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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 lo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 user’s indoor positioning. However, in terms of 

the built environment, it is rarely used in actual conditions. In this study, an indoor positioning 

system using BLE Beacon was 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user-aware air 

cleaning system using an indoor positioning system. So, we created a blade for controlling the 

direction in our existing air purifiers. To build an indoor positioning system using BLE Beacon, 

we first created an app that can read BLE Beacon information, and built a Firebase server to 

connect blades through the application. The new air purifier system was able to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occupants and was passed through the server to the blades to control the direction 

and height of the air purifier. A chamber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air 

quality control system focused on the occupant breathing zone. After the airtight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8 m3 chamber was preceded, a performance evaluation for reducing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was performed in the chamber.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is system 

showed a performance to reduce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from at least 7% to up to 17%.

주요어 : 블루투스 저전력, 비콘, 재실자, 재실자 위치 인식, 호흡역

Keywords: Bluetooth Low Energy (BLE), Beacon, Occupant, Indoor localization, Breathing zone

서 론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높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와 다르게 입경의 크기가 매우 작아 코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체내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Tzivian, 2011). 이에 따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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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환경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폐암 혹은 

만성 폐쇄성과 같은 폐 질환을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Shin, 2007). 또한 초미세먼지는 혈

액을 순환하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경우 다양한 호흡기 질환과 함께 부작

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istovski et al., 2012). 만약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실내공기질의 관심 증가로 실내에서 공기청정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공기청정기의 운용 방식의 경우 고정된 위치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국부 공간

에 한해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단점이 있어 공기청정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Park et al. (2020)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반자율형 공기청정 시

스템을 개발하고 그 성능에 대하여 분석했다. 특히 반자율형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여 재실자

의 호흡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제어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인 실내공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미세먼지의 오염 농도에서는 재실자의 호흡역 중심으로 공기질을 제어할 경우 충

분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공기청정기가 직접 이동하는 방식의 경우 실내오염

원의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특정 지을 수 있어야하며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센 서가 다량으

로 필요하다. 또한 실내의 재실 인원과 평면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이동에 제한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재실자 호흡역 중심 공기질 제어 시스템 개

발을 위한 프로토타입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호흡역이란 재실하는 인원의 입 또는 코에서 0.3 m 이내로 정의할 수 있다(Ojima, 2012). 

또한 오염원으로부터 인체가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경우 입자상 물질의 농도가 하체 부분에 해

당하는 높이보다 상체 부분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ull et al., 1987). 이에 따라 호흡하는 영역과 같이 국부적인 영역에서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켜 실내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외기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 공기청정기를 활용

하여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공간의 용적대비 적절한 청정화능력을 가

진 공기청정기를 활용할 경우 환기를 통한 실내공기질 전략보다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효과

적이며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일 수 있다(Noh and Yook,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luetooth low energy (BLE) Beacon을 활용하여 재실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국부적인 영역에서의 공기 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공기청정 시스템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 본 시스템은 실내오염원의 위치와 관계없이 재실자의 호흡역에 오염물질 농

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공기청정기의 효율성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BLE beacon

을 활용한 재실자 호흡역 중심 공기질 제어 시스템은 현대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스마

트폰을 태그로 활용하여 재실자의 위치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또한 알고리즘에 따른 동작을 통

하여 재실자의 호흡하는 영역으로 공기청정기의 정화된 공기를 보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실자 위치 추적 방법

재실자 위치 인식 기술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 및 네비게이션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외 측위의 실용화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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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실내 측위(Indoor Positioning)에 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GPS는 실외

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나 실내 공간에서는 다양한 실내환경변수에 따라 신호 수신이 불안정하

여 정확한 위치 추정이 어렵다(Kim et al., 2013). 그러나 실내공간에서도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실

내 공간을 위한 위치 기반 서비스 연구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실내 환경에 적합한 LBS를 제공

하기 위해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UWB (Ultra wide band), BLE (Bluetooth low energy) 등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위치 추적

