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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통신 기반의 상황 인식을 한 모바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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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모바일 기기는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고, 모바일 컴퓨 과 상황 인식  지능 인 서비스의 

결합은 모바일 상호 작용을 진한다. 주변의 지능 감지 기술의 요성은 매우 요하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

의 주변 정보를 자동으로 상황 인식을 취득할 수 있다. 상황 인식은 주변의 다양한 기기들을 식별하고 상태

를 감지함으로써 사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능 인 서비스를 한 폭 넓은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구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라스틱 학생증을 NFC가 가능한 모바일 인증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학 캠

퍼스에서의 출석 인증과 같은 학생들의 모바일 인증을 한 애 리 이션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NFC 가능

한 모바일 기기간의 터치 기반의 상호 작용은 먼 거리에서 읽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 인증을 자동화함으로써 

지각  결석 처리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의 한계를 감지할 수 있어 NFC 기술의 장 을 극 화할 수 있었다.

ABSTRACT

Today, mobile devices are becoming essential for everyday life, and integration of mobile computing, situation recognition and intellectual service 

accelerates mobile interaction. Surrounding intelligence detection technology is extremely important. These technologies can automatically acquire and 

recognize surrounding information and situations. Situation recognition can realize wide-range mobile recognition for intellectual services of users‘ diverse 

activities, by distinguishing many surrounding devices and recognizing their situations. Thus, this paper suggests application for students’ mobile 

authentication such as college campus attendance authentication, and redesign existing plastic student ID as NFC-compatible mobile authentication system. 

Experiment results proved NFC-compatible mobile touch-based interactions can maximize the strengths of NFC technology because it can recognize limits 

in some situations such as tardiness and absences by automating student validation and preventing far-distanc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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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거리 무선 통신(NFC)를 사용한 유비쿼터스, IoT, 

퍼베이시  컴퓨 , 그리고 터치 상호 작용[1-2]의 개

념을 포함한 다양한 애 리 이션의 개발이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 으로 

유비쿼터스 컴퓨   무선 주 수 식별(RFID)로 학

생들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기에 기 한 NFC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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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스마트 교실 시스템이 제안되었고[3], 동  

NFC-디스 이어와 다  사용자 상호 작용[1], 근거

리 무선 통신을 사용한 상황 인식 애 리 이션의 개

발을 한 모델의 제시[4], 엔지니어링 자산 리 서

비스의 유지 보수[5], 건축, NFC  얼굴 인식 기술

을 사용한 상황 인식 미들웨어[6], NFC를 지원하는 

학교 출석 감독 시스템[7] 등을 제안하 다.

부분의 연구에서 상호 작용은 모바일 장치에 의

해 주로 구성되어 사용자와 복잡한 상호 작용을 허용

하고 터치 상호 작용의 개념을 포함하 다.

따라서 모바일과 RFID, NFC의 상호 작용은 

이고 지능 인 기술로 발 하고 있다. 

모바일 장치의 기술  특징의 넓은 부분에 의해 사

용되는 디지털 모바일 장치는 지속 으로 개선되고 

있다. GPS, 블루투스, WLAN 모바일 장치, 카메라  

2D 바코드 독기 기술은 재 범 하게 사용할 

수 있다[8].  

NFC 무선 기술은 단거리 데이터의 교환을 허용하

고 모바일 장치로의 수동 무선 주 수 식별 (RFID) 

기술의 통합을 제공하기 한 표 으로 가장 표

으로 휴 폰이다. NFC-가능한 모바일 기기는 서로 

간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고, 읽기 단자와 상호 작용

하는 동안 태그를 에뮬 이트한다. 읽기/쓰기  패시

(Passive) 태그는 NFC 사용이 가능한 거의 모든 물

체에 부착할 수 있다. NFC의 짧은 작동 거리로 인해

서 (약 3cm) NFC-장치와 태그는 데이터를 교환하기 

해서는 터치하거나 서로 매우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물리  터치 등의 상호 작용이 모바일 결제 

는 발권 같은 애 리 이션의 증가에 의해 채택되었

다[1].

주변의 지능 감지 기술의 요성은 매우 요하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의 주변 정보를 자동으로 상황 인

식을 취득할 수 있다. 

