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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USN을 용한 항만 컨테이  터미 의 효과 인 운 에 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컨

테이 에 무선 센서 노드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각 노드가 인 노드로부터 오는 의 세기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값을 측정하여 서버로 송하면 이를 근거로 항만 컨테이  야 장(장치장)내에 

재된 컨테이 의 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하여  RSSI값에 근거한 컨테이  치 

결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성능을 분석한 후 응용 로그램으로 구 하여 컨테이 별 치확인이 가능함을 확인

하 다.

ABSTRACT

There are some trials to adopt the RFID/USN technologies at container terminals for effective terminal oper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ltime location recognition method for stacked containers under the assumption that each container has a wireless sensor node to 

measure the RSSI values from neighbor nodes. We develope an RSSI based location algorithm with performance evaluations by RSSI 

measurement and application program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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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USN 기술을 용하여 항만 컨테이  터미 의 

운 을 효율화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있다. 즉, 항만내 

각종 차량, 크 인, 외부의 컨테이  운반차량과 컨테이

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양․ 하 작업의 효율을 높

이려고 하는 것이다[1][2]. 

항만 컨테이  터미 의 자동화를 한 치추  분

야를 두가지로 나 어 볼수 있다. 첫째는 항만내에서 운

행되는 차량의 치추 으로 평면 인 치 결정에 해

당된다. 항만 내부에서 운행되는 차량에는 T/C (Transfer 

Crane), C/C (Container Crane), Y/T (Yard Tractor)등이 있

으며  RFID/USN 기술의 용은 주로 이러한 차량을 

상으로 하고 있다[3][4]. 

두 번째로는 야 되어 있는 개별 컨테이 의 치확

인에 한 것인데 3차원  치 결정에 해당된다. 항만

내 장치장에 3차원으로 야 된 컨테이 의 치를 결정

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제안된 연구결과로 음  센서

를 이용하는 방안[5]과 센서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안

[6]이 있다. [5]에서 제안한 방식은 음  센서를 별도

의 고정  구조물 상에 설치해야 함으로 어려움이 상

되고, 가정하고 있는 컨테이 의 재 방식이 재 우리

나라 항만의 그것과 차이가 난다. [6]에서 제안한 방식은 

멀티홉 센서네트워크에서 컨테이 의 식별자가 송되

어온 홉의 수로 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완 한 원형의 

엄격한 도달 환경을 용한 시뮬 이션 결과이다. 

이는 실제 환경에 용시 엄 한 세기  도달범

의 조 문제와 여러개의 루 경로가 있을 경우 치결

정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 의 3차원  치 악을 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 (WSN, Wireless Sensor Network)와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를 용하여 고

정 인 부가구조물이 없고 홉카운트에 의존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능 확인 실험과 함께 치결정 알고

리즘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RSSI 방식에 의한 치식별 방안에 하여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컨테이 의 치식별을 한 알

고리즘을 제안하며 제4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

능을 실험과 응용 로그램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RSSI에 의한 치 식별

2.1 RSSI에 의한 상  치식별 방식 

무선환경에서 RSSI에 의한 거리측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지 의  수신 력이 

의 출발 에 비해 약해진 정도에 의해 출발 으로부

터의 거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7][8][9].   

RSSI 방식은 치측정을 해 직진성이 강한 음  

는 외선을 이용할수 없거나 높은 거리 해상도를 확

보하기 해 부가 인 장비의 설치가 부 한 경우 고

려해 볼수 있는 방식이다. 한, RSSI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할 때 측정값에 향을 수 있는 요소는 송신 력, 

무선 주 수, 노드의 치(안테나 특성), 치결정 알고

리즘 등이 있다[8]. 

