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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안드로이드 블루투스를 이용한 앱으로, 사용자가 도난방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인 소지품에 모듈을 

부착하여 도난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폰과 모듈간의 블루투스 수신 감도(RSSI)를 체크하여 수

신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 그 거리가 10m이상 떨어지게되면 사용자에게 도난 알림을 알려 다. 한, 

사용자에게 화가 온 것을 모듈 자체에서 수신하여 알려주는 핸즈 리 기능도 갖췄다.

 모듈은 ATMEGA128(MCU), FB155BC(블루투스 모듈), 부 , 진동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제작하 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스마트폰 시장

유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1 ] .  스마트폰의

운 체제  Apple사의 IOS와 Google사의 Android 

운 체제가 표 이며, 재 Android OS를 탑재하는

스마트폰이 더 많은 상황이다[2].

   스마트폰은 이  세  폰과 달리 력센서, 감압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고, 이런 센서를 이용하

여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거나 재미를 한 앱을

만들 수 있다. 일반 으로 많은 이들이 외출 시에 꼭 필

요한 물건을  깜박하는 일이 종종 있으며, 소 한 물건을 

분실 혹은 도난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들을 

도난 시에 알람을 통해서 알려  수 있게 되면, 이런 걱

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련연구

2.1 기존 앱과 유사   차이

   재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블루투스를 이용한 각종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 에서 본 논문의 앱과 유사한 

기능을 지닌 앱들이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안드로이드용으로 부모와 아이가 서로 

떨어지게 되면 미아를 방지하기 해 개발된 앱으로 안드

로이드 폰간의 도난방지를 한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타인 사용자의 아이폰을 집을 경우에 잠   경보를 작

동 시켜 도난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표1>은 안드로이드 

 아이폰용 애 리 이션에 한 사례이다.

<표1>  기존 시스템과 논문의 앱과 유사

   본 논문의 앱은 블루투스 칩모듈을 사용하여 핸드폰만

이 아닌 개인소지품에도 부착이 가능토록 하여 도난이 방

지하도록 개발하 다. 기존 블루투스 시스템의 경우 방

간의 안드로이드폰 는 아이폰으로 도난방지, 미아방지, 

는 자체도난을 방지하지만, 본 논문의 앱은 모듈과 안드

로이드폰 간의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도난방지가 가능

하다. <표2>는 기존의 시스템과 본 논문의 앱과의 차이

을 나타낸다.

<표2>  기존 앱과 논문의 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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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안드로이드 랫폼

   안드로이드는 운 체제와 미들웨어 그리고 핵심 애

리 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한 소

트웨어 Stack이다. 안드로이드 SDK는 Java 로그래  

언어를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랫폼 상의 애 리 이션을 

개발하기 한 도구들과 API를 제공한다[3][4].

   (그림 1)에서와 같이 애 리 이션 임워크가 존재

하며 임워크 API를 조작할 수 있고, 개발에 필요한 

라이 러리를 제공함으로 개발에 편의성이 있다.

(그림 1) 안드로이드 랫폼

2.2.2 블루투스 로 일

   블루투스는 IEEE 802.15.1 규격을 사용하는 근거리 무

선 통신이다. 블루투스는 다양한 기기들이 안 하고 렴

한 비용으로  세계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주 수

를 이용하여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의 앱은 

블루투스 3.0버 을 사용하고 있다. 블루투스 3.0의 특징은  

802.11 PAL(Protocol Adaptation Layer)를 채용하여 속도

를 최  24Mbps로 향상되었다. 블루투스 기기간의 용량 

일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내장된 력 리기능으로 

력소모를 일 수 있다[5].

(그림 2) 블루투스 SPP 로 일 스택구조

   (그림 2)는 본 논문의 앱에서 사용하는 블루투스 SPP 

로 일 스택의 구조이다. 여러 가지의 블루투스 로

일 에 SPP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호스트는 존재하

지 않고, 호스트 컨트롤러인 블루투스 모듈만이 존재하고, 

이 모듈 내에 로토콜 스택이 구 되어있다[6].

