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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 Beacons의 RSSI를 이용한 실내 Zone인식 시스템

Indoor Zone Recognition System using RSSI of BLE Be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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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oT(Internet of Things) 인프라의 확장으로 인해 LBS(Location Based Service), 홈 오토메이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응

용분야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무인자동차,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D2D(Door to

Door)등의 서비스에서 위치측위는 IoT(internet of things)영역의 핵심기술로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자리잡고 있다[1]. 위치

기반기술은 실외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로서 매우 성공적으로 위치측위서비스들

을 생산해냈고 넓은 영역의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2]. 그러나 실외에서 사용되는 GPS위성은 실내에서는 GPS신호를 수신하

지 못하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내 위치측위 및 네비게이션 등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고유한 문제점이 있

다[3]. 또한, 다양한 IoT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간에서 사용자 혹은 사물의 위치를 추정하는 실내위치측위

(IPS: Indoor Positioning System)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4]. 

객체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WaveLAN, UltraWide Band, RFID등과 같이 각자 다른 정확도와 구성 그리고 신뢰도를 나

타내는 다양한 위치기반 방법들이 있다[5]. 대부분의 실내위치측위 기술들은 Wi-Fi[3]를 활용하여 위치를 측정하였으나 소형

(Small Size), 경량(Light Weight), 저비용(Low Cost), 전력절약(Power Saving), 스마트디바이스 지원(Supported by smart

devices) 등과 같은 장점[6]으로 인해 최근 Wi-Fi보다 BLE Beacon을 통한 IPS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객

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TOA(Time of Arrival)[7],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8], AOA(Angle of

Arrival)[9]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실내측위 기술들은 대략 수 미터 단위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내 환경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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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감안 하였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큰 값을 갖는다. 이러한 수준의 오차는 사용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방에 위치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 쇼핑몰 등의 복잡한 실내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공간 내의 어느 위

치에 정확히 있는가 보다는 어느 서비스영역에 위치하는 지를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10]. 따라서 객체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기보다 영역기반의 실내위치측위 연구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으나 벽에 의한 영역분리[11] 또는 안테나의

방향성[9]에 의한 영역분리 등이 대부분이며 개방된 공간에서 영역을 분리하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BLE

Beacon의 RSSI를 활용하여 영역을 벽과 같은 구조물에 의해 분리되지 않은 개방된 환경에서 가상의 영역(Zone)을 설정하고 이

를 인식하기 위한 Zone인식을 통한 실내 환경의 위치인식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서비스 기반 또는 시설물 기반 등의

실내위치측위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에 비해 안정적으로 객체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2. 실내 환경에서의 Zone인식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기보다 사용자가 속해있는 영역(Zone)을 인식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Zone이란 상점 위치, 시설물 위치, 안전 영역 등 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구조물에 의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특정영역을 좌표만으로 설정한 가상의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벽에 의한 영역분리[10] 또는 안테나의 방향성[12]

에 의한 영역분리와 다르게 완전히 개방된 영역에서 가상의 영역을 설정하여 RSSI신호의 분석만으로 Zone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공간에 위치한 상점의 쿠폰서비스, 시설물정보, 비상상황 시 Zone영역 내 긴급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2.1 핑거프린트(Fingerprint) 위치측위

핑거프린트 방법은 Beacon의 BeaconID와 RSSI정보를 이용하여 객체의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12]. 이 방법은 특정지역

에 대한 신호의 특징 값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입력된 신호와의 비교를 통해 위치를 측정한다. 때문에 신호 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다면 신호의 특징 값은 대체로 균일하게 유지되므로 보다 정확한 객체의 위치 측정이 가능한 방법이며 일반

적으로 핑거프린트 방법은 학습단계인 Training Phase(Off-Line)와 위치인식단계인 Real-time Phase(On-Line)로 구성된다[13].

제안한 핑거프린트 기법도 이와 동일하게 Fig. 1과 같이 Training Phase 및 Real-time Phase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제안된 방

법은 Training Phase에서 Radio Map을 구성하며, Real-time Phase에서 수신된 RSSI값들을 통해 객체가 위치되어있는 Zone영

역을 인식한다.

