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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과 QR코드를 활용하여 기존의 출입 통제 시스템과 보안시스템의 역할을 수

행하며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출입 통제 시스템은 종이카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산화 하지 못하고 출근카드가 소진이 되면 추가로 구매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RFID를 활용한 카드 출입기는 카드를 분실할 경우 복제의 험성과 보안에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보안 시스템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역 설치할 경우 비용이 커지며, 기록을 보존해야하기 때문에 용

량 장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스마트 폰의 사용자 정보와 QR코드의 정보를 통해 출입 통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카메라의 기능을 통해 감시카메라 역할을 신하여 비용을 감할 수 있고 출입 통제 

기록과 근태 리 등을 산화를 시킬 수가 있어 근무자를 리하는데 용이해진다.

1. 서론

 길거리의 고 이나 신문을 들여다보면 어느 새부턴가 

정사각형 모양의 불규칙한 마크가 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빠른 응답(Quick Response)’의 약자인 이 QR코드

는 우리가 흔히 보는 기존의 바코드보다 한층 진보한 코

드 체계이다. 기존의 바코드는 기본 으로 가로 배열에 최

 20여 자의 숫자 정보만 넣을 수 있어 1차원 인 구성 

이 지만, QR코드는 가로, 세로를 활용할 수 있는 2차원

 구성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QR코드가 기업의 요한 

홍보/마  수단으로 통용되면서 온/오 라인을 걸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1].

그림 1. 1차원 바코드와 QR코드의 비교

 바코드에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은 20자리 정도이며 어, 

숫자만 기록 가능한 반면, QR코드는 숫자, 어, 한자, 한

, 기호, 바이 리, 제어코드 등 다양한 종류의 언어와 형

식을 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바코드와 달리 QR코드

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도 그 자체로 해당 정보를 악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바코드는 가로  한 방향

으로만 정보를 표 하는 한계 때문에 큰 면 을 필요로 

하지만, QR코드는 가로 세로 양방향으로 정보를 표 할 

수 있어 바코드와 동일한 정보량을 1/10 정도의 작은 공

간만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번 손상된 바코드는 복원이 

불가능하지만 QR코드는 자체 으로 오류 정정 기능이 있

어 팬이나 얼룩이 묻어 오염되거나 한쪽이 찢어져 코드의 

일부가 훼손되는 경우에도 코드를 인식할 수 있다[2].

 그러므로 QR코드 자체로 정보를 악할 수 있다는 장

과 스마트 폰의 사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사용 

인 출퇴근 기록기와 감시카메라의 기능을 수행하고 각

각 가지고 있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2. 기존 시스템의 구성 

 2-1. 출입 통제 시스템

그림 2. 종이 카드를 사용한 출퇴근 기록기 

 오피스 EF-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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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출퇴근 기록기  오피스 MP-7100R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 종이카드를 사용한 출퇴근 기록

기의 구성요소에는 그림 2와 같이 출근 기록기, 카트리지, 

종이출근카드, 배터리 등이 있다. 작동방식으로는 출근 기

록기에서 출퇴근 시간을 각각 설정을 한 뒤, 종이출근카드

를 넣으면 출퇴근 시간이 히고 정상 출퇴근과 지각, 조

퇴 등이 표시되는데 종이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기의 

문제 은  출근기록기에 맞는 종이출근카드를 사용해야 

해서 종이출근카드가 소진되면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이 

때 출퇴근 기록을 할 수 없는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한 리자는 근무자의 출퇴근 기록을 산화하는데 어려

움이 있어 리하기가 어렵다[3].

 
 종이출근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기보다 한 단계 발

한 기록기는 그림3의 RFID를 이용한 카드 출입 방식이다. 

종이출근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기처럼 소모성 제품도 

없으며 시간 설정 방식도 간단하고 도어락(door-lack)기능

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카드를 분실

하게 될 경우 복제의 험성이 있어 보안의 문제 이 발

생할 수가 있다.

2-2. 보안 시스템

그림 4. 감시 카메라 미디어 시스템즈 

HS-D36AIR

보안시스템에서 감시카메라는 그림4의 HS-D36AIR을 

많이 사용한다.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방식은 에 있어

서 범인검거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감시카메라를 역에 

설치하게 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감시카메라 내용

을 동 상으로 장해야하고 보존 기간이 길 경우 용량 

장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4]. 감시카메라를 신하여 민

간 경비원들이 감시를 할 수 있지만, 민간 경비원들은 

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 거나 임시방편으로 직장을 구

하기 해 오는 이들이 많고, 체로 낮은 교육 수 에 별

다른 훈련조차 받는 일이 없어서 근무에 있어 신뢰감을 

갖기 어려우며, 어느 구역을 순찰하고 있는지, 순찰은 제

로 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순찰 구역에서 

도난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다[5].

