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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착신 알림을 위한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스템 설계

Display System Design for Signifying the Received Signals of the 

Mobile Phone

박종안*, 천종훈**, 강성관***

Jong-An Park, Jong-Hun Chun, Sung-Kwan Kang

요  약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는 제한된 공간에서 휴대폰 착신 여부를 표시하는 휴대폰 착신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작하였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휴대폰 착신 알리미 시스템은 위탁 공간에 보관된 휴대폰의 착
신 여부를 감지하여 블루투스를 통해 데이터를 송출하는 휴대폰 데이터 송신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송수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RF 데이터 중계기 그리고 미소지자에게 휴대폰 착신 상태를 알려주는 착신 데이터 디스플레이 장치로 
구성된다. 제안된 시스템은 구현이 간단하고 저가 설치가 가능하여 시스템 설치 측면에서 경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반 휴대폰 사용자에게도 앱 스토어에 올려놓은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성과 함께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휴대폰 착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성도 갖게 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phone call display system or "alimi" for displaying the received phone 
data at limited space that can not carry a mobile phone and and its validity was confirmed. It consists of a data 
communication application transmitting the phone data via bluetooth, a RF data repeater to extend the range of 
data communication, and a display system part for displaying the received phone data to the phone user. It has 
economy in terms of system installation becaus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system is simple and low 
cost installation is possible. As ordinary mobile phones users using the system can easily utilize it by downloading 
the application on the app. store, it has economy and convenience checking whether a call i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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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 지식정보화 사회는 인간 심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하여 꾸 히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게 되

었고 이와 함께 SNS 환경을 구축하고자 수많은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것은 최근의 휴 폰과 함께 트 터, 

페이스북 등 새로운 사회  인간 계를 설정할 수 애

리 이션을 창출하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격리된 환경은 

심리  불안이나 정신  빈곤 상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이들 도구 특히, 휴 폰

은 개인과의 통신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보소통이나 

비즈니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등에 결정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휴 폰을 수 장이나 찜

질방, 헬스클럽 는 사우나실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자가 소지하지 못할 경우 심리  허 함 내지는 정

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명에서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표 화된 인

터페이스와 랫폼 기반의 운 체제 소 트웨어를 탑재

한 휴 폰의 출 과 함께 애 리 이션이 활성화 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본  시스템은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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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하철 알리미‘의 기능도 일상화된 지하철 이용 시 

내릴 역에 이르게 되면 휴 폰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1]. 

제안된 시스템에서 휴 폰의 벨소리나 진동 는 발

신자 번호 인식에 의해 수신 데이터를 받게 되면 RF 근

거리 통신을 통해 제한된 공간으로 데이터를 송출하게 

되고 데이터 계기는 이들 데이터를 디스 이 매체에 

달함으로서 알리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더

구나 최근의 휴 폰 등장으로 휴 폰과 디지털 디스

이 사이의 데이터 통신은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에 의해 

보다 편리하고도 간단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 휴 폰을 

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한다[2-4]. 데이터 발생원으로써 

휴 폰은 수신 데이터를 검출하여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하는 애 리 이션에 의해 데이터를 송출하게 되고[5-7], 

수신측에서도 블루투스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여 송수

신 범 를 확장하기 한 RF 데이터 변환기를 통해 

400MHz ISM 역으로 변환하여 디스 이 시스템에 

데이터를 달하게 된다. 블루투스 기반의 디스 이 

컨버 스를 한 유사 경우로서 모바일과 고탑의 융합

기술이 이미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8-11]. 블루투스 기

술은 휴 폰과 주변기기 간에 소비 력은 으면서도 값

싼 무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는 기술로서 옵트인 방

식의 고가 가능하며 이를 옥외 매체와 결합함으로서 

지식 기반의 새로운 매체가 창출되는 것이다. 수신 데이

터를 송수신하는 블루투스는 10m 이내의 근거리에 있는 

둘 이상의 통신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송하기 한 

기술  세부 사항을 명시한 라이센스가 없는 개방된 표

 규격이다. 블루투스를 통하여 통신기기 간 이블 연

결 없이 2.4GHz 의 ISM 밴드를 이용하여 노트북, 휴

폰 그리고 주변 기기 사이에서 1Mbps의 속도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휴 폰이 격히 보 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데이터통신용 애 리 이션은 

휴 폰의 컨버 스를 확 하여 그 효과  부가가치

가 매우 크다[12, 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 장이나 목욕탕과 같이 

휴 폰 사용자가 휴 폰을 소지할 수 없어 사물함과 같

은 탁 공간에 폰을 보 해야 하는 제한된 환경 하에서 

휴 폰 착신을 인지할 수 있는 “휴 폰 착신 알리미”시

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되는 휴 폰 착신 알리미

는 기본 으로 휴 폰 착신 데이터를 송출하는 데이터 

송신 애 리 이션과 블루투스 송수신 범 를 확장하기 

한 계기 그리고 착신 상태를 알려주는 디스 이 

장치로 구성된다. 이것은 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휴 폰 이용자에 의한 시장성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 를 