상황 인식은 주변의 다양한 기기들을 식별하고 상

태를 감지함으로써 사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능 인 

서비스를 한 폭 넓은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구

할 수 있다.

상황 인식 모바일 어 리 이션은 신 이며, 이

벤트 구동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

다. 치 인식은 상황 인식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

는 크기이다. 휴 용 컴퓨  장치들은 연산 기능과 상

호 작용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치 비콘(beacons) 

동작을 제공한다[5].

오늘날 모바일 기기는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

고, 모바일 컴퓨 과 상황 인식  지능 인 서비스의 

결합은 모바일 상호 작용을 진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학 캠퍼스에서 학생 인증 을 

자동화하기 해 NFC가 가능한 모바일 애 리 이션

을 구 하고, 출석 인증에 용함으로써 기존의 라

스틱 학생증을 치할 수 있다.

본 논문의 2장은 상황 인식, NFC와 련된 연구에 

해서 논한다. 3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NFC 기반

의 상황 인식을 한 모바일 인증 시스템에 해서 

설명한다. 4장은 구  결과  분석, 5장 결론, 참고 

문헌 순으로 기술한다.

Ⅱ. 련 연구

주변 환경의 변화하는 상황을 자동 인식하고 그 상

황에 한 한 처리를 한 애 리 이션은 필요

하다.

Gregor Broll 외 등 [1]은 동  NFC-디스 이에

서 다  사용자 상호 작용의 설계,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 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표면 투  애

리 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직 인 조작을 

해 NFC 태그-격자를 사용하 다.

Liu Xiang 외 등 [6]은 모바일 결제의 사용자 경험 

개선을 한 상황 인식 미들웨어를 개발하 고, 휴  

화에 빠른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컨텍스트

를 획득, 해석하고 액세스하기 한 효율 인 지원을 

제공하 다. 사용자를 한 애 리 이션  서비스의 

복잡성을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해, 그들의 상황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유연한 응과 사용자를 신하여 

자율 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의 환경 변화

에 응하 다. 특히 고가이며 가용성을 높이기 해 

사용되는 퍼베이시  컴퓨  환경에서 모바일 장치와 

조합된다.

NFC는 424Kbits/s의 데이터 송 속도와 10cm의 

도달로 13.56MHz의 최 의 높은 주 수 역을 사용

한다. 이것은 의도 으로 이 주 수 역에서 동작하는 

RFID 태그 (ISO 14443)와 호환되도록 설계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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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로벌 표 과 양립시켰다. 2002년 국제 ECMA

는 "NFC 인터페이스  로토콜"을 발표했다[2].

NFC가 지원되는 휴  화에 한 애 리 이션

은 상업 인 목 으로 주로 결제, 발권, 스마트 포스

터로 사용되고, 객실과 건물에 한 입력하는 키로서 

기능한다. Ghousia Saeed 외 등 [8]은 이동 디지털 

핸드 헬드 장치에 도시 건축 정보 시스템과 상호 작

용하는 보행자의 실시간 탐색 지원  치 기반 정

보 달을 한 다른 컴퓨   무선 기술과 기술 시

스템의 사용에 을 맞추고 있다. 

상황 인식[9] 응용 로그램을 설계하기 해, 다른 

사람 보다 더 요한 것으로 상황 인식 특정 유형의 

정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로필  상황 

신원, 사람의 치, 시간, 이러한 상황 모델링을 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고려되어야 하고, 인식 측면의 모

든 종류의 다섯 가지 기본 인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 개념 ( 가, 무엇을, 왜)이다. 상호 작용의 새

로운 형태의 이 모두를 처할 수 있어야 한다[10].

NFC[11-12] 기술은 터치 패러다임을 사용하더라

도, 특별히 강력한 리더 장치와 거리에서 NFC를 통

해 정보를 독하는 기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Mari 

Ervasti 외 등 [7]에서는 NFC 터치 기반의 상호 작용 

패러다임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논문 [7]의 

출석 감독 필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비 식 스마

트 카드에 장된 정보를 읽는 데 사용되는 휴  

화와 교실에 있는 스마트 리더 장치를 NFC가 지원하

는 사용법 시나리오에 해 연구되었다.

