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IoT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IoT는 
어떻게 작동을 할것인가?”라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
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작동 방법으로는 크게 목소
리를 통한 음성인식, 카메라 기반 사물 인식, 수동 
리모컨 방법이 있고, 그 이외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편의성을 위해 연구되고 있다.
  목소리를 통한 음성인식은 대표적으로 LG사의 
기가 지니, Google사의 어시스턴스, Samsung사의 
홈 IoT 빅스비 등이 있다. 해당 기술은 사람의 음
성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여 인식하는 방식인 
STT (STT, speech-to-Text)라고 한다. 키보드 대신 
문자를 입력받는 형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는 장점으로 관심도가 높다. 그러나 목소리는 사람
마다 다르고 정확한 단어를 발음을 하지않으면 인
식이 힘들다는 장애요소가 있다[1,2].
  카메라 기반 사물 인식은 대표적으로 Google사
의 구글 렌즈, Netatmo사의 WELCOME 등이 있다. 
카메라 기반 사물 인식 기술은 영상 처리를 기반 

정보처리를 기초 기술로 활용한다. 추가적으로 딥 
러닝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사물 인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확한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면 
인지능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처음에는 학습을 직
접 시켜야한다는 장애요소가 있다[3,4].
  본 논문 내에서는 블루투스 비콘 모드를 활용해 
위치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블루투스 비
콘 모드는 휴대폰에서도 어플을 통해 사용이 가능
하고, 블루투스 비콘의 크기는 작아 사람이 들고 
다니기가 편리하다.

Ⅱ. 위치 판단 기법

2.1 RSSI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 설명
기본적으로 한명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 

수식 1과 같고, 이 식을 이용하여 거리(D)로 식을 
정리하면 수식 2와 같다. RSSI로 거리를 측정하여 
발산한 위치를 나타내면 그림 1와 같이 원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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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을 위해 RSSI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 관찰을 통하여 해당 블루투스의 위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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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5].
   log (1)

  


  

 (2)

그림 1. 한 점에서 같은 거리를 가지는 점들의 위치

2.2 삼변 측량
삼변 측량법은 3개의 원에서 1점의 위치를 판단

하는 방법이다. 이상적으로 측정되면 그림 2와 같
은 모습으로 한번에 찾을 수도 있지만, 블루투스 
비콘 모드의 RSSI는 전파에 영향을 받아 값이 정
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로인해 삼변 측량에 문제
점이 발생하면 그림 3와 같은 모습이 된다.

그림 2. 이상적인 삼변측 량법

그림 3. 전파 손실로 인한 측량 오류

Ⅲ. 아두이노를 통한 블루투스 위치판단 
기법 구현

3.1 블루투스 비콘모드 활성화
블루투스 비콘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Arduino의 시리얼 통신을 활용하여 블루투스 모듈
에 AT통신을 요청해 비콘모드를 활성화하고 주변 
기기를 탐지하는 명령어를 전달하여 주변 비콘을 
탐지하면 그림 4과 같이 [ IBeacon Prefix : UUID 
: Major : Minor : RSSI ]의 형식의 문자열이 나오
게 되고, 해당 UUID의 값과 RSSI값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위치를 식별한다.

그림 4. 블루투스 비콘모드 활성화 후 주변 탐지

3.2 비콘 탐지 값과 RSSI 거리 공식을 이용한 위
치탐지 방법

블루투스 비콘모드를 활성화한 기기가 주변 탐
지하여 주변 블루투스 기기를 탐지하고, 탐지되어 
반환된 형식에서 UUID를 식별하여 UUID와 RSSI 
값을 문자열을 잘라 분리시키고 수식 2와 같이 계
산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UUID 위치 계산 알고리즘

해당 수식에 TXpower는 3레벨로 가정하고, 간섭
상수는 파장간섭이 없다고 생각하여 1로 두어 구
현한 결과 거리가 15로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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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UID 위치 계산 결과

Ⅳ. 결  론

본 논문에서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대표적
인 방법인 2가지 RSSI방식과 삼변 측량방식 중 위
치 판단을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설치가 가능한 
곳에서는 삼변 측량법을 사용는 것이 좋지만 제약
조건이 있어 전력공급이 어려운곳에서는 사용하기
가 힘들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위치 판단을 2.1
의 RSSI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 설명과 같은 방
식으로 설계하였고, 해당 논문을 이용하여 향후 
IoT모듈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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