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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기술을 활용한 앱(App)기반 자동 출결 관리 시스템 구현  

김봉기1*

1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An Implementation of Auto Attendance Management System based on 
App using NFC Technique

 Bong-Gi Kim1*

1Dep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GNTECH

요  약  최근 무선 통신 기술에 한 심 증가와 빠른 기술 발 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기술이 출시되고 있다.
학교에서도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한 출결 리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출석부에 의한 출결 리의 문제 을 해결하는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표 인 시스템이 RFID, Bluetooth, 클리커 등을 이용한 출결 리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
은 출석 호명과 수기에 따른 종이와 시간 낭비를 해결하기는 하 으나 부가 인 장비를 구매 는 여함으로써 비용 추가를 

발생시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지원되고 있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이용한 자동 출결 리 시스템의 로토타입을 제안한다. NFC를 이용한 자동 출결 리 
시스템은 교수용과 학생용 두 개의 앱으로 구성되며, NFC와 TCP/IP 기술을 이용하여 출결 정보를 자동 리하게 함으로써 
리출석  수업시간 손실, 부가 인 비용 발생 등의 문제 을 해결하 다.

Abstract Owing to the recent increased interest in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rapid technology 
development, a range of applied technologies utilizing them are being released. In addition, at school, by adopting
an attendance management system using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ttempt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attendance books are being made. Representative attendance management systems include those using RFID, Bluetooth
and clicker. Although these systems have solved the problem of wasting paper and time due to calling and writing 
attendance, they have other problems of generating additional expenses of purchasing or renting more equipment. To 
solve all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prototype system that can manage attendance by using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which most smartphones provide. The attendance management system using NFC consists of
two applications; one for professors and the other for students. The system solves problems, such as proxy attendance,
loss of lesson time and additional cost by automatically managing attendance information using NFC and TCP/IP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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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선 통신 기술에 한 심 증가와 빠른 기술 발 으

로 인해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기술이 출시되고 있다. 
각 학교에서도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기 한 강의지원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특
히 출결 처리  리의  과정을 자동화하기 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수작업에 의한 출결 리 시스템은 교수가 매 강

의 시간마다 호명하여 학생의 출결사항을 출석부에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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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하게 종이를 사용하게 되고 

한 출석부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소모되며, 학기말에 
작성된 출석부를 취합하는데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따른

다[1].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최근에는 RFID, 

이블, 카드 등의 자동인식 기술과 지문  얼굴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 양방향 강의시스템인 클리커(Cliker)가 
보 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출결을 자동으

로 리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9]. 하지
만 이러한 자동화된 출결시스템의 구축을 해서는 

RFID 리더기, 지문 인식기, 클리커 등 별도의 장비가 요
구되어 비용 인 측면의 문제 과 카드 여  사진을 

이용한 리 출석으로 인한 리상의 문제 을 지니고 

있다[2][8].
본 논문에서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를 

이용한 자동 출결 리 시스템의 로토타입을 제안한

다. 자동출결 리 시스템은 교수용과 학생용 두 개의 앱

으로 구성되며, NFC와 TCP/IP 기술을 이용하여 출결 
정보를 자동 리 하게 함으로써 리출석  수업시간 

손실, 별도의 장비 구입 등의 문제 을 해결하 다[10].

2. 관련연구 

2.1 RFID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최근 많은 
심을 갖는 무선 인식 기술 에 하나로서 소형 반도

체에 식별 정보를 입력하고, RFID 리더기의 무선 주
수를 이용하여 칩(chip)을 지닌 물체나 동물 등을 자동 
인식하여 독, 추 , 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3].

RFID 기술은 비 식으로 읽기가 가능하고, 동시에 
복수의 태그 읽기와 를 이용한 마이크로  단 의 

읽기가 가능하며 태그의 종류에 따라 쓰기 기능도 지원

하는 장 이 있어 신분 확인, 각종 지불기능, 교통상황 
모니터링, 출입 통제 등에 활용되고 있다[4]. [4]는 출입
문에 설치된 리더기에 RFID 태그가 부착된 학생증을 인
식시켜 출결 상황을 실시간 으로 자동 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 다. 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
이 많고, 학생증 소유자가 본인인지 아닌지 악이 불가
능한 문제 을 가지고 있다[3][4][7].

2.2 Bluetooth

Bluetooth도 근거리 무선 통신기술 에 하나로, 
2.45GHz 주 수를 이용하여 반경 10에서 100 미터 범
 안에서 각종 자, 정보통신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제
어하는 기술 규격을 말한다. Bluetooth는 ISM 역을 이
용하며 시스템간 간섭을 방하기 해 많은 수의 

채 을 특정 패턴에 따라 빠르게 이동하며 패킷(데이터)
을 조 씩 송하는 주 수 호핑(Frequency Hopping) 
방식을 이용하여 호핑 패턴이 Bluetooth 기기간에 동기
화되어야 통신하는 기술로써 휴  기기간의 연결에 활용

되고 있다. Bluetooth는 소비 력이 낮다는 장 이 있지

만 송속도와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

다. [5]은 Bluetooth 4.0을 기반으로 하는 비콘 단말기를 
강의실에 부착하고 수업이 시작되면 강사용 어 리 이

션과 스마트 단말을 이용하여 반경 내에 Bluetooth가 활
성화된 스마트 단말이 페어링과 같은 세션 과정 없이 단

지 Bluetooth 비콘 신호 수신 만으로 출결 리 서비스하

는 시스템을 구 하 다[5].

