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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입·출차를 하는 주차타워의 원리를 바탕으로 NFC를 활용하여 신발을 반·출입하고, IoT 센서를 이용하여 신발의 관

리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자동 신발타워이다. 수동으로 번호를 입력하던 주차타워와는 다르게 제안한 신발타워는 NFC에 있는 

고유ID값을 활용하여 인증된 사용자가 신발장의 센서 터치로 본인의 신발을 반·출입하도록 한다. 신발장 관리 시스템은 신발의 

임의적인 반출을 가능하게 하며, IoT센서를 탑재하여 신발장 내부에 향균, 건조, 온도 조절 등의 효과를 탑재하여 신발의 관리

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키워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IoT센서(Internet of Thing Sensor), 신발타워(Shoes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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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뉴스에 ‘신발분실’이라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다[1-3]. 특히 

식당, 목욕탕, 헬스장, 독서실 등 신발장이 있는 곳에서는 다수 일어나

는 일들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타워의 원리를 바탕으로 NFC(Near Field Com -munication)를 

이용해 자동 신발타워를 제작함으로서 신발의 분실과 파손을 감소시켰

다.

또한 IoT(Internet of Thing Sensor)센서를 탑재하여 신발장 내부

에 향균, 건조, 온도조절 등의 신발의 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II. Preliminaries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는 신발장을 사용한다. 신발장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신발의 분실, 파손 등 문제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고가의 신발이 분실되어 

소송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듯[2] 국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다수 

일어났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주차타워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동 신발

타워를 제작하여 신발의 파손을 감소시키고 NFC의 고유ID값을 활용

해 신발의 분실을 감소시켰다. 또한 IoT센서를 탑재하여 밀폐 된 

공간에서도 쾌적하고 편리하게 신발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NFC 자동 신발타워를 개발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자동 신발 타워 구조

Fig. 1. 외부 3D 모습 Fig. 2. 내부 3D 모습

그림 1은 신발장의 외관 3D 설계도이다. 가운데에 신발을 넣고 

오른쪽에 있는 NFC리더기에 카드를 읽혀주면 고유ID 값이 인식되면

서 작동을 시작한다.

그림 2는 신발장의 내관 3D 설계도이다. 가운데에 신발을 두고 

NFC를 인식하면 해당 ID값이 기존에 없는 번호라는 것을 인식해서 

움직이며 빈 공간에 신발을 놓아준다. 만약 기존에 있는 번호라면 

해당 신발을 꺼내오는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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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애플리케이션

Fig. 3. Login View Fig .4. Manager Join View

본 애플리케이션은 신발타워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4에서 신발장을 사용하는 관리자가 회원가입을 하면 등록한 

정보를 가지고 그림 3에 있는 로그인을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로그인을 하면 그림 5와 같이 나온다. 해당 애플리케이션

의 탭은 3가지로 현황, 제어 그리고 관리로 분류를 나누었고 신발장 

현황은 해당 사업장의 신발장 현황을 보여준다. 그림 6에서는 그림 

5에서 특정 한 공간을 누르면 그 칸의 정보가 나온다.

그림 7은 신발장 관리이며 오늘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신발장 환경을 변경 할 수 있다.

Fig. 5. Main View Fig. 6. In-fo View Fig. 7. Main_2 View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동 신발타워는 신발의 분실과 파손을 감소시

키고, 신발장이 있는 사업장, 일반 사용자가 신발을 간편하고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위해 기능별 테스트를 거쳐 실현가능

성을 테스트하여 상용화 제품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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