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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지품의 분실 방지를 한 소형 장치의 개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안된 분실 방지 장치 개발을 해 블루투스4.1 기반의 Slave와 Master로 구성되는 송수신회로로 구성된다. 그리고 

 력 특성을 구 하기 해 알고리즘 개발이 병행 되었다. 송수신회로는 블루투스4.1 기능을 지원하는 BoT 

CLE110 모듈을 사용하 으며, 장치의 제어를 해 ATmega 328P-AU가 사용되었고 선형 귤 이터로 

LP3874EMP가 사용되었다. 설계된 제품의 소모 력은 동작 상태에서 35mAh, MCU만 동작 할 경우 10mAh이다. 

알람동작거리는 10m±30%, 실효복사 력은 10㎽이하, 주 수 역은 블루투스 역에서 26㎒ 이하를 유지하도록 설

계되었다. 그리고 Slave와 Master부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기 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며, 제품의 크기는 

Master(45x45x15mm), Slave(35x35x10mm)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 다. 본 제품을 최 화 과정을 거쳐 손목 

시계형 분실 방지 장치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키워드 : 블루투스4.1, 분실방지,  력, 송수신회로, 알람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on the development of a compact anti-lost device requested recently. The 
proposed device consists of the master and slave modules based on Bluetooth4.1 technology. To implement 
a low-power characteristic, an algorithm has been also developed. The transmitting and receiving circuits are 
designed by using BoT CLE110 module supporting Bluetooth 4.1. The ATmega 328P-AU was used for the 
control and LP3874EMP was used as a linear regulator. Power consumption of the fabricated product in 
operating mode is only 10mAh and 35mAh for MCU operating state. Alarm operation distance is 10m±30%, 
the effective radiated power is less than 10㎽, the frequency band is designed to operate in the Bluetooth band 
with 26㎒ bandwidth. And algorithms have been developed to extend the battery life. The size of the product 
was obtained as 45x45x15mm for master and 35x35x10mm fr slave. After the optimization process, it is 
expected to be commercialized as a wristwatch for anti-lost device.

Key Words : Bluetooth4.1, Anti-lost, Low power, Transmitting and receiving circuit, Alarm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도 격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

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시 에 놓여 있다. 2015

년 기  우리 사회에서 소  액티  시니어(50-60 ) 계

층이 많아지고 과거에 비해 고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극 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출산으로 인하

여 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지 , 액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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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들의 육체 인 근력과 풍부한 경험은 향후 우리 사

회를 지탱해 나가는데 요한 축으로도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니어들에게도 기억력 

감퇴로 오는 잦은 건망증으로 인해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잃고 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 한 상황에 처했을 때, 컨  교

통사고나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낙상사고, 지병에 의한 

정신혼미 등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당황하여 가까운 지

인이나 친지의 연락처를 잃어버리거나, 연락처를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

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문제  에서 물품 분실

을 해결하기 한 연구로 소형 RF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분실물이 멀리 떨어 졌을 경우 경보음이나 불빛을 내도

록하는 장치에 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1, 2]. 그리고 한

국공개실용신안 제20-2010-0006810호의 "휴 물품 분실

방지 손목시계"가 제시되어 실제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제품들도 출시되었다 [3]. 이는 RF 리더기가 

부착된 시계부분, 시계와 RF 리더기의 원을 공 하는 

원부분,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신호의 거리를 조 하

는 신호조 기, 시계에 부착되어 있는 리더기의 On/Off 

스 치, 일정거리 휴 물품이 떨어졌을 시 진동하는 신

호 모터, 신호음과 수신기연결이 부착된 수신부, 상기 RF 

리더기가 송신기로부터 RF 를 송신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도록 동일한 고유번호의 신호가 다시 수신되지 않

으면 경보를 발생하는 신호 모터  경보기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물품 분실 방지용 손목시계는 

정확한 물품의 거리 산출에 한 한계를 가지고, 건망증

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해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50∼

60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층에 필요한 기능을 갖

추지 못함으로써 그 효용성이 하되며, 충격에 쉽게 

손되어 동작의 신뢰성이 하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

다. 한 최근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기 귀에 부착되어 배뇨를 감지한 후 10

∼20m 이내의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배뇨 발생을 자동으

로 알리는 스마트폰형 배뇨알람장치의 구  기술이 소개

되었다 [4]. 이러한 기술에서 핵심 으로 요한 것은 송

수신기간의 통신에서 배터리 소모량을 이는 것이 제품

의 상용화에 가장 요한 것으로 단된다. 이를 해 

력 블루투스 v4.0 기술과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동안 센서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를 수

면(sleep) 모드로 동작시키는 력 감형 로그램 구동 

방식 등이 용되었다.  력 블루투스 기술은 헬스, 엔

터테인먼트, 보안, 제조 등의 새로운 분야의 응용 제품들

에 용하여 상용화 할 때 필수 으로 요구되는 기술이

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본 과제를 통해 

RFID 2.4GHz 기반의 장년층을 한 분실방지 웨어러

블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 하고자 한다. 

2. 송수신부 설계

최근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분실 방지 시스템에 한 

연구결과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5-7]. 스마트 

폰에 앱을 설치하고 키, 가방 등에 부착된 수신기와 블루

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알

람을 울리는 제품들이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장치와 유사한 ‘휴 물품 분실방지 손목시계’는 RFID

를 이용한 방식으로 제품의 소형화에 다소 제한이 있으

며, 상호 인식거리가 매우 제한 이라는 단 이 있다. 