2.3 클리커

양방향 강의시스템인 클리커는 리모콘 크기의 학생 

응답기와 컴퓨터에 장착하는 수신기로 구성된 무선응답 

시스템으로 자동화된 출석체크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

간의 효율 인 질의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강의

지원시스템이다. 하지만 별도의 단말기인 클리커를 수강
생 수만큼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인 문제 과 

학 차원에서 량 구매 후 여하는 방식으로 리되

기 때문에 운 상의 문제 을 포함하고 있다[2][6].

3. NFC 기술을 활용한 앱기반 자동 

출결관리 시스템

3.1 NFC

NFC는 무선 태그 기술  하나로 13.56 MHz의 주
수 역을 사용하는 비 식 통신 기술이다. 통신 거리
가 짧기 때문에 상 으로 보안이 우수하고 가격이 

렴해 주목받는 차세  근거리 통신 기술이다. 특히 모바
일 기기인 스마트 폰과의 융합을 통해 단말기 사이의 데

이터통신을 제공하고 있다. NFC 기술은 자 결제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일반 상 에서 물품정보나 방문객

을 한 여행정보 송, 출입통제, 잠 장치 등 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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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활용되고 있다.

3.2 NFC 기술을 활용한 앱기반 자동 출결 

    관리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목 은 최근 흔히들 가

지고 있는 NFC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 폰 기능을 
활용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출결정보를 

자동 리 할 수 있는 로토타입을 구 하기 함이다. 
본 논문에서 출결정보를 리하기 한 시나리오는 아래 

Fig. 1과 같다.

Fig. 1. Scenario of the Attendance Information Management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체 구조는 다음 Fig. 
2와 같다. 학생용 앱과 교수용 앱 두 개의 앱이 있으며, 
학생은 학생용 앱을 통해 자신의 학번을 입력 후 강의코

드가 입력되어 있는 NFC 태그를 읽는다. 강의코드와 
NFC 태그를 읽을 당시의 재 시간 즉 출석한 시간을 
TCP/IP 로토콜을 통해 서버로 송한다. 서버는 학생
용 앱에서 송된 시간을 받아 강의 시간내에 출석을 하

면 출석을 TRUE로, 늦었으면 LATE, 종료시간까지 출
석을 하지 않으면 FALSE로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교수는 편의를 해 교수용 앱과 교수용 PC를 통해 
속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출
석한 학생들을 처리할 수 있다.

Fig. 2. System Architecture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토타입 시스템은 도우즈 

환경에서 이클립스 도구와 C#과 안드로이드 로그래
을 통해 구 하 으며, MySQL을 이용해 강의코드, 강
의시간, 학생 등의 출석정보를 리하 다.
본 논문에서는 출결 체크를 한 학생용 앱과 출결 확

인  리를 한 교수용 앱 등 두 개의 앱을 구 하

다. 다음의 Fig. 3은 학생용 앱을 구 한 것으로 출석 시

간을 서버로 송하기 해 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앱

을 실행한 후 학번을 입력하고 NFC 태그를 Read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 3. Scan Tag from Student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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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Fig. 4는 교수용 앱을 구 한 것으로 학생들이 

서버에 송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출결 정보들을 

조회하여 출석한 학생들을 확인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이다.

Fig. 4. Confirm Attendance Information from Professor App

결과 으로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은 출석 호명

과 수기에 따른 종이와 시간 낭비를 일 수 있으며, 
RFID 리더기, 비콘, 클리커 등 부가 인 장비 구매  

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의 Table. 1은 수동 인 출결 리 방법과 RFID, 

Bluetooth, 클리커를 이용한 출결 리 방법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로토타입 시스템의 출결 리 방법의 

장단 을 비교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로토타입 

시스템이 부가 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우수함을 알 

수 있다.

Prevention of 
proxy 

attendance

Paper waste 
and lesson 
time loss

Cost of 
additional 
equipment 
purchase

Method of Calling 
and writing ◯ ◯ ☓

Method using 
RFID ☓ ☓ ◯

Method using 
Bluetooth ☓ ☓ ◯

Method using 
Clicker ☓ ☓ ◯

Proposed System ☓ ☓ ☓

Table 1. Table title

5. 결론 

기존의 출결 리 시스템은 수작업에 의한 방법, 
RFID, Bluetooth 등 무선 인식 기술을 사용한 방법 그리
고 양방향 강의 시스템인 클리커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을 이용한 출결 리 시스템들은 
출석 호명과 수기에 따른 종이와 시간 낭비를 래하며 

RFID 리더기, 비콘, 클리커 등 부가 인 장비 구입  

여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NFC 기술을 활용한 앱기반 자동 출결 리 시스템 로
토타입을 제안 구 하 다. 본 연구를 해 학생용 앱과 
교수용 앱을 개발 구 하 으며, 학생은 본인이 소지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NFC 태그의 강의 코드를 읽고 강
의 코드와 재 시간을 TCP/IP로 서버에 송함으로써 
출석을 체크할 수 있으며 교수 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폰에 설치된 앱이나 교수용 PC를 통해 출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함으로써 출석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 된 출결 리 시스템은 기존의 출결 

리 시스템 보다 호명과 수기에 따른 종이와 시간 낭비

가 없으며, RFID 리더기, 비콘, 클리커 등 부가 인 장

비 구입  여 비용이 없다. 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뛰어난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리출석  출석체
크만 한 뒤 퇴실하는 등에 한 정확한 출결 확인이 어

려운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향후 사진 확인이나 치 추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가 더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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