2.3. 개발환경

  <표3>은 본 논문의 앱 개발을 한 개발환경이다

<표3> 본 논문의 앱 개발환경

3. 세부 설계  구

3.1 시스템 구성

   (그림 3)은 본 논문의 앱 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 3) 도난방지 시스템 구성도

3.2 주요 구  사항

3.2.1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 구

3.2.1.1 환경설정 액티비티(PreferenceActivity)

   환경설정 액티비티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의 블루투스의 

원 리와 도난방지 서비스, 핸즈 리 서비스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4)에서는 폰 도난 음 종류를 변

경하게 되면 그것을 감지하여 환경설정창의 UI 정보 상태

를 바꿔주고 도난방지 서비스 수행 시 값을 변경하게 되

면 알림 다이얼로그를 띄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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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경설정 액티비티 소스

(그림 5) 환경설정 액티비티 화면

3.2.1.2 장치 검색 다이얼로그

(그림 6) 도난방지 서비스 

   도난방지나 핸즈 리를 수행하기 해서는 장치 검색 

다이얼로그에서 장치를 검색하고 연결해야한다. 이미 폰의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모듈간의 페어링이 되어있는 경우 

‘페어링 된 장치’라는 리스트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리

스트  하나의 항목을 선택할 경우 아래의 (그림 7)에서 

선택한 장치와 블루투스 연결을 수행할 비를 하게 된다. 

(그림 7) 장치 검색 다이얼로그 소스

3.2.1.3 도난방지 서비스

    (그림 8)에서는 도난방지 서비스가 수행되어 모듈과 

블루투스 연결이 된 상태에서 모듈과 안드로이드 폰간의 

거리가 10m이상 떨어지거나 사용자의 정상 인 종료가 

아닌 비정상 인 종료가 되는 경우 도난 발생 액티비티를 

띄우게 되고 모듈에서도 경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8) 도난방지 서비스 소스

3.2.1.4 도난방지 액티비티

    (그림 9)에서는 도난방지 서비스에서 모듈과 폰간의 

블루투스의 수신감도(RSSI)와 수신품질(LQI)를 체크하고 

이를 통해 거리를 측정한 후 도난방지 액티비티로 인텐트

를 보내 그 값들을 도난방지 액티비티가 받아 띄워 다.

(그림 9) 도난방지 액티비티 소스

3.2.1.5 도난발생 액티비티

    (그림 10)에서는 MediaPlayer 클래스를 이용하여 도

난발생 음을 재생하고 정지하는 기능을 갖는 클래스이다. 

도난방지서비스에서 안드로이드폰과 모듈간의 거리가 

10m가 넘어가거나 비정상 인 연결종료가 발생할 경우에

는 도난발생 액티비티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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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도난발생 액티비티 소스

(그림 11) 도난발생 액티비티 화면

3.2.1.6 핸즈 리 서비스

    (그림 12)에서는 PhoneStateListener를 통해 화 수

신 신호를 감지하여 화가 걸려오게되면 모듈에서 진동

과 비 를 울려 사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그림 12) 핸즈 리 서비스 소스

3.2.2 블루투스 모듈 구

    ATMEGA128과 FB155BC 블루투스 모듈, 부 , 진동 

장치 등을 부착한 보드 모듈을 제작하여 안드로이드 폰과

의 연결을 통하여 도난방지와 핸즈 리 기능을 수행하게 

하 다. (그림 13)은 ATMEGA128상에서 작동하는 AVR 

코드로 FB155BC에 AT-COMMAND를 보내어 블루투스 

모듈을 기화한다. 기화후에 블루투스 모듈을 Slave로 

세 하고 블루투스 장치 검색 기를 수행하여 안드로이드 

폰에서 블루투스 연결이 요청될 때까지 기한다.

 (그림 13) 블루투스 모듈 소스

4. 결론  향후 연구과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꼭 필요한 물건을 체크 하거나

물건을 두고 오거나 소매치기 등 분실 시에 알람을 통해 

물건과의 거리  방향의 략 인 거리와 치를 확인

할 수 있다. 한 어린이의 목걸이나 가방 등에 부착하여

미아 방지 등 만들어진 모듈을 부착함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스마트폰을 백팩이나, 

핸드백에 넣어 두고 다니는 경우 스마트폰에 벨이 울릴 시

이를 칩에서 알람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부가 기능도

구  해두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통해 알람 음이나,

크기를 변경하는 옵션도 설정할 수 있다.

   재 모듈의 경우 정 한 PCB 이 아닌 만능 기 에 

부품을 구성하 다. 이는 크기가 조  크기에 부착할 수 

있는 물건에 약간의 제한이 생긴다. 추후 모듈을 다양한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모듈의 소형화가 필요하다. 한 

폰에서 그래픽 인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표 하고,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좀 더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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