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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는 유헬스의 핵심 기술로서 환자 치 추  리, 의료 자산 리 등 다양한 목 으로 의료기 에 

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의료기 에서는 높은 도입 비용으로 인하여 RFID 도입이 기 와 달리 극 이

지 못한 실정이다. 도입 검토 단계에서 정확한 비용과 도입 효과를 산정하는 것은 의료기간에서의 RFID 확산

에 꼭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 에서 RFID 도입시 상되는 비용  효율을 평가하기 한 시뮬 이

션 기법을 제안한다. 의료기 을 상으로 하여 태그를 부착한 환자의 이동을 가상으로 모델링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환자의 이동에 따른 RFID 태그 인식 시뮬 이션을 통해 태그 인식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법

을 제시한다. 

ABSTRACT

As a key technology of U-health, RFID can be applied to the hospitals in a variety of cases such as patient tracking, medical 

instrument management, and so on. However, adoption of RFID in healthcare does not reach expectations because of huge cost. 

Exact estimation of cost and effectiveness will boost adoption of RFID in healthcare. This study proposes a novel simulation 

technique to evaluate cost and effectiveness of RFID in hospital environment. To do this, this study proposes a technique for 

modeling patients' movements in a hospital. Based on the model, this study provides how to obtain tag event dataset by means of 

simulating identifications of RFID tags that are attached to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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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 기술은 무선 주 수를 통해 태그를 부착한 

물품의 이동을 리더가 자동으로 식별함으로써 물품의 

치를 추 하는 기술이다. RFID 기술은 제조물류, 

공 망 리, 자산 리 등에 범 하게 활용되고 있

으며 특히 u-Health의 핵심 기술로 각 받고 있다

[1][2][3].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약품 공 망 리, 

병원 내 환자 치 리, 약제 투약 리, 의료 기자

재 자산 리 등 다양한 분야에 RFID가 용되고 있

다[4][5].

병원에 RFID를 도입하는 경우 의료시간 단축, 비

용 감, 환자 안  향상, 의료 사고 억제 등의 다양한 

이 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RFID 도입은 그리 활발하

http://dx.doi.org/10.13067/JKIECS.20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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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로 방해로 인한 의료

기기 문제 등의 기술 인 부분 이외에도 라이버시, 

표 화, 비용 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5]. 그 에서

도 비용은 리더, 태그 등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유

지보수 등을 포함하여 기 도입 비용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입 비용에 따른 효과를 산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RFID 도입 비용의 측을 한 방법론으로서 실제 

상황을 모방하여 실행하는 시뮬 이션 기법이 용될 

수 있다[6][7][8]. RFID 시뮬 이션은 의료기  내에 

가상의 RFID를 설치하고 환자 는 물품에 부착된 

태그를 이동시킴으로써 가상의 태그 인식 이벤트들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가상 설치된 RFID 리더  태그

를 통해 하드웨어 비용을 추산할 수 있으며, 생성된 

태그 인식 이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소 트웨어 비

용을 추산할 수 있다. 한 생성된 데이터셋은 분석을 

통해 RFID 도입 효과를 측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

다. 즉, 시뮬 이션을 통해 도입 효과  비용을 미리 

산정하는 것은 물론 RFID 도입의 정성을 평가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의료기 에서 RFID 도입 여부를 검증하기 한 시

뮬 이션은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

째, 의료기 의 내부 구조를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의료기  내의 다양한 부서를 방문하는 환자  

물품의 이동을 가상으로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셋

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계열 태그 인식 이벤트 데

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RFID 시뮬 이션과 련한 기존의 연구는 태그 인

식 이벤트 데이터셋의 생성기법에 한 연구로부터 

출발하 다. 기의 연구들은 RFID 소 트웨어의 성

능 평가를 목 으로 하여 리더의 에뮬 이션을 통한 

량의 데이터셋을 생성하는데 을 두고 있다[9]. 

