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는 측위 기술이 필요하다. GPS는 위성을 이용한 
가장 일반적인 측위 기술이지만 정확도가 상대적
으로 낮고 실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실내측위는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특히 블루투스 자산추적용 비콘은 상대적으로 저
렴한 가격과 저 전력 구동이 가능하여, 웨어러블 
장치로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실내측위 
활용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적합한 기술이다
[1][2][3][4].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과 BLE를 결합한 개선
된 실내측위 방법을 제안한다. 자산추적 기능을 갖
는 BLE 태그와 도래각 측정이 가능한 4개의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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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제작하였다. 각각의 수신기에서 측정된 신호
강도지표(RSSI)와 도래각(방위각+도래각) 데이터는 
7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측위하였고, 성능
을 평가하였다. 

Ⅱ. BLE 기반 AoA 실내 측위

블루투스 5.1의 방향 탐지를 위한 무선 데이터
는 변조된 주파수 대신 정주파를 그림 1과 같이 
블루투스 5.1의 도래각 측정 패킷 구조와 같이 패
킷에 CTE를 포함하여 송신한다.

도래각 측정 수신기를 제작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하드웨어를 구성하였다. 다중 안테나의 위치
를 URA 형태로 배치하고 16(4x4)개의 안테나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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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LE 비콘을 이용한 실내측위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 BLE5.1에서 지원하는 방향탐지 기술 중 
도래각을 측정하는 수신기를 제작하고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위치를 측정하였다. 머신러닝 모
델의 생성과 테스트를 위해 k-최근접 이웃 분류 및 회귀, 로지스틱 회귀, 서포트 벡터머신, 결정트리 인
공신경망 및 심층신경망 등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시험하였다.  결과로서, 연구에서 제작한 테스트 세트 
4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99%의 정확도를 보였다.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indoor positioning system using BLE beacons, a receiver that measures 
the angle of arrival among the direction finding technologies supported by BLE5.1 was manufactured and analyzed by 
machine learning to measure the optimal position. For the creation and testing of machine learning models, k-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support vector machines, decision tree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deep neural networks were used to learn and test. As a result, when the test set 4 produced in the 
study was used, the accuracy was up to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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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블루투스 5.1 도래각 측정 패킷

그림 2. 블루투스 5.1 도래각 측정 수신기

Ⅲ. 머신러닝 실내측위

머신러닝을 이용한 실내 측위 성능 개선을 위해
서는 그림 3과 같이 제안하였다. 측위 데이터는 4
개의 수신기에서 생성된 도래각과 신호강도 데이
터 세트를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4개의 수신
기에서 3종의 데이터가 생성되어 총 12종의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3. 제안된 머신러닝 알고리즘

성능 평가를 위해 데이터의 종류를 조합하여 4
종의 입력 데이터 세트를 정의하였으며, 각각의 측
위 데이터 세트의 데이터 종류는 표 1과 같다.

머신러닝 모델의 생성과 테스트를 위해 k-최근
접 이웃 분류 및 회귀, 로지스틱 회귀, 서포트 벡
터머신, 결정트리 인공신경망 및 심층신경망을 이
용하여 학습하고 시험하였다.

표 1. 측위 데이터 세트의 데이터 종류

데이터 세트 데이터 종류 크기
1 RSSI 4종
2 RSSI + 방위각 8종
3 RSSI + 고도각 8종
4 RSSI + 방위각 + 고도각 12종

Ⅳ. 실험 및 결과

기존의 RSSI를 이용하는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위각과 고도각을 RSSI와 동시에 사용하
여 측위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실험하였다. 

제안된 실내측위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서 7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고 측위 데이
터를 표 1과 같이 분류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
을 학습하고 평가하였다. 실험은 10,627개의 데이
터를 사용하였고, 저장된 데이터의 80%는 학습용
으로 20%는 테스트용으로 분리하였다. 

실험 결과는 그림 4와 같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4. 머신러닝을 이용한 측위 학습 결과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 테스트 세트 4를 사
용하는 방법이 모든 머신러닝 모델에서 93%에서 
99%의 가장 높은 실내측위 성능을 보였다. 이 결
과와 비교를 위해서 테스트 세트 1의 경우는 약 
38%에서 약 58%의 매우 낮은 측위 성능을 보여 
큰 성능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테스트 세트 2는 약 
75%에서 약 99%, 테스트 세트 3은 약 85%에서 
약 97%의 예측 정확도를 갖는다. 

제안하는 방위각과 고도각은 신호 강도 지표와 
함께 사용하면 실내측위 성능을 높이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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