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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ZigBee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한 치인식 시스템을 구 하 다. 무선 통신 기술

을 이용하여 보다 정 한 치정보를 산출하고 치정보를 서비스하기 하여 련  H/W와 S/W를 개발하 다. 

치인식 시스템을 구 하기 해 스마트 태그( 치단말기), 수신기, 계기를 개발하 고, 스마트 태그에는 120～

130KHz, 13～14MHz, 2.0～3.0GHz의 무선주 수용 태그를 내장하 으며, 수신기  계기는 태그 인식용 무선신

호를 송출하여 치단말기의 액티  RFID 태그를 인식하는 태그 모듈을 용하 다. 공동  제기는 스마트 태

그를 공동  제기에 가져가면 LAN을 통해 출입통제 서버로 태그 값을 송하도록 시스템을 구 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Implementation of location estimation system using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on Zigbee. Using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calculation more accurate location information and service location information to the H/W and S/W has been 

developed. Receivers, repeaters, smart tag(location device), was developed for implement a location estimation system. The smart tag is built 

the 120～130KHz, 13～14MHz, 2.0～3.0GHz radio frequency tag. Receiver and repeater is applied to the tag module to recognize the 

location device's active RFID tags transmit a wireless signal for tag identification. Common Entrance control system in contact with a smart 

tag, It was implemented to transfer the value of the tag to the access control server over a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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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 제품, 차량과 같은 

상체의 치를 인식하기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1-5]. 치인식의 가정 리 사용되는 GPS는 성에서 

송신한 를 수신기가 수신하여 성과의 거리를 측

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성과 측정한 거리를 

토 로 삼변측량법을 이용하여 치를 인식하는 방식

이다. 

그러나 GPS는 성 를 수신하기 어려운 실내나 

지하에서는 용하기 불가능하다. 특정 공간에서 치

인식에 사용된 기술에는 음 와 외선을 이용하거

나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이용하여 측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음 , 외선, LiDAR 

 상인식을 이용한 기술은 인식하고자 하는 상체

와 센서 사이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물을 회

피하거나 통과 할 수 있는 고주 를 사용한 치인식이 

연구되고 있다[2].

한 치인식 기술은 자체 인 치정보 이외에 다

른 기술과 융합하여  다른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치인식을 통한 주차 리, 치인식을 통한 자동문, 혹

은 비상사태 리나 험상황을 알리기 한 통신수단, 

객 수 악, 제품의 치정보나 물품의 공정과정을 보

여주는 수단,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복합되어 발

하고 있다.  

특히,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경우 공동주택이 증가함

에 따라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해  

향상된 편의성 기술과 사용자의 시큐리티(보안성)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 공동

주택에서는 주차 리를 한 주차증, 공동   세

 을 한 태그 는 출입카드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편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카드를 

발 받아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해 하나의 원카드 혹은 원패스태그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6-8].

기존 연구에서 치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주차인식 

 입출입 태그, 그 외 원패스태그 시스템이 연구 되었음

에도 실생활에 용된 사례는 다소 보기 힘들며 실제 유

사하게 용된 경우에도 각기 다른 별도의 태그를 소지

하는 것이 부분이다[9-11]. 이런 상을 볼 때 개별 연

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주차 치인식만을 

해 태그를 별도 소지하지 않듯 이용자 측면에서의 효율

성이나 치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능 시스템의 경

제성  사업성에 한 연구가 상 으로 부족했던 것

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수신기, 송신기, 

계기를 개발함으로써 향상된 치인식 시스템을 개발

하고, 무선통신형 치인식 시스템의 정상동작 유무를 

단하기 하여 각종 구동 시험 을 실시하 다.  

Ⅱ. 무선통신형 치인식 

시스템 개발

2.1. 무선통신용 태그를 이용한 치인식 시스템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통과 할 수 있는 무선통신을 이

용한 치인지 시스템으로 최근 RFID(Radio Frequence 

IDentification) 태그를 무선 통신에 용한 치인식 시

스템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RFID 태그를 이용한 무선

통신용 치인지 시스템은 RFID 태그를 상체에 장착

하여 RFID 태그를 추 함으로써 치가 인식되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RFID 태그를 이용한 치인식 시스템

은 무선통신용 태그가 부착된 상체가 태그 리더기 앞

을 통과할 때 무선 통신용 태그의 정보를 인식하는 구성

으로 특정 태그 리더기에 한 무선 통신용 태그의 근 

여부만 별됨에 따라 정확한 치정보 검출에 한계를 

보여 왔으며, 무선통신용 태그가 태그 리더기와 통신 가

능한 역 내에 치해 있는지 여부만을 별하여 개선 

기술이 요구되었다.