이 연구는 RFID 리더의 기능을 에뮬 이션하는 것에 

을 맞춤에 따라 환자  물품의 이동을 가상으로 

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후 RFID 응용환경의 

가상화를 통해 다양한 RFID 환경에서의 태그 이동을 

시뮬 이션하는 기법이 제시되었다[10][11]. 사용자의 

간단한 설정을 통해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이를 통

해 데이터셋을 생성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들도 생산라인, 공 망 등 태그의 이동이 비교

 단순하고 명확한 경우에만 용 가능하며 병원과 

같이 태그의 이동이 비교  복잡한 경우를 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RFID 시뮬 이션 

네트워크 모델(RSN)[11]을 확장하여 태그의 복잡한 

이동을 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기  시뮬 이션

을 수행하기 한 기법을 제안한다. 환자의 움직임 패

턴을 고려한 태그 상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RSN과 

결합함으로써 병원에서의 다양한 환자 이동에 따른 

시뮬 이션을 실행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병원과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시뮬 이션을 통한 

비용  효율성 평가가 가능함을 입증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

인 RFID 시뮬 이션 네트워크 모델을 간략히 기술하

고, 3장에서는 병원 응용환경을 상으로 한 시뮬 이

션 모델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시뮬 이션 모델에서 

환자의 이동을 표 하기 한 태그 상태 모델  이

에 기반한 시뮬 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Ⅱ. RFID 시뮬 이션 네트워크 모델

기존의 리더 에뮬 이션을 이용한 데이터셋 생성 

기법은 RFID의 기술  특성인 태그의 통신장애로 인

한 데이터 유실, 반복 이벤트 생성 등이 고려되지 않

으며, RFID 응용 환경의 특성인 태그의 이동경로  

이동 패턴 등이  반 되지 않음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셋의 활용도가 매우 제한 이었다. RFID 시뮬

이션 네트워크 모델(RSN)[11]은 RFID 환경의 여러 

특성들을 고려하여 실제 RFID 환경을 그 로 모방함

으로써 RFID 환경 내에서의 태그의 이동을 네트워크 

그래  형식으로 표 한 모델이다. 

RSN의 표  기법은 그래  모델인 페트리넷[12]을 

확장한 형태로써 페트리넷을 구성하는 장소(Place), 

이동(Transition), 토큰(Token)등의 구성요소 이름을 

RFID 환경에 맞게 리더(Reader), 로세스(Process), 

태그(Tag), 아크(Arc)로 재 정의한 모델이다. 여기서 

리더는 RFID 리더를 의미하며, 로세스는 RFID 리

더의 안테나 신호가 미치지 못하는 역을 의미한다. 

즉, RSN을 이용한 시뮬 이션은 태그들이 아크를 따

라 리더와 로세스 두 종류의 노드들을 방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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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며, 태그가 리더 노드에 머물러 있는 동안 태그 

인식 이벤트들이 생성된다.

RSN에는 두가지 실행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는 각각 태그 이동 규칙과 이벤트 생성 규칙이다. 태

그 이동 규칙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이동, 복수 개의 태

그들로 이루어진 태그 그룹의 이동, 그룹의 분할 이

동, 여러 리더로의 분배 이동으로 구성되며 이 규칙들

은 리더 는 로세스 노드의 속성으로 표 된다. 이

벤트 생성 규칙은 리드 사이클, RF노이즈 등의 리더 

노드의 속성으로 표 하여 리더 노드에서 이벤트를 

생성할 때 실제 RFID 리더와 매우 유사하게 이벤트

를 생성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RSN에서 태그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미리 

제시된 흐름에 따라 일 된 형태로 이동하게 되므로, 

생산 라인(Production Line) 등과 같이 물품의 이동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이동하는 응용환경에 

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환자 등의 사람이 태그를 부

착한 경우에는 태그가 임의에 가까운 이동을 하기도 

하고  한 곳을 여러 번 방문하기도 하므로 RSN에

서는 이를 표 하는 데 한계가 있다.

Ⅲ. 병원에서의 RFID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 에서의 RFID 시뮬 이션을 

해 앞장에서 제시된 RFID 시뮬 이션 모델을 확장

하여 용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 으로, 응  환자의 

치추 을 해 RFID 시스템을 병원 내 응 실에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시로 하여 시뮬 이

션 기법을 제시한다.

