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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사물인터넷 장비들의 개발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도입된 장비들에 한 리의 요

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재 이러한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장비들을 효과 으

로 리할 수 있는 다양한 리장비들이 출시되어 있지만, 이  가장 범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

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리되는 장비의 특성

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원격지에서 특정 장비를 리하게 될 경우 보안  장비상태의 정확한 확인 등

의 측면에서 많은 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되 특정 치 

는 범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리장비에 근할 수 없도록 하여, 잠재 인 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사용가능한 센서 기술들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  범  내에서만 리장

비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로 모바일 기반 승강기 보수작업용 

컴퓨터의 인증  권한부여 시스템에 용하여, 제안 시스템의 우수성을 검증하 다.

  

1. 서론

   최근 여러 기업들이 업무용 스마트 폰을 사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은 CIO에서 조사한 기업내 업무 

커뮤니 이션실태조사에 한 통계자료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회사원이 과

반이 넘었다. 업무활용도 증가 여부도 증가하고 있다는 의

견이 70%를 넘었다. 이제는 스마트 폰을 통해 업무를 진

행하는 것에 한 사용자들의 생각도 정 으로 변화하

고 있다는 증표이다.

(그림 1) 2015년도 기업 내 업무 커뮤니 이션 실태 조사

   한 치를 기반으로 장비사용권한을 제공하기 원하

는 사업 장이 꾸 히 존재해 왔다. 표  로 시설보수 

업무가 있는 장을 들 수 있다.

   치를 기 으로 장비사용을 제어하기 해 해당 장비

에 치를 인식할 수 있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개발 장착

할 수 있지만 이는 가벼운 솔루션이 아니며 큰 비용을 유

발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소 트웨어 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

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련 연구

2.1 치 인식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치 인식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GPS 성을 사용하는 방

법이고 두 번째는 상용 통신 망(3G/4G/WI-FI)을 이용하

는 방법이다[1].

   본 연구에서는 상용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GPS 성

만을 이용해 단말기의 치를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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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 수(㎒) 역(㎒) 채 (㎒)

유럽, 미국 2400～2483.5 83.5 f = 2402+k
k=0…7

8

한국(2001년 개정)

일본(1999.10 개정)
2400～2483.5 83.5 f = 2402+k

k=0…7

8

스페인 2445～2475 30 f = 2449+k
k=0…2

2

랑스 2446.5～2483.5 37 f = 2454+k
k=0…2

2

(그림 2) GPS 치 인식의 동작 원리

  (그림 2)는 GPS 성을 이용해 유  단말기의 치를 

찾는 경우를 보여 다. 4개의 성과 기지국, 유  단말기

가 사용된다.  GPS 성을 통한 치 인식은 속도가 느리

지만 상용 통신망 보다 정확한 치정보를 얻을 수 있다.  

   3G/4G 무선통신망을 사용할 경우 치 인식 속도가 

빠르지만 기지국의 거리로 인해 수백 미터의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WI-FI를 이용한 방법은 수십 미터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2.2 태그 인식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NFC리더기와 NFC 태그를 

사용할 것이다.   

   NFC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단말간 직  

데이터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으로 RFID 의 

일종이다[3]. NFC는 13.56MHz 역의 주 수를 사용하는 

RFID라고 할 수 있다. 한 필요에 따라 태그 역할 뿐만 

아니라 태그의 정보를 읽거나 쓰는 역할도 할 수 있다.

   NFC는 타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들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거리(10cm 이내)에서만 동작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러한 특징과 함께 기존의 통신망을 같이 혼용한다면 보안

성과 편리성 모두를 얻을 수 있다. 

2.3 블루투스 통신

   

<표 1> 블루투스 주 수 채  할당표

   

<표 1>과 같이 한국에서는 블루투스 주 수 역으로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주 수 역인 

2400~2483.5 MHz를 사용한다.

(그림 3) 슬롯 구성 타이 도

   블루투스는 타 기기와의 간섭을 이기 해 주 수호

핑 역확산 방식(Frequency Spread Spectrum)을 채용하

고 있다. 한 TDD(Time Divison Duplex)방식으로 양방

향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2]. 이때 (그림 3)과 같이 마스터

는 짝수 타임 슬롯으로 송하고 슬 이 는 홀수 타임슬

롯으로 송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마스터로 정하

고 PC를 슬 이 로 정한다.

3.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우선 엘리베이터 보수

작업에 용했다. 본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은 순서로 운

된다. 첫 번째로 작업자가 작업을 등록한다. 두 번째로 

리자 권한을 가진 사원이 작업을 승인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자가 사용허가가 승인된 보수작업용 컴퓨터를 이용한

다.

 

(그림 4) 시스템 체 구성도

   첫 번째 작업등록 단계에서는 작업 장과 사용할 보수 

컴퓨터를 선택한다. 이 정보는 서버를 통해 장되며 담당 

리자에게 이 사실을 FCM(Firebase Cloud Messaging)

을 사용해 푸시 알림으로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작업등록을 확인한 리자가 작업

내역의 타당성을 단해 작업 승인 혹은 작업 반려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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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리자로부터 승인받은 작업에 

해서만 이루어진다. 조건을 만족하는 작업에 해 3단계 

승인 차를 모두 만족한 경우 보수작업용 컴퓨터에 한 

최종 사용 허가가 떨어진다. 

 

(그림 5) 3단계 승인 차

   (그림 5)와 같이 승인 차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승인 차  첫 번째는 GPS 승인 차다. 장에 도착한 

작업자는 업무용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에 설치된 애 리

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GPS좌표 정보를 장한다. 

   두 번째 승인단계에서는 작업자가 동일한 애 리 이

션을 통해 장에 있는 NFC태그를 읽어야 한다. 단 NFC

태그를 읽기  처음에 장했던 좌표로부터 X m가 떨어

진 경우나 Y분 안에 NFC태그를 읽지 않을 경우 이  승

인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인증을 시작하게 된다. 읽은 

NFC UID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장 UID와 일치하는 

경우만 승인이 된다.

   세 번째로 1,2 단계 승인을 모두 만족한 경우 작업자는 

동일한 애 리 이션을 통해 보수작업용 컴퓨터와 블루투

스 통신을 하게 된다. 이후 작업자는 보수작업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장한 GPS좌표와 X m멀어진 경우 사용 

권한을 회수하고 보수작업용 컴퓨터에서 실행 인 보수작

업 로그램을 종료시킨다.

(그림 6) 메인 메뉴 User Interface 화면

(그림 7) 블루투스 연결 User Interface 화면

   (그림 6)과 (그림 7)과 같이 User Interface를 안드로이

드 애 리 이션을 사용해 개발하 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치 기반 장비 사용허가 기술은 

기업의 장비 리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데 목 을 둔다. 

연구 성과물인 보수작업용 컴퓨터 사용허가 시스템은 모

든 기업을 포 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기업별 최

화를 통해  다른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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