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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카드를 이용한 활용분야는 의료, 유통, 군사, 제조, 보안, 

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RFID 기술은 식별 대상을 원거리에서 무선 주파수를 통해 한꺼번에 많은 정

보를 인식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바코드를 대체할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도서대출 관리 및 학생출석 관리 등의 RFID를 이용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RFID 카드를 이용한 출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교수들은 출석현황을 모바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들은 웹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출석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

고 학생들의 정보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학생증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RFID 카드 판독기를 통해 정보

가 수신된 후 DB에 저장되게 하였으며, 교수와 학생은 각각 관리자 프로그램과 웹 프로그램을 통해 출석

부와 시간표를 관리하고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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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using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card is extended in diversity as medical 

treatment, circulation market, military affairs, manufacture, security, etc. The RFID technology 

is an automatic identification method, relying on storing and remotely retrieving data for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using radio waves. This advantage of the RFID will be as a 

replacement for traditional Barcoding. Besides, book-lending system and attendance 

management system become the center of educational institution in interest. 

This paper presents a attendance management system using the RFID card which provides 

directly information of attendance for professors with mobile and students with web. Also, the 

students only have ID card that embed RFID tag which is recognized attendance through DB 

that storages to is received a information of student from RFID card Reader. And it is possible 

management or report for attendance and time table not only for professors by management 

program but also for students by web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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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국내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과 산업은 빠른 속도로 급성장

하고 있다. RFID는 자동인식 기술의 하나로서 초소

형 반도체에 식별정보를 입력하고 무선주파수를 이

용하여 칩(chip)을 지닌 물체나 동물 등을 판독, 추

적,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3,4,6,8,10]. 

RFID는 판독기(RFID Reader)로 하여금 식별정보

를 읽게 하고, 인공위성이나 이동 통신망과 연계하

여 정보시스템과 통합하게 되는데, 수 미터에서 수

십 미터 떨어진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고, 여

러 개의 정보를 동시에 판독,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정보를 하

나의 칩에 담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RFID 칩을 이

용한 활용분야는 의료, 유통, 군사, 제조, 보안 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또한 RFID는 높은 인식

률, 비 접촉형 인식매체, 도달거리, 다른 통신망과

의 연계 및 통신 가능성 등의 확장성으로 인해 다

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으로 전

망된다[7,9]. 

앞으로 RFID는 정보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의 핵심기술로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응용과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유비

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

크를 의식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네트워크

에 접속된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

는 환경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로서 LBS(Location 

Based Service)와 더불어 RFID를 빼놓을 수 없

다. 현재의 인터넷은 수많은 PC 및 서버들을 포함

하는 네트워크이지만 향후의 인터넷은 모든 사물들

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로 확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물들을 이용한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 질 것

으로 본다. 따라서 RFID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 필요성

이 증대될 것이다[1,2,5].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Bar-code)

는 식별대상을 개별적으로 스캐닝하기 위해 밀착시

켜야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유비쿼터스 

환경에는 적합하지 못하다[7]. 이러한 바코드 시스

템을 대체할 수 있는 식별정보 기술로서 주목받는 

RFID는 현재 비즈니스영역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도 도서대출 관리 및 학생출석 관리 등의 RFID를 

이용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RFID에 대한 활용이 증가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RFID를 이용한 학생들의 출

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출석관리 시스

템은 교수가 직접 강의실에서 해당 교과목의 수강

생을 대상으로 출석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

거로움과 출석 확인으로 인해 강의시간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개발된 시스템은 학생들의 경

우에 RFID 칩이 내장된 학생증을 소지하는 것만으

로도 RFID 판독기에 의해 정보가 읽혀져, 수신되어

진 정보가 DBMS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웹을 통해서 자신의 출석현황에 

대한 정보와 시간표를 조회하고, 관리 및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수들의 경우에 출석현황을 필요

에 따라 강의 중에나 강의 후에도 언제든지 모바일

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

해 학생들에 대한 학과별, 학년별, 개인별 시간표와 

출석현황, 그리고 강의실과 강의 교수에 대한 정보

를 조회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RFID와 기존

에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현

재 국내외 RFID의 연구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

는 RFID를 이용한 출석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따른 

시스템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즉 출석체크 프로그램, 출석 관리자 프로그램, 학생

용 Web 조회 프로그램, 교수용 Mobile 프로그램 

등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RFID를 이용한 출

석관리 시스템의 개발 환경 및 운영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보인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RFID에 대해 소개하고, 기존에 널

리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또

한, RFID의 국내외 연구 및 기술현황에 대해 소개

한다.



