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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을 활용하여 실내 치 찾는 
사  컷-오  방식

(A Preliminary Cut-off Indoor Positioning Scheme 

Using Beacons)

김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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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주

†††

                     (Dongjun Kim)     (Byoungkwan Park)      (Jooyoung Son)

요 약 실내 치를 찾는 방법으로 각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여러 신호들의 최 값의 상 인 순 에 

따라 비교 상 비콘과 참조 치를 동시에 일차 으로 솎아낸 후 살아남은 비콘과 참조 치 만으로 기존의 

핑거 린트 방식을 용하는 Cut-off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오 라인 

단계에서는 비콘을 실내 여러 참조 치에 설치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신호세기와 UUID를 미리 악하여 

핑거 린트 지도를 만든다. 온라인 단계에서는 우선 사용자의 이동장치에서 수신된 비콘들의 신호세기 데

이터에 의거하여 앞서 만든 지도를 인다. 어든 지도를 활용하여 가장 유력한 K개의 참조 치를 악

하고 그 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추정한다. 특이한 은, 핑거 린트 지도에 기록하거나 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각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들의 최 값들의 상 인 순 라는 

이다. 수시로 변화하는 신호세기 자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추정 치의 정확성이 

기존 방식과 차별화 되었다.

키워드: 실내 치 찾기, 핑거 린트 지도, 비콘, 참조 치, 컷-오 , K-Nearest-Neighbor

Abstract We propose a new indoor positioning algorithm named Cut-off algorithm. This 

algorithm cuts off candidates of beacons and reference points in advance, before looking for K neighbor 

reference points which are guessed to be closest to the user’s actual location. The algorithm consists 

of two phases: off-line phase, and on-line phase. In the off-line phase, RSSI and UUID data from 

beacons are gathered at reference points placed in the indoor environment, and construct a fingerprint 

map of the data. In the on-line phase, the map is reduced to a smaller one according to the RSSI data 

of beacons received from the user’s device. The nearest K reference points are selected using the 

reduced map, which are used for estimating user’s location. In both phases, relative ranks of the peak 

signals received from each beacon are used, which smoothen the fluctuations of the signals. The 

algorithm is shown to be more efficient in terms of accuracy and estimating time.

Keywords: indoor positioning, fingerprint, beacon, reference point, cut-off, K-Nearest-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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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는 실내 치를 찾는 방식 의 하나인 핑거 린트 

기반의 K-Nearest-Neighbor(KNN) 알고리즘[1]의 시

간 복잡도와 치 정확도 성능을 개선시킨 새로운 실내

치 찾는 방식을 제안한다. 사용자의 치 주변에 있을 

것으로 상되는 비콘과 참조 치(RP: Reference Point)

들만 남기고 나머지 비콘과 RP들은 고려 상에서 소거

하여 알고리즘에 용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에 용되는 

비콘과 RP의 수를 동시에 임으로써 치를 추정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더욱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Wi-Fi 신호를 송수신하는 AP 

(Access Point) 기반 알고리즘을 블루투스 LE 방식의 

비콘 환경에 용하 다. 실내에 랜덤하게 흩어져 존재

하는 비콘들의 무작 인 치를 고려하여 사  소거

작업을 통해 사용자가 치할 것으로 상되는 지역을 

구획하고 그 기역 내의 비콘과 RP들만을 가지고 정확

한 치를 악하는 구조이다.

이를 해 우선 핑거 린트 지도를 사 에 작성해야한

다. 미리 선정된 여러 RP지 에서 수신되는 모든 비콘들

의 수신신호세기(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값과 식별번호(UUID), 그리고 각 RP의 좌표를 지도 작

성에 활용한다. 비콘은 주기 으로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수신시 이 랜덤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수신한 신호

들의 신호세기가 매번 다르다. 그 기 때문에 한 순간 읽

진 신호세기가 치를 단하는 기 으로 활용되는 것

은 매우 부 하다. 그러므로 일정 시간동안 신호들을 

수신하고 그 수신된 신호들의 세기들을 모두 참조하여 

치추정의 기 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때 신호들의 

평균값을 구해 이용하는 방식과 신호들의 최 값을 구해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계

산이 상 으로 단순한 최 값을 구하여 사용자의 치

를 추정할 때 이용한다. 최 값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향

상시킬 수 있지만, 여 히 RSSI 자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정 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지도 작성과 치

추정에 활용되는 기 을 수신된 각 비콘들의 RSSI들의 

최 값을 비교한 상 인 순 로 정했다. 이로써 실제

인 RSSI의 불안정성을 더욱 배제할 수 있어 치추정

의 정확성을 더욱 기 할 수 있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과 기존 방식의 성능 

비교를 해 실험하 다. [2]의 실험 환경은 가상의 일

자형 복도에 5개의 비콘과 10개의 RP를 이용하여 

KNN 방식과 비교하 다. 의 [2]는 가상의 일자형 복

도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본 논문에서는 

더 복잡한 구조의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를 추가로 보여

다. 두 가지 실험의 구체 인 실험 환경과 결과에 한 

비교와 분석은 4장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실내

치 추정 방법인 KNN 방식, Cluster KNN 방식, 그리

고 Rank Based Fingerprint (RBF) 알고리즘에 해 

간략히 정리한다. 3장에서는 지도의 구성요소와 새롭게 

제안하는 실내 치 추정 알고리즘을 자세히 기술한다. 4

장에서는 서로 다른 실험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KNN 방식, Cluster KNN 방식과의 성능차이를 보이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과제를 서술한다.