Ⅲ. NFC  기반의 상황 인식을 한 모바일 
인증 시스템

ABI 리서치는 거의 20억의 NFC-가능한 장치가 

2017년 출시될 것으로 망하고, 교육에 더 많은 

NFC 응용 로그램은 가까운 장래에 상된다. 학생

들을 한 캠퍼스 탐사를 지원하기 해 NFC 휴  

화와 NFC 태그를 사용하고 있고, 더 많은 NFC 응

용 로그램은 교육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상된

다[3].

그림 1. 체 시스템 구조
Fig. 1 Entire system structure 

3.1 체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FC 기반의 상황 인식을 

한 모바일 인증 시스템에 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두 개의 디바이스 장치는 그들간의 액티비티 통신

을 설정한다. Service Initiation은 사용자 모드가 학생

인 경우, 모바일폰 인증을 해 서버측으로 등록을 

한 기화를 수행하고, 리자 모드인 교수인 경우는 

서버측의 학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석부를 송받

는다. 사용자와 리자 모드의 통신이 연결되면 

Identity에서 학생의 ID를 인식한다. Context-aware 

Service에서는 해당 학생의 시간표를 검색하여 상황 

인식 처리에 의해 출결 사항을 수행한다. 

3.2 NFC 기반의 상황 인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라스틱 학생증을 NFC가 

가능한 모바일 인증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학 캠퍼

스에서의 도서 출  출석 인증과 같은 학생들의 

모바일 인증을 한 애 리 이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애 리 이션은 UI의 내용과 

상호 작용하기 해, 사용자 모드와 리자 모드는 

NFC 기반 모바일 기기의 NFC 통신 연결을 터치함으

로써 모바일 상호 작용에 한 다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NFC 통신은 피어-투-피어(P2P) 모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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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와 태그(R/W)간의 동작 모드를 지원할 수 있다.

먼 , 사용자 모드와 리자 모드 사이의 모바일 

기기들은 피어-투-피어(P2P) 방식이다. 

NFC 가능한 시스템의 P2P 방식은 장치들을 단순

히 터치함으로써, 다른 하나의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모바일 기기 사이의 통

신은 모바일 폰들과의 데이터 송, PC와 스마트 폰

과의 일 공유, 일반 가 제품과 스마트폰 사이의 정

보 업데이트 등 NFC 통신을 지원하는 모든 기기 사

이의 직 인 데이터 통신을 한 번의 연결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와이 이나 블루투스 등 기존의 근

거리 무선 통신과는 달리 터치 모드의 물리 이고 직

인 이용 방식을 통해서 매우 간편한 데이터 통신

을 연결할 수 있다. 

2개의 NFC 장치는 비 식으로 서로 짧은 거리

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NFC 운  거리는 0~20cm로 

106 kbit/s, 212 kbit/s  424 kbit/s의 데이터 송 

속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P2P 모드의 출석 자동 인증

은 사용자 모드와 리자 모드에서 출석 리 애 리

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한다. 

모바일 장치에 설치된 소 트웨어는 정보를 독하

고, 상황 인식에 따라 동작을 실행한다. 따라서 출석 

자동 인증의 상황 인식 처리는 해당 수업 시간의 10

분  부터 리자 모드 치의 20cm 이내의 NFC로 

사  등록된 학생들의 모바일 기기의 통신을 시도한

다. 사용자 모드와 리자 모드 사이의 통신이 연결되

면 이 순간부터 응용 로그램이 실행하고 리자 모

드의 출석 리 어 리 이션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

는 사용자 모드의 학생증 어 리 이션이 설치된 모

바일 기기의 정보를 가져온다.

그리고 재 학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수업 시

간과 학생 정보를 비교하여 출석 처리를 인증한다. 출

석이 인증되면 리자 모드의 해당 자료를 학  데이

터베이스로 송하여 서버측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데

이트한다.

이 연구는, 학생 인증의 자동화 처리로 출석 리, 

도서 출과 련되어 실시간 학생들의 피드백을 제

공하기 해 근거리 무선 통신(NFC) 기술을 통합한 

모바일 기반의 캠퍼스 자동화 인증 시스템으로 제안

된 방식의 학생 인증 처리의 특징은 시간을 약하고 

학생들이 자동으로 출석을 등록 할 NFC 지원 스마트

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작업  량을 일 수 있다. 