2.1 RFID와 바코드 

RFID는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대상을 식별함으로써, 안테나와 칩으로 구

성된 RFID 태그에 사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입력

하여 적용대상에 부착한 후 RFID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주로 교통카드, 주차관

리, 도서관리, 출입통제용 카드, 동물식별 등에 응

용되고 있다.

(그림 1)은 RFID의 인식과정을 나타내고 있으

며, 태크와 리더기는 무선으로 통신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안테나와 통합한 IC 칩인 태그에 활용 목

적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고 박스, 팔렛트, 자동차 

등에 부착하게 된다. 이후에 게이트, 계산대, 톨게

이트 등에 부착된 리더기에서 안테나를 통해 발사

된 주파수가 태그에 접촉하게 된다. 이때 태그는 주

파수에 반응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안테나로 전송하

게 되고, 안테나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변조하여 리

더기로 전달한다. 리더기는 데이터를 해독하여 호스

트 컴퓨터로 전달되어 DBMS에서 관리하게 된다

[3,6]. 

(그림 1) RFID 칩의 인식과정

이러한 RFID 기술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

는 바코드의 대체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원거리에서

도 인식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정보를 동시에 판

독,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불

가능했던 많은 정보를 하나의 칩에 담는 것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바코드의 경우에는 특정 형태의 표

시가 있어야 하고 훼손이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시

간이 지날수록 인식률이 점차 떨어지는 단점이 있

다. 또한 식별대상에 밀착해야만 인식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스캐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표 

1>은 RFID와 바코드의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표 1> RFID와 바코드의 비교 

    종류
 비교 RFID Barcode

인식 방법 무선
(Read/Write)

광학식
(Read Only)

정보량 수천 단어 수십 단어

인식 거리
최대 수m

(전파 규제에 의해 
좌우)

밀착 인식

인식 속도
수백~수천개 

동시인식
개별 스캐닝

관리 대상 개별적 일련번호 상품 그룹

가격 태그 최하 수백원 저가의 
라벨인쇄비

RFID 태그의 종류는 크게 전원 공급 유무와  

읽기/쓰기 가능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먼저, 전원 

공급의 유무에 따른 RFID 태그의 종류로는 전원을 

필요로 하는 Active 형과 내부나 외부로부터 직접

적인 전원의 공급 없이 리더기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되는 Passive 형으로 구분된다. Active 형은 

RFID 판독기의 필요전력을 줄이고 리더와의 인식

거리를 멀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원 공급 

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동시간의 제한을 받

으며 Passive 형에 비해 고가인 단점이 있다. 반면, 

Passive 형은 Active형에 비해 매우 가볍고, 가격

도 저렴하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

식거리가 짧고 RFID 판독기에서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다[3,6,11].

읽기/쓰기 가능여부에 따른 RFID 태그의 종류로

는 읽기 전용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바코드와 같

은 단순 인식분야에서 사용된다. 한번 쓰기가 가능

한 경우, 1회 입력 후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읽기/쓰기가 모두 가능한 경우, 여러번 입력과 변경

이 가능한 반면 가격이 고가이므로 고가 상품 등에 

활용 가능하다.

2.2 RFID의 국내외 연구 현황



RFID는 서비스 등 이미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

되어 활용되고 있다. 현재 RFID는 서울, 수도권에

서 사용 중인 T-money와 같은 지능형 버스카드

시스템, 서울시 전자태그 요일제, Ubiquitous- 

Healthcare, Ubiquitous-Museum, 농산물 생산이

력관리, 도서 대출관리, 식품, 의약품, 음반 등 상품

정보제공, 와인, 양주의 진품확인 서비스 등 이미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어 활용되고 있다[6]. 

국내 RFID 기술 표준화의 프로젝트 그룹은 국

제 표준화 그룹을 통해 완료된 RFID 태그, 판독기

와 판독기 사이의 Air Interface, 데이터 문법 등을 

국내에 수용하고, RFID-IPv6, WiBro를 네트워크

와의 연동 분야의 표준 선도를 모색하며, 유통을 비

롯한 교통, 건설 등 분야별로 다른 RFID코드를 연

동하는 연계 표준의 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05년 10월 20일, 고려대학교 정

보보호기술연구센터는 국가보안연구소, 한국 정보보

호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

경에서 통신보안을 가능케 하는 RFID용 차세대 암

호 알고리즘의 프로토타입인 ‘KB1’의 기술 개발

에 성공하였다. 개발된 RFID용 암호 알고리즘은 벨

기에 COSIC연구소가 개발하여 전세계 암호표준 알

고리즘으로 통용되고 있는 AES의 뒤를 이을 차세

대 글로벌 암호 표준 기술로 전세계 보안 전문가들

이 주목하는 분야로서, 전세계적으로 상용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프로토타입을 상용화 기술로 

발전시킬 경우에, 국내 독자 기술이 보안 분야 국제 

표준규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1,4,6].

