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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를 이용한 실내 위치 인식 시스템은 실내의 위치를 예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의해 오

차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역전파 신경망을 이용하여 오차를 줄이고자 한다. 신경망은 층간의 가중치를 조정하

고 훈련시켜 리더를 보유한 물체의 실제위치와 실험을 통해 예상되는 위치간의 오차를 줄인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값을 사용한 방법과 방사 형태를 사용한 방법을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구성을 제안하였

다. 두 가지 방법 중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어떤 방법이 실제 위치를 인식하는 데에 더 효율적인지 확인하고 오차를 

줄이고자 한다. 그 결과 중앙값을 이용한 방법이 오차가 더 적었으며, 데이터 개수가 많을수록 오차가 더 줄어드는 것

을 확인하였다.

ABSTRACT 

Since the indoor location recognition system using RFID is a method for predicting the indoor position, an error occurs 
due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an obstacle. In this paper, we plan to reduce errors using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s. The neural network adjusts and trains the connection values between the layers to reduce the error 
between the actual position of the object with the reader and the expected position of the object through the experi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hat uses the median method and the radiation method as input to the neural 
network. Among the two methods, we want to find out which method is more effective in recognizing the actual position 
in an environment with obstacles and reduce the error. Consequently, the method using the median has less error, and we 
confirmed that the more the number of data, the smaller th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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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물건

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1]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기술로 RFID(Ra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대두

되고 있다. RFID 기술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정보 감지 

수단으로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

여 리더가 비접촉식으로 읽어내는 기술이다[2].
실내 위치 인식을 위한 매체로 RFID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3-5]. 응급 구조 대피 지원 시스템

(ERESS)을 위한 RFID 기반 실내 위치 인식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다[6]. RFID는 기존의 바코드를 읽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바코드에 비해 인식

속도가 빠르고 인식반경이 더 넓다. 또한, 여러 개의 정

보를 동시에 인식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으며, 바코드보

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

이터를 읽는 속도 또한 매우 빠르며 데이터의 신뢰도 또

한 높다. 태그(Tag)의 종류에 따라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물리적인 손상이 없는 한 반영

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RFID는 이미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실내 위치 인식 시스템은 실내의 위치를 예

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의해 오

차가 발생한다[7,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물이 있

는 환경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경망을 이

용하고자 한다[9,10].
주원이 등[11]은 리더기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중앙값을 이용한 방법, 방사 형태를 이용한 방법, 방사 

형태와 중앙값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중앙값을 사용한 방법의 오차가 가장 적었으나 본 논문

에서는 장애물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중앙값 뿐만 아

니라 방사 형태를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오차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리더기의 예상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중앙값 계산 방

법 및 방사 형태와 중앙값을 함께 이용한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해 리더기를 각

각 다른 위치에서 100번, 150번, 200번 측정했을 때의 

예상 위치를 신경망에 의하여 구하고,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오차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신경망의 구조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역전파 신경망의 구조

를 나타낸다. 역전파 신경망 입력 영역에 데이터를 좌표 

값으로 넣었다. (x,y)형태의 좌표인 행렬로 입력시키기 

위해 리더기에 읽힌 태그들을 중앙값을 이용한 방법과 

방사 형태와 중앙값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입력에 

넣을 데이터들을 일련화 시켰다. 은닉 층(Hidden Layer)
은 신경망의 복잡성에 따른 영역으로 보통 신경망의 구

조가 간단하면 은닉 층을 낮게 설정하고 구조가 복잡해

질수록 높게 설정한다[12]. 본 논문에서는 은닉층의 뉴

론(Neuron)의 수가 3일 때 데이터의 오차율이 가장 적었

기 때문에 뉴론 수를 3으로 하였다.