2. 기존 연구

KNN 알고리즘은 오 라인에서 훈련과정을 거쳐 각 

RP들의 핑거 린트 지도를 구한다. 맨하튼 거리 계산법

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장비가 수신한 신호와 지도의 신

호간의 거리를 모두 구한다. 그  최단거리에 있는 K개

의 지 을 정하고, 그 지 을 토 로 치를 추정한다.

Cluster KNN[3] 알고리즘은 Wi-Fi 환경에서 실시간 

RSSI를 통하여 AP의 숫자를 여 지도에서 거리를 구

하는 상 AP의 수를 이는 과정을 KNN 알고리즘 

이 에 수행한다. 그러나 계산 상 AP의 숫자만을 

일 뿐 실제로 실내 치 추정을 해 KNN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모든 RP 지 에 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Rank Based Fingerprint[4] 알고리즘은 에서 소개

된 알고리즘과 달리, 지도를 구성하는 방식을 새롭게 제

시하 다. 지도에 각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들의 

RSSI와 함께, 그 RSSI의 평균값을 기 으로 신호가 수

신된 비콘들의 상 인 순 가 장되어 있다. 사용자

의 치를 추정할 때, 치를 찾는 장비가 수신한 RSSI

간의 상 인 순 와 지도의 각 RP에서의 비콘 신호

간의 순 를 비교한다. 가장 유사한 순 를 가지는 인

하는 K개의 이웃들을 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의 방법들  KNN 방식, Cluster 

KNN 방식, 그리고 RBF의 지도 구성 방식에서 착안된 

Cut-off 방식[5]을 제안함과 동시에 가상공간에서의 성

능평가 결과를 보인다. 이 방식은 체 으로 장비와 환

경에 따라 변화의 폭이 상 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RBF와 같이 상 인 순 에 의해 지도를 구성하지만, 

RBF와 다르게 Cut-off 방식에서는 상 인 순 를 구

할 때 RSSI의 평균값이 아닌 최 값을 기 으로 삼는

다. 그리고 사용자의 치가 상되는 지역을 Cluster 

KNN 방식보다 더 좁은 지역으로 축소시켜 추정 치의 

정확성을 높인다.

3. Cut-off K-Nearest-Neighbor

3.1 오 라인 단계

오 라인 단계(훈련 단계)에서는 지도 Ω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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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는 2차원 행렬로써 ɤb,r으로 형성된다. 각 ɤb,r는 두 가

지 값을 가진다. 첫째는, 각 RP(b: 1, 2, ..., N)에서 주

의 비콘(c: 1, 2, ..., L)으로부터 발생하는 RSSI를 일

정시간동안 주기 으로 측정한 값들  최 값이다[6]. 

두 번째로, 각 RP에서 각 비콘의 RSSI 최 값이 구해

지면, 그 최 값들의 상 인 순 를 악하고 장한

다. 각 RP에서 특정 비콘으로부터 신호가 없는 경우에

는 해당 RSSI를 100(임의의 큰 양수)으로 간주한다.

지도 Ω는 RSSI의 최 값과 순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콘과 RP의 자체정보를 악할 수 없다. 따라

서 비콘과 RP의 정보를 담고 있는 다른 지도 Ωbeacon과 

Ωrp를 추가로 만든다. Ωbeacon은 비콘을 식별하는 UUID 

혹은 MAC주소를 가지고, Ωrp는 RP의 실내좌표를 가진

다. Ω, Ωbeacon, Ωrp의 형태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 

  ⋯ 

⋮ ⋮ ⋱ ⋮
  ⋯

    … 

    … 

그림 1 핑거 린트 지도

Fig. 1 Fingerprint map

3.2 온라인 단계

온라인 단계에서는 오 라인 단계에서 구축된 지도 

Ω, Ωbeacon, 그리고 Ωrp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실내 치 

추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일정시간동안 주기

으로 여러 차례 실시간 RSSI를 수집한다. 이 때 RSSI

뿐만 아니라 송신 비콘의 정보도 함께 수집한다. 수집한 

비콘의 정보와 Ωbeacon을 비교한다. 다시 말해,

                 (1)

(1)과 같은 tuple을 각 수신한 신호에 해당하는 비콘

에 해 생성한다. Ω에서 수신한 신호에 해당하는 비콘

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콘들은 소거한다. 그리고 Ω에서 

RSSI가 100인 RP에 RSSI가 수신된 경우 해당 RP를 

Ω에서 소거한다. 이 게 축소된 지도를 Ω’라 한다. Ω’는 

치를 추정할 사용자의 이동장치가 신호를 수신한 비

콘들만의 RSSI를 갖는 RP들로 이루어진 사용자의 상 

지역이 된다.