3. RFID를 이용한 출석관리 시스템

본 장에서는 개발된 출석관리 시스템을 소개한

다. RFID를 이용한 출석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따른 

설계 및 구조, 개발되어진 각 구성요소의 프로그램

에 대해 기술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에는 교수들이 

모바일로 출석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프로

그램과 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출석부와 시간표를 

조회 및 출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윈도우 프로그램, 

RFID 수신을 위한 RS-232c 통신 프로그램, 데이

터베이스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RFID 제어기 구성

본 논문에서 출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

용한 RFID 카드 판독기는 OMRON사의 

V600-CD1D-V3 기종을 사용하였다. RFID 카드

에서 출석체크 프로그램으로의 정보 송신을 위해 

PC와 RFID 판독기 간의 RS-232c통신을 위한 통

신 설정은 <표 2>와 같으며, 설정된 통신 내용을 

바탕으로 RS-232c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표 2> PC와 RFID와의 RS-232c통신 설정

항    목 내     용

통신 Port COM1

비트 / 초 9600 bps

데이터 비트 8 bit

패리티 비트 없음

정지 비트 1

흐름 제어 없음

본 논문에서 사용한 RFID는 제어기와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2)는 RFID 제어기의 외관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RFID 제어기 

3.2 출석관리 시스템 구조

출석관리 시스템의 구조는 크게 출석체크 프로

그램, 관리자 프로그램, 학생용 web 프로그램, 교



수용 Mobile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RFID 카드의 식별정보를 RFID 판독기가 읽어오면 

출석체크 프로그램으로 RS-232c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하게 된다. (그림 3)은 출석관리 시스템의 구

조를 보여주고 있다. 

MS-SQL 

Server 2000

무선Internet

LAN

교수용Mobile 프로그램교수용Mobile 프로그램

Internet

LAN

RFID Card/RFID ReaderRFID Card/RFID Reader
RS-232c통신

출석체크프로그램출석체크프로그램

학생용Web 프로그램학생용Web 프로그램

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MS-SQL 

Server 2000

MS-SQL 

Server 2000

무선Internet

LAN

교수용Mobile 프로그램교수용Mobile 프로그램

Internet

LAN

RFID Card/RFID ReaderRFID Card/RFID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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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체크프로그램출석체크프로그램

학생용Web 프로그램학생용Web 프로그램

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

(그림 3) 출석관리 시스템 구조

3.3 출석체크 프로그램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학생증에 RFID 칩이 

내장되어 있고, RFID 판독기는 RFID 카드내의 정

보를 읽어 출석체크 프로그램으로 RS-232c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그림 4)는 출석관리 시스템에

서 사용된 학생증과 RFID 판독기, 그 내부의 IC 

칩이 내장된 태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RFID 카드와 RFID 태그

 출석체크 프로그램은 입력받은 RFID의 태그값

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조회하여 RFID 카드를 소

지한 학생의 신원과 학생의 수강신청 과목 및 강의

실을 파악하여 현재 출석체크 프로그램에서 승인여

부를 결정한다.

또한 출석 체크 프로그램은 해당 강의실에 수업

이 있는 시간 30분 전에 Enable되며, 수업이 시작

된 후 30분 이후는 자동으로 Disable되도록 되어 

있다. (그림 5)는 출석체크 프로그램으로서, DB 서

버에 저장된 학생들의 인식 가능한 등록정보를 통

하여 RFID 카드로부터 송신되어진 정보가 유효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학생이 수강 가능한지

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 출석체크 프로그램

한편 출석체크 프로그램에는 출석체크 프로그램

이 설치된 PC의 장소이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강의실 변경과 프로그램 시동과 종료 등 환경설정

을 관리자 권한으로만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3.4 출석 관리자 프로그램

출석 관리자 프로그램은 출석 체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표 설정 및 수정에 관한 

항목, 수강과목 및 학생의 수강정보 등을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출석관리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주

로 데이터베이스 내의 출석관련 정보를 직접 다루

는 프로그램이므로 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그림 6)은 관리자 프로그램의 필요한 환경설정

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강의실에 강의시간을 입력

하는 것으로서 시간대별 강의과목을 입력하는 화면

이다. 관리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리자 ID 입력

과 판독기의 포트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6) 관리자 프로그램의 환경설정

(그림 7)은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과별, 학년별, 개인별 시간표를 화면으로 조회하

거나 출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생이 수

강하고 있는 해당 과목의 강의실 및 강의교수에 대

한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출력은 Crystal 

Reporter 9.0를 통하여 리포트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

(그림 7) 관리자 프로그램의 시간표 출력

(그림 8)은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모든 

출석관리를 화면으로 조회하거나 리포트 형식으로 

출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과별, 학년별, 개

인별 출석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날짜를 검색

하여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리자 프로그램의 기능은 학생에 대

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과의 담당 

지도교수의 경우에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이 수강하고 있는 시간표와 모든 수강 과목의 출석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과목의 강

의교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받음으로써 학생관

리에 있어서 편리한 장점이 있다. 

