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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동 객체의 위치를 항상 명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추적 가능 실
내 기호 공간(Trackable Indoor Symbolic Space)을 정의하고, 이러한 공간을 정의하기
위한 규칙들을 제안한다.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는 실외 공간의 응용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실내공간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위치를 방 번호와 같은 기호적 값으로 표현하는 기
호참조체계를 이용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내기호공간의 개념과 실내 기호공간에서의
이동객체의 위치 추정에 대해 소개하고, 추정 가능한 실내공간을 만들기 위한 규칙과 방법
을 제안하고 있다.

1. 서론

더로 태그를 감지할 수 있는 화이트 셀과

객체의 위치는 좌표 혹은 기호로 나타낼

태그를 감지할 수 없는 블랙 셀로 구분한

수 있다. 실내공간의 위치정보 응용프로그

다. 또한 블랙셀과 화이트셀의 경계는 명

램에서는 좌표보다는 기호 식별자가 객체

확하게 주어지며, 블랙셀과 화이트셀의 교

의 위치를 표현하는데 더 유용하다.

차, 블랙셀간의 교차는 없다고 가정한다.

실내에서 이동 객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정의1] RFID센서를 위한 기호공간

방법으로는 Time of Arrival(TOA)[1], An

wi는 i번째 RFID리더의 커버리지이고, bj

gle of Arrival(AoA)[2] and Received Si

는 j번째 블랙셀이라고 할 때, 기호공간 S

gnal Strength(RSS)[3]와 같은 라디오 신

는 다음을 만족한다.

호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과, 카메라, la
ser range-finder, RFID 등과 같은 센서
로 구성된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
법[4]들이 연구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동태그를 각 이동
객체에 부착하고, RFID 리더를 특정실내
위치에 설치하여 이동객체의 위치를 표현
하고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실내 기호공간과 RFID 센서
본 논문에서는 실내 기호공간을 RFID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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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이 RFID 리더를 설치하여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곳은 화이트 셀이
고 그 이와의 영역은 블랙 셀이 된다. 각
블랙 셀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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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이트 셀과 블랙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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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와 같이 화이트 셀과 블랙 셀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실내 기호 공

배치된 실내 기호 공간은 (그림 3)과 같이

간의 접근성 그래프(AG)가 주어진다면,

[6]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객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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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Graph)로 표현할 수 있다.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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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w4
b5

2. 종료시간(te)이 현재시간과 같으면,

b1
w1
w2

(pos)와 종료시간(te)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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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료시간이 현재시간과 다르면, 현재

(그림 2) 실내 기호 공간의 예

위치는 접근성 그래프 내의 pos의 이
웃 노드 중 블랙 노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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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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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실내 공간을 셀들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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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2의 접근성 그래프

으로 구성되는 기호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동 객체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기호공간을 정의하여, TISS상의 이동객체
들의 위치를 항상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
다. 차후, 실내 공간의 레이아웃을 고려한
기하 공간과의 오버레이를 통하여 다양한
확장이 가능하다.

[정의2] 추적 가능한 실내 기호 공간
(Trackable Indoor Symbolic Space)
RFID리더가 배치된 기하공간에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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