다음으로 Ω’의 RP개수 (열의 개수)를 악한다. RP의 

개수가 K개 이하라면 상 치 지역이 충분히 작다고 

단하고 그 RP들을 최인  이웃이라 한다. 만약에 RP

의 개수가 K개 이상이라면 실시간 측정된 RSSI를 세기 

순서 로 정렬한다. Ω’에 장된 RP가 갖는 비콘들의 

RSSI의 세기 순서를 가지고 Spearman’s footrule 공식

requirement : fingerprint Ω, and vectors Vbc, Vrp

requirement : real-time RSSI ɤv,w
 (1) Receive ɤv,w of nearby beacons through user’s   

device

 (2) Identify UUID of beacons received RSSI

 (3) Calculate the peak RSSI of each beacon

 (4) Get a reduced fingerprint map (Ω’) with only    

beacons (rows) in the 2-tuple data set and      

reference points (columns) whose have only the  

beacons in the 2-tuple data set from the        

fingerprint map (Ω)

 (5) Let S be the number of reference points in Ω’

     Let K be the pre-defined number of nearest 

     neighbors considered in the estimation

 (6) if S > K

 (7)   Calculate relative ranks of peaks got in step (3)

 (8)   Compare those with relative ranks of each 

       reference point in Ω’ 

 (9)   Calculate similarities using Spearman’s footrule 

(10)   Choose the most similar K reference points    

       as the nearest neighbors

(11) end if

(12) else // S <= K

(13)   Choose the S reference points in Ω’ as the 

       nearest neighbors

(14) end else

(15) Find the coordinates of the nearest neighbors 

     from vector Vrp
(16) Calculate the coordinate of the center point of 

     the S nearest neighbors as the user’s location

그림 2 Cut-off 알고리즘

Fig. 2 Cut-off Algorithm

을 통해 유사도를 계산한다.

                


 
  



   (2)

(2)는 실시간 RSSI를 세기의 순서 로 정렬한 것의 

순 (xk)와 RP에서 RSSI들의 순서 로 정렬한 것의 순

(yk)를 마지막 순 까지(n) 비교하는 식이다. 계산 결

과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크다고 단한다.

유사도가 가장 큰 RP K개를 선정하고, 이들을 최인

 이웃이라 한다. 이웃들을 구하 다면 이웃들의 정보

를 참고하여 Ωrp에 장된 이웃들의 좌표를 구하고 이웃

들 간의 심좌표를 통하여 사용자의 실내 치를 추정

한다. 그림 2를 통하여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알 수 있다.

4. 실 험

각 RP에서 수신된 신호들의 RSSI 최 값이 일정기

간동안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제 하에 가상의 공간에

서 KNN 방식, RBF의 지도 구성방식을 이용한 KNN 

방식, Cluster KNN 방식과 Cut-off 방식에 한 비교

실험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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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첫 번째 실험환경

Fig. 3 The first experiment environment

그림 4 두 번째 실험환경

Fig. 4 The second experiment environment

첫 번째 실험은 5개의 비콘과 10개의 RP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정한 가상의 일직선 복도라고 가정하고 실험

하 다. 비콘의 간격은 6m이고, RP의 간격은 2m이다.

두 번째 실험은 7개의 비콘과 17개의 RP를 일정한 간

격으로 설정한 가상의 ⊔형 복도라고 가정하고 실험하

다. 비콘의 간격은 13m이고, RP의 간격은 6.5m이다.

실험 환경의 어느 곳에서든 비콘의 신호를 수신해야 

치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비콘의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을 없애기 해서 각 비콘의 신호

가 도달하는 범 가 서로 겹치도록 비콘을 배치하 다. 

각 실험 환경은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실험 환경, 비콘과 RP의 수, 비콘과 RP의 간

격을 다르게 설정한 두 번의 실험을 통해 KNN 방식, 

RBF의 지도 구성방식을 이용한 KNN 방식, Cluster 

KNN 방식과 Cut-off 방식에 한 정확도와 추정시간

을 비교하 다. 두 실험에서 KNN 방식, RBF의 지도 

구성방식을 이용한 KNN 방식, Cluster KNN 방식과 

Cut-off 방식의 정확도에 한 실험결과는 그림 5와 그

림 6의 그래 로 표 하 다.

