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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현재 카페나 의류매장 또는 다양한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매장 관리자는 매장 안

의 손님들의 관심이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선호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영수증만으로는 정

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많이 판매되는 물품만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정확하게 관심 품목 및 선호 자리를 파악 할 수 있고 또한 관심은 있는데 많이 판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할 수 있도록 손님들의 행동을 Heat Map으로 표현하여 매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BLE4.0(Bluetooth Low Energy)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위치 파악 및 저장 

2. 저장된 위치정보를 시각화(Heat Map) 

3. 비콘의 정보를 사용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4. 부가 서비스(투표, 쿠폰, Heat Map 등) 기능 개발 

 

시스템 사용 환경 

 비콘 3개 설치,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분석 가능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Heat Con 

팀 명 Heat C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6-APR-06 

 

캡스톤 디자인 I Page 5 of 18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1) 서비스를 구성할 기기의 종류와 배치 

- 현재 비콘이 이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한다. 

- 3개의 비콘의 위치를 이용하여 위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비콘들을 배치한다. 

-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 장치들을 연결한다. 

2) 안드로이드 앱 

-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한 UI를 제작한다. 

- 실시간 위치를 보관하거나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 캡스톤디자인팀들에 대한 인기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기능을 구현한다. 

- 히트 맵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3) 비콘 

- BLE 4.0 기술이 내장되어 있어 블루투스 통신 기술에 대한 정보 조사. 

- 안드로이드 앱과 비콘 간 통신 방법 조사. 

- 비콘을 이용한 응용 개발 아이디어 연구 및 조사. 

4) 서버 

- 해당 서비스에 적합한 서버 환경 및 구성을 연구 및 조사한다. 

-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제공할 웹사이트를 구현한다. 

- 기타 서버의 기능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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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1) Server 

1) DB설계 및 구축 

mySQL을 이용해 팀, 유저,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을 만들었다. 

팀 – 팀에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 

유저 – 유저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 

위치정보 – 유저들의 시간 별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테이블

 

2)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 

JDBC드라이버를 이용해 mySQL과 이클립스 간의 통신을 구성했고 이클립스의 String으로 

Query문을 만들어서 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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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droid application 

2-1) Bluetooth 통신 

Beacon SDK 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를 이용하여 비콘 신호(Blue tooth)를 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먼저 확인하였다.  

SDK에서 제공하는 샘플코드에는 비콘 정보가 담긴 RECOBeacon 클래스가 있고 

Background에서 제공하는 RECOService가 꼭 필요하다. 이 서비스가 Background로 깔

린후 비콘 신호를 받는 Ranging 함수가 시작되는데 이 함수는 비콘 신호를 돌리는 

Activity이다. 아래 코드는 SDK에서 제공하는 RECO비콘이 가지고있는 변수이다. RECO비

콘은 UUID, Major, Minor, Acurracy, proximeter, rssi등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래 코드는 

RECO 비콘의 생성자 클래스이다. 

protected RECOBeacon(String var1, int var2, int var3, int var4) { 

    this.b = var1; 

    this.c = var2; 

    this.d = var3; 

    this.e = var4; 

    this.i = new y(); 

} 

이 비콘 정보를 ArrayList에 담아 검색된 비콘들을 리스트에 저장한다. 

private ArrayList<RECOBeacon> mRangedBeacons; 

리스트에 저장된 비콘들은 UpdateAllBeacon메소드로 업데이트 되어진다. 

public void updateAllBeacons(Collection<RECOBeacon> beacons) { 

    synchronized (beacons) { 

        mRangedBeacons = new ArrayList<RECOBeacon>(beacons); 

    } 

} 

업데이트 된 비콘 리스트를 ListView에 담아 Activity에 뿌려주는 것으로 확인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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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public View getView(int position, View convertView, ViewGroup parent) { 

    ViewHolder viewHolder; 

    if(convertView == null) { 

        convertView = 

mLayoutInflater.inflate(R.layout.activity_reco_rangging_list,parent,false); 

        viewHolder = new ViewHolder(); 

        viewHolder.recoAccuracy = 

(TextView)convertView.findViewById(R.id.textView4); 

        convertView.setTag(viewHolder); 

