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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현재 비콘은 백화점, 학교, 박물관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비콘은 블루

투스의 저전력 기술로 스마트폰과 비콘 디바이스간의 통신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여 결제 

및 정보 전송을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아직까지 교내에서는 비콘을 이용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교수님들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다. 

시스템 기능 

1. 강의실 내에서의 출석 인증 

2. 강의 별 출결 사항 안내 

3. 시간표 기능 

4. 기타 기능(이용안내 및 환경설정) 

사용자는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하며, 출석 인증이 가능한 강의실에는 비콘

이 있어야하고 블루투스는 켜져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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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1)안드로이드 앱 

-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한 UI를 제작. 

-  학생을 인증 할 수 있는 로그인 시스템 구현. 

-  비콘이 설치된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출석 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결석 횟수와 지각 횟수를 통해 출결 관리 등의 기능 구현. 

2)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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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콘이 보내는 정보를 관리자가 원하는 정보로 초기화. 

-  안드로이드 앱과 비콘 간 통신 방법 조사. 

-  비콘을 이용한 응용 개발 아이디어 연구 및 조사. 

3) DB 

-   해당 DB에 적합한 환경 및 구성을 연구 및 조사. 

-   출결관리시스템에 DB 구조 설계 및 구축 

4)서버 

-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사용할 프로토콜 조사 및 구현 

-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처리를 할 수 있는 Request Handler 구현 

-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SQL쿼리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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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1) 비콘을 이용한 출결 시스템 사례 

최근 비콘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대림대학교, 경기대학교 등 많은 학교들

이 시간 및 금전적인 절약과 효율적인 출석시스템을 위해 도입하고 있다. 

(1) 숙명여자대학교(비콘숙명서비스) 

2015년 12월부터 비콘(Beacon)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 출결 시스템이 도입됐다. 비콘 숙

명 서비스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앉은 자리에서 바로 출결이 가능하다.  서비

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숙명여대 비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 블

루투스를 켜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해당 강의실을 선택하면 출석 처리가 된다. 

(2)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전자출결 Y-attend) 

2015년 9월부터 비콘(Beacon)을 이용한 전자 출결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Y-attend

라는 연세대학교 출결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강의실에서 교

수님의 인증번호를 해당 과목에서 인증하면 출석 처리가 인증 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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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조도 

 

어플리케이션: Android Studio 를 이용해 제작 

서버: Amazon Web Service 이용 및 Request Handler 구현 

DB: MySQL 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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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1) U.I(User Interface) 

        

<그림 1> 어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및 메뉴 

최초의 실행 화면에서 본인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정보가 DB에 있는지 서버가 

확인한 뒤 있으면 시작 메뉴로 들어간다. 처음 시작메뉴에는 수강과목, 시간표 조회, 학생

식당 메뉴, 환경설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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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신이 신청한 수강과목 목록 및 출석 인증 메뉴 

수강과목 메뉴를 선택하면 인증되었던 학번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나열되고 본인이 출

석을 해야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과목과 출석 인증 버튼 및 출결 현황을 알 수 있는 화면

이 표시된다. 출석 인증 버튼은 수업시간이 지난 뒤 활성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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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결석, 지각 날짜 조회  

출석 인증 화면에서 결석 횟수와 지각 횟수 버튼을 누르면 결석 날짜와 지각 날짜가 각각 

화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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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험점수 조회 

출석 인증 화면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버튼을 누르면 각각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를 출력해준다. 

     

<그림 5> 시간표 조회 및 학생식당 메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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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콘과 스마트폰간의 통신 

 

<그림 6> 비콘과 스마트폰간의 통신 (출처: LG NS) 

비콘은 설정된 주기로 자신의 정보를 보내며, 스

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이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들어오면 스마트폰에서 비콘의 정보를 수신한다. 

비콘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에 앱이 있어야하고 서비스를 하는 서버가 있

어야한다. 서버에서는 스마트폰이 수신한 비콘 정

보를 바탕으로 해당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서비스를 한다.                                     

                                                            <그림 7> 비콘 프레임 구조 

 

 

                    

                                                      <그림 8> Capacity Inf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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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베이스 

출결 시스템, 학생 식당의 E-R 다이어그램과 릴레이션 스키마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출결 시스템 E-R 다이어그램 

Student 

 

Subject 

 

Course 

 

  

 star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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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ce 

 

Late 

 

 

<그림 10> 학생 식당 Entity 

 

Cafe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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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버 

 

<그림 11> 서버의 구조도 

 

<그림 12> Request Handler 구조도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정보를 전송해주기위해 Request Handler를 만들어서 각 요청에 맞

게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다. 사용자의 요청이 로그인 같은 확인요청이면 데이터베이스에

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SQL쿼리문을 만들어 확인하고 데이터의 유무를 사용자에게 

전송해주고, 사용자의 요청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요청한 것이면 SQL쿼리문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와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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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 이전 프로젝트  

비콘을 3개를 이용하여 삼각 측량 공식을 사용해 정확한 위치 분석을 하고 분석된 위치를 

히트 맵에 표시하는 프로젝트를 한다.  

- 프로젝트 수정 

 실시간 위치 분석 및 히트 맵 구현을 하기로 하였으나 비콘 3개를 사용하여 위치 분석은 

비콘의 신호가 불규칙적이어서 정확하게 알아내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자이로스코프 센서, 초음파 센서, 블루투스 수신기)를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

해보았으나 기계 구입 문제와 기계 도입을 하게 될 경우 구현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여 비콘을 이용한 강의 출결 시스템으로 프로젝트의 목표가 수정되

었다 

- 현재 프로젝트.  

 강의실에는 하나의 비콘이 있다고 가정하고 비콘은 강의실 정보를 스마트폰에 송신을 하

고 정보를 수신한 스마트폰에서는 본인이 수강한 과목의 수업시간에 정확한 강의실에 있

는지 확인하고, 확인한 정보가 모두 정확하다면 수강한 과목의 출석을 인증하는 출결 시

스템이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출석 횟수를 알 수 있으며 결석 횟수 및 지각 횟수도 알 

수 있으며 결석한 날짜와 지각한 날짜도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수강 과목 출결을 확인하기

에 용의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는 수업을 시작했을 때 출석체크를 매번 하지

않는 편리함이 있고 또 출석에 대해 신경을 써도 되지않아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강의

를 할 수 있다.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학생식당 근처에 가면 직접 가서 오늘의 메뉴를 보지않고도 알 수 

있어서 식사를 정할 때 학생들의 고민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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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1) 최종 시연 전 세부 계획 

어플리케이션 시간표 구현 

시연 시나리오 구상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포스터 제작 

시연 동영상 촬영 

2) 향후 시스템 확장 

학생식당 정보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 추가 

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 

관리자용 Interfac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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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1) 하드웨어를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비용문제로 인한 선택의 폭이 줄어듬 

2) LINC 사업단에서 과제 신청하기 전에 비콘을 샀고 개인소득공제를 한 영수증을 제출

했다고 재료비 지원 불가하다 함, 과제 신청하고 재료를 사야 되는지 4월 말에 알려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