2.2. 개선된 무선통신형 치인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ZigBee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 통신기

술을 이용한 치인식 시스템을 구 하 다. 무선 통신

으로 악된 치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 한 치정

보를 산출하고 치정보를 서비스하기 하여 련 

H/W와 S/W를 개발하 다. 이러한 개발 결과물로 아

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의 주차 치를 확인 할 뿐만 아니

라 지하 공동  자동 열림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

능을 하나의 원패스 태그로 구 한 시스템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무선통신을 이용한 치인식 시스템 개발

1479

그림 1. 무선통신형 치인지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position recognition system

지하 주차장에서 ZigBee(802.15.4) 방식을 사용하여 

주차 치 확인 기능을 구 하고, 지하 공동  자동 열

림을 해 LF 방식의 125KHz의 무선을 사용하여 사람

이나 기타 장애물로 인한 거리의 편차를 극복하며, 엘리

베이터 호출은 앙 서버와 연동하여 해당 지하 공동

이 열렸을 경우 호출을 하도록 구 했다. 입주자의 세

  출입은 일반 근 식 RFID 태그 기능을 이용하여 

구 되도록 하 다.

◦ 스마트태그

- RFID 기능: 세   출입시 사용한다.

- ZigBee : 주차장의 주차 치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원패스 시스템과 통신하기 해 사용한다.

- LF 기능: 지하 공동 에서 자동 출입을 구 하기 

해 사용한다.

◦ 수신기의 주요 기능

- 주차 치 확인을 해 ZigBee 망을 제공하고, TAG로

부터 치 정보  사용자 정보를 수신하여 주차 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감지하며, LAN 기능을 사용하

여 서버로 정보를 달한다.

◦ 공동  제기의 주요 기능

- LF 송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TAG가 LF 신호를 감

지할 경우 TAG는 ZigBee 기능을 사용하여 공동  

제기로 TAG 정보를 송하며, 공동  제기는 

이를 수신한 후 LAN 기능을 통해 서버에 송하며, 

서버의 응답정보를 수신 후 공동 이 자동으로 열

리게 한다.

◦ 비상버튼 스 치

- 주차장 벽면  주요 소외지역에 설치하여 치인식 

계기를 통한 치 리 서버에 비상상황 알람을 

한 장치이다.

◦ 치 리 서버의 주요 기능

- ZigBee 수신기에서 들어온 TAG 정보를 토 로 최

의 치정보를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 치확인을 한 계산 엔진이 설치되는 장비이다. 

한, 출입통제서버, 엘리베이터 리서버, 홈네트워크

서버 등과 연동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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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치인식 시스템 하드웨어의 설계

본 논문에서 무선통신용 치인식 시스템을 구 하

기 하여 무선통신을 송신하는 스마트 Tag, 설정구역 

내 일정 간격으로 배열되고 치 단말기의 치신호를 

수신하는 복수의 수신기, 각 수신기의 치신호를 수집

하는 계기를 개발 하 다.

1. 스마트 Tag : 스마트 Tag는 무선통신에 의해 치신호 

송신을 수행하는 무선통신용 스마트 태그를 특징으

로 하며 액티  RFID 태그, 지그비 태그, 근 식 RFID 

태그  배터리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개발하 다. 구

성은 그림 1 과 같으며 액티  RFID 태그는 120～

130KHz, 근 식 RFID 태그는 13～14MHz, 지그비는 

2.0～3.0GHz 주 수 범 에서 무선통신 한다.

그림 2. 스마트 Tag 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of smart tag 

2. 수신기  계기 : 수신기  계기는 무선통신에 의

해 치신호를 수신하는 무선 통신용 스마트 태그를 

특징으로 하며 치단말기와 통신하는 지그비 태그

와 지그비 수신기에 원을 공 하는 장치 구성으로 

개발하 다. 그림 3은 수신기에 한 구성을 나타내었

다. 수신기는 태그 인식용 무선신호를 송출하여 치

단말기의 액티  RFID 태그를 인식하는  태그 모듈을 

구비하고, 치단말기는 태그인식용 무선신호를 수

신하여 수신기의 설정거리 내 치여부를 별하여 

수신기가 설정거리 내에 치할 경우에 지그비 태그

를 활성화 시키는 모듈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3. 수신기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receiver

3. 공동  제기 : 치단말기를 이용하여 공동  

출입 서비스를 구 하 으며 치단말기를 공동  

제기에 가져가면 LAN 단말기를 통해 출입통제 서

버시스템이 태그값을 송하는 구성이다. 공동

제기의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공동  제기 구성도
Fig. 4 Configuration of common porch controller 

