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IoT의 시대가 도래하며 위치 기반 기술이 핵심으
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비콘을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
스는 사용자에 위치에 맞춰서 필요한 서비스를 예상하고  
제공해 주고 다른 유사기술들(NFC, RFID, 블루투스)과 
비교해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
[1]. 하지만 기존의 비콘 서비스들은 데이터 센터, 외부 
네트워크, 기반 시설 등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렇
기 때문에 기업과 같은 단체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면 
이러한 자원들을 구비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것은 어렵
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기반 정보교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일 모듈로 비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해 개인 개발자들이 다양한 비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
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2].

2. 기존 비콘 서비스의 문제점
  비콘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특징은 사용자
와 비콘 서비스기기와 거리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여러 대의 
비콘 서비스 기기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신호의 세기를 기
반으로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이는 GPS가 도달하지 못하는 건물 내부에서의 위
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실내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
하여 준다[3]. 또 하나는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각 사용자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콘의 영역 내부로 
진입하면 사용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4]. 

  그러나 기존의 비콘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대규모의 데
이터 센터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다수의 사용자 그리고 
많은 체인점 같은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사용자
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환경에서 비콘
을 사용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렵다. 또한 3G/4G 데이
터망을 이용하거나 WiFi접속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비
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장소적 제약과 추가적
인 WiFi 장치의 설치비용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강제하
여 많은 유지비를 발생시킨다[5]. 

3. 제안 사항

  본 논문에서는 위치기반 정보교환을 위한 데이터 브로
드케스팅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프레임워크는 라즈베
리 파이 모듈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모듈은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각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브로드케스트 하고 웹 서버를 통
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와이파이 모듈,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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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기반 서비스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 비콘은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실내에서의 위치 측정 
및 사용자와의 정밀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데이터를 페어링 없이 전달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콘 서비스와 무선 네트워크 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구현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비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 위치기반 양방향 정보교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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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베이스, Node.js , 비콘을 사용한다.  사용자 서비스 
모듈은 네트워크 서비스 모듈의 내부 네트워크에 탐지해 
웹 서버에 접속한다. 웹 서버에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은 
입출력 역할을 한다.

3.1 네트워크 서비스 모듈
 3.1.1  비콘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와 프레임워크간 위치 기반의 서
비스 제공을 위해 비콘 서비스를 사용한다. 비콘은 사용
자가 자동으로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AP의 
이름, 비밀번호를 보내고 웹 서버가 제공할 서비스에 대
한 정보를 정의된 데이터 포맷을 사용해 전송한다. 사용
자는 비콘과 일정한 거리 이내로 진입하게 되면, 서비스
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림 2] 는 비콘이 브로드캐스트하는 데이터 포맷을 
및 프레임워크에서 활용할 데이터를 나타낸 그림이다. 
본 서비스 에서는 비콘의 UUID 와 Major & Minor data
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현
하고자 한다.
  비콘의 UUID는 16 bytes로  해당 비콘이 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콘인지 판별하기 위해 사용되며, 본 서비스
를 이용하는 비콘의 UUID정보는 모두 동일하다. 다음으
로 major와 minor는 각각 2bytes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
하는 사용자의 정보 또는 위치를 나타낸다. 또한 major 
데이터는 디바이스의 AP이름을 나타내며, UUID와 major 
데이터를 이용하여 AP network의 암호를 설정하여, 사용
자들이 내부 AP-network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3.1.2  웹 서버
  제안하는 프레임워크 에서는 Node.js를 이용한 웹 서버
를 통해 사용자와의 정보 교환 및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 또한 웹 서버의 변경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본적인 API를 구
현하여 보다 쉽게 비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PI는 비콘 설정, 사용자 등록 , 데이터 포맷 송
수신 , 데이터베이스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3.2 유저 서비스 모듈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포어그라운드 서비스와 백
그라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어그라운드 서비스는 서
비스의 초기화, 사용자 등록, 관리자 설정 및 서비스 확
인의 기능을 제공하며, 백그라운드 서비스는 비콘이 보
낸 데이터를 받아 비콘의 AP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프레
임워크와 통해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 한다.