3. 제안된 시스템의 설계

 3-1. 시 스(Sequence) 다이어그램

 스마트 폰과 QR코드에 정보를 넣어 활용하면 출입 통제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근무자가 출근을 할 경우 

어 리 이션을 실행하여 출근 했다는 의미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 폰에서 사용자의 정보와 QR코드의 정보

가 서버로 보내지게 된다. 서버는 사용자 정보와 함께 QR

코드를 스캔한 시간과 재 시간을 비교하여 스캔한 사용

자의 출퇴근, 지각 등을 별 한 정보를 DB에 장하고, 

리자의 요구에 따라 서버는 출입한 사용자들의 정보를 

보여 다. 퇴근할 경우에는 출근과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서버는 동일한 QR코드를 스캔한 횟수를 통하여 

출근을 하 는지, 퇴근을 하 는지 단한다.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RFID를 이용한 

출입카드처럼 분실할 험성이 고, 사용자로 등록된 스

마트 폰만 QR코드를 스캔하여 정보를 보내기 때문에 제 

3자가 동일한 QR코드를 스캔하여도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 보안에 있어서 문제 을 사 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에 한 시 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5와 같다.

메인 QR Code Scanner ,  출 퇴근메뉴 SocketManager

1 : ,  ()출 퇴근선택

2 :  or  ()출근 퇴근선택

3 : QR  ()스캐너로드

4 : QR Code ()인식

5 :  ()서버전송

6 : ()종료

그림 5. QR코드 스캔 시 스 다이어그램

 
 순찰 장소에 QR코드와 스마트 폰에서의 카메라 기능이 

있다면 보안시스템에서 감시카메라 역할을 할 수 있다.

순찰 구역에는 QR코드가 있고 QR코드에는 각각의 순찰 

구역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다. 근무자가 순찰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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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QR코드를 스캔하면 QR코드의 정보와 근무자 정보가 

서버로 송되어 근무 인 장소를 알 수 있게 된다. QR

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지게 되는데 

이는 근무자가 순찰구역을 사진으로 어 감시카메라의 

역할을 신하는 것이다. 서버는 QR코드의 순찰구역 정보

와 사진의 정보를 단하여 DB에 장하고 리자는 

장된 정보를 보고 근무자가 어느 구역을 순찰하고 있는지 

순찰은 제 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카메라 작

동방식에 한 시 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6과 같다. 

메인 순찰등록 QR Code Scanner Camera SocketManager

1 :   ()순찰등록선택

2 : QR  ()스캐너로드

3 : QR Code ()인식

4 :  ()사진촬영

5 :  ()서버전송

6 : ()종료

그림 6. 카메라 시 스 다이어그램

3-2. 배치(Deployment) 다이어그램

그림 7. 시스템 설계 배치 다이어그램

 근무자가 QR코드를 스캔한 정보와 리자가 장 된 정

보를 보기 해서 클라이언트는 Mobile과 PC로 나 어지

며 시스템 배치다이어그램은 그림 7과 같다. Mobile은 근

무자 정보와 QR코드를 스캔한 정보, 카메라로 은 사진 

등을 Mobile Server로 송하고, Mobile Server에서는 정

보들을 별하여 DataBase Server로 보내고, Web Server

는 DataBase Server에서 정보를 받아 Web Page를 통하

여 리자에게 근무자의 출퇴근, 근태 등의 정보를 산화 

시켜 다. 

4. 결론

 지 까지 QR코드와 스마트 폰을 통하여 출입 보안 시스

템을 제안하 다. 스마트 폰과 QR코드를 활용한다면 기존 

출입 통제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고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는 종이출입카

드의 지속 인 구매와 근태 리를 산화하기 어렵고, 출

입 통제 카드 분실로 인한 보안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

고, 보안 시스템에서는 감시카메라의 역할을 카메라가 

신하게 되어 카메라 설치가 불필요해지고, 사진으로 장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어들어 장 장치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장된 사진과 순찰정보

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리자는 근무

자의 순찰 상황을 볼 수 있어 리하는데 용이해질 것이

다.

 재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출입과 도어락 기능을 수행하

는 장치들이 생기고 있다. 이 장치가 필요한 장소에 스마

트 폰과 QR코드를 도어락 장치와 연동하고 스마트 폰으

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도어락의 잠 장치를 풀게 한다면  

카드의 사용이 불필요해지고 분실 험성이 없어 보안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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