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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TB (Real-Time Bidding; 실시간 경매 방식)시장이 기하 수 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

에서, 내년 미국 RTB 시장은 200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으로 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은 빌딩 내

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고를 노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분의 사람들은 30 에서 길게는 1분이상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본 연구 은 RTB시장에 엘리베이터 탑승객을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 폰 기반 고 서

비스  회사 반 인 업무에 도움 되는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1]

 본 연구 이 진행한 연구는 엘리베이터 사용자의 치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그에 맞거

나 상응하는 정보를 찾아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것이다. 이는 향후 RTB와 연계하여 개인에게 맞

춤 고할 수 기능등의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상한다.

1. 서론

 스마트 시 , 4차 산업 명으로 ‘IOT’, ‘빅데이터’가 

두 되면서 건축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표 으로 하나의 건물이 모두로 통하고 모든 건물

이 하나로 통하는 ‘스마트 빌딩’이 있다. 이에 지지 

않고 ‘안 ’이라는 모토로 승강기 표기업들 한 

자체 인 검  리에 한 시스템을 구축, 각 

기업에서 운 하고 있다. 본 연구 은 4차 산업 명

의 근본이 ‘LINK’, 즉 ‘소통과 공유, 연결’에 있음을 

인지하며 승강기 한 건축물의 일부라는 을 반

함과 동시, ‘모두가 사용하며 독립 인 공간’이라는 

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탑승객을 한 맞춤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 다. 이는 개인별 스마트 

폰을 통해 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 맞춤 

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2]

2. 련연구

  2.1 RTB(Real-Time Bidding)

   고주에게 있어 RTB는 인벤토리 구매 시 언제, 

어디서, 어떤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한 다

양한 권한을 고주에게 부여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고기술로 각 받고 있다. 그리고 RTB 환경에서는 

고 노출 횟수, 고 순서 지정  1st Party/3rd 

Party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등의 고

 구매 략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  때

문에, 고주들은 RTB 환경에서 모바일 동 상 

고에도 더 많은 투자와 시도를 할 수 있다. 입찰가 

경쟁을 유도하고 더 많은 인벤토리를 더 높은 가격

으로 매할 수 있기에 매체사에게도 좋은 일이다. 

한 매체사들은 다양한 고를 통해 앱 사용자들이 

동일한 앱 고를 반복해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

도 있다.

  2.2 실내 치인식

 실내 치는(Indoor Positioning, IP)은 실내에서 존

재하는 이동 객체에 한 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

한다. 주로 건물 내에서 사용자의 치를 악하는 

하는 것으로 이는 성과 통신이 가능한 외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GPS가 실내에서 작동하기 어려우며, 

이는 군사  이유 등으로 의도 인 오차를 두기에 

오차범 가 큰 이유로 실내에서 세 한 목 으로 사

용하기에는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3] 때문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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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 이, 블루투스, 자이로 센서 등의 기술로 치

를 연산하게 된다. 주로는 RSSI 방식의 치 추론 

방식과, TOA(Time of Arrival),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AOA(Angle Of Arrival) 방

식 등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콘 

활용 방법이 사용되었다.  

  2.3 비콘(Beacon)

  블루투스4.0(BLE) 로토콜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

신 장치로 최  70m 이내의 장치들과 교신할 수 있

다. 5-10㎝ 단 의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정확성이 

높으며 력 소모가 어 사물인터넷 구 에 합하

다. 비콘은 NFC보다 가용거리가 길어 공간 단 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GPS 기술로 불가능

했던 실내 치 정보 제공도 비콘 만의 장 이다.[4]

  2.4 개인화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는 모든 사용자에게 천편일률 으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취

향이나 패턴을 분석해서 개인에게 최 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쇼핑페이지에서 검색한 상품이 사

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의 고 역에 계속 노출되는 

기능 등이 그 이다. 아마존(Amazon.com)의 경우 

사용자의 쇼핑 리스트  검색 정보를 바탕으로 재

속 시 추천을 해주는 것들이 개인화 서비스에서의 

고의 좋은 라 할 수 있겠다.

3. 엘리베이터에서의 개인화 맞춤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짧게는 30 . 길

게는 1분이상의 기다림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백화

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의 기다림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연구 은 이러한 상황에

서 개인별로 맞춤 고를 하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폰을 기 으로 엘리베이

터를 탑승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맞춤형 고를 제

공하는 것이다. 이를 해 개인별 치를 비콘을 통

해 확인하며 스마트 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맞춤 

고를 팝업(Pop-up)할 수 있도록 하 다. 

  3 .1 블루투스 비콘 기반 치 측정

 본 서비스의 연계 방법은 서버에 미리 등록해놓은 

디바이스가 비콘에서 지정해놓은 치에 오면 어

리 이션으로 팝업이 실행되며 등록해 놓은 디바이

스 별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략의 흐

름도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비콘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의 치

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 보았다. 실험 장소는 E/L가 

설치된 3층 건물이었으며, 각 층별로 비콘을 설치하

고 스마트폰을 통해 표 1과 같이 RSSI를 기반으로 

치 측정을 하 다. 비콘 특성상 RSSI의 측정 오차

가 심해 이를 감쇄하기 해 칼만필터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5]  

[그림 1] 블루투스 비콘기반 치 측

 먼  비콘은 승강로 피트의 최하부에 부착하여 그

곳을 0M로 잡고 각 승강장에서 도어 앞으로 1M 떨

어진 곳에서 RSSI값을 측정하 다. 100회의 테스트

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결과가 나

왔다. 

[그림 2] 알고리즘

4. 결론

  RTB와 건물 엘리베이터의 연계는 새로운 고시

장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을 통

해 우리는 사용자의 스마트 폰을 이용해 치를 

악하고 사용자의 개인 정보 활용을 통해 RTB가 가

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콘을 통한 치 

측 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렴한 방법이며 

개인스마트 폰을 통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 이 한 개인 보안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단하 다. 우리는 고의 홍수 속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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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이는 한 기회이기도 하다. 기존의 무작

 고보다는 개인에게 최 화된 고를 달한다

면 개인 한 유용할 것이며 RTB 입장에서는 그 시

장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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