살아가는데 있어 정보 소통이나 개인 통신에도 극히 필

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Ⅱ. 휴대폰 착신 알리미 설계

휴 폰 착신 알리미 구성은 탁 공간에 보 된 휴

폰의 착신 여부를 감지하여 블루투스를 통해 데이터를 

송출하는 휴 폰 데이터 송신 애 리 이션과 송수신 범

를 확장하기 한 근거리 RF 데이터 계기 그리고 별

도의 디스 이에 의해 미소지자에게 휴 폰 착신 상태

를 알려주는 디스 이 장치로 이루어진다. 그림 1은 휴

폰 착신 알리미 설계를 한 체 구성도이다. 이것은 

휴 폰에 설치된 휴 폰 착신 데이터 송출을 한 데이

터 송신 애 리 이션, 이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신호

변환  디스 이 단말로 송하는 계기 그리고 

 형태의 고정형 착신 데이터 알림을 한 디스

이 시스템 ( 는 손목 착용형 디스 이)로 구성된다. 

휴 폰에 탑재되는 애 리 이션은 휴 폰 착신 감지, 

송 메시지 패킷 구성, 메시지 코드 장  내용 설정, 

간단한 메시지 송, 사물함 번호 설정, 환경 설정 등의 

기능을 갖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무료로 다운로드하

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휴대폰 착신 알리미 구성도
Fig. 1. Alimi diagram for cellular phone data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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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는 휴 폰으로부터 수신된 착신 데이터를 디스

이로 송하는 기능과 휴 폰의 블루투스 2GHz 

ISM 주 수 역을 지그비 400MHz ISM 역으로 변환

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디스 이부는 고정형 착신 디

스 이와 휴 형 착신 디스 이로 구성되며 휴 폰

을 소지할 수 없는 공간 특성에 따라 개별 는 동시에 

사용된다. 한, 고정형 착신 알림이 디스 이는 사물

함 번호, 화 번호 표시 기능 이외에 요 메시지 출력 

 고를 한 디스 이 공간을 포함하며 휴 폰 애

리 이션에 장된 메시지를 송하기 해 미리 설정

된 코드를 송하여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기능도 포함

한다. 이를 한 세부 설계는 다음과 같다.

1. 착신 데이터의 송신 애플리케이션

휴 폰 착신 데이터의 송신 애 리 이션은 휴 폰 

수신신호(수신번호/오디오/진동) 센싱에 의해 데이터를 

생성하여 근거리 통신망인 블루투스에 의해 데이터를 

송하게 된다. 기본 과정은 휴 폰 사물함 보  → 화/

문자 수신 → 애 리 이션(탑재 로그램) 서비스 → 착

신데이터  블루투스 송신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는 

휴 폰 송신 데이터의 송신 애 리 이션의 순서도이다. 

애 리 이션의 동작은 수신을 기하는 모듈과 휴 용 

수신 알림이로부터 메시지 수신을 기하는 모듈로 구성

된다.

그림 2 착신 데이터 송신 애플리케이션 순서도
Fig. 2. Application flowchart for transmitting 

the received data 

수신을 기하는 모듈은 휴 폰 송신 알림 메시지를 

기하는 모듈과 애 리 이션 자체에서 제공되는 긴  

 고 메시지를 기하는 모듈로 구성되며, 휴 폰에 

탑재된 애 리 이션은 메시지가 수신될 때까지 지속

으로 감시를 수행하며, 메시지 수신이 확인되면 Call 신

호인지, 메시지 신호인지를 별하고 각각의 데이터 패

킷으로 생성하고 계기로 생성된 데이터 패킷을 송한

다. 휴 용 송신 알림이로부터 메시지 수신을 기하는 

모듈은 메시지코드가 수신될 때까지 지속 으로 감시를 

수행하며 메시지 코드 수신이 확인되면 송된 패킷을 

분석하여 메시지 코드를 추출하고, 해당 메시지 코드에 

맞는 메시지를 애 리 이션의 장소로부터 불러와서 

착신 측에 해당 메시지를 송한다.

2. 착신 데이터 디스플레이 및 중계기

착신 데이터 계기는 애 리 이션에서 송된 데이

터를 수신하여 이를 디스 이로 재 송하는 기능을 수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블루투스 송수신 범 를 확장하

기 하여 휴 폰 사물함과 디스 이 장치 사이에 사

용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 계기는 역 송수신 RF 

모듈을 사용하는데 마이콤에 의해 여러 가지 데이터 

송속도  동작 압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그

림 3은 데이터 송수신 모듈을 한 계기 블록도와 시작

품이다.

