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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존의 출석 리 시스템은 비용 측면에서 무 과도하거나 편의성 측면에서 불편한 이 많다. 편리하

고 실용 인 출석 리 시스템을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출석 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

다. 첫째, 출석부 구성이 쉽고 간단하다. 교수가 직  수십 명이 넘는 학생들의 명단을 화면이 작은 스마트 

폰을 통해서 일일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각자의 학생앱을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기록하고 

교수는 교수앱을 통해 출석부 작성 요청을 승인만 하면 출석부가 구성된다. 둘째, 사진과 같이 학생과의 

교감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부가 정보도 학생 이름과 함께 편리하게 수집된다. 셋째, 자동 출석 부르기 기능

을 제공하여 교수앱을 통하여 이름을 불러주고 교수는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출석을 부를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하여 빠른 출석 검사 기능을 제공한다. 교수앱을 통해 

빠른 출석을 실행한 후 학생앱을 통해 학생들이 출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수십  안에 출석 검사를 

완료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앱과의 거리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부정 출석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심어 :∣출석 관리 시스템∣스마트폰 앱∣클라이언트-서버 응용∣빠른 출석 검사∣

Abstract

Existing attending management systems require a high cost and are lack of convenien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nvenient and practical attending management system as follows: 

First, our system allows us to construct an attendance book in an easy and simple way. A 

professor does not have to provide the information of students using the small screen of his 

smartphone. Instead, each student manages his own information via the app designed for a 

student in our system. Then the professor can construct the attendance book using another app 

designed for the professor by confirming the requests from the app designed for a student. 

Second, our system enables a professor to utilize the pictures of students as well as other 

information of students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students. Third, our system provides 

a functionality of checking attendance automatically by calling the names of students via the app 

designed for the professor. Then the professor has only to match the name with the face of each 

student. Fourth, our system provides a functionality of checking attendance in a very fast 

manner. Our system can complete this behavior within a short time since all students can join 

the attendance simultaneously by using the app designed for the student. Fifth, our system can 

prevent an illegal attendance easily by utilizing the distanc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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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컴퓨터를 활용한 출석 리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14]. 그러나 기존의 출석 리 시

스템은 비용 측면에서 무 과도하거나 편의성 측면에

서 불편하다.

우선 RFID나 자팔  등 별도의 하드웨어를 활용한 

출석 검사 방식은 수백 개가 넘는 강의실과 수만 명에 

이르는 학교 환경에 용하기에 무 고가이다. 다행

스럽게도 최근 거의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

고 있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석 리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13].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하드

웨어 장비가 필요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에

서 실용 이다.

그러나 존하는 스마트폰 기반 출석앱들은 단순히 

출석 검사 기능 제공에 을 맞추고 출석앱을 활용하

는 교수의 입장에서 편의성 측면과 실용성 측면에서 부

족하여 실제 용하는 사례가 다. 

편리하고 실용 인 출석 리 시스템을 해 본 논문

이 고려한 출석 리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출석부 구성이 쉽고 간단해야 한다. 

시 에 존재하는 출석 리앱들은 앱을 실행한 후 각 

과목마다 교수가 직  학생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수

십 명이 넘는 학생들의 명단을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다. 

둘째, 사진과 같이 학생과의 교감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부가 정보도 학생 이름과 함께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

어야 한다. 학생 이름과 얼굴을 함께 익히는 것은 교수

와 학생들 간의 소통에 매우 정 이기 때문이다. 셋

째, 쉽게 리 출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출

석 검사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고려하여 빠른 출석 검

사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과 의사소통 

에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출석 검사를 수행해야 한

다. 출석 검사를 할 때 학생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학생

과 교수와의 친 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소통 

없이 기계를 통한 기계  검사만을 수행하는 것은 출석 

리 시스템의 장 의 희석시킨다고 단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

와의 련 연구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자동 

출석 시스템의 설계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구  결과

물을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학생과 상호작용을 한 다양한 산화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다[1]. 학생과의 상호작용  가장 빈번히 발

생하고 요한 것  하나가 출석이다.

출결 리 시스템은 출결 확인 주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확인 주체가 RFID 리더기와 같은 자 기기일 

수 있고[2-11], 교수나 출석 리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12-14]. 이 두 방식은 상황에 따라 각각 용 

역이 다르고  서로 다른 장단 을 가지고 있다.  

자의 경우 출석 리 시스템의 비용과 효율성 측면

이 요하다. 출석을 확인하는 자기기의 종류에 따라 

학생들에게 RFID 카드를 발 하고 RFID 리더기를 통

해 인식하거나[3][4][10], 자 팔 를 기반으로 하거나

[9], 지문을 인식하거나[5][8], 얼굴을 인식하거나[2] 등

의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비용이 고가이거나 RFID 카

드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리 출석을 하는 등의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교수와 학생간의 교감 측면

에서 본 연구가 목표하는 바와 방향이 다르다.

