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많은 제조회사들이 전통
적인 제조 시설과 ICT 인프라의 융합을 통한 빅데
이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1-2]. 특히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서는 설비들의 위치를 파악
하고, 제품 제작의 자율화가 필수적이다[3]. 실내 
측위의 경우 Wifi, 블루투스 등의 무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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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나 오차 범
위가 20∼30m에 달하여 정확도가 낮은 편이다. 

RSSI는 사용자의 접근을 감지하는 기술로, 위치 
측정 분야, 마케팅, 광고,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있다[4]. 실내측위을 구성하기 위
해서는 무선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Advertise Mode
가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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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많은 데이터들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려면, 현재 설비들의 위치들을 파악하고 이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위치 수집을 위한 기술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센서를 이
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진행할 수 있으나, GPS의 경우 직진성이 강하며, 회절과 반사율이 낮아 실내 측
위가 힘드며, 블루투스를 활용한 시리얼 통신은 신호 감도를 받을 수 없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거리 측정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은 라즈베리파이3 B+에 비콘과 스캐너를 활용한 실내측위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스캐너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Advertise Mode와 Connection Mode를 동시에 제어한다.

ABSTRACT

In order to collect a lot of data clearly and efficiently, it is essential to know the locations of the current facilities 
and analyze the movement data. The current location collection technology can collect data using a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sensor, but in the case of GPS, it has strong straightness and low diffraction and reflectivity, 
making it difficult to position indoors. It is impossible to measure the distance between the server and the client 
because the signal sensitivity cannot be received.

This paper implements an indoor positioning system using beacons and scanners in Raspberry Pi 3 B+. It controls 
Advertise Mode and Connection Mode at the same time using the scanner algorithm.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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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 설정

시리얼 통신 연결의 경우 데이터 송·수신은 가
능하지만, 신호 감도를 받을 수 없어서 서버와 클
라이언트 간의 거리 측정이 불가능하며, 서버에 각
기 다른 포트들이 연결되면서, 유기적인 연동이 되
지 않으며, 거리 측정을 위해서는 <그림 1>의 삼각 
측량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3개 이상의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그림 1. Advertising Packet

삼각법 방식은 거리측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
는 알고리즘으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원의 교
점을 찾는 방식이다. 3개 이상의 인식기(AP, 
Access Point)가 필요하다. 매우 한정된 공간에서는 
2개의 AP로도 위치를 추정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
로 3개 이상의 AP를 요구한다.

위치 추정의 방식은 <그림 1>과 같이 3개의 인
식기를 기준으로 각 인식기의 기준점을 AP1, AP2, 
AP3로 지정하고, API의 좌표를 , AP2의 
좌표를 , AP3의 좌표를 , 이동체를 
Q로 정의하면 Q와 AP1, AP2, AP3의 기준점
까지의 거리를 각각 로 표시한다[32].

위치 추적을 위한 의 값은 <수식 1>의 
피타고라스 식을 이용하지만 라즈베리파이3 B+의 
블루투스를 사용할 경우 <수식 2>를 이용한 RSSI
값을 추출할 수 있다.

   
    



   
    



   
    



수식 1. 삼각측량법 계산식

   log 

  
   

수식 2. RSSI 거리 공식

<수식 2>에서 획득한 RSSI값을 자유 공간에서
의 경로 손실을 구하는 <수식 3>의 Friis 공식을 
이용하여, 손실 값을 획득한다[5].

  log 


 

수식 3. Friis 공식

<수식 3>에서 λ는 전파의 파장을 나타내며, d는 
거리 나타내는데 λ와 d는 동일한 단위를 사용한다. 
<수식 3>을 d의 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수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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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 거리 측정 공식

<수식 4>에서 C는 전파의 속도, f는 주파수를 
뜻한다. 2.4GHz 대역을 사용하고 신호 손실이 
60dB, 전파 속도가 × sec일 경우 <수
식 4>의 계산을 통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 d는 
<수식 5>을 통해 약 10m가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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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5. 거리 측정 최종 계산식

거리 측정을 위해서 RSSI 값을 전송해야 할 필
요가 있다. RSSI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들의 구성을 i비콘 타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라즈베리파이는 PLO11과 미니 UART가 내장되
어 있다. PLO11은 RS232와 연동되며 미니 UART
는 RS485와 연동된다. 하지만 무선/블루투스 모듈
이 내장된 라즈베리파이의 경우 PLO11은 BT 모듈
에 연동되어 있고, 미니 UART는 리눅스 콘솔 출
력에 사용된다.

i비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BT의 기능을 종료하
고 블루투스 Smart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부트 폴
더의 config 파일을 열어서 PLO11의 기능을 중단
하고, hciuart를 활성화하여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활성화한다.

Advertising을 위한 Broadcast를 설정한 후 
Broadcast 데이터의 값을 설정한다. 설정이 모두 완
료되면 hciconfig 명령어로 비콘의 변경 유무를 
<그림 2>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uuid 이전의 데
이터는 블루투스 BLE를 사용할 경우 고정처럼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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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콘으로 변경한 라즈베리파이

비콘들의 RSSI의 신호를 받기 위해 RSSI의 신
호를 감지하기 위한 스캐너를 설계한다. 스캐너는 
파이썬 3.5.3으로 구현하였고, 모든 비콘 장치를 탐
색 후 미리 약속한 맥 주소 값과 일치하는 값만 
받으며 Advertise Mode와 Connection Mode가 구현
된 알고리즘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스캐너 알고리즘

Ⅲ. 실험 결과

<그림 4>는 스캐너를 활용한 Advertise Mode와 
Connection Mode의 실행 화면이며, 주기적으로 두 
클라이언트의 RSSI 값을 받음과 동시에 데이터 
송·수신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서버로 지정된 라즈베리파이에서 주기적으로 
IoTSensor의 명칭이 담긴 텍스트를 0.5초 마다 받
고 있으며, 블루투스 통신임을 확인하기 위해 앞에 
b’로 표기하였다.

그림 4. Connection Mode 구현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파이3 B+에서 블루투스 
및 스캐너를 활용한 실내측위 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RSSI의 신호감도를 이용하여 실내 측위를 감지
하고, 데이터 송·수신을 활용을 확장한다면 자율주
행 및 IoT등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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