본 연구에서는 각 노드의 송신 력이 동일하다는 가

정하에 동종의 무선센서노드를 사용하여 치결정에 

향을 주는 변화요소를 최소화 한다. 노드의 치에 

따른 향을 최소화 하기 해 어떤 노드에서 자신이 

측정한 이웃노드의 RSSI값만을 근거로 해서 자신으로

부터 가까운 노드와 멀리있는 노드를 구분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해서 각 노드의 상  치를 찾는 방안을 

제안한다. 

2.2 무선센서 네트워크

무선센서 네트워크는 IEEE802.15.4 [10] 표 을 기반

으로 하는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기술

로서 각 노드는 기본 으로 배터리로 동작되면서 소

형, 경량화를 목표로하는 통신기술이며 각종 산업

장에 응용되고 있다. 

그림 1.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일반구조
Fig. 1 General structure of W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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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일반 인 모형이다. 

센서필드는 무선센서 노드들로 구성되고 노드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멀티홉으로 싱크노드까지 달된다. 싱

크노드는 데이터 처리장치에 직 연결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연결될 수도 있다. 최근 상용화 된 무선센서 

노드에서 제공하는 RSSI값이 수신 력과 선형 인 비

례 계를 보이고 있다[11]. 

Ⅲ. 컨테이  치 결정 알고리즘의 제안

3.1 컨테이  야 장의 센서네트워크 모델링

그림 2는 항만내 컨테이  야 장의 모습이다. 컨테

이 의 크기는 20ft 용량 기 으로 폭 2.348m, 높이 

2.390m, 그리고 길이는 5.899m 정도 이다. 장치장에는 이

러한 컨테이 가 열을 지어 야 된다.

그림 2. 항만 컨테이  야 장
Fig. 2 Container terminal

컨테이  장치장내에 재된 각각의 컨테이 의 일

정한 치에 무선 센서노드가 하나씩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3차원의 센서 필드가 형성된다. 가로와 세로

로 각각  n개와 m개씩의 컨테이 가 쌓인다고 하면 한 

면당 n x m개의 센서노드로 구성된 센서필드가 만들어

진다. 한 열당 k개의 면이 있다고 가정하고 각 면마다 하

나의 싱크를 둔다. 각각의 센서노드들이 이웃 노드로부

터 도달하는 의 세기 즉, RSSI 값을 측정하여 자신과 

이웃노드의 식별자와 함께 싱크노드로 달하면 싱크

에 연결된 서버에서는 RSSI값의 크기를 기 으로 각 노

드의 상  치를 결정하게 된다. 

야 장내에 컨테이 가 재되어 있는 모습을 그림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편의상 컨테이 를 정육면체로 

표 하 으며 여러 개의 평면으로 구성된다. 

컨테이  마다 센서노드가 하나씩 부착되고 각 노드

는 A, B 는 C 평면 내에서 고유한 식별자 (그림에서 

숫자로 표 )를 갖는다. 기 노드1과 2는 별도의 센서

노드로서 평면마다 두며 기 노드도 타 노드의 신호세

기를 측정한다. 평면내 모든 노드와 기 노드2는 자신

의 노드식별자, 인 노드식별자, 인 노드로부터의 신

호세기(RSSI값)을 싱크노드인 기 노드1로 송한다. 

평면이 커지면 멀티홉으로 싱크까지 송된다. 싱크노

드는 서버와 연결되어 있으며 서버에서는 수신된 RSSI

값과 송수신 노드 ID를 기 으로 치결정 알고리즘이 

수행된다.

그림 3. 장치장내 컨테이  야  모델
Fig. 3 Model of the stacked containers

3.2 치결정 알고리즘

평면의 안쪽에 치한 노드가 측정한 RSSI값  최

값을 찾으면 거리가 같은 좌측, 우측, , 아래 4개의 노

드가 동일한 값으로 발견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실제 

용시 RSSI값이 가장 큰 4개의 노드를 찾는다는 것을 

뜻한다. 한 평면의 가장자리는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컨테이  재시 평면의 크기는 T/C의 크기에 의해 결

정된다. 평면의 크기를 n x m (가로 x 세로) 할때 우측하

단의 치를 (1,1), 좌측 상단의 치를 (n,m)이라고 가정

한다.