2.2 학습단계(Training Phase: Off Line)

제안방법의 학습을 위해 Fig. 2와 같이 실험환경의 다양한 위치에서 Beacon의 RSSI 신호 값들을 측정한 값들과 각 위치의

좌표정보를 저장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형태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4개의 Beacon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각 측정위치

Fig. 1. Boundary and load conditions for 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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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식(1)과 같은 형태로 수집하였다. r은 Zone인식을 위해 사전에 설정한 측정포인트의 위치를 나타내며 Pr은 r위치에서 수

집된 모든 Beacon의 RSSI특징을 나타낸다. RSSIri는 r위치에서 수집된 i번째 Beacon을 뜻한다.

Pr = [RSSIr1, RSSIr2,..., RSSIri] (1)

2.3 다층퍼셉트론을 이용한 위치인식단계 (Real-time Phase: On Line)

위치인식단계는 학습단계에서 수집된 RSSI신호를 통해 DB를 구축하며 실시간 RSSI값을 이용하여 근사한 값을 찾아서 예측

위치를 인식하여 현재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Zone영역인식을 위해 수집된 RSSI로부터 다층퍼셉트론을

사용하여 위치를 학습하였다. 다층 퍼셉트론은 불완전하고 잡음이 많은 입력의 분석뿐만 아니라 인식, 학습, 분류 등을 위한 방

법으로 활용되며 신호처리의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6]. 제안하는 다층퍼셉트론의 입력층(Input Layer)은 4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지며 설치된 4개의 Beacon과 12개의 측정지점에서 수집된 RSSI의 값이 입력된다. 또한 출력층(Output Layer)는 분류

하고자하는 클래스의 수와 같이 3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지며 2개의 Zone과 Zone이 아닌 1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RSSI 위치인식에서 무선랜의 신호세기는 주위 환경에 의해 신호의 잡음 및 왜곡, 반사등의 특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정확한 RSSI의 측정이 어렵다. 측정위치에서 인식 가능한 여러 개의 Beacon들로부터 수신된 RSSI값들은

다소 잡음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강인한 인식성능을 보이는 다층퍼셉트론을 활용하였다. 제안방법에서는 다층퍼셉트론의 은닉노

드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Function)를 사용하였고 출력노드에서는 Softmax함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학습은 되추적

(Back-propagation)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층신경망에서 출력단계의 뉴런은 두 단계 과정으로 활성화 된다. 첫 단계로 식(2)와 같

이 입력 xj들의 총합을 계산한다.

(2)

yi는 이전단계의 j번째 활성레벨이고, Wij는 i번째와 j번째 노드간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가중치들의

합을 사용하여 yj를 계산한다. 식(3)은 제안방법에서의 Softmax함수이다. 

y = softmax(wx + b) (3)

식(4)는 softmax함수이다. pj는 클래스의 확률을 의미하며, k는 xj와 xk는 j로의 전체입력과 k로의 전체입력을 의미한다[14].

(4)

Xj yiWij

i

∑=

pj

xj( )exp

xk( )exp

k

∑
-------------------------=

Fig. 2. Multi-Layer Perceptron for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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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파(Back-propagation)방법은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강력한 다층퍼셉트론 학습 방법으로 잘 알려진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Delta-rule(Gradient descent method)을 적용하여 최적의 가중치 계산을 수행하는데 이용된다[10]. Fig. 3은 제안된 방법의 역전

파(Back-propagation)를 표현한 의사코드이다.

3. 실험 및 토의

3.1 실험환경 및 방법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실내 환경에서 실험실(가로: 11.79m, 세로: 20.22m, 높이: 4.2m)을 대상으로 실험환경을 구축

하였으며, Zone인식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험실의 중앙에 물리적인 영역으로 두 개의 Zone(가로: 10.5m, 세로:12m)을 설정하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Beacon은 실험실의 4지역의 벽면에 수평하게 2.8m높이로 Fig. 4와 같이 설치되었다.