이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UWB는 초 광대역 및 고 투과성으로 가장 높은 측위 정밀도를 가지지만 

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 방식의 특성상 시간 동기화 기기의 배포 문제와 간섭 민감

도가 높은 편이다(Lim et al., 2021a). RFID는 상대적으로 높은 측위 정밀도와 낮은 거리 오

차를 제공하지만, 측위를 위해 사용되는 인프라의 구축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Son et al., 

2013). WLAN은 네크워크 기반의 기술로, 여러 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통

신 시 송수신 되어지는 모든 장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해킹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BLE 기술의 경우에는 1 m 이하의 측위 정밀도 구현에 어려움이 존재

하지만 저전력으로 다양한 장애물 조건 하에 장시간 유지되며, 경제적 효용성을 가지는 실내 

공간에 가장 적합한 무선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시판되는 대부분의 스마트기

기는 BLE를 지원하고 있어 실제 상용화에서도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 평가되고 있다. BLE 기

반 실내 측위 기법 중 하나인 AOA (Angle of arrival) 기법은 신호가 들어오는 각도을 이용하

여 거리를 측정하게 되며 이 거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 중 대표적인 위치계산법

으로 삼변측량(Trilateration)이 있다(Kim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LE beacon을 

활용하여 재실자 위치를 인식하고 삼변측량법으로 그 위치를 계산하여 재실자 중심 호흡역 

공기질 제어 시스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삼변측량

삼변측량은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3개 이상의 기준점과 그 거리정보를 사용한다. 

Figure 1과 이 최소 3개의 비콘과 임의의 위치에 있는 1개의 태그를 중심으로 3개의 원을 형

성한다. 여기서 원의 반지름 , , 는 기준점 좌표를 알고 있는 각 비콘(a, b, c)으로부터 

태그에 의해 수신되는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값을 거리 변환 함수에 의해 

변환된 거리 정보를 지칭한다. 3개의 원이 겹치는 좌표(x, y)는 이 RSSI 정보를 연립방정식인 

식 (1)에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Lim et al., 2021b). 삼변측량을 통한 위치 추정에 있어서는 

태그에 대한 각 BLE beacon의 거리변환 함수 값은 일정 영역 이내에 존재해야 한다. 최종 측

위에는 주변 환경요소에 의한 거리 오차의 유발 요소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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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of trilateration method

BLE beacon을 활용한 재실자 위치 인식 시스템

BLE beacon을 활용한 재실자 위치 인식 방법은 실내 환경에서 태그를 소지한 재실자 측위

를 도출하는 것이며 본 시스템에서는 스마트폰을 태그로 활용하였다. 비콘을 일정 거리 이내

에 설치하고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비콘 모듈로부터 비콘 ID와 RSSI값을 

수신하고 인터넷 통신에 의해 원거리의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게이트웨이에 수

신된 태그를 기준으로 비콘의 RSSI값을 서버로 전송하고, 다수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RSSI

데이터는 측위를 위해 거리정보로 변환된다. 이때 거리정보로 변환된 RSSI값을 Wi-fi 통신

을 통해 공기청정기에 전달하여 재실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Figure 2와 같다.

Figure 2. Process of location recognition using BLE beacon

본 연구에서 개발한 BLE beacon을 활용한 재실자 위치 인식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Figure 3의 좌측과 같이 가로 0.75 m, 세로 0.75 m 크기의 바닥에서 각 모서리에 비콘을 설치

하고 태그 위치 인식의 정확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바닥 면적크기는 본 시스템의 

재실자 위치인식을 위한 가장 정확도가 높은 최소 단위 면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

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데이터값과 전파손실도에 따른 보정값을 비교하여 그 오차를 

검토하였다. 애플리케이션에 나타난 화면은 다음 Figure 3의 우측에 나타난 창과 같으며 이

를 보정하기 위한 계산식은 다음 식 (2)와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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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monstration of beacon system and application display

RSSI   n log   (2)

d  


   