그림 1은 RSN을 이용하여 병원 응 실을 가상으

로 표 한 시이다. 시에서는 응 실, 진료실, 임상

병리실, 그리고 방사선실을 갖춘 형 인 병원의 구

조를 모델로 간략화하여 표 하 으며, 이에 따라 6개

의 리더와 6개의 로세스로 도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 실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와 내부로 통

하는 문에 리더가 각각 설치되 있으며, 진료실, 임상

병리실, 방사선실에도 환자의 이동을 악할 수 있도

록 각각 문에 리더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1에 도시된 시에서의 태그 흐름의 시나리오

는 다음과 같다. 응  환자가 병원 응 실에 도착하면 

먼  환자에게 태그를 부착하는데 이때 리더 r2를 통

해서 태그를 인식시키고 이를 환자에게 부착한다. 환

자에게 부착된 태그는 이후 진료 과정에서 응 실의 

출입구(r3)를 통과하여 진료실, 임상병리실 는 방사

선실을 방문하고 다시 응 실로 돌아오게 된다. 이후 

응  처치가 완료되면, r2를 통해서 태그를 마지막으

로 인식한 후 태그를 부착 해제한다. 단, 이 시에서

는 표 의 단순화를 해 입원실은 제외하 으며, 진

료진이 응 실을 방문하여 진료 과정에서 모바일 

RFID 리더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부착된 태그를 인식

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하 다.

그림 1. 응 실에서의 시뮬 이션 모델 시
Fig. 1 An example of the simulation model for 

emergency room

앞에서 언 한 환자의 이동 시나리오를 RSN 

에서 설명하면 태그는 최  r2에서 생성되어 r2에 부

여된 시간(time) 속성이 경과하면 r2와 연결되어 있는 

p2로 이동한다. 즉, 모든 노드들에는 시간 속성(time)

이 부여되어 있으며 해당 노드에 머물러 있는 태그들

은 시간 속성에서 기술된 시간이 경과하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응 실을 

의미하는 p2와 통로를 의미하는 p3 노드에는 각각 여

러 리더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노드에 치한 태

그가 이동할 다음 노드의 선정이 필요하다. 즉, r3에서 



JKIECS, vol. 9, no. 1, 61-66, 2013

64

p3으로 이동한 태그들은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

실로 이동가능하고, 한 다시 r3를 통해 응 실로 돌

아갈 수도 있다. 기존의 RSN에서는 다음 노드를 결

정하기 해서 순차 순환 분배(Round-Robin Distri-

bution), 확률 함수(Probability Function) 등과 같은 

분배 함수(Distribution Function)을 통해서 결정되었

는데, 시와 같은 경우에는 순차 순환 분배나 확률함

수를 그 로 용하기 어렵다. 시와 같은 병원에서

의 환자 이동을 결정하기 한 태그 이동 제어 기법

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Ⅳ. 시뮬 이션에서의 태그 이동 제어

본 논문에서는 병원에서의 환자 이동을 정교하게 

표 하기 해 태그 상태 모델(Tag state model)을 

RSN에 추가한다. 이는 노드의 이동규칙을 통해 태그

의 흐름을 일 으로 제어하는 RSN과는 달리 각 태

그 별로 고유한 비즈니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기존의 순차 순환 분배, 확률 함수를 통한 분

배가 아닌 태그의 상태 기반 이(Status-Based 

Transition)를 가능하게 한다. 

4.1 태그 상태 모델링

RSN에 태그의 상태를 추가하기 해 RSN의 구성

요소  하나인 태그의 정의를 <tid, rid, ts>의 세개

의 속성에서 <tid, rid, ts, status>의 네 개의 속성으

로 확장한다. 여기서 tid는 태그의 식별자, rid는 태그

가 처음 인식되는 리더의 식별자, ts는 태그가 리더 

rid에 최  인식될 시간, 그리고 status는 태그의 상태

를 의미한다. status에 포함될 수 있는 값은 실체화된 

RSN 인스턴스별로 달리 설정한다. 를 들어 그림 1

의 시에서는 태그의 상태 t.status를 {A, P, R, C}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값의 의미는 각각 수, 병리검

사, 방사선검사, 진료로 구분한다. 

그림 1에서 제시된 응 실에서의 환자의 상태 이

는 그림 2와 같이 도시될 수 있다. 환자는 수 이후

에 임상병리검사 후 진료를 받거나 추가 으로 방사

선 검사 후 진료를 받게 된다.  다른 경우 임상병리

검사를 제외하고 바로 방사선검사 후 진료를 받을 수

도 있다. 즉, 상태 간의 이에서 여러 가지 경로가 

발생할 수 있다. 태그 상태 모델에서는 상태 이가 

가능한 경로만 표 하고 있으며, 태그 상태 모델에 기

반한 세부 인 태그 이동 기법은 다음 에 제시한다.