    } else { 

        viewHolder = (ViewHolder)convertView.getTag(); 

    } 

    RECOBeacon recoBeacon = mRangedBeacons.get(position); 

    String proximityUuid = recoBeacon.getProximityUuid(); 

    beacon_Accuaracy.add(String.format("%.2f",recoBeacon.getAccuracy())); 

    str = str + String.format("%.2f",recoBeacon.getAccuracy()) + "M\n"; 

    viewHolder.recoAccuracy.setText(str); 

    return convertView; 

} 

아래 그림은 블루투스 신호 거리를 받는 실행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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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ser Interface 

User interface는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최소한의 버튼을 넣었으며 각 버튼들은 누르

기 쉬운 크기로 제작하였다. 다음 화면은 Application을 처음 틀었을 때 나오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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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시작될 때 메인 화면이다. 버튼은 총 4개의 버튼이 있고 각 버튼은 

버튼 Text에 쓰인 것처럼 기능한다 

아래 화면은 맨 위의 HEATCON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다. 간단한 TOAST메세

지형식을 띄우는 메소드를 이용하여 이 Application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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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버튼 VOTE버튼 HEAT MAP버튼은 추가 구현 계획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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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치 계산. 

들어오는 신호(RSSI , Accuracy)를 삼각측량공식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사용자(User)의 

위치를 계산하였다 

 

 

삼각 측량과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 좌표를 설정한다. 다음은 위치 설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비콘1의 위치를 ( 0, 0) 으로 설정 한다. 비콘2의 위치를 설정한 후 비콘 2의 위치를 (x,0)

으로 설정한다. 비콘1과 비콘2의 신호를 사용자(User)의 핸드폰으로 전송받고 총 3변의 

길이를 구한다. 3변의 길이를 구하면 삼각형 넓이 공식(헤론의공식) 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알게 되고, 삼각형의 넓이를 알게되면 밑변(비콘1 비콘2)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높

이(사용자의 y값)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의 x값도 구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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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RSSI 필터 변경 

비콘의 단점인 불규칙한 신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한다. 현재 칼만 필

터를 적용했는데 신호의 오차보다는 선형적인 상태에서 위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필터로 

사용목적이 맞지 않아서 Average Filter로 변경하였다. 

3.1.2 위치측정을 위한 필터 추가 

불규칙한 비콘 신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Average Filter를 사용했지만 사용자의 위치

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선형 역학계의 상태를 추적하는 

재귀 필터인 Kalman Filter를 추가했다. 

3.1.3 UI Design 

 연령대별, 성별로 위치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첫 화면에서 연령대, 성별을 선택 할 수 있

는 창을 추가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로그인 창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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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명칭 세부 내용 1 2 3 4 5 

1 기능 삼각측량 법을 이용한 메소드 구현      

2 기능 서버에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분석 기능추가      

3 DIsplay 위치정보를 이용해 HeatMap 구현      

4 네트워크 포트 포워딩 설정으로 외부 IP 접속 허용      

5 U.I UI 디자인 업그레이드      

  

진행중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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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각측량을 위한 메소드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현할 예정이다. 

} 

2. 서버에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분석 기능추가는 KalmanFilter open source

를 참고하여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3. Heat Map 은 다음과 같은 화면 구성을 갖게 될 예정이고 시각화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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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forzaitalianfootball.com/2013/05/tactics-ac-milan-vs-catania-

pazzini-the-difference-maker/abate-heat-map-280413/ 

4. 외부 IP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포트 포워딩 설정을 통해 TCP/IP로 통신

을 하는 서버를 구축 할 예정이다.  

5. User Interface 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금 더 사용자의 편의성을 생

각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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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Heat Con 

팀 명 Heat C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6-APR-06 

 

캡스톤 디자인 I Page 18 of 18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5 고충 및 건의사항 

 

 학교측 외부 IP 접속 차단에 의하여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연동 테스트에 

어려움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