용하는 방법

이 있다. 고정 치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된 

상내의 로 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으나, 고가의 카메라를 설

치해야 하며, 빛에 의해서 로  인식 오차가 커진다 [3]. 

GPS를 이용한 이동로  인식방법은 GPS센서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이동로 을 인식하지만 고층 건물, 나무 등의 장애

물로 인한 신호의 오차가 커서 실내 환경에 용이 불가능

하다 [4]. 음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수 이동로  인

식 방법은 음 의 송신 신호를 하나의 로 만 수신이 가

능하지만, 로 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거리가 멀어 질수록 인

식 시간이 길어지고 거리의 측정된 시간차이로 인식 오차가 

발생 한다 [5].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ation)를 이용한 다수 이동로  시

스템은 주변 환경에 컴퓨  기능과 네트워크 기능을 부여하

여 사물이 유기 으로 연동하여 장능력이 우수한 태그를 

사용한다. 응용분야로는 물류, 유통, 교통, 홈 네트워크등 다

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수의 리더기가 

하나의 태그를 인식하면 복 상의 발생하고, 리더기의 할

당된 슬롯보다 태그의 수가 많으면 충돌로 인한 데이터 손

실이 발생한다 [6-8].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이동로 의 인식 복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RFID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 이동로  인

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다수 이동로 의 복인식의 방지를 

해서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여 거리를 단하는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이용하여 리더기와 

가까운 이동로 을 악하여 로 의 복인식을 방지한다

[9]. 이동로  간 충돌 회피를 해 동  임 슬롯 알로

하 기반으로 이동로 의 개수를 추정하고 이동로  개수에 

맞게 임 크기를 변화하여 충돌 회피  이동로  인식 

지연시간의 문제 을 해결한다. 

2. 다수 이동로  인식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그림1과 같이 스마트 스페이스에서 4개의 

리더기를 고정하고 2개 이상의 이동로 에 태그를 부착한

다. 각 리더기는 무선 주 수를 사용하여 다수의 이동로

을 효율 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학회논문지 59권 11호 2010년 11월

2104

 

그림 1 RFID 시스템 기반 다수 이동로  인식 환경 

Fig. 1 Recognition environment for Multiple Mobile Robots 

based on RFID system 

제안하는 시스템 처리과정은 그림 2와 같다. 먼  4개의 

리더기는 신호 범  안에 존재하는 기존의 로 , 추가된 로

 그리고 범 에서 제거된 로 의 개수를 추정한다. 4개의 

리더기를 사용하여 복으로 추정되는 로 의 개수는 RSSI

를 이용하여 오차를 인다. 다음으로 오차가 제거된 이동

로 의 추정된 개수를 이용하여 각 리더기는 임 크기를  

변화하여 다수의 이동로 을 인식한다.  

그림 2 다수 이동로  인식 시스템

Fig. 2 Recognition system for multiple mobile robots

3. RFID시스템 기반 다수 이동로  인식 알고리즘

RFID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 이동로 의 인식 효율을 높

이기 해 동  임 슬롯 알로하 알고리즘 기반으로 각 

리더기는 범 안의 이동로로 의 개수를 추정한다. 이때 이

동로 이 각 리더기의 복된 인식범 에 존재하게 되면 각 

리더기가 하나의 이동로  개수를 복을 추정하는 오차를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오차는 RSSI를 이용하여 오차를 

보정한다. 다음으로 각 리더기로부터 추정된 이동로 의 개

수를 이용하여 각 리더기에 임 크기를 변화 하여 이동

로 의 복인식  충돌을 회피 하여 이동로 의 고유의 

데이터  지연시간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림 3 다수 이동로  인식 순서도

Fig. 3 Recognition flowchart for multiple mobile robots 

그림 3은 이동로 의 개수를 추정한 다음 임 크기를 

변화하는 순서도이다. 추정된 이동로 의 개수가 할당된 

임 크기보다 많을 경우에는 한 슬롯에 2개 이상의 이동로

이 인식되어 각 로 의 충돌이 발생하여 고유의 데이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한 추정된 이동로 의 개수보다 

임 크기가 많을 경우에는 빈 슬롯의 개수가 커지기 때

문에 다수 이동로  인식시간이 지연된다. 이처럼 충돌이 

발생한 슬롯과 빈 슬롯을 이기 해 먼  임 크기가 

할당되기 에 RSSI를 이용하여 복인식의 오차가 제거된 

이동로 의 개수를 추정하게 되고 그 추정된 개수에 맞게 

임 크기를 할당한다. 이때 4개의 고정된 리더기 범  

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이동로 이나 범 를 이탈하는 이동

로 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할당된 임 크기를 다시 

할당하여 다수 이동로 이 효율 으로 인식 가능하게 한다. 