그림 2. 응 실 환자의 상태 모델링 시
Fig. 2 An example of the state model of patients

4.2 상태 기반 태그 이동 기법

태그 각각에 상태가 설정되면 RSN에 두가지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내에서의 태그 

이동 과정에서 태그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는 그림 1의 시에서 볼 때 p4, p5, p6를 방문하는 태

그에 해 각각 C, P, R의 상태를 설정함으로써 가능

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그 상태를 기반으로 각 노

드에서 다음 노드로 이동하기 한 규칙을 생성하는 

것이다.

다음 노드로 이동하기 한 규칙을 생성하는 것은 

로세스 노드의 분배 이동 규칙을 재정의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로세스 노드에서 태그 상태를 기반으

로 분배하기 한 분배 함수를 설정하는 것인데, 그림 

1의 시에서는 노드 p2와 p3에 해 분배 함수를 설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p2의 경우 응 실 외부로 잠깐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r3을 통해 다른 부서로 방문하

거나 r2에 인식 후 태그를 부착 해제하는 경우가 있

다. 즉, 태그의 상태가 C인 경우에 다시 r2로 방문하

게 하여 해당 태그의 생명주기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그 외의 상태인 경우에는 확률함수를 이용하여 r1 

는 r3 둘  하나의 리더로 이동시킬 수 있다.

p3에서는 분배 규칙이 보다 복잡하다. p3로 진입할 

수 있는 리더는 r3, r4, r5, r6 네 개의 리더이며,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태그의 상태에 따라 이

동시킬 노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p3에서의 분

배 함수는 그림 3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분배 함수

는 해당 태그에 해서 이후 이동할 다음 노드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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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함수로서 그림 3에서 제시된 p3의 분배 함수

는 그림 2의 태그 상태 모델에 기반하여 분배 규칙을 

설정한 시이다. 

그림 3의 분배 함수를 설명하면 태그의 상태가 A

인 경우 50%의 확률로 r5 는 r6로 이동시켜서 각각 

임상병리검사 는 방사선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리

고, 태그의 상태가 P인 경우는 80%의 확률로 의사진

료를 받도록 하되 20%의 확률로 방사선검사를 추가

로 받도록 설정하 다. 그리고, 방사선검사까지 받아

서 태그의 상태가 이미 R로 된 경우에는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r4로 이동시킨다. 진료까지 모두 받은 

경우에는 다시 응 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r3로 이동

시킨다. 

그림 3. p3 노드에서의 분배 함수 시
Fig. 3 An example distribution function for 

node p3

그림 2에서 제시된 태그 상태 모델은 그림 3과 같

이 RSN의 분배 함수를 통해 구  될 수 있음을 입증

하고 있다. 그림 3은 하나의 시 함수일 뿐이며, 실

제 태그 상태 모델 구축과 분배 함수 구 은 응용 환

경  시뮬 이션 수 에 따라 달라진다. 를 들어, 

그림 3에 제시된 분배 함수에 추가하여 직 에 방문

한 노드 정보를 포함하여 더욱 정교한 규칙을 설정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Ⅵ. 결 론

의료기 의 경우 RFID의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 특히 비용의 문제로 인해 RFID를 

활발히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

료기 에서 RFID 도입시 발생하는 비용  효율을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한 시뮬 이션 기법을 제시하

다. 제안한 기법은 RFID 데이터셋을 가상으로 생성

하기 한 시뮬 이션 기법인 RFID 시뮬 이션 네트

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병원 내 환자의 다양한 

이동 패턴을 표 하기 한 태그 상태 모델을 추가한 

기법이다. 제안한 태그 상태 모델은 RSN의 태그 각

각에 상태 정보를 추가하고 분배 이동 규칙에 태그의 

상태 이(Transition)를 구 함으로써 실 된다는 것

을 입증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뮬 이션 기법의 용을 통

해 RFID 도입을 희망하는 의료기 에서는 각 의료기

에 맞는 RSN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시뮬 이션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셋을 생성함으로써 RFID 

도입시 상되는 RFID 하드웨어 규모, 시스템 부하 

등을 간 으로 산정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보다 구

체 으로 산정할 수 있다. 더불어 시뮬 이션을 통해 

생성된 태그 인식 이벤트 데이터셋의 분석을 통해 

RFID 도입 후의 효용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뮬 이

션 기법을 제한된 리더 수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향후 과제로서 규모 병원 환경에서의 시뮬 이션 

시스템의 설계  구 을 통해 본 기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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