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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e RSSI 기반의 치추정 기능을 탑재한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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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은 무선통신 기술이 발 하면서, 그 응용분야가 산업 반에 걸

쳐 확 되었다. RFID 기술의 표  응용 분야로는 의료, 물류, 유통 등이 있으며, 라디오 를 이용하기 때문

에 비  환경에의 사용이 용이하다. 최근 들어 RFID를 사용하여 건축자재의 재고 리를 한 자재 리 

시스템의 구축사례가 증가 하고 있지만, 자재의 재사용에 한 련 연구나 실험은 미비한 상태이다.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재고 리 시스템의 재고 리 기능에, 자재의 재사용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치추정 

유닛이 탑재된 RFID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RFID 리더부와 장부로 구성되고, 자재 치정보

는 RFID 리더의 치를 추정하여 획득하게 된다. 리더의 치추정을 한 거리 값은 Zigbee의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값을 활용하여 계산되며, 5m X 5m의 실내공간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치추정 성능평가를 진행 하 다.

ABSTRACT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technology has a significant attraction throughout various industry sit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typical applications of RFID include medical, logistics, and distribution, and, specially, it is effectively 

applied to non-contact environments, because it employs radio waves. Although, recently, construction cases of the RFID management systems for the 

inventory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materials have been increased, the related researches and experiments for the reused materials are not 

actively performe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RFID system with the localization function for effectively managing the reuse of the construction 

materials, adding to the conventional inventory management system.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a RFID reader unit and a receiver unit,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material with the attached RFID tag is obtained by estimating the position of a RFID reader. The distance value for 

estimating the reader position is calculated using the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 value of Zigbee,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oposed system is performed in the indoor space of 5 m X 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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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48년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1]

기술이 처음 소개[2]된 후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RFID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로 인

해 다양한 산업으로의 RFID 기술 응용이 크게 확  

되었다. 표 인 산업 장의 RFID응용 로는 물

류, 유통분야를 들 수 있으며, 정보를 무선으로 송

[3]하므로 비  환경에서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진다. 최근 들어, 건축분야에서 RFID를 사용하

여 자재를 리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기

존의 RFID 자재 리 시스템은 자재 리 자체에만 

을 맞추어 재건축 시 자재의 재사용을 한 일

련의 정보를 리하는 기능을 가지는 시스템에 한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Zigbee[4]의 RSSI 값을 사용하여 

건축자재의 치를 추정하고, 그 정보를 자재의 재사

용 리에 사용하는 RFID 자재 리 시스템을 제안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UHF(: Ultra-High 

Frequency)  역의 RFID를 사용하며, 치추정을 

한 치추정 유닛과 리더기의 거리는 Zigbee의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값을 측

정하여 계산한다. 리더부에서 태그 ID와 치추정 

결과를 장부로 송하고, 장부는 송된 데이터

를 데이터베이스에 장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RFID 기반의 건축 자재 리 시스템들에 한 선행

연구  기존 연구의 문제 에 하여 고찰하고, 3장

에서는 자재의 치를 추정하기 한 치추정 모델

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RFID 시스템에 하

여 설명하고 5장에서 실험을 통한 치추정 성능검

증에 한 결과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선행연구  기존 연구의 문제

RFID를 활용한 건축 자재 리 시스템에 한 다

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연구들은 

신규 건축자재 리 자체에만 집 되어 왔다. 즉, 건

축 장에서의 자재 투입량과 재고 악 목 의 리

시스템들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카네기 멜론 학에

서 RFID를 이용한 리 시스템을 제시 하 고, 장

실험을 통하여 30%의 능률이 향상된 것을 보 다

[5]. 국내의 경우 건물의 주가 되는 건축자재(철골 

콘크리트, 마감자재 등)에 RFID를 활용한 리시스

템에 한 연구  장실험 사례가 있으며[6-9], 

[10]에서는 RFID를 활용한 국내 자재 리 선행연구

들을 정리해 놓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자재의 

기상태( 재량, 상태 등)에 한 정보만 제공할 뿐 

재건축시 자재를 재사용하기 한 정보(이  건축 

시 자재가 사용된 치, 상태, 재사용 횟수 등)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Zigbee의 RSSI 측정값을 기반