1) 기 노드1이 측정한 것  RSSI가 가장 큰 노드를 (1,1)

에 치한다.  이것이 그림 11에서 1번노드이다. 이때 

기 노드2도 검출될 것이지만 제외한다. 

2) 1번노드가 측정한 노드  RSSI가 가장 큰 노드 3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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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다. 1번이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4개를 찾을 필요

없다. 2, 4번과 기 노드1이 검출되면 기 노드1은 제

외시키고 기 노드2에 가까운것을 (2,1)에 치하고

(노드번호 4번) 다른 하나는 (1,2)에 치시킨다(노드

번호 2번). 

3) 2번노드가 측정한 노드  RSSI가 가장 큰 노드 3개를 

찾는다. 2번이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4개를 찾을 필요

없다. 1, 3, 5번이 검출되면 1번은 치가 결정되었으

므로 노드4에 가까운것을 (2,2)에 치하고(노드번호 

5번) 다른 하나는 (1,3)에 치시킨다(노드번호 3번). 

4) 3번노드가 측정한 노드  RSSI가 가장 큰 노드 2개를 

찾는다. 3번이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4개를 찾을 필요

없다. 2번과 6번이 검출되면 2번은 치가 결정되었

으므로 노드5에 가까운것을 (2,3)에 치시킨다(노드

번호 6번). 

5) 4번노드가 측정한 노드  RSSI가 가장 큰 노드 3개를 

찾는다. 4번이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4개를 찾을 필요

없다. 1, 5, 7번이 검출되면 1,5번은 치가 결정되었

으므로 나머지를 (3,1)에 치시킨다(노드번호 7번).

6) 5번노드가 측정한 노드  RSSI가 가장 큰 노드 4개를 

찾는다. 5번은 내부에 있기 때문에 4개를 찾는다. 2, 4, 

6, 8번이 검출되면 2, 4, 6번은 치가 결정되었으므로 

나머지를 (3,2)에 치시킨다(노드번호 8번).

7) 의 과정을 반복하면 (n, m) 치의 노드까지 찾을수 

있다.

평면마다 기 노드를 두고 기 노드에 유일한 식별

자를 부여하면 체 컨테이 의 치를 식별할수 있다. 

실제 컨테이  야 장에서 용시 기 노드를 T/C에 부

착하여 각 면을 지나갈 때 스캔하는 방식으로 하면 별도

의 부가물 설치 없이 가능하다.  

Ⅳ. 치결정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4.1 테스트 베드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TinyOS v.1 [12]의 메시

지 포맷이다. MultihopMsg  originaddr는 본 패킷을 최

 송출하는 노드의 주소이고, sourceaddr는 본 패킷을 

송하는 계노드의 주소, seqno는 본 패킷을 송하는 

계노드의 패킷  sequence number, hopcount는 본 패킷

을 송하는 계노드의 hop count이다.

그림 4. WSN 메시지 포맷
Fig. 4 Message format for WSN

많은 센서노드에 채택되고 있는 IEEE802.15.4 로토

콜 처리를 한 반도체인 CC2420에서는 내부 지스터

의 RSSI_value bit를 1로 세 하면  CRC 필드 2바이트  

첫 번째 바이트에 자신이 측정한 RSSI값을 넣어서 송

하게 되어있다[11]. 

