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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내 치인식 기술인 핑거 린트 기법을 이용해 출결을 확인함으로써 짧은 수업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석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부정 출석을 막기 해 핑거 린트를 이용한 실

내 치인식으로 학생들이 수업장소에 와있는지를 확인하고, 리 출석을 막기 해 출석확인을 하는 

모바일기기의 고유 정보를 가져와 하나의 모바일 기기에서 한 번의 출석확인만 가능하도록 하 다. 
한 출석체크만 하고 수업을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해 수업 장소에 머무른 시간 한 체크를 하

다. 향후 출석 시스템만이 아니라 출석 데이터로 출석이 성 에 미치는 향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서론

이동 통신 기술의 발 과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 

기술이 확산되면서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해 

치 인식 서비스 기술이 GPS, RFID, WIFI 등 다양한 방

면으로 연구되고 있다[1]. 기 치 인식 서비스는 GPS을 

통한 실외 치인식에 국한 되고 있었지만, 재는 실내

치 인식으로 차 확 되고 있다[2].

GPS를 사용할 수 없는 실내 치 인식 기술이 발 함

에 따라 실내 치 인식 기술의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

지만 그  WiFi를 사용해 지정한 장소에서 측정한 신호 

세기 정보를 활용하여 치를 추정하는  핑거 린트 기법

이 표 이다[3].

본 연구에서는 WiFi 핑거 린트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 

출결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하 다. 학생들이 수업장소에서 

앱을 통해 출결버튼을 르면 서버로 학생의 정보가 달

되며, 교사는 서버로부터 학생들의 출결 황을 앱으로 받

아볼 수 있게 된다. 한 각 장소에 머무른 시간 한 서

버에 같이 장됨으로써 수업에 참석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암호 코드만 알면 출석이 되는 출결시

스템의 단 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핑거 린트를 이용한 출결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핑거 린트 기법을 이용

한 치인식 기반의 출석체크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 , 교

사가 앱으로 출석체크를 시작하고 학생이 앱으로 출석체크

를 르게 되면 앱은 서버로 치정보와, 학생의 정보를 

달한다. 서버는 달받은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한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명의 학생이 여러 명의 학생들의 출석체크 해주는 것

을 방지하고 교사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출석 인정이 된

다. 그리고 달받은 정보를 교사 앱으로 송해 교사로 

출석 체크한 학생을 리스트로 띄워 다. 따라서 본 시스템

을 사용하면 손쉽게 출석체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 출석을 막을 수 있고, 축 된 정보를 이용해 출석이 

성 에 미치는 향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치 인식 단계

본 시스템은 로 랫의 핑거 린트 기법을 이용한 치

인식 SDK를 사용해 구 하 다. 핑거 린트 기법은 치

를 인식하고자 하는 각 장소에서 와이 이 신호를 측정을 

한 뒤, 서버에 보내어 (그림 3)와 같이 측정한 WIFI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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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장한 Radio Map을 작성한다. 그 다음 사용자가 

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서 WIFI 신호를 측정하여 서버

로 송하면 서버에 있는 Radio Map과 비교해 신호 세기

가 비슷한 곳을 찾아 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그림 2) 실제 맵에서 신호 측정

(그림 3) 라디오 맵(Radio 

Map)에서 치 비교

를 들면, (그림 2)와 같이 한 장소에서 WIFI 신호 세

기를 측정한 다음, 미리 WIFI 신호를 측정해 만들어 둔 

(그림 3)의 Radio Map에서 측정한 WIFI 신호 세기와 유

사한 것을 찾아 치를 알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실험에 사용할 강의실의 WIFI 신호를 

측정해 로 랫에서 제공하는 Radio Map 서버에 장시켜 

두어 실내 치 인식을 하 다.

4. 데이터 비교  출석 확인 단계

실제 강의실에서 출석체크를 진행하 을 때, 서버에 

장되는 출석 데이터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서버에 장된 출석 데이터

서버는 학생의 이름과, 출석 시간, 구  계정, 수업 장소

에 머무른 시간을 일로 장하고 있다. 교사의 앱으로 

수업 시간을 입력 후, 출석 시작 버튼을 르면, 앱은 서버

로 수업 시간과, 교사의 치 정보를 송해 수업이 끝날 

때 까지 학생들의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다. 그 후, 학생들

이 앱으로 출석 체크 버튼을 를 경우, 재 학생의 이름, 

치정보와 구  계정을 서버로 송한다. 교사의 치 정

보와 학생의 치 정보가 일치 하는 경우, 학생의 출석 정

보를 서버에 장하게 된다. 서버에 장하는 정보  구

 계정은 하나의 모바일기기로 여러 명의 출석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사용된다. 한 출석체크를 한 시 부터 

(그림 4)와 같이 강의실에 머무른 시간을 계산해 수업이 

끝난 후 ‘이선진’ 학생처럼 강의실에 일정시간 있지 않은 

학생은 출석을 하 어도 출석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러한 방법으로 정확한 출석 체크가 가능하다.

5. 결과 화면

출석체크 앱(그림 5)은 Android Studio를 이용해 제작하

으며, Target SDK 버 은 23(android 6.0)으로 개발 하

고 서버는 Visual Studio를 이용해 MFC로 개발하 다.

(그림 5) 출석체크 앱

6. 결론

   본 연구는 실내 치 인식 기술인 WIFI 핑거 린트를 

이용해 출석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개발 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의 재 치를 바탕으

로 출석체크가 되게 하 으며, 앱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의 

로그인된 구  계정으로 리출석을 방지하 고 수업 장소

에 머문 시간을 측정해 부정출석 한 방지해 정확한 출석

체크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축 된 출석 데이터로 출석이 성 에 

미치는 향 등 여러 방면으로 데이터를 분석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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