그림 5와 그림 6은 다른 환경의 두 실험에서 KNN 방

식, RBF의 지도 구성방식을 이용한 KNN 방식, Cluster 

KNN 방식과 Cut-off 방식의 정확도를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그래 를 통하여 표 을 하 다.

그림 5 첫 번째 실험에서 네 방식의 정확도

Fig. 5 Accuracy of four schemes in first experiment

그림 6 두 번째 실험에서 네 방식의 정확도

Fig. 6 Accuracy of four schemes in seco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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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DF는 가로축의 값이 발생할 확률을 하여 

표 한 함수이다. 가로축은 사용자의 실제 치와 추정

치 사이의 오차를 뜻한다.

첫 번째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5에서 Cut-off 

방식은 오차범  3m에서 0.92, 즉 92%의 정확도를 가

진다. 반면에, KNN 방식, RBF 방식, Cluster KNN 방

식은 오차범  3m에서 각각 0.72, 0.68, 0.68, 즉 72%, 

68%, 68%의 정확도를 가진다. 그리고 Cut-off 방식의 

최  오차는 3.2m인 반면에, KNN 방식은 7.3m, RBF 

방식은 5.3m, Cluster KNN 방식은 5.1m이다.

두 번째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6에서 Cut-off 

방식은 오차범  3m에서 0.97, 즉 97%의 정확도를 가

진다. 반면에, KNN 방식, RBF 방식, Cluster KNN 방

식은 오차범  3m에서 각각 0.72, 0.62, 0.70, 즉 72%, 

62%, 70%의 정확도를 가진다. 그리고 Cut-off 방식의 

최  오차는 3.2m이고, KNN 방식은 6.1m, RBF 방식

은 7.1m, Cluster KNN 방식은 6.1m이다. 이 실험환경

에서 RBF 방식의 정확도가 Cut-off 방식뿐만 아니라 

KNN, Cluster KNN 보다도 낮게 나오는 이유는 실험

환경에서 복도의 양 끝과 코  부분에서 수신된 비콘의 

개수와 RSSI의 순 값들과 유사한 신호 개수와 순 값

을 가지는 RP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K개의 RP가 형성

하는 지역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최종 추정 치의 정

확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악되었다.

아래의 그림 7과 그림 8은 KNN 방식, RBF의 지도 

구성방식을 이용한 KNN 방식, Cluster KNN 방식과 

Cut-off 방식을 각 100세트를 시도했을 때 차수 당 소

요된 추정시간을 그래 로 표 하 다. 이 때 1세트는 

100번을 시행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각 세트는 100

번, 총 100세트를 시도했기 때문에 체 시도 횟수는 

10,000번이다.

첫 번째 실험에서 4개의 방식을 100세트 시도했을 때 

KNN 방식은 평균 0.42㎲, RBF 방식은 평균 0.42㎲,

그림 7 첫 번째 실험에서 네 방식의 추정시간

Fig. 7 Time of four schemes in first experiment

그림 8 두 번째 실험에서 네 방식의 추정시간

Fig. 8 Time of four schemes in second experiment

Cluster KNN 방식은 평균 0.63㎲, Cut-off 방식은 평

균 0.18㎲의 시간이 소요된다. 각 세트는 100번 실행을 

의미하므로 결과 으로 4개방식을 한 번 시도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4.2㎱, 4.2㎱, 6.3㎱, 1.8㎱이다.

두 번째 실험에서 4개방식의 평균 소요시간은 KNN 

방식이 약 1㎲, RBF 방식은 약 1㎲, Cluster KNN 방

식은 약 1.85㎲, 그리고 Cut-off 방식은 약 0.3㎲의 시

간을 소요한다. 다시 말해, 4개의 방식을 한 번 시도했

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10㎱, 10㎱, 18.5㎱, 3㎱이

다. 그림 7과 그림 8을 통해서, Cut-off 방식이 KNN 

방식, RBF 방식과 Cluster KNN 방식보다 빠르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시뮬 이션 실험결과를 통해 KNN 방식, RBF 방식, 

Cluster KNN 방식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Cut-off 

방식이 높은 정확도와 짧은 추정시간을 가짐을 볼 수 

있다. 이는 Cut-off 방식이 치 추정에 이용될 RP를 

선정할 때 사용자 치에서 수신한 비콘들과 동일한 비

콘만의 신호를 수신한 참조 치만을 상으로 하는 사

 지작업이 성능개선에 주효한 것으로 악된다.

향후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특정 치에서 실

시간으로 일정시간동안 수신되는 비콘들의 RSSI의 최

값들의 순 가 어떤 특정 패턴을 가지는지에 심을 

가지고 연구할 정이다. 만약 상 인 순  패턴에서 

특정한 일정 패턴이 악되면, 정확도가 더욱 개선된 실

내 치 추정방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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