Fig. 1 Structure of the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Ⅲ. 입력 데이터 계산 방법

그림 2는 중앙값 측정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와 같이 리더기의 위치가 좌표 상 (3,3)에 있다고 하자. 
만약 (5,4)의 위치에 있는 태그가 읽혔다고 가정하면 리

더기와 읽힌 tag의 중앙값은 (4,3.5) 가 된다.
그림 3은 그림 2의 방식을 토대로 리더기와 태그의 

중앙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4,4)의 위치에 읽힌 태그는 

(5,4)의 위치에 읽힌 태그와 거의 같은 방향이므로 그 중

앙값은 제거한다. 이러한 중앙값들의 x값과 y값의 평균

이 중앙값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각 중앙값들을 무

게중심 공식에 대입하여 얻은 값을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입력 영역에 각 데이터를 사용할 때 훈련 데이터 신경

망의 영역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리더기 위치에 따

른 중앙값을 사용하고, 시험 데이터 영역에는 리더기 위

치를 모른다는 가정 하에 읽힌 태그들의 무게중심을 리

더기 위치로 생각하여 그에 따른 중앙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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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thod of obtaining the median value.

Fig. 3 Median value of a reader and read tags.

Fig. 4 Compensation for tag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radiation pattern.

그림 4는 방사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리더기에 의

해 읽힌 태그를 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방사원

에 포함되지 않은 태그들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

사 형태와 중앙값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방사원 바깥에 

있는 태그들을 리더기와의 중점 값을 이용하여 방사원 

안으로 포함시켜 방사원 안에 있는 태그들의 무게 중심

을 구하여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Ⅳ. 실험 방법 및 결과

4.1. 실험 과정

그림 5는 실험을 위하여 리더기와 태그들을 설치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태그를 30cm 간격의 8×6의 직사각

형 형태로 실내 바닥에 배치한 후 중앙에 전파가 통과하

기 어려운 장애물을 배치한다. 그리고 그림 6과 같은 

RFID gateway ALR 9900+와 안테나를 연결한다. ALR 
9900+는 최대 12m까지 송수신이 가능한 고정형 리더기

로 임의의 위치에 RFID 리더기를 놓고 리더기의 위치에 

따라 안테나에 읽히는 태그들을 연결된 PC의 Alien 
RFID Gatewa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한다. Alien 
RFID Gateway는 ALR 9900+로 측정된 태그들을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각각 위치마다 읽힌 태그들을 정리

하여 중앙값과 방사 형태와 중앙값을 이용한 방법으로 

각각의 위치의 평균을 알아낸다.

Fig. 5 Arrangement of a reader, tags, and an obstacle.

Fig. 6 Alien RFID Gatewa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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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험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

째는 중앙값만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는 방사 형태와 중앙값을 함께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이다. 그리고 각 방법들은 리더기의 위치를 바꿔가며 

100번, 150번, 200번까지 측정한다. 각각의 측정된 값들

을 신경망의 입력 영역에 대입한다. 표 1은 측정 데이터

의 개수에 따른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나누는 방

법을 나타낸다. 측정 데이터가 100 개일 때는 훈련 데이

터를 60개, 시험 데이터를 40개로 나누고, 측정 데이터

가 150개일 때는 훈련 데이터를 90개, 시험 데이터를 60
개로 나누며, 측정 데이터가 200개일 때는 훈련 데이터

를 120 개, 시험 데이터를 80 개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신경망을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각각의 

오차를 비교하여 보고, 신경망을 사용하였을 때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오차가 더 적은지를 비교하여 본다. 
즉 신경망을 이용하지 않고 각 위치에 대한 중앙값과 방

사 형태와 중앙값을 함께 이용하는 측정 방법으로만 구

한 위치의 오차와 그것을 신경망에 입력했을 때의 오차

를 비교하여본다.

Data
Number Training data Test data

100 60 40

150 90 60

200 120 80

Table. 1 Number of training and test data.

4.2. 실험 결과

위치 인식을 위해 태그들을 배치하고 중앙에 RFID가 

통과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태그들 간의 간격

은 30cm이다.
100개의 데이터에서 측정했을 때의 방사 형태 오차

는 13.5472cm이고 중앙값 오차는 11.6607cm로 더 적게 

나온다. 하지만 150개와 200개의 데이터로 측정했을 때

는 중앙값 오차가 각각 10.7883cm, 11.1742cm이고 방

사 형태 오차가 각각 10.4245cm, 10.828cm로 방사 형태

로 측정한 평균 오차 값이 더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오

차 값들을 나타낸 것이 그림 7이다. 따라서 데이터 개수

가 많아질수록 방사 형태 오차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적

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7 Comparison of mean errors of radiation pattern 
and median value.

Fig. 8 Comparison of mean errors of median value and 
median value with neural network.