으로 하는 치추정 기능이 탑재된 건축자재 재사용

에 효율 인 RFID 자재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Ⅲ. 치추정 모델

본 논문에서는 건축자재의 치추정을 해 리더

기의 치를 계산하는데, 이를 해 이미 알고 있는 

세 개 이상의 치추정 서 의 좌표와 서 와 리더

기의 거리를 계산하여 이를 원의 반지름으로 사용하

는 삼각변 측량(Trilateration) 기법을 사용한다. 그림 

1은 이 방법에 한 개략도이다. RFID 리더부에 연

결된 메인 Zigbee에서 Remote AT Command 

Request 래임에 DB커맨드를 로드캐스 으로 

송하면 천장에 부착된 3개의 서  Zigbee에서 

Remote Command Response로 RSSI 값을 16진수의 

형태로 송하고, 송된 16진수의 RSSI 값을 거리

로 환산한다. 환산된 거리 값과 서 의 좌표를 기반

으로 건축자재의 치(=리더의 치)를 추정한다.

리더의 치는 식(1)에 의해 계산되는 거리에 기

반하여 추정될 수 있다[11].

 
   

    
               (1)

여기서   ⋯은 RSSI 값 기반으로 

계산되는 거리 값이고,    ⋯은 번

째 서  Zigbee의 좌표, 는 리더의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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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삼각변 측량 치추정 개략도
Fig. 1 Localization schematic diagram based on 

trilateration

Ⅳ. Zigbee 치추정 기반의 RFID 시스템

본 장에서는 건설자재 재사용 리에 유용한 

Zigbee 치추정 기반 RFID 시스템을 소개하고, 그 

구 에 하여 논한다.

4.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된 RFID 시스템은 자재에 삽입 

혹은 부착되어 있는 태그의 정보를 인식함과 동시에  

RFID 리더를 활용하여 자재의 치정보를 획득한다. 

콘크리트나 외장마감재 안쪽에 치하는 건축 자재

의 특성상 직 으로 건축자재의 치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한, 각 자재에 부착된 RFID 태그와 

리더기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각 자재의 치를 추정

하기 해 부착된 태그를 추정하기 보다는 RFID 리

더기의 치를 추정하여 각 자재의 치로 결정한다. 

RFID 태그는 자재의 표면에 부착되는데, 자재에 직

 태그를 부착하면 태그의 손상으로 인한 정보 락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에 한 연구가 

[12]에서 수행되었다. 효율 으로 태그를 인식하기 

해 일정거리 이상 인식이 가능한 UHF 역의 

RFID 리더를  사용한다.

제안된 RFID 시스템은 리더부와 장부로 구성되

며, 리더부는 태그 인식을 한 UHF RFID 리더 모

듈, 시스템 통합제어를 한 MCU(: Micro Control 

Unit), 자재의 치추정을 한 Zigbee S2모듈, 정보 

송을 한 RF 모듈로 구성된다. 장부는 데이터 

흐름 제어를 한 MCU, 무선 데이터 수신용 RF모

듈, 수신된 데이터 장을 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

된다. 그림 2는 RFID 리더부의 흐름도이고, 그 순서

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1.   원 ON 

2.   시스템 기화 

3.   태그인식 

4-1. 인식된 태그가 존재하면 RSSI 값 측정

4-2. 존재하지 않으면 재인식 

5.   측정된 RSSI값을 기반으로 리더의 좌표계산 

6.   태그 ID  계산된 좌표 송 

7-1. 추가 인 인식이 필요한 경우 3번으로 이동

7-2. 종료 시 원 OFF

 

그림 2. 리더부 흐름도
Fig. 2 Flow-chart of read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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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 된 RFID 리더부와 장부
Fig. 4 Implemented RFID reader unit and memory 

unit

그림 5. RSSI값에 한 이론상 거리와 측정 거리 
비교

Fig. 5 Comparison of theoretical distance and the 
estimated distance of RSSI value

그림3은 장부의 흐름도이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

다. 

1.   원 ON 

2.   시스템 기화 

3.   송된 데이터의 유무 확인 

4-1. 데이터가 수신된 경우 장

4-2. 수신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의 

송 여부 확인.

그림 3. 장부 흐름도
Fig. 3 Flow-chart of memory unit

 

4.2 시스템 구

본 논문에서 제안된 자재 리 시스템은 RFID 리

더부와 장부로 구성된다. RFID 리더부는 UHF

역의 RFID 리더 모듈, UHF 역의 RFID 태그, 시스

템의 체 인 제어를 한 MCU, RSSI값 측정을 

한 주 Zigbee와 3개 이상의 서  Zigbee, 태그 ID

와 치정보 송을 한 무선통신 모듈로 구성되고, 

장부는 데이터를 송받기 한 무선통신 모듈, 데

이터 제어를 한 MCU, 데이터 장을 한 데이터

베이스로 구성된다. 그림4는 구 된 RFID 리더부와 

장부이다.