 하나의 동작 모드는 리더와 태그(R/W)간의 통

신이다. 리더와 태그간의 통신은 RFID 태그가 부착되

어 있는 포스터에 NFC 스마트폰을 하여 직

인 정보를 획득하여 캠퍼스 내의 출⦁입구 련 학생 

인증을 한 애 리 이션으로 확 할 수 있다.

IV. 구  결과  분석

학 캠퍼스에서의 NFC 기반의 자동화 모바일 인

증 시스템을 제안하 고, 학생들의 출석 인증을 한 

애 리 이션으로 모바일 인증을 실험하 다. 본 논문

에서 제안된 애 리 이션의 구  환경은 Android 

Studio 2.1과 Android 5.1.1 버 으로 테스트 단말기 

Galaxy J5에 최 화되도록 개발하 다. 

그림 2. 출석 인증ㆍ미인증 
Fig. 2 Attendance Authentication⦁Not 

Authentication

그림 2의 왼쪽은 NFC 통신을 통해 출석이 인증된 

출석부 화면으로 학생의 출석이 인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 날짜가 9월 28일, 수업 시작  10분 

사이이고 NFC 통신을 통해 학생증 애 리 이션에서 

받아온 정보가 출석부에 있다면 출석 애 리 이션에

서 출석을 인증해 다. 그림 2의 오른쪽은 출석부의 

학생 명단이 미인증된 결과를 나타내고 출석부에 없

는 학생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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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업 날짜와 시간 체크
Fig. 3 Check of Class Date and Time

그림 3은 상황 인식에 의해 출석부의 날짜와 시간

을 체크하여 미인증 여부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상황 

인식 기반의 출석 애 리 이션은 제일 먼  출석부

에서 재 날짜와 동일한 날짜를 확인하고, 재 시간

과 강의 시간을 비교한다. 재 시간이 수업 시작 10

분 부터 강의 종료 사이가 아니라면 출석 인증을 취

소한다.

그림 4. 지각 처리
Fig. 4 Lateness Processing

         Paper

Types
Paper [1] Paper [2] Paper [3] Proposed Paper

Execute 

Environment
Tag versus NFC Tag versus NFC Tag versus NFC NFC versus NFC

Interaction touch-based self context-aware touch-based self context-aware

Used Devices
NFC Mobile Phone/

NFC Tags

RFID/NFC Moble 

Phome

NFC Smart 

Card/NFC Mobile 

Phone

NFC Mobile Phone

Application NewBoard(Display)
Conference 

Management
Smart Classroom

Automate 

Attendance

Target Multiple User Multiple-User Multiple-User Multiple-User

표 1. 상황 인식 애 리 이션 모델의 분석
Table 1. Analysis of Context-Aware Application Model

그림 4는 출석부의 지각 처리를 나타낸다. 수업 시

간이 시작되고 수업 시간 에 미증인증 학생을 상

으로 출석을 인증하면 지각 처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각 처리로 출석이 인증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와 같이 본 연구는 상황 인식 기반의 지각 처리와 같

은 자동화가 가능하다.

표 1은 상황 인식 애 리 이션에 한 모델을 분

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기존 연구의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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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태그  NFC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논문의 

실행 환경은 NFC  NFC로 이루어진다. 모바일 애

리 이션에서 상호 작용의 지능 인 기능은 논문 

[1],[3]은 아직 부족하고, 논문 [2]와 제안된 논문은 자

체 상황 인식을 통해서 향상되었다.  

Ⅴ. 결론

본 논문은 학 캠퍼스 내에서의 학생 인증을 자동

화하기 해 NFC 기반의 모바일 인증 시스템을 제안

하 고, 출석 인증과 같은 애 리 이션을  구 하

다. NFC 가능한 모바일 기기간의 터치 기반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먼 거리에서 읽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 

인증을 자동화함으로서 지각  결석 처리와 같이 어

떤 상황에서의 한계를 감지할 수 있어 근거리 무선 

통신 (NFC) 기술의 장 을 극 화할 수 있다.

그리고 NFC와 태그의 결합으로 캠퍼스 내의 출·입

구 련 학생 인증과 련 응용으로 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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