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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iBeacon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단일의 iBeacon 만으로도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 측정 보정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iBeacon 메시지를 분석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Smoothing을 통해서 오차 범위를 줄이고 거리에 따른 신호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신호간섭 및 거리 이동에 따른 iBeacon 메시지를 적게 수신하더라도 정확한 위치를 예측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iBeacon(iBeacon), 거리측정(Distance measurement), Smoothing(Smoothing)

I. Introduction

이동하는 노드의 위치를 측위하는 기술은 실외 중심으로 GPS[1,2]
를 활용한 방법이 대표적으로 쓰여져 왔다. GPS 는 정확도가 5m~10m 
내외의 큰 오차를 가지고 음영 지역과 같이 측위가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기반[3]
으로 위치를 측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위치를 활용하여 단말기 휴대폰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로 기지국과 

단말기 간의 신호 방향 및 도달 시간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추정한다. 하지만 이 기술자체는 기지국의 밀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한다. 다음으로는 위성 신호 기반 위치정보 측위 

방안[4]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50m~150m이 매우 큰 오차를 

가지기 때문에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가 사용하기엔 오차가 너무 

크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술은 Wi-Fi 신호 기반 위치정보 측위 

기술[5]로 Wi-Fi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Wi-Fi에서 수신되는 위치값

을 이용하여 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실내와 같이 GPS 음영지역

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인프라가 완비되어

야 하고 한정적으로 밖에 사용될 수 없다. 
최근에 iBeacon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6]. 이 기술은 BLE(Bluetooth Low Energy) 
에너지 소비가 적으며, 송신기의 경우 한번 충전에 약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Bluetooth 4.0 이상을 지원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사용자

의 상대적인 위치 측정이 가능하며,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최소 수십 cm 최대 49m의 인식률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의 

원리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iBeacon 송신기로부터 초당 1회 정도의 

신호를 받아, 송신전력과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송신기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상대적인 근접도를 알게 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의 정확한 실외 및 실내의 위치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인프라 시설을 확충할 필요없이 iBeacon 디바이스 하나만으로

도 위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iBeacon은 

메시지 전송을 블루투스 통신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신호만으

로 위치를 잡기에는 신호 간섭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거리 및 이동 속도에 따른 거리 변화를 분석하여 iBeacon 의 메시지를 

통한 거리 측정을 보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II. Correction of distance measurement

1. iBeacon 메시지 수집 방안 실험

iBeacon 메시지는 1m 거리 간격에 따라 10m까지 이동하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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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llecting iBeacon messages by moving

2. iBeacon 메시지 거리측정 보정 방안 

iBeacon의 RSSI 변화를 거리로 나타나면 실제 거리와의 오차는 

평균 거리가 1m이내일 경우 15cm로 매우 적으나 1m이후 부터는 

3.4m로 이 값으로는 측정될 수 없는 것을 보인다. 따라서 거리에 

따른 RSSI값을 보정하여 실제 거리에 따른 거리 간격을 보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RSSI의 값을 축적하여 축적된 데이터 

값(Do)을 기본으로 현재 들어온 값(Dn)을 더하여 예측(Dp)한다. 
이는 수식 1과 같다. 

                     1)

이를 통해 RSSI값을 예측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거리에 따른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 그림에서 약 1m 이내로 6m안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림 2. Error range of distance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불완전한 iBeacon 메시지의 거리 데이

터를 기반으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iBeacon을 통한 거리 

측정 방안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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