여기서 d는 거리, Tx power는 송출신호크기, n은 전파손실도를 의미하며, 장애물이 없는 경

우에는 n을 2로 볼 수 있다. 해당 최소 바닥면적내에 태그를 위치시키고 10회 이상 위치 측정

을 실시하였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나타난 RSSI 값을 활용하여 가장 가까운 비콘과 태그

의 거리를 계산하였다. 또한 계산된 거리의 평균과 실제 거리와의 오차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

과를 다음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거리 오차 및 표준 오차를 분석한 결과, 본 시스템이 호

흡역을 특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해당 위치에 따라 서보모터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stance measured by the system

Proximity beacon Measurements value Actual distance Distance error Standard deviation

Beacon 1 0.3 m 0.3 m 0.02 m 0.02

Beacon 2 0.29 m 0.27 m 0.02 m 0.03

Beacon 3 0.43 m 0.35 m 0.08 m 0.08

Beacon 4 0.1 m 0.1 m 0.01 m 0.01

이와 같이 재실자의 위치를 인식하여 해당 정보를 공기청정기 블레이드에 전달하여 재실

자가 위치한 방향 및 높이로 각도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다음 Figure 4와 같이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공기청정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블레이드를 제작하고 서보모터를 연결하여 블레이

드의 방향 및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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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 Blades removable to air purifier; (a) air purifier (b) blades (c) combined air purifier and blades

재실자 호흡역 중심 공기질 제어의 효과

챔버 실험 개요

미세먼지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미세한 입자를 활용한 실험을 수행할 경우 

취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실험 수행 시에 온도, 습도, 침기 및 누기 등 제어하

지 못하는 변수로 인하여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과 충분한 기

밀성능을 갖춘 챔버에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8 m3 크기의 대형챔버에서 실험을 수

행하였다. 특히 미세입자를 활용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밀도 평가를 선행하여 충

분한 성능을 갖춘 챔버인지를 검토하였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입자 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TSI사의 파티클 카운터를 사용하였으며 측정기의 성능 및 제원은 

다음 Table 2와 같다. 또한 공기청정기의 기류에 의해 본 파티클 카운터의 측정 오류가 나

타나지 않았음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Table 2. Specification of particle counter

Model TSI-9306

Size range 0.3 to 25 μm

Particle channel sizes 0.3, 0.5, 0.7, 1.0, 3.0, 10.0 μm

Flow rate 2.83 (0.1 CFM) ±5% L/min

Size resolution < 15% at 0.5 μm

Counting efficiency 50% at 0.3 μm; 100% at 0.45 μm

Concentration limit 5,950,000 #/ft³

Operation range
Temperature 5 to 35℃

Humidity 20 to 95%

Dimension (H×W×D) 24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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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 기밀성능평가

8 m3 챔버의 기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시험 표준인 SPS-KACA002의 기

밀도 평가방법을 통하여 기밀성능을 평가하였다. 미세입자를 활용한 챔버의 기밀성능평가는 

챔버 내부에 일정 농도 수준 이상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감소되는 양

을 통하여 그 기밀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PSL (polystyrene Latex) 2 ㎛ 표준입자 

용액을 증류수와 혼합하여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며 미세입자를 발생시켰다. 미세입자의 농

도를 측정할 수 있는 파티클 카운터를 챔버 중심에서 바닥으로부터 1000 mm 높이에 Point 1, 

1700 mm 높이에 Point 2를 설치하였으며 챔버 내부의 모습은 Figure 5와 같다. 챔버 내의 배

경입자농도는 입자크기가 0.3 μm 인 입자에 대하여 Point 1과 Point 2의 위치에서 모두 

4.52×104 개로 나타나 공기청정기 시험 표준에서 제시하는 3×105 개/m3 이하를 만족하였다. 

또한 시험챔버의 기밀도는 입자크기가 0.3 μm 인 입자에 대해 20분 경과 후의 입자농도가 

초기농도의 90% 이상을 확보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다.