후자의 경우 교수의 편의성과 학생과의 교감이 요

하다. 기존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방식은 스마트폰에 

학생 정보를 교수가 직  입력하여 출석부를 구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빠른 출석 기능을 포함하

고 있지 않다[13]. 웹을 이용한 방식도 종이 출석부 

신 웹 페이지를 활용한다는 을 제외하면 교수에게 별

다른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는다[12][14]. 반면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출석부를 쉽게 구성할 수 있고 

빠른 출석 등 편리성을 제공한다. , 비용이 매우 렴

하며 부정 출석 방지 측면에서도 장 이 있다. 한, 

자기기가 출결을 확인하는 방식과 달리 수강생들의 이

름을 불러주고 얼굴을 확인하는 과정 때문에 수강생들

과의 교감 측면에서 장 을 가지며 출결 문제를 유연하

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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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하는 시스템

1. 시스템 모델
기존 스마트폰 기반 출석 리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교수가 활용하는 교수앱과 그 결과를 장하는 서

버로 구성된다. 

그림 1. 기존 스마트폰 기반 출석 관리 시스템 모델

그러나 이 방식은 자동화 역이 많지 않아 수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불편하다. 우선 서버에 학

생들에 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교수앱을 통해 

출석부 정보, 즉, 학생 명단과 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

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 불행하게도 재 거의 부

분 학교 산 시스템들이 학생 명단을 갖고 있지만 공

개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학생 명단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에

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한, 리 출석 방지에

도 취약하다. 통상 인 출석 검사 방법은 스마트폰에 

표시된 학생 이름을 으로 보고 읽은 뒤 해당 학생을 

찾아 쳐다보고 그 학생과 이름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다. 이때 리 출석을 검사하기 해서는 스마트폰 화

면과 학생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다. , 학생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얼굴을 익

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출석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교수앱

을 통해 이름을 부르고 확인하는 작업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2자 

소통 방식과 달리 학생앱이 추가된 3자 출석 리 시스

템 방식, 즉, 교수앱, 학생앱, 그리고 서버로 구성된 방

식을 제안한다. 

그림 2. 제안하는 스마트폰 기반 출석 시스템 모델

[그림 2]의 방식은 [그림 1]의 경우보다 비자동화 

역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2]에 남아 있는 비자동화 

역은 교수와 학생 자신의 정보 리와 교수-학생간

의 소통을 남겨두었고, 이 역은 비자동화 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단된다. 

[그림 2]에서 주목할 은 우선 [그림 1]의 “출석부 

구성 입력”이 [그림 2]에서는 자동화 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다. 한 “빠른 출석 부르기”가 새롭게 추가

되어 학생 이름을 일일이 부르지 않고 단시간에 출결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얼굴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리출석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는데 이를 발견하기 

해 리 출석을 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추가

하 다. [그림 1]의 “출석 검사 시 정보 확인”은 [그림 

2]의 “자동 출석 부르기”로 체되어 교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볼 필요가 없어 학생에만 집 할 수 있도록 하

다. “자동 출석 부르기”가 실행될 때 학생 얼굴을 일

일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리출석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 3자 출석 시스템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

하는 지에 한 구체 인 방법은 뒤 에서 세세히 다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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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본 연구가 제안하는 3자 출석 시스템은 학생앱, 교수

앱, 그리고 서버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로토콜을 정

의해야 한다. 학생앱과 교수앱의 경우 랫폼에 따라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폰 앱으로 구 할 수 있다. 서

버의 경우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폰 앱에 상 없이 공

통 으로 용될 수 있는 로토콜이 설계되어야 한다. 

교수앱, 학생앱, 그리고 서버 간에는 고용량 사진 정

보를 포함한 복잡한 데이터 정보가 교환된다. 본 연구

는 이와 같은 복잡한 정보를 교환하기 해 HTTP 

(Hyper-Text-Transfer-Protocol)[15]를 기반으로 한

다. 

한 교수앱과 학생앱은 직 인 통신을 하지 않고 

서버를 경유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즉, 교수앱과 서버

간의 통신과 학생앱과 서버간의 통신 로토콜이 정의

되지만, 교수앱과 학생앱간의 직 인 통신은 사용하

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서버의 경우 고정 IP를 사용하지

만 교수앱과 학생앱이 동작하는 스마트폰은 유동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 으로 상 방을 찾기 한 구조

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한 서버에 출석에 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한 목 도 있다.

HTTP 로토콜을 이용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은 

클라이언트, 즉, 학생앱이나 교수앱에서 HTTP 요청

(request) 메시지를 서버로 실어 보내면 서버가 HTTP 

응답(response) 메시지를 클라이언트로 달하는 구조

이다. 이 방식은 소켓(socket)을 이용한 응용 로토콜 

방식보다 성능 측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향후 

웹페이지를 통한 출석부 리와 구 의 편의성 등을 고

려할 때 효과 이다.

, HTTP 요청이나 HTTP 응답 메시지에 복잡한 데

이터를 달할 때는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16]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포장하 다. 