(그림 8) 관리자 프로그램의 출석부 출력

 3.5 인터넷 출석 조회 프로그램

(그림 9)는 학과 학생의 출결 상태를 확인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각각의 모드로 

접근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 측면에서 

교수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하여 소속 학과의 강의 

교수 과목에 대한 출결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과의 담당 지도교수는 특정 학생의 전체 

과목에 대한 출결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특정 과목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출결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학과 학생의 출결상태 확인

또한, 학생들 역시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 계정으

로 자신의 각 과목에 대한 출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출석조회는 출석부의 출석현황을 한눈



에 볼 수 있도록 출석일수, 지각일수, 결석일수 별

로 구분되어 있다.

 3.6 교수용 Mobile 프로그램

해당 과목의 교수가 강의실에 입장하면서 교수

용 RFID 카드를 RFID 판독기에 인식시키면, 무선 

인터넷으로 교수가 소지하고 있는 PDA에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전송하여 줌으로써, 교수는 출석한 학생

과 결석한 학생의 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자세한 인적상황을 강의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각 및 기

타 예외상황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

어, 예외적용에 대한 권한은 해당과목 교수에게 부

여되어 있으므로 교수모드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

(그림 10)은 교수용 Mobile 프로그램의 결과를  

PDA상에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수는 

개인 PDA를 통해 무선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에 대한 출석상황 및 학생정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을 증대 시켰다. 

(그림 10) 교수용 Mobile 프로그램

4. 개발 환경

본 장에서는 RFID를 이용한 출석관리 시스템의 

개발 환경과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 및 개발된 프

로그램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고, 출석관리 시

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환경에 대해 기술한다.

4.1 시스템 개발 환경

출석관리 시스템의 개발 환경을 살펴보면, 데이

터베이스는 MS SQL Server 2000을 사용하였으

며, Windows 2003 Server상에서 구동된다. 출석

체크 프로그램과 관리자 프로그램의 운영체제는 

.Net Framework이 설치된 Windows XP이며, 

PDA는 .Net Compact Framework이 설치된 

Window CE 운영체제이다. 또한 RFID 카드 판독

기는 OMRON사의 V600-CD1D-V3 기종을 사용

하였으며, RFID 카드는 V600-D23P72를 사용하

였다.

출석체크 프로그램과 관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사용한 개발언어는 Microsoft Visual Studio 

.Net 2003의 Visual Basic.Net을 사용하였으며, 

출석조회 프로그램은 ASP.Net을 사용하여 개발하

였다. 또한, 리포트 출력을 위하여 Crystal 

Reporter 9.0을 사용하였다. 출석체크 프로그램으

로 접근하기 위한 PC와 RFID 카드 판독기 사이의 

통신은 RS-232c통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

였다.

4.2 시스템 운영 환경

시스템 운영 환경은 .NET Framework을 바탕

으로 제작되어, 이기종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

였으며, 프로그램의 운영환경에 따라 LAN Based 

환경과 Web Based 환경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

다. 출석조회 프로그램은 Web Based 환경이며, 출

석체크 프로그램과 관리자 프로그램 및 PDA 프로

그램은 LAN Based 환경이다. 또한 출석체크 프로

그램이 설치된 PC와 RFID 카드 판독기 사이에 통

신은 RS-232c통신을 사용하였으며, PDA에서 출

석 데이터 조회는 TCP/IP기반의 무선인터넷을 사

용하였다.  

5. 결론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바코드는 앞으로 유비쿼

터스 환경의 핵심 기술이 되는 RFID에 의해 대체

될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RFID

를 이용한 출석관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

의 학교생활 중 가장 근간이 되는 출결상황을 실시



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업시간에 출

석부 호명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FID의 활용에 있어서

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있어서 응용분야의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RFID를 이용한 출석관리 시스템은 출석체크 프

로그램, 관리자 프로그램, 학생용 Web 프로그램, 

교수용 Mobile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개발되었으며, 

특히 RFID 카드의 식별정보를 RFID 판독기가 읽

어오면 출석체크 프로그램으로 RS-232c통신을 이

용하여 전송하도록 개발하였다. 

향후에는 RFID 카드를 이용하여 도서관, 학생 

생활관 및 학생식당 등과 연계된 통합관리 시스템

의 개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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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처리

   

  문 병 철

  1993년 경남대학교 전자계산학과  

       (학사)

  1995년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2000년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현재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 MES, Database, 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