4. 비상버튼 스 치 : 주차장 벽면  소외지역에 설치되

어 치인식 계기를 통하여 치인식 서버에 비상

상황을 알람하는 장치이다. 통신을 한 ZigBee칩  

LED로 구성되며 비상버튼 스 치의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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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상버튼 스 치 구성도
Fig. 5 Configuration of emergency alarm switch

Ⅳ. 사례연구

4.1. 스마트 Tag H/W 개발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ZigBee One-Chip solution을 사용하여 

설계하 고, Chip Antenna를 사용하여 최소 사이즈로 구

하 다. 그리고 근거리 국제 무선통신표 (IEEE 

802.15.4)을 기반으로 설계하 다.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스마트 Tag의 실제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6. 스마트 Tag 
Fig. 6 Smart Tag 

◦ Zigbee chipset Booting 상태 확인 : 근거리 국제 무

선통신표 (IEEE 802.15.4)을 기반으로 설계된 Zigbee 

chipset의 동작 상태를 체크하 다. 그림 7(a)는 스마트 

Tag의 PCB 도면이고, 그림에서 Check Point(J1.4 : 빨강

색 원)를 디지털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지그비 동작 

상태를 확인하 고, 그 결과를 그림 7(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Zigbee chipset Booting이 정상

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b) 

그림 7. Zigbee chipset Booting 상태 확인
(a) PCB 도면 (b) Zigbee chipset Booting 형
Fig. 7 Test of Zigbee chipset Booting

(a) PCB design (b) Wave of Zigbee chipset Booting
 

◦ LF 수신칩 클럭 상태 확인 : AS3933은 X-축과 Y-축

으로 설계된 용 안테나를 통해 LF (125KHz 주 수) 신

호를 수신하는 칩셋으로 32.768KHz 외부 클럭 신호를 

측정하 다. 그림에서 Check Point(U4.12 : 빨강색 원)를 

디지털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LF 수신칩 동작 상태

를 확인하 고, 그 결과를 그림 8(b)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보는 것처럼, LF 수신칩 클럭이 정상 으로 동작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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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8. LF 수신칩 클럭 상태 확인
(a) PCB 도면 (b) LF 수신칩 클럭 형
Fig. 8 Test of LF Receive Chip 

(a) PCB design (b) Clock wave of LF Receive Chip

◦ LCD 동작 상태 확인 : HT1621B 드라이  IC에 의

해 구동되는 TN-LCD의 COM Port를 통해 동작 상태를 

확인하 다. 그림에서 Check Point(J3.1 : 빨강색 원)를 디

지털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LCD 동작 상태를 확인

하 고, 그 결과를 그림 9(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

는 것처럼, LCD가 정상 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a)

(b)

그림 9. LCD 동작 상태 확인
(a) PCB 도면 (b) LCD 동작 형
Fig. 9 Test of LCD Operation 

(a) PCB design (b) Operation wave of LCD

4.2. 수신기  계기의 개발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수신기의 ZigBee 기능은 스마트 Tag와 

동일하게 구 하 다. 그리고 TCP/IP Ethernet(IEEE 

802.3) Module을 설계하여 치 리 서버와 데이터 통신

을 구 하 다. PoE(Power of Ethernet) 기능을 지원하기 

해 DC 원 발생 회로와 Ethernet 회로를 분리하여 설

계하 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수신기의 실제사진을 나

타내었다.

그림 10. 수신기
Fig. 10 Receiver H/W

◦ 수신기 Zigbee chipset Booting 상태 확인 : 근거리 

국제 무선통신표 (IEEE 802.15.4)을 기반으로 설계된 

Zigbee chipset의 동작 상태를 체크하 다. 그림에서 

Check Point(J3.4 : 빨강색 원)를 디지털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지그비 동작 상태를 확인하 고, 그 결과를 그

림 11(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Zigbee 

chipset Booting이 정상 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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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1. Zigbee chipset Booting 상태 확인
(a) PCB 도면 (b) Zigbee chipset Booting 형
Fig. 11 Test of Zigbee chipset Booting

(a) PCB design (b) Wave of Zigbee chipset Booting

◦ Ethernet 통신 상태 확인 : TCP/IP Ethernet (IEEE 

802.3) Module의 동작 상태를 체크하 다. 그림에서 

Check Point(U6.23 : 빨강색 원)를 디지털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Ethernet 통신 상태를 확인하 고, 그 결과를 

그림 12(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Ethernet 

통신이 정상 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b)

그림 12. Ethernet 통신 상태 확인
(a) PCB 도면 (b) Ethernet 통신 형
Fig. 12 Test of Ethernet Communication