 

I/O Unit MCU

Power Unit Display Unit

ControllerRechargeable battery

END node: add, cancel
Wearable Watch

Antenna module

 

(a)

I/O Unit MCU

Power Unit Controller

Coin Battery END node: add, cancel
Wearable Watch

Antenna module

(b)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esented devices.

       (a) Master, (b) slav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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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Bluetooth4.1을 기반으로 하여 Master

(손목시계형)를 심으로 3∼5개의 Slave 유닛을 구성으

로 하여 Master와 Slave유닛과의 통신 거리가 일정 범

를 벗어났을 때 알람, 진동, 디스 이 등으로 알려 으

로써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품을 개발하 다. 향후 

Master에 분실 방지기능 뿐 아니라 알람(주기 으로 복

용이 필요한 약 복용 시간, 목 지 도착 시간 등), 교통카

드, 메모리 기능 등을 추가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

된 2.4GHz RF 수신부(Master)와 송신부(Slave, 분실우

려가 있는 물건에 부착)의 구성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력 특성을 구 하기 한 칩과 알고리즘 개

발 결과들은 이미 많이 소개된바 있다 [8-15]. 본 논문에

서는 력 알고리즘에 한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송수신회로는 블루투스4.1 기능을 지원하는 BoT 

CLE110 모듈을 사용하 으며, 장치의 제어를 해 

ATmega 328P-AU가 사용되었고 선형 귤 이터로 

LP3874EMP가 사용되었다 [16-18]. 그리고 Slave와 

Master부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기 한 알고리즘이 개

발되었으며, 제품의 크기는 Master (45x45x15mm), 

Slave (35x35x10mm)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 다. 

그림 2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력용 블루투스 칩

인 BoT-CLE110의 data sheet이 나타나 있다.

Data sheet에 제시된 설계 기 에 따라 그림 3에 제시

된 Master의 schematic 일이 작성되었다. 

Fig. 2. BoT-CLE110 data sheet [7]

Fig. 3. Schematic for Master circuit

(a)

(b)
Fig. 4. Master PCB circuit (a)top, (b)bottom

Fig. 5. Fabricated mast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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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for Slave circuit

이 schematic 일을 이용하여 PCB 제작을 한 회로

도가 그림 4와 같이 설계되었다. 이 설계를 기본으로 그

림 5와 같은 Master가 제작되었다. 동일한 과정으로 그

림 6의 slave schematic이 완성되었고, 그림 7에 제시된 

slave 회로 설계를 바탕으로 그림 8의 slave 회로가 제작 

되었다. 

(a)

(b)
Fig. 7. Slave PCB circuit (a)Top, (b)Bottom

 

Fig. 8. Fabricated Slave circuit

3. 특성 측정 결과

설계된 제품의 소모 력은 일반 기능의 동작상태에

서 35mAh, MCU동작 상태에서 10mAh로 설계되었다. 

알람동작거리는 10m±30%, 실효복사 력은 10㎽이하, 주

수 역은 2.4GHz 역에서 역폭 26㎒ 이하로 설계

되었다. 개발 제품의 크기는 Master가 45x45x15mm, 

Slave가 35x35x10mm로 설계되었다. 그림 9에서는 복사 

력 측정을 한 측정 장치의 set-up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실효 복사 력의 정확한 측정을 해서는 안

테나가 장착된 상태에서 안테나 무반사실에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 인 측정 방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

력단의 력을 직  측정하고 회로의 감쇄와 안테나의 

이득을 고려하여 실효 복사 력을 측하고자 한다. 실

제 안테나 출력단자에서의 력을 측정한 결과가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2.4GHz에서의 측정값이 -11.6dBm으

로 나왔으며, 이는 실제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는 최 치

로 상 할 수 있고 공 으로 방사되는 력은 이 수치보

다 훨씬 낮은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개발된 제품은 

블루투스 규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9. Transmitting power measuremen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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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easured transmitting power in the operation 

band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실 방지

를 한 소형 장치의 개발내용을 제시하 다. 소형 분실 

방지 장치 개발을 해 블루투스4.1 기반의 송수신회로

를 설계하 으며, 각각 의 용도에 따라 Master(손목시계

형 송신기)과 Slave(수신기)가 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

한 소형 송수신기 제품에서 문제가 되는 배터리 소모에 

한 책으로  력 특성을 구 하기 해 블루투스

4.1 기능을 지원하는 력 BoT CLE110 모듈을 사용하

다. Master 장치의 제어를 해 ATmega 328P-AU가 

사용되었고 선형 귤 이터로 LP3874EMP가 사용되었

다. 제작된 제품의 소모 력은 동작 상태에서 35mAh, 

MCU만 동작 할 경우 10mAh로 설계 조건을 만족 하

다. 송수신기 사이의 알람동작거리는 10m±30% 정도로 

실제 분실 방지기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거리로 단된다. 

블루투스의 사용 규격을 만족하기 해 실효복사 력은 

10㎽이하(-10dBm이하)로 설계하 으며, 실제 측정값은 

-11.6dBm으로 ISM 밴드 규격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동작 역에서의 주 수 역폭(Bandwidth)은 

2.4GHz 역에서 26㎒ 이하를 유지하도록 설계하 다. 

그리고 제품의 크기는 Master가45x45x15mm, Slave가 

35x35x10mm로 최소한의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

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작된 제품을 최 화 과정을 거쳐 

손목 시계형 분실 방지 장치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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