 

Figure 5. Measurement points for evaluation of chamber airtightness

실험이 수행되는 동안 챔버 내부의 온도는 23℃, 상대습도는 50% 유지하도록 제어하였다. 

이후 챔버의 급기밸브와 배기밸브를 닫아 기밀상태로 유지시키고 20분 뒤의 내부에 설치된 2

대의 파티클 카운터에서 입자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기밀된 상태로 20분 간의 농도 변화

를 추세선으로 나타내어 Figure 6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입자크기 0.3 ㎛ 의 입자 농도 변화를 

통하여 챔버의 기밀성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0.3 ㎛ 입자의 농도가 초기 농도에 비하여 

Point 1과 Point 2에서 각각 1.7%, 2.5%씩 감소되었다. 다시 말해 두 측정 지점에서 모두 미세

입자를 활용한 기밀 성능이 97% 이상으로 확보되어 표준요구치인 시험챔버의 기밀도를 평

가하기 위한 조건인 90% 이상의 기밀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밀성

능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8 m3 챔버가 적절한 기밀성능을 갖추었으며 미세입자를 활

용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Smart Air Cleaning System Based on User Location Using BLE Beacon

576 ∙ Journal of KIAEBS Vol. 16, No. 6, 2022

Figure 6. Performance evaluation of chamber airtightness

Case 설정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공기청정기 운용 방식인 상부토출 방식과 블레이드를 활용한 재실

자 호흡역 중심으로 정화된 공기를 도입하는 방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Case를 분류하였다. 측

정 위치는 재실자 호흡역 위치와 비교를 위한 공간 지점을 설정하였다. 공기청정기의 블레이

드를 통한 정화된 공기 토출 시 약한 풍량, 중간 풍량 그리고 강한 풍량과 같이 3가지 풍량을 

기준으로 재실자의 쾌적감을 저해하지 않는 풍속으로 정화된 공기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실

내의 기류에서 재실자가 쾌적하게 느끼는 범위의 풍속을 0.2 ~ 0.5 m/s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와 유사한 연구(Park et al., 2020)에서는 0.8 m/s를 최대풍속으로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실내 기류 불감기류를 참고하여 풍속을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재실자가 쾌적감을 느끼는 

최대 풍속인 0.5 m/s를 만족하는 공기청정기의 풍량과 거리를 도출하였다. 각 풍량에서 풍속 

0.5 m/s를 만족하는 거리를 도출한 결과 8 m3 챔버 내부에서 최대 거리인 2 m, 1.6 m 그리고 

0.86 m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위치는 위 최대 거리에 따라 재실자 호흡역 위치인 Point 1에 

파티클 카운터 1개를 설치하고 이와 비교하기 위하여 챔버 출입문 좌측에 위치한 국부영역인 

Point 2에 파티클 카운터를 설치하였다. Point 2는 모든 Case에서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고 각 

Case 마다 Point 1과 같은 높이에서 측정하여 미세먼지 농도 저감 성능을 비교하였다. 각 

Case는 Figure 7과 같이 크게 Case 1-3은 상부토출 Case이며 Case 4-6은 재실자 호흡역 중심 

Case로 분류하였다. 또한 Case 1과 4 는 약한 풍량, Case 2와 5는 중간 풍량 그리고 Case 3과 

6은 강한 풍량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풍량에 따라 Point 1과 공기청정기의 거리가 달라졌으

며 이를 통하여 상부 토출 Case와 재실자 호흡역 제어 Case를 비교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이

후 표준입자 용액을 증류수와 혼합 후 에어로졸 발생장치를 활용하여 챔버 내부로 주입하였

다. 모든 Case에서 챔버 내부의 초기 0.3 μm 입자수를 약 6.5×10⁸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공기청정기 가동 후 내부 0.3 μm 입자의 수가 초기 입자 수의 1/10 의 지점까지 도달하

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Case의 농도 저감 효율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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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Upper discharge case