4.2 RSSI값에 의한 컨테이  식별

4.2.1 실내측정  필터링 기법 결정

용 이 20피트인 컨테이 의 측면 길이는 2.34m 내지 

2.35m 이므로 야 장에서 컨테이  구분을 해서는 

의 세기가 2.34m 단 로 구분이 가능하면 된다.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먼  실내에서 컨테이  

폭 2.34m를 기 으로 그 배수 되는 거리에서의 RSSI값

을 센서노드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 거리는 

2.34m, 4.68m  7.03m로 하 다. 각 노드는 주기 으로 

RSSI값을 측정한다. 무선 신호의 페이딩 상에 의한 오

차를 보정하기 하여 싱크노드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10개 단 로 필터링하 으며 용한 필터링 방식은 

간값, 최 값  평균값 필터등 3가지이다. 필터링시 

도우가 데이터 10개 단 로 하도록 하 다. 실내는 

사무용 가구와 간이벽이 많은 복잡한 환경이지만 센서

노드와 싱크간에는 LOS(Line of Sight)가 확보되도록 하

다.

그림 5는 2.34m 거리의 RSSI값을 측정한 후 필터를 

용한 결과이다. 그림 5의 a)는 간값 필터링 결과이며 

안정 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b)는 평균값필터를 용

한 것으로 갑작스런 RSSI값 변동이 보이고 있으며 이것

은 의 페이딩 상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이와같

은 페이딩 상이 걸러지지 않게 되면 치 결정시 일시

인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c)는 같은 실험결과에 최

값 필터를 용한 것인데 RSSI값이 205에서 209사이에

서 안정 이다. 3가지 필터링 방식을 비교한 결과 평균

값 필터는 페이딩 상의 완화가 용이하지 않고 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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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4.68m나 7.03m 등 다른 거리에

서 측정된 결과와 혼동되는 순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실제 용시 간값 필터방식을 사용키로 한다.

2.34미터 중간값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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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34미터 1차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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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34미터 최대값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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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5. 거리 2.34m에서의 RSSI값 측정결과(실내)
(a) 간값 필터 용 (b) 평균값 필터 용 

(c) 최 값 필터 용
Fig. 5 Measured RSSI at 2.34m, Indoor

(a) Median filter (b) Average filter (c) Maximum filter

그림 6과 그림 7은 4.68m와 7.03m에서 3차례씩 측정

한 값의 간값 필터링 결과를 첩하여 비교한 것이다. 

3회에 걸쳐 측정한 값이 모두 일정 범 내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4.68m 중간값 비교

180

184

188

192

196

200

204

208

212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계열1 계열2 계열3

그림 6. 거리 4.68m에서의 RSSI값 
측정결과(실내, 간값필터)

Fig. 6 Measured RSSI at 4.68m (Indoor, Median filter)

7.03m 중간값 비교

178

182

186

190

194

198

202

206

21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1차 중간값 2차 중간값 3차 중간값

그림 7. 거리 7.03m에서의 RSSI값 
측정결과(실내, 간값필터)

Fig. 7 Measured RSSI at 7.03m (Indoor, Median filter)

그림 8은 2.34m, 4.68m와 7.03m에서 간값 필터링 결

과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를 통하여 간값 필터링을 수

행한 RSSI 값에 의해 컨테이  폭인 2.34m 단 의 거리

구분이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 거리 2.34, 4.68, 7.03m에서의 RSSI값 
측정결과(실내, 간값필터)

Fig. 8 Measured RSSI at 2.34, 4.68 and 7.03m 
(Indoor, Medi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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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야 장내에서의 치결정 성능분석

실내에서의 측정결과에 따라 실제 용 가능성을 확

인하고 부산 역시 남구 감만동에 치한 신선  터미

을 방문하여 컨테이  야 장 환경에서 측정을 하

다. 장치장 내부는 철제 컨테이 와 크 인등이 혼재하

는 곳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그림 9와 같이 재된 컨테이 의 면 우측하단(그

림의 원내부) 에 WSN 싱크노드를 치시키고 ① - ⑤까

지 5곳의 RSSI 값을 측정하 다. 싱크로부터의 거리는 

각각 2.34m, 2.9m, 4.1m, 4.86m  5.8m이다. 거리에 따른 

RSSI 값을 측정하기 한 실험이므로 기 노드를 설치

할 필요는 없다.