3.1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스마트 스페이스에서 각 리더기가 이동로 을 인식할 때 

주 의 환경에 의해 신호의 반사, 회 , 굴 , 분산으로 인해 

송수신의 에러가 발생 할 경우 이동로  개수의 추정에 오

차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오차는 3개 이상의 리더기를 

사용하여 하나의 리더기가 인식하는 것 보다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지만 고정된 3개 이상의 리더기의 신호 범 에 동시

에 하나의 이동로 을 인식하게 되면 복인식으로 인한 이

동로  추정 개수의 오차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차를 

제거하기 해 고정된 4개의 리더기로부터 거리에 따라 신

호를 수신하는 이동로 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거리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각 리더기의 신호는 거리에 따라 신호의 

워가 손실, 경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즉, 거리가 가까울

수록 압세기가 크다는 이론을 근거로 거리를 구한다. 신

호의 세기와 거리에 한 방정식은 일반 으로 식(1)과 같

이 Friss의 방정식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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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기서, 는 의 장이며, d는 거리, L은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고 단 는 이다. 식(1)을 거리에 하여 

나타내면 식(2)와 같다. 

   

×






×




         (2)

는 주 수, 는 속도이다. 속도는 빛의 속도인 

×  m/s로 가정한다.

그림 4 RSSI를 이용하여 거리 측정

Fig. 4 Distance measurement using RSSI

그림 4와 같이 4개의 리더기가 하나의 이동로 을 인식하게 

되면 신호의 세기에 의해 각각의 거리인 를 구하

고 인식한 거리를 비교하면 식(3)과 같다. 

                        (3)

따라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의 첫 번째 리더기가 로 을 

인식하게 되어 추정하는 이동로  개수에 포함하게 되고 다

른 리더기에서는 복되는 로 을 개수에서 제거하게 되어 

이동로  개수 추정의 복인식 오차를 제거한다. 

3.2 다수 이동로  개수 추정 

각 리더기가 이동로  개수를 추정하기 해 한 임 

내에서 이동로 의 데이터 송이 균일하고 일정한 슬롯 수

에서 이동로  개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각 리더기의 

빈 슬롯의 개수, 인식된 슬롯의 개수, 충돌이 발생한 슬롯의 

개수에 한 기댓값을 구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이동로

의 개수를 추정하기 해서 임의 크기가 N개 이며 

체 n개의 로 에 r개의 로 이 하나의 슬롯에 동시에 존

재할 확률은 식 (4)와 같은 이항 분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4)

식(4)를 이용하여 체 임에서 슬롯 하나에 r개의 이동

로 이 존재하는 슬롯의 개수는 임 크기 N을 곱하면 

식(5)와 같다. 



 

 



 


       (5)

식(5)를 바탕으로 한 임 동안 읽을 수 있는 평균 이동

로 의 개수는 식(6)과 같다. 


 


   

 


       (6)

한 임 동안 빈 슬롯의 개수는 식(7)과 같다. 


 


   

 


          (7)

충돌이 발생한 슬롯의 개수는 인식 슬롯수와 빈 슬롯의 수

를 뺀 나머지 이며 식(8)과 같다. 


 

 

                   (8)

의 식(6)과 (7)를 이용하여 이동로 의 개수를 추정 할 수 

있다. 

 ×






                   (9)

3.3 동  임 슬롯 알로하 알고리즘(DFSA)

동  임 슬롯 알로하 알고리즘은 이동로 을 효율

으로 인식하기 해 각 리더기의 임 크기를 효율 으로 

변화하여 다수의 이동로 을 인식한다. 임이란 리더기

가 신호를 송하고 다음 신호 송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다수의 슬롯이 하나의 임으로 구성된다. 각 리더기의 

임 크기가 추정된 이동로 의 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빈 슬롯이 발생하여 이동로  인식 시 지연시간이 발생한

다. 임 크기가 추정된 이동로 의 개수보다 작을 경우 

하나의 슬롯에 2개 이상의 이동로 이 인식 되어 충돌이 발

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추정된 이동로 의 개수에 따라 

임크기를 유동 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 크

기를 결정하기 해서 일반 으로 빈 슬롯의 개수, 충돌이 

발생한 슬롯의 개수, 성공 으로 인식한 슬롯의 개수를 알아

야 한다. 일반 으로 임 크기를 변화하는 방법으로 이

의 다수 이동로  인식 과정에서 얻은 충돌 슬롯의 개수

를 이용하여 임 크기를 변화시킨다. 즉, 충돌이 발생한 

슬롯의 개수가 체 슬롯의 개수에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에는 임 크기를 증가 시키고 빈 슬롯의 개수가 체 슬