그림 8은 신경망을 사용하지 않은 중앙값 방법과 신

경망을 사용한 중앙값 방법의 오차를 비교한 것이다. 각
각 100개, 150개, 200개의 데이터로 비교하였을 때, 중
앙값 오차는 11.6607cm, 10.7883cm, 11.1742cm의 오차 

값이 발생했고, 신경망을 적용한 중앙값 오차는 

10.0671cm, 9.6827cm, 7.9842cm로 신경망을 적용한 오

차 값이 더 적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값으로 

계산한 평균 오차 값은 데이터 개수가 100개일 때 보다 

150개 일 때 오차가 더 적게 나타났으나, 200개일 때는 

다시 오차가 조금 증가하였다.
그림 9는 신경망을 사용하지 않은 방사 형태 방법과 

신경망을 사용한 방사 형태 방법의 오차를 비교한 것이

다. 각각 100개, 150개, 200개의 데이터로 비교하였을 

때, 방사 형태 오차는 13.5472cm, 10.4245cm, 10.828cm
의 오차 값이 나타났고, 신경망을 적용한 오차 값은 

13.2304cm, 11.4565cm, 10.0064cm로 나타났다. 이 실

험을 통해 100개와 200개의 데이터로 측정한 평균 오차 

값은 신경망을 적용했을 때 더 적게 나타나고 150개의 

데이터로 측정한 평균 오차 값은 신경망을 적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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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사 형태로 계산한 것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 적

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방사 형태 방법은 신경망의 사

용 유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Comparison of mean errors of radiation pattern 
and radiation pattern with neural network.

Fig. 10 Comparison of mean errors of radiation pattern 
with neural network and median value with neural network.

그림 10은 신경망을 사용한 방사 형태 방법과 신경망

을 사용한 중앙값 방법의 오차를 비교한 것이다. 신경망

을 적용한 방사 형태의 오차 값은 100개, 150개, 200개
의 데이터에서 각각 13.2304cm, 11.4565cm, 10.0064cm
로 나타났다. 또 신경망을 적용한 중앙값의 오차 값은 

100개, 150개, 200개의 데이터에서 각각 10.0671cm, 
9.6827cm, 7.9842cm로 모든 데이터 구간에서 신경망을 

적용한 중앙값 오차가 방사 형태의 오차 값 보다 적게 

나타났다. 또한 방사 형태로 측정한 오차값은 100개, 
150개, 200개의 데이터에서 각각 13.2304cm, 11.4565cm, 
10.0064cm로 오차값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훈련시키는 데이터양이 많을수록 오차 값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실내 위치 인식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위치 인식 방

법으로 신경망에 측정값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신경망에 측정값들을 적용시키면 신경망이 훈련 

데이터를 읽고 그 평균 위치를 찾아냄으로써 실제 리더

기 위치와 신경망을 이용했을 때의 평균 위치와의 오차

가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더기 위치를 

각각 다른 위치에서 100번, 150번, 200번의 측정을 하여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를 확보하였다. 측정한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로 분류해 훈련 데이터를 신

경망에 적용하여 훈련시킴으로써 시험 데이터의 오차

를 줄일 수 있었다. 
측정한 방법 중 신경망을 적용했을 때 중앙값으로 측

정한 오차가 10.0671cm, 9.6827cm, 7.9842cm이고, 방
사 형태로 측정한 오차가 13.2304cm, 11.4565cm, 
10.0064cm로 중앙값 방법이 오차가 더 적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 개수를 100개, 150개, 200
개로 늘렸을 때 중앙값의 오차 값이 10.0671cm, 9.6827cm, 
7.9842cm로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신경

망에 훈련시키는 데이터양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중앙 값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신경망에 적용시켰을 

때 오차가 가장 적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선 주파수는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

서는 중앙값을 이용한 방법보다 방사 형태와 중앙값을 

이용한 방법이 오차가 더 적게 나오리라 예상되었다. 하
지만 장애물이 있는 공간보다 장애물이 없는 공간이 더 

많은 환경에서의 실험을 하였으므로 방사 형태와 중앙

값을 이용한 오차보다 중앙값을 이용한 오차가 더 적은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도 장

애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장애물이 없는 공간보다 비교

적 작다면 중앙값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오차가 적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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