     
3.2.1 포어그라운드 서비스
  본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비콘 프레임워크의 
인식 및 데이터베이스로의 등록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
서 사용자는 처음 등록 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major), 서비스 의 정보(minor)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의 
포어그라운드 서비스를 통해 등록해 두어야 한다. 이를 
인식하여 해당 비콘의 신호를 받았을 때, 등록 및 초기
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제안하는 비콘 모듈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
는 동시에, 지원받은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AP에 연
결 후 웹 서버로 접근하여 자신이 등록한 ID를 기반으로 
자신이 받았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 메뉴를 지원하여, 등록된 회원들의 정보 확
인 및 제공한 서비스의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3].

3.2.2 백그라운드 서비스
  자동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통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애
플리케이션은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등록되어 비콘으로부
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AP 네트워크로 접속 후, 라즈
베리 파이의 웹 서버와 통신을 진행하게 된다. 
  [그림3]은 사용자가 서버 측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포맷을 나타낸 그림이다. 사용자 어플
리케이션은 웹 서버와 GET방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
달한다. 우선 여러 종류의 메시지 교환을 구분하기 위핸 
Message type 변수와. 사용자의 고유 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Mac, ID 값이 존재하며, 해당 데이터를 보낸 사용
자측의 local time, 그리고 서비스의 파라미터 정보를 전
달하게 된다. 그 후 서버로부터 해당 메시지에 대한 응
답을 받아 이후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서버는 사용자 

[그림 2] AP 접속 및 서비스 수행을 위해 재구성한 데이터 포맷

[그림 3] 사용자의 서비스 수행을 위해 서버로 전달되는 데이터 포맷

[그림 4] 서버의 서비스 수행에 대한 결과 데이터 전달 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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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그에 대한 응답
으로 JSON 파라미터를 넘기게 된다. 
  [그림4]는 서버로부터 전달되는 데이터 포맷을 나타낸 
그림이다. 우선 가장 먼저 어떤 요청으로부터의 응답인
지 나타내기 위한 Type 변수와, 그 이후 사용자 확인을 
위한 ID, NAME 와 함께, 해당 서버에서 그에 상응하는 
메시지를 파라미터로 전달하게 된다. 그 후 사용자는 해
당 데이터를 받아 해석 후, 애플리케이션의 팝업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4. 프레임워크의 적용

4.1  프레임워크 사용예시

  [그림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제작자는 내부 네트워크 접속, 사용자 인증/등록, 웹 서
버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간의 데이터 교환은 프레
임워크가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고 각각의 원하는 서비스 
구현하기 위해 웹 서버를 목적에 맞게 제작한다. 예를 
들어 비콘을 사용하여 쿠폰정보를 사용자에게 전송해 주
는 서비스와 자동 출석체크 서비스에서 각각의 웹 서버
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
용자에게 제공한다.

4.2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이동

  [그림6] 에서와 같이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기본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먼저 웹 서버에서 비
콘의 초기 설정과 구동을 시킨다. 실행된 비콘은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AP 정보와 서비스 정보를 브로
드캐스트 해주고  사용자는 이 신호를 수신하여 웹 서버
에 접근한다.  만약 사용자가 웹서버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웹서버는 사용자를 등록하고 그렇지 않으면 웹 
서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자의 화면에 출력한다.

5. 결론

  최근 IOT산업 및 비콘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대규모 자
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 중심의 서비스가 대부분이
며, 일반인은 비콘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쉽지
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저가 PC로 공급되고 있는 라즈
베리파이를 이용한 비콘 프레임워크를 제작하여, 저렴하
면서, 휴대 가능하며, 비콘과 AP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프
레임워크와 사용자간 정보 교환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안
하였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각자의 
서비스 형식으로 웹페이지 및 서비스 내용을 구성하여 
보다 쉽고 간단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보다 
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프로세스들을 필요로 한다면, 보
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API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며, 이
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에서 지원하는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 (R0613-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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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프레임워크의 서비스 흐름

[그림 5] 프레임워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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