그림 3. RF 데이터 중계기 블록도와 시작품
Fig. 3. RF data repeater block diagram and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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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데이터 계기는 안테나부, 블루투스 모듈

부, 데이터 변환부, 지그비 모듈부, 원부 그리고 제어부

를 포함한다. 안테나는 휴 폰의 NFC 시스템들이 2GHz 

ISM 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역의 신호를 수

신하기 한 안테나와 디스 이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400MHz ISM 역의 안테나로 구성된다. 블루투스 모듈

부는 휴 폰에서 NFC 시스템을 사용하여 송된 메시지

를 수신하는 모듈과 디스 이로부터 송된 메시지를 

휴 폰의 애 리 이션으로 송신하는 모듈로 구성된다. 

메시지 변환부는 수신된 블루투스 데이터 패킷을 능동형 

RFID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거나 수신된 능동형 RFID 

데이터 패킷을 블루투스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지그비 모듈부는 디스 이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변환부로 송하거나 변환부로부터 송

된 데이터 패킷을 디스 이로 송하는 기능을 담당한

다. 휴 폰의 NFC 시스템이 사용하는 2GHz ISM 역의 

신호가장애물, 습도, 속 등에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있

지만 지그비 모듈을 사용하여 400MHz ISM 역으로 변

환하여 메시지를 송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제어부는 메모리, MPU, 클럭 생성부로 구성되며, 데이터 

패킷 변환을 한 버퍼 기능, 시스템 제어 기능, 시스템 

클럭 생성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고정형 착신 데이터 디스 이는 사물함 번호, 화 

번호 표시 기능 이외에 요 메시지 출력  고를 한 

디스 이 공간을 포함하며, 휴 형 착신 데이터 디스

이는 사물함 번호, 화 번호 표시 기능 이외에 휴

폰 애 리 이션에 장된 메시지를 송하기 해 미리 

설정된 코드를 송하여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기능을 

포함한다. 그림 4는 착신 디스 이 시스템과 제작된 1

단 시작품이다.

그림 4. 데이터 디스플레이 구성도와 1단 디스플레이 시작품
Fig. 4. Data display block diagram and 1stage 

prototype 

그림 5. 고정형 디스플레이의 동작 흐름도
Fig. 5. Flowchart of Fixed Data display 

그림 5는 고정형 휴 폰 수신 알리미 디스 이의 동

작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시스템이 시작하면 디스

이를 기화하여 계기로부터 메시지 수신을 해 

기하게 된다. 메시지의 정상 인 수신이 확인되면, 계

기로 정상 처리 응답을 보내고 패킷 데이터를 분석하여 

Call 메시지이면 디스 이에 Call 정보를 출력하고, 

Call 메시지가 아니면 고  메시지부에 출력을 한다. 

만약, 계기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정상 으로 수신되

지 않았다면 계기로 오류 응답을 송한다.

Ⅲ. 결론

휴 폰을 소지할 수 없는 제한된 공간에서 휴 폰 송

신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디스 이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개발된 시스템은 탁 공간에 보 된 휴 폰의 착

신 데이터를 송출하는 데이터 송신 애 리 이션, 블루

투스 송수신 범  확장과 신호변환을 한 데이터 계

기 그리고 휴 폰 착신 데이터를 표시하는 착신 데이터 

디스 이 장치로 구성된다. 

휴 폰에 탑재되는 애 리 이션은 휴 폰 착신 감지, 

송 메시지 패킷 구성, 메시지 코드 장  내용 설정, 

사물함 번호 설정 등의 기능을 가지며 무료로 다운로드

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계기는 휴 폰으로부



2011년 12월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6호

- 293 -

터 수신된 데이터를 디스 이부로 송하는 기능과 휴

폰의 2GHz ISM 주 수 역을 400MHz ISM 역으

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 다. 착신 데이터 디스

이부는 사물함 번호, 화 번호 표시 기능 이외에 요 

메시지 출력  고를 한 디스 이 공간을 포함하

도록 하 으며 휴 폰 애 리 이션에 장된 메시지를 

송하기 해 미리 설정된 코드를 송하여 자신의 상

태를 알리는 기능도 갖도록 하 다.

이와 같은 휴 폰 착신 알리미는 수 장이나 사우나

실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시스템을 운 하는 사업자에

게 데이터 디스 이 시스템과 계기만을 요구하고 있

어 비용이 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가 간단하여 편리하

게 이용될 수 있다. 한, 이를 이용하는 휴 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 올려놓은 알리미 애 리 이션만을 다운로

드하여 활용함으로써 경제성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휴 폰 착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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