 

그림 9. 컨테이  장치장에서의 RSSI 측정
Fig. 9 RSSI measurement at Container terminal

그림 10은 실제 측정된 결과(a)와 간값 필터링한 결

과(b)이다. 그림 10 b)의 ① - ⑤는 그림 9의 동일번호 

치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컨테이 와 컨테이  사이의 

공간에서도 측정을 하 으며 결과는 그림 11에 보이고 

있다.

160

164

168

172

176

180

184

188

192

196

200

204

208

1 10 19 28 37 46 55 64 73 82 91 100 109 118 127 136 145 154 163 172 181 190 199 208 217 226 235 244

2.43(1차) 2.9m(1차) 4.1m(1차) 4.86m(1차) 5.8m(1차)

(a)

(b) 

그림 10. 야 장내 RSSI값 측정결과
(a) 실제 측정된 값 (b) 간값 필터링 결과
Fig. 10 Results of RSSI measurements at CY 
(a) measured value (b) after median filtering 

 

  

그림 11. 컨테이  사이 공간에서의 RSSI 측정결과
Fig. 11 RSSI values between con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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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결과 컨테이  야 환경에서 측정한 RSSI 

값을 이용하여 컨테이 의 상  치를 구분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즉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

는 ①, ②의 신호가 ③에서의 신호와 확실히 구분이 되고 

있으며 ④, ⑤에서의 신호도 들어오지만 차이가 많기도 

하거니와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4.3 치결정 알고리즘의 구

제3장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그림 12와 같이 응용 

로그램으로 구 하 다. 그림 12의 1 역은 시리얼 

설정부로 싱크노드와 서버간의 통신을 한 것이고 2

역은 일 장부로서 수신된 RSSI값 원본을 장할 

수 있도록 하 다. 3 역은 RSSI값 필터링 결과를 보여

주는 창으로서 수신 패킷번호(sequence), 그룹식별자

(GroupID), 패킷의 소스주소(Src_Addr), 소스주소의 노

드가 측정한 상 방주소(Tget_Addr), 오리지  RSSI값

(Origin_RSSI), 간값으로 필터링한 값(Single_RSSI)이 

표시되고 있다. 4 역은 치결정 알고리즘 수행결과 

결정된 치가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보여 다. 

그림 12. 컨테이  치결정 로그램
Fig. 12 Implemented program of the proposed 

algorithm

구 된 알고리즘의 시험을 해 앞서 측정한 RSSI 값

들을 이용하여 가상 데이터를 만들었다. 4 x 4 평면에 

한 실험결과 25 후에 싱크와 가장 인 한 노드의 치

가 결정되었고 맨 마지막 16번째 노드의 치가 결정되

기까지는 2분 22 가 더 소요되었다. 효율 인 로그래

과 서버의 성능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실행속도는 개

선된 여지가 충분히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만내 컨테이  야 장에 3차원으로 

재된 컨터이 의 치를 실시간으로 결정하기 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RSSI 값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

하고 실험과 구 을 통해 확인하 다.  

이를 하여 RSSI 값을 기 으로 컨테이 의 치를 

결정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컨테이 의 일

정 치에 부착된 WSN 노드들이 인 노드의 RSSI 값을 

측정하고 이 값을 자신의 식별자, 피측정노드 식별자와 

함께 서버로 송하면 서버에서는 알고리즘에 따라 싱

크노드를 기 으로 n x m 크기의 평면상에서 상 인 

치를 결정하게 된다. 

치결정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실험

실과 항만 컨테이  터미  장에서의 실제 측정을 통

해 한 변이 2.34미터인 컨테이 를 구분할 수 있음을 확

인하고 응용 로그램으로 구 하여 확인하 다. 알고

리즘의 실행시간을 개선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RSSI에 의한 치결정 알고리즘

은 항만 컨테이 의 재 치 결정 는 미아찾기와 같

이 해상도 수 센티미터 범 의 정 성을 요구하지 않고 

신호의 직진성에 의존하는 기술이나 부가물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설치비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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