4.3 RSSI값 기반 거리환산

이론 인 RSSI 값에 한 수식은 식(2)와 같고, 

이를 거리 값에 해 정리하면 식(3)과 같다. 

   log         (2)

 


  

                (3)



다 역-디지탈 수동혼변조왜곡 측정시스템 개발

 1205

그림 8. RFID 리더가 좌표(3, 0)에 치한 경우
Fig. 8 RFID reader located at coordinates (3, 0)

그림 7. RFID 리더가 좌표(0.8, 2.1)에 치한 경우
Fig. 7 RFID reader located at coordinates (0.8, 2.1)

그림 6. RFID 리더가 좌표(3, 3.9)에 치한 경우
Fig. 6 RFID reader located at coordinates (3, 3.9)

식 (3)에서 은 손실도, 는 주 Zigbee와 

번째 서  Zigbee 간의 거리, 는 Zigbee에

서 사용하는 송 워를 의미한다. 실제 환경에서는 

환경 특성상 이론값과 차이가 나게 되고, 측정한 

RSSI 값을 사용하여 거리 값을 환산한다. 그림 5는 

이론 인 RSSI 값과 측정된 RSSI 값을 나타낸 것이

다. RSSI 측정은 개방된 공간에서 50cm간격으로 

5m까지 측정하 으며, 손실도는 2, 는

3dBm를 사용하 다.

Ⅴ.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5m X 5m의 2차원 공간에서 메인 

Zigbee 모듈과 각각의 서  Zigbee 모듈 간의 RSSI

값을 측정하고 측정된 RSSI값을 기반으로 계산된 

거리 값을 사용하여 RFID 리더의 치를 추정하는 

성능평가에 한 결과를 보인다. 서  Zigbee모듈들

의 하  4bit 주소는 F870, 0690, 06EE이고 각 모듈

은 좌표 (0, 0) (5, 0) (3, 5)에 치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6은 RFID 리더가 (3, 3.9)에 치하고 있는 경

우, 추정결과이고 추정된 리더의 치는 (2.8, 2.98)이

다. 그림 7은 RFID 리더가 (0.8, 2.1)에 치하고 있

는 경우, 추정결과이고 추정된 리더의 치는 (1.6, 

2.19)이다. 그림 8은 RFID 리더가 (3, 0)에 치하고 

있는 경우, 추정결과이고 추정된 리더의 치는 (2.9, 

0.52)이다. 



JKIECS, vol. 11, no. 12, 1201-1208, 2016

1206

추정오차는 식(4)에 의해 계산된다.

                (4)

여기서 는 리더의 실제 치를 의미하며 

은 추정된 리더의 치이다. 좌표(3, 3.9)에 치한 

경우 추정오차는 0.94m, 좌표(0.8, 2.1)에 치한 경

우 추정오차는 0.81m, 좌표(3, 0)에 치한 경우 추

정오차는 0.53m로 계산되었다. 본 실험은 좁은 실내

공간에서 시행되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 는데, 넓

은 실내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할 경우, 상  오차

는 상당히 작아 질 것으로 상된다.

Ⅵ. 결  론

건축 기단계에 자재의 유통  리만을 해 

RFID를 사용하는 기존의 RFID 자재 리 시스템과 

다르게, 본 논문에서는 효율 인 자재의 재사용을 

해  Zigbee의 RSSI 값을 기반으로 리더의 치를 

추정 하는 기능을 추가한 RFID 자재 리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RFID 시스템은 측정된 RSSI 값

을 활용하여 거리값을 환산하고, 환산된 거리 값을 

기반으로 RFID 리더의 치를 추정한다. RFID 리더

부에서는 자재에 부착되어 있는 RFID 태그를 인식

하고 인식된 태그의 ID와 함께 계산된 치정보를 

장부로 송신한다. 장부에서는 수신된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에 장하여 보다 효율 인 건축자재 재

사용 리가 가능하도록 하 다. 5m X 5m 의 좁은 

실내공간에서 리더의 치를 추정함에 있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 는데, 그 원인은 신호강도 특성상 안

테나의 방향  주변 구조물의 간섭에 의해 RSSI 

값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거리 값이 

변화되어 생기는 오차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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