롯의 개수에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임 크기를 감

소시킨다. 이때 최소 임 크기를 이용하여 다수 이동로

을 인식을 시작하므로 이동로 의 개수가 을 경우에는 

임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효율 으로 인식 할 수 

있으며 이동로 이 많을 경우에는 임 크기를 증가하여 

인식하고 이동로 이 어들게 되면 임 크기를 임으

로써 효율 인 인식이 가능하다. 그림 5(a)는 이동로 의 개

수가 4개이고 슬롯의 개수가 3개일 경우 1번 슬롯에서 이동

로 이 2개가 인식되어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림 5(b)와 

같이 슬롯의 개수를 이동로 의 개수에 맞게 증가함으로써 

4개의 이동로 을 성공 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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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  임 슬롯 알로하 알고리즘

Fig. 5 Dynamic framed slotted ALOHA algorithm

 

3.4 동  슬롯 할당

각 리더기가 다수의 이동로 의 개수를 추정하게 되면 각 

리더기는 이동로 을 인식 할 최 의 임 크기를 결정해

야 한다. 임 크기를 L이라고 할 때 한 슬롯에 이동로

이 데이터를 송을 시도할 확률 p=1/L이다. 이동로 의 수

를 n이라고 하면 하나의 슬롯에서 하나의 이동로 이 성공

으로 데이터를 송 할 확률은 식(10)과 같다.

  
 

 


                      (10)

한 슬롯 내에서 이동로 이 성공 으로 데이터를 송 할 

확률은 식(11)과 같다. 

 
 

 


 
 


      (11)

만약에 이동로 이 슬롯에 데이터 송을 실패하게 되면 이

동로 을 인식 하기 해 재 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동

로 에 한 평균 재 송 횟수를 구하면 식(12)과 같다. 

  
 


                        (12)

여기서 이동로 의 데이터 송 지연 시간은 식(13)로 나타

내며 송 지연 시간이란 다수 이동로 이 성공 으로 충돌 

없이 데이터를 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재전송회수×프레임크기         (13)
식 (11)과 식 (12)를 이용하여 로 의 데이터 송 지연 시

간을 계산하면 식(14)와 같다. 




 



                      (14)

4. 실험  결과 고찰

시뮬 이션을 통해 RFID 시스템 기반으로 고정된 4개의 

리더기의 인식 범  안에 있는 다수 이동로 의 인식을 

해 추정된 로 의 개수에 맞게 임 크기를 하게 할

당 하여 시스템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림 6은 

이동 로 의 개수가 800개 이며 슬롯의 개수는 256일 때 슬

롯의 상태에 해서 나타낸 그래 이며 빈 슬롯의 기댓값, 

한 슬롯에 하나의 로 이 인식된 슬롯의 기댓값, 한 슬롯에 

2개 이상의 로 이 인식되어 충돌이 발생한 슬롯 개수의 기

댓값으로 표 된다.

그림 6 한 임동안 빈 슬롯 수, 인식된 슬롯 수, 충돌한 

슬롯의 수

Fig. 6 Empty slotted, identified slotted, and collision slotted 

number during one frame

그림 7은 이동로 의 수에 따라서 슬롯의 수를 N=4, 

N=8, N=16, N=32, N=64, N=128, N=256, N=512 으로 했을 

경우 이동로 의 수와 슬롯의 수가 같을 경우 최 의 시스

템 효율을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스페이스에서 RFID시스템을 이용

한 다수 이동로  인식 시스템을 제안하 다. 먼 , 고정된 

4개의 리더기 범 에서 동  임 슬롯 알로하 기반으로 

이동로 의 개수를 추정한다. 이때 발생하는 복되는 이동

로 의 개수의 오차는 리더기와 이동로 의 거리를 이용하

는 RSSI 방법으로 복 인식 오차를 제거하 다. 그 후 이

동로 의 추정된 개수를 이용하여 임 크기를 할당하

다. 고정된 4개의 리더기에 의해 발생하는 이동로 의 복

인식을 이고 하나의 리더기가 다수 이동로 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충돌로 인한 데이터 신뢰성 보장하고 인식 지연시

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동로 의 개수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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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같을 경우 최 의 시스템 효율을 가진다. 마지막으

로 다양한 시뮬 이션을 통하여 응용 가능성을 증명한다. 

그림 7 슬롯의 크기에 따른 시스템 효율

Fig. 7 System efficiency according to slo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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