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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인테넛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최근 몇 
년간 인프라, 기술에 대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
고 이러한 발전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
을 끼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폭넓게 발전되었다. 

응용 프로그램은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 간 
통신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사물 간 통신을 통
하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그
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구현하였으며 이러한 
스마트환경은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레벨에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사
물 인터넷 기술은 이미 지능형 정보처리를 필요
로 하는 여러 융합 서비스의 주요 기술로 이용되
고 있으며 그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특
히 사물인터넷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저전력 블
루투스 기반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이 주목받고 
있다. 비콘은 애플의 아이비콘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콘의 
기본 기능을 넘어서 특정 환경 및 조건에서 사용
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 센서와 홀 센서를 활용한 비
콘 디바이스를 제안한다.

Ⅱ. 비콘 디바이스 설계

본 논문에서는 비콘 디바이스에 특정 환경 및 
조건에서 사용 되는 요구 사항을 반영해 홀센서
와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비콘 디바이스를 설계
하였다.

그림 1. BLE 하드웨어 모듈 구성

해외 모듈 제작 업체를 통해 3축 가속도 센서
가 GPIO로 연결, 내장된 NRF51-M0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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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 모듈을 수급하여 구성하였으며 내장 배터리 
구동을 위한 3.3V DV Converter 모듈 및 충전을 
위한 충전 회로, 충전 상태 확인을 위한 LED로 
구성 또한 BLE 부착 여부 인식을 위한 Hall 센서
와 동작 상태 확인을 위한 LED 및 리셋 버튼으
로 구성하였다.

Ⅲ. Hall 센서 동작 테스트

NRF51822 모듈에 홀센서 WSH135-XPAN2 모
듈을 부착하여 입력 전원 3v~12v에서 output 테
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2. Hall 센서 동작 테스트

 pin 1,2,3 : vcc, gnd, output

 홀 센서에 자석이 부착되지 않았을 시 output

단자에 0v를 출력해 low level을 검출하였다.

 홀 센서에 자석을 부착할 시 output 단자에 
3.3v를 출력해 High level을 검출하였다.

 홀 센서에 자석을 부착하지 않을 시 output 

단자에 0v를 출력해 low level을 검출 하였다.

Ⅳ. 가속도 센서 동작 테스트

NRF51822 모듈에 가속도 센서 LIS3DH 모듈을 
부착 I/O 핀으로 12C 통신을 사용 입력 전원 
1.7v~3.6v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3. NRF51822 - LIS3DH

가속도 센서 설정 시 축은 x,y,z 축 3축을 다 사
용하였고 400hz 고도의 정밀한이 필요 없기 때문

에 scale = 2g를 사용한다. x,y,z 축의 가속도 데
이터는 i2c 통신을 사용하여 LIS3DH의 가속도 데
이터 레지스터를 읽어들여 사용한다.

Ⅴ. 결  론

사물인터넷 기술은 지능형 정보처리의 중요성
이 나날이 부각 되며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비콘이 주목 받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
기능을 넘어 특정 환경 및 조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NRF51822 모듈
에 WSH135-XPAN2 홀센서 모듈과 LIS3DH 가속
도센서 모듈을 부착한 비콘 디바이스를 설계 및 
구현 하였고 이를 통해 비콘 디바이스는 센서를 
통한 이동 감지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의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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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된 가속도 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