(d) Case 4 (e) Case 5 (f) Case 6

Occupant breathing zone control case

Figure 7. Case study according to operation of air purifier

결과 및 토의

인체 호흡역 중심 공기질 제어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

각 Case 별로 미세먼지 저감 성능을 도출한 결과 상부토출 Case의 경우 0.3 μm 입자의 수

가 초기 입자 수의 1/10 의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Point 1과 Point 2에서 모두 동일하게 

Case 1이 3630초, Case 2가 1360초 그리고 Case 3이 930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Point 1과 

Point 2 두 측정 지점에서의 농도는 동일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공기청정기의 기존 

운용 방식의 경우 같은 공간의 거리 내에서는 유사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각 풍량에 비례하여 미세먼지의 농도 저감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량적으

로 검토할 수 있었다. 재실자 호흡역 제어 Case의 경우 Point 1 에서 0.3 μm 입자의 수가 초기 

입자 수의 1/10 의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Case 4에서 2490초, Case 5에서 1120초 그리고 

Case 6에서는 800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oint 2에서는 상부토출 Case의 Point 2와 동일

한 미세먼지 농도 감소 시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상부토출 Case와 재실자 호흡역 제어 Case의 

농도감쇠 무차원한 결과를 Figure 8과 같이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이와 같이 재실자 호흡역 방

향으로 공기청정기의 정회된공기를 도입할 경우 유의미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 성능을 보였

으며 그 결과를 다음 Table 3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 결과 기존 공기청정기의 운용방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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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자 호흡역 제어 방식이 최소 7%에서 최대 17%까지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Figure 8. Comparison of PM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reduction efficiency according 

to case

Table 3. Specification of particle counter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Breathing zone (Point 1) 3630s 1360s 930s 2490s 1120s 800s

Spatial point (Point 2) 3630s 1360s 930s 3630s 1360s 930s

Reduction rate 0% 0% 0% 17% 8%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LE beacon을 활용한 재실자 위치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자 위치기

반 스마트 공기청정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특히 재실자 호흡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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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공기질 제어 방식이 가지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 저감 성능실험을 수

행하였다. 미세먼지 농도 저감 실험은 8 m3의 실험 챔버를 활용하여 제어된 조건 내에서 재실

자의 호흡역을 기준으로 공기청정기의 일반적인 운용 방식인 상부토출형과 재실자 인식 스

마트 공기청정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와 같이 사용자 위치기반 스마트 공기청정 시

스템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BLE beacon을 활용한 재실자 위치 인식 시스템의 검증 결과 cm 단위의 위치 정확도를 

보이지는 못하였으나 재실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재실자 

위치에 따라 각도 조절이 가능한 공기청정기 블레이드 Mock-up을 제작하였다.

(2) 재실자 호흡역 중심 공기질 제어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8 m3 대형챔버를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챔버 기밀성능평가를 선행한 결과 미세입자를 활용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 8 m3 대형챔버에서 공기청정기의 일반적인 운용 방식과 재실자 호흡역 중심 공기질 제어 

방식을 비교한 결과 최소 7%에서 최대 17%에 이르는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BLE beacon을 통하여 재실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공기청정기 

블레이드를 활용하여 실내공기질을 제어하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재실자 위치 정보

와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비콘의 

개수와 면적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위치 인식 정확도와 범위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비콘의 개

수를 늘려 단위 면적을 확장시킨다면 더 넓은 면적에서의 재실자 인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

우 오피스와 같이 재실자의 거동이 적은 실내 환경에서 위치정보만을 활용하여 앉은 위치의 

호흡역에 정화된 공기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용도의 실내환경에서 호흡역 추적의 정확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센서가 추가되어 플랫폼을 구성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조건에서 재실자 위치 인식 시스템을 설치하고 재실자 위치로 

공기청정기의 정화된 공기 도입 시 그 효과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실

자의 위치 정보와 패턴을 활용하여 재실자의 행위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내공기질을 

제어하는 스마트 공기청정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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