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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실내에서 작업자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면 사용자의 이동 경로 파악이나 물체의 지역화 및 상황인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최근, 
BLE(Bluetooth Low Energy) 비콘을 사용하여 작업자의 실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BLE 
비콘의 신호세기 강도와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의 정확도에 대한 에러율 증가로 인해 실내 작업자 위치 

파악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E 비콘에서 취득한 RSSI 정보에 대해 PCA, ICA, SVM의 패턴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인식정확도를 구하고, 여러 패턴인식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인식정확도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제시하

였다.

키워드: BLE(Bluetooth Low Energy), 비콘(Beacon),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PCA, SVM

I. Introduction

실내에서 작업자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면 사용자의 이동 경로 

파악이나 물체의 지역화 및 상황인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최근, 
BLE(Bluetooth Low Energy) 비콘을 사용하여 작업자의 실내 위치

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LE(Bluetooth Low Energy)는 저가이고 저전력 장치이면서 

적용성도 뛰어나다. 또한, BLE 기능을 장착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폭넓게 보급되어 활용도 및 적용분야가 증대되고 있다.
BLE 비콘과 RSSI을 이용할 때 중요한 점은 BLE 비콘의 신호세기 

강도와 거리에 따른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실내 작업자의 위치 파악의 관건이 되고 있다[1].
BLE 비콘의 RSSI 정확도에 관한 연구로 비콘의 밀도와 보조 

협력을 통한 정확도 개선 연구[2], 물체간의 거리 측정을 통해 RSSI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연구[3], 블루투스 비콘을 사용한 상황인지 서비스 

관련 연구[4] 및 비콘의 주파수 및 타임 윈도우를 활용한 연구[1]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LE 비콘에서 취득한 RSSI 정보에 대해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그리고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하고 어떤 알고리즘이 인식률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지 제시한다.

II. Measurement Environment

사용한 비콘의 설정과 수신 장치는 Table1과 같다.

Item Value

BLE Beacon

⋅Beacon Device: MIDASCON

⋅Duration : 100ms

⋅TxPower : 8(-52dBm)

Size 32mm x 66mm x 7.9mm

Wireless 

Technology
Bluetooth® Smart 4.1(CSR1010 chipset)

Accelerometer 

Sensor
Measurement range : FS bit set to 00 (±2.0)

Temperature & 

Humidity Sensor

Accuracy : -10℃<tA<85℃ (Typ ±0.3) 0 – 80% 

RH(Typ ±2)

RSSI Detection ⋅Detect Device: LG GPAD2 ANDRIOD 5.0.2

Table 1. Beacon & Device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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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valuation of Detection Algorithm

BLE 비콘의 신호강도와 RSSI 정확도에 관한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BLE 비콘을 중심으로 1m에서 10m까지 거리를 이동하면서 

한 지점에서 60회, 각 측정마다 100번의 RSSI를 취득하였고 데이터 

측정 시간을 10초 이상 길게 한 경우(DATA1)와 10초 이하로 측정 

한 경우(DATA2)의 두 가지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여 60%는 훈련용으

로 40%는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다.

취득한 두 가지 RSSI 데이터세트에 대해 PCA, ICA, SVM의 

패턴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거리에 따른 평균 인식정확도를 구하였

다(Fig. 1).

취득한 RSSI 데이터세트를  1m~10m의 실제 위치와 RSSI에서 

거리로 변환 거리 값을 나타내었다. 취득한 RSSI 거리와 실제 거리 

간에 오차가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Fig. 2).

IV. Conclusions

BLE 비콘에서 취득한 RSSI 정보에 대해 PCA, ICA  그리고 

SVM 알고리즘을 통해 RSSI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SVM이 가장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필터링 등 편차를 줄이는 연구가 수반되는 것이 요구된다.

Fig. 1. The Accuracy of Distance

  

Fig. 2. RSSI Distance and Re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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