제안방법에서는 Fig. 4과 같이 Zone인식 검증을 위하여 영역안의 10개의 측정위치(A~J)지점과 영역 밖(K, L)의 2지점을 위

치 ID로 설정하여 측정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Zone영역이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역 안과 밖의

경계가 신호의 세기만으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같은 환경에서 Zone과 Zone이 아닌 영역에 대한 인식여부

를 검증하기 위해 Fig. 4과 같이 Zone의 경계선 주변과 Zone밖의 경계선 주변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Beacon의 RSSI 측정을

위해 삼성 갤럭시4 (Samsung Galaxy 4)를 측정디바이스로 사용하였으며 각 측정지점에 대해 동일한 기기를 사용하여 1시간동

안 1028ms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사람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파지하고 있다는 가정으로 1.5m 높이를 측정높이로 설정하였으며

RSSI값을 수집한 결과 각 Beacon에서 1800개씩의 RSSI샘플을 수집하였다.

3.1 실험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 RSSI값을 분석하기 위해 다층퍼셉트론의 학습단계에서 수집된 측정데이터의 70%를 다층퍼셉트론의 학습에 활

용하였다. 측정데이터의 15%는 검증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5%는 테스트에 활용하였다. 또한 다층퍼셉트론의 은닉노드의 수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 condition.

Area 20.22m×11.79m

Height 4.2m

Installation height of BLE Beacon 2.8m

Zone A 6m×10.5m

B 6m×10.5m

Fig. 3. Pseudo code of back-propagation algorithm for training of multi-layer percep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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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개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사전에 설정한 Zone안의 10개의 측정지점과 2개의 Zone밖의 측정지점을 인식

하였으며 인식결과는 Fig. 5와 같이 Zone인식정확도는 84.7%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정확도는 신경망을 이용하여 Wi-Fi의

RSSI를 분석한 방법를 이용한 방법[3]의 78.8%에 비하여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향후 필터를 반영하여 신호의 전처리가 추가

될 경우 더욱 높은 성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제안된 방법의 결론에 대해서는 Fig. 5의 측정지점 별 정확도와 다층퍼셉트론의 결과에 대한 분류행렬(Confusion Matrix)로

표현하였으며 분류행렬의 4번째 행에서 재현율(Recall), 4번째 열에서 정밀도(Precision)를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측정지점에서

는 90%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Zone 안의 F, J지점과 zone 밖의 K, L지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약 60%의 정확도를 나

타냈다. 또한 Fig. 5(b)의 분류행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Zone A, B의 인식정확도 보다 Zone밖의 영역에 대한 인식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 제안된 방법의 실험을 위해 사용된 안테나는 편향된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신호가 균일하지 않게 수신되어

측정지점에 따라 다른 정확도를 나타냈다.

Recall(Sensitivity) = True Positive Rate = (4)

Precision(Specificity) = True Negative Rate = (5)

True Positive

True Positive +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True Negative + False Positive

Fig. 4. Establishment of virtual area.

Fig. 5. Establishment of virtual area.



김진평 · 안태기 · 김상훈 · 안치형

590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5호 (2016년 10월)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LE Beacon으로부터 RSSI값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수신하여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된 가상의 영역,

즉 Zone을 인식하는 Zone기반 위치측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벽과 같은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개방공간에서

신호의 분석만으로 기설정된 가상의 영역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역사, 쇼핑몰과 같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개방공

간 다수 존재하는 실내 환경에서 알림서비스, 시설물정보제공서비스, 비상상황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Zone인식방법의 성능은 인식 정확도가 84.7%로 비교적 우수한 성능이 도출되었으나 Zone의 외부에서 측정한 지점에 대

해서는 비교적 낮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향후 Beacon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TX power설정을 변경하는 실험을 추가적으로 수행

하여, 인식률을 향상시키거나 정해진 공간에서 더욱 많은 Zone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보행자 등 신

호의 왜곡이 발생하는 실제 환경에서 Beacon의 RSSI를 수집하여 Zone을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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