(a) PCB design (b) Ethernet communication wave

4.3. 공동  제기의 개발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공동  제기의 ZigBee 기능은 스

마트 Tag와 동일하게 구 하 다. LF 기능을 사용하여 

TAG의 Wake-up 동작을 발생시키기 한 LF 송 Logic

을 설계하 다. LF 동작 시나리오는 정해진 Packet 송 

 인증 방식을 사용하 다. TCP/IP Ethernet(IEEE 802.3) 

Module을 설계하여 치 리 서버와 데이터 통신을 구

하 고, PoE(Power of Ethernet) 기능을 지원하기 해 

DC 원 발생 회로와 Ethernet 회로를 분리하여 설계하

다. 

그림 13. 공동  제기
Fig. 13 Common Porch Controller

ㅇ Zigbee chipset Booting 상태 확인 : 근거리 국제 무

선통신표 (IEEE 802.15.4)을 기반으로 설계된 Zigbee 

chipset의 동작 상태를 체크하 다. 그림에서 Check 

Point(J3.4 : 빨강색 원)를 디지털오실로스코 를 이용하

여 지그비 상태를 확인하 고, 그 결과를 그림 14(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Zigbee chipset 

Booting이 정상 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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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4. Zigbee chipset Booting 상태 확인
(a) PCB 도면 (b) Zigbee chipset Booting 형
Fig. 14 Test of Zigbee chipset Booting

(a) PCB design (b) Wave of Zigbee chipset Booting

◦ Ethernet 통신 상태 확인 : TCP/IP Ethernet (IEEE 

802.3) Module의 동작 상태를 체크하 다. 그림에서 

Check Point(U6.23 : 빨강색 원)를 디지털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Ethernet 통신 상태를 확인하 고, 그 결과를 그

림 15(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Ethernet 

통신이 정상 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b)

그림 15. Ethernet 통신 상태 확인
(a) PCB 도면 (b) Ethernet 통신 형
Fig. 15 Test of Ethernet Communication

(a) PCB design (b) Ethernet communication wave

◦ LF 출력 상태 확인 : TCP/IP Ethernet Module의 동작 

상태를 체크하 다. 그림에서 Check Point(J5.1 : 빨강색 

원)를 디지털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LF 수신칩 상태

를 확인하 고, 그 결과를 그림 16(b)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보는 것처럼, LF 수신칩 클럭이 정상 으로 동작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b)

그림 16. LF 수신칩 출력 상태 확인
(a) PCB 도면 (b) LF 수신칩 클럭 형
Fig. 16 Test of LF Receive Chip 

(a) PCB design (b) Clock wave of LF Receive Chip

4.4. 비상버튼 스 치의 개발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비상버튼 스 치의 ZigBee 기능은 스마

트 Tag와 동일하게 구 하 다. 그 외 테스트 스 치, 리

셋스 치와 비상상황을 식별하기 한 LED로 구성된다. 

   

그림 17. 비상버튼 스 치
Fig. 17 Emergency Alarm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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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gbee chipset Booting 상태 확인 : 근거리 국제 무

선통신표 (IEEE 802.15.4)을 기반으로 설계된 Zigbee 

chipset의 동작 상태를 체크하 다. 그림에서 Check 

Point(J3.4 : 빨강색 원)를 디지털오실로스코 를 이용하

여 지그비 상태를 확인하 고, 그 결과를 그림 18(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Zigbee chipset 

Booting이 정상 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b)

그림 18. Zigbee chipset Booting 상태 확인
(a) PCB 도면 (b) Zigbee chipset Booting 형
Fig. 18 Test of Zigbee chipset Booting

(a) PCB design (b) Wave of Zigbee chipset Booting
 

Ⅴ. 결  론

본 논문은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치인식에 한 정

확도, 인지범 , 용 상을 향상시킬 목 으로 무선

통신 치인식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개발된 치인지 

시스템은 치단말기, 다수의 수신기, 계기, 통합서

버로 구성되며 본 논문에서 제작된 개별 하드웨어 제시

하 다.

제작한 하드웨어가 정상 인 무선통신 여부를  확인

하기 하여 사례 연구와 같이 스마트태그, 수신기, 공동

제기, 비상버튼 스 치의  ZigBee 부   Ethernet 

통신, LCD 구동 상태를 등을 확인하 다.  한 치인

식을 수행하기 한 안테나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하

여 안테나 특성시험  수신감도 측정을 실시하 으며 

치인식을 수행하기 해 충분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공  제기의 신호 송수신 여부를 

확인하 으며 패턴인식 모드로 정상 구 됨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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