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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IoT 기술의 발달로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Io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무선 통신 기술들도 연구되고 있다. Zigbee는 대표적인 무선 통신 표준 기술로 IoT의 Smart Home, Smart Led와 같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Zigbee 장비의 commissioning 기법은 사용자를 고려한 IoT 환경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RSSI

를 통하여 각각의 장비를 식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RSSI 신호세기를 필터를 통하여 정렬하는 Zigbee 

Commissioning 기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RSSI, Zigbee, IoT system, wireless communication

I. Introduction

IoT는 사물에 센서를 사물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 기술을 의미하며 큰 관심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 이에 Io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ZigBee, 블루투스, Z-Wave와 

같은 무선 통신 기술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IEEE 

802.15.4에서 표준으로 대표적인 무선 통신 기술인 ZigBee는 저전력, 

저비용 통신 기술로 고안된 통신 기술이며, IoT의 Smart Home, 

Smart Led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2] 이러한 Zigbee 

장비를 식별하기 위한 RSSI를 통한 Commissioning 기법은 사용자를 

고려한 IoT 환경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RSSI는 전파 방해 요소가 존재하여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오차가 

나는 문제가 존재한다. [3] 본 논문에서는 ZigBee의 RSSI 값을 

이용하여 신호세기에 민감한 RSSI 세기를 필터를 통하여 정렬하여 

올바르게 식별하기 위한 기법을 서술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RSSI는 수신된 디바이스의 신호 세기를 의미하며, RSSI를 통한 

거리 측정 방식은 AP에서 수신한 신호 세기를 바탕으로 신호가 

이동한 거리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4] RSSI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k는 신호 감쇄 상수이며, d는 AP에서 수신 노드까지의 거리이다. 

A는 1m 거리에서 측정을 했을 경우의 AP의 따른 오프셋 값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ZigBee Commissioning 기법은 LED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동일

한 형태의 LED가 건물 내부에 배치되고 설계자가 스위치를 통하여 

작동을 한다. 초기에는 LED 장비가 logical map에 어떤 ID로 매핑이 

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각 디바이스의 식별을 위해서 

두 명의 설계자가 피드백을 통한 수동식 맵핑이 진행 되었고 이 

방식은 넓은 건물 내부 및 다양한 센서가 활용되는 IoT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Fig. 1. ZigBee 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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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ZigBee 장비에서 

다른 ZigBee 장비로의 RSSI의 값을 수집한다.

Fig. 2. RSSI 모델

그러나 환경에 민감한 RSSI 값은 노이즈가 추가가 될 경우에는 

고유의 장비를 식별을 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디바이스

에서 다른 디바이스로의 RSSI 신호를 100회 정도 연속적으로 수신한

다. 이 100개의 신호를 정렬하여 Mean 필터를 적용하여 ID를 식별할 

경우에는 잡음이 최소화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신호를 바탕으로 

가상주소에 해당하는 Index와 정확하게 매칭이 가능하며, 다음의 

그림과 같다.

Fig. 3. Zibee Commissioning Index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RSSI 값을 이용하여 Zigbee Commissioning을 

이용할 때 노이즈를 최소화 하는 방식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제안하는 기법이 아닌 다른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성능평

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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