2.1 학생앱
제안하는 출석 리 시스템은 학생앱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리하도록 하고, 교수앱에서는 

학생앱에서 생성한 정보를 활용만 하면 된다. 기존 방

식은 교수앱에서 학생 개개인 정보를 일일이 교수 1인

이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학생앱의 기능은 크게 학생 계정 리, 교과목 리, 

그리고 빠른 출석 기능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학

생 계정 리는 학교명, 학과명, 이름, 학번 등 학생 

신상 정보와 사진 정보를 서버에 장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교과목 리는 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출석부 구

성을 해 학생앱에서 서버로 교과목 등록을 요청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나 에 교수가 교수앱을 통해서 학생

들의 수강 등록 신청을 확인하여 출석부를 자동으로 구

성하게 된다. 자세한 로토콜은 뒷 에서 다룬다.

빠른 출석 기능은 교수앱을 통해서 교수가 빠른 출석

을 작동시켰을 때 학생이 출석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만일 교수앱에서 빠른 출석을 시행하고 있지 않을 

때 학생앱에서 빠른 출석을 시도하면 교수앱에서 출석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리출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구체 인 로토콜은 뒷 에서 다룬다. 

2.2 교수앱
교수앱의 기능은 교수 정보 등록, 교과목 리, 그리

고 출석 체크의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교수 정보 등

록은 서버에 교수의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교과목 리는 교과목을 등록하여 출석부 구성을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출석 체크는 자동 출석 부르기와 빠른 출석 부르기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자동 출석 부르기는 스마트폰 

화면에 재 출석을 부르는 학생의 정보와 사진을 보여

주고 TTS(Text-To-Speech)를 이용하여 학생 이름을 

앱이 자동으로 불러주고 출석으로 표기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학생으로 자동으

로 넘어간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 답을 

하게 되고 교수는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함과 동

시에 출석을 확인하면 된다. 이름이 호출되어도 답을 

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 스마트폰의 출석을 멈추고 

결석으로 표기한 뒤 그 다음 학생부터 출석 부르기 재

개를 수행시킨다.

빠른 출석 부르기는 시작을 시킨 후 학생들이 자신의 

학생앱을 통해서 빠른 출석을 하도록 만든다. 교수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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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으로 서버에 속하여 빠른 출석을 한 학생들의 

명단을 받는다. 서버는 빠른 출석 부르기 요청을 받으

면 동일 교과목의 기존 빠른 출석 기록을 삭제하기 때

문에 교수앱에서 빠른 출석 부르기 이 에 제출한 빠른 

출석은 삭제되므로 불법 출석을 방지할 수 있다.  빠

른 출석을 학생앱에서 송할 때 자신의 치 정보를 

서버에 보내고 서버는 거리를 교수앱에 함께 보낸다. 

거리가 멀게 나온 학생들은 교수가 이름을 불러 확인해 

으로써 불법 출석을 방지할 수 있다.  

2.3 교수 및 학생 정보 등록 프로토콜
[그림 3]은 교수앱과 학생앱은 서버와 HTTP 로토

콜을 이용한 응용 로토콜로 교수 정보  학생 정보

를 서버에 등록한다. 

그림 3. 교수 및 학생 정보 등록 프로토콜

교수 정보 수정과 학생 정보 수정 등 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거나 서버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로토콜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므로 본 논문에서 생략한다.

교수는 교수앱을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며 수

정 요청을 통하여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등록 요청을 

할 때 교수정보항목, 를 들면 학교명, 이름 등을 암

호와 함께 서버에 등록요청하면 교수 코드가 부여되며 

이후 해당 교수를 식별하는 유일키(unique key)로 활용

한다. 학생 한 학생 정보 등록 요청을 통해서 학생정

보항목, 들 들면 학교명, 학과, 학번  자신의 사진을 

비롯한 부가정보 등을 암호와 함께 등록하고 그 결과로 

학생 코드를 부여받으며 해당 학생을 식별하는 유일키

로 활용한다. 이 게 한번 입력한 정보는 자신이 수강

하는 여러 교과목에서 계속해서 활용된다.

 

2.4 교과목별 출석부 구성 프로토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교수앱을 통하여 [그림 4]

와 같은 교과목 출석부 구성 로토콜을 통하여 출석부

를 만든다. 담당 교과목이 다수인 경우 각 과목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그림 4. 교과목 출석부 구성 프로토콜

우선 교과목 담당 교수는 서버에게 교수코드와 함께 

교과목정보항목을 달하고 교과목코드번호 생성을 요

청한다. 교과목정보항목에는 년도, 학기, 과목명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서버는 교과목마다 새로운 코드를 생

성한 후 이 코드를 교수앱에게 알려 다. 

담당 교수는 이 코드번호를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학

생들은 학생앱을 통해서 그 코드 번호를 이용하여 서버

에 해당 교과목 참여 기를 요청한다. 이 결과 서버에

는 해당 교과목에 참여 기를 요청한 다수의 수강생들

이 존재하게 된다. 담당 교수는 교수앱을 통하여 재 

참여 기 인 학생들의 목록을 요청한다. 여기서 “[학

생정보항목]+”는 학생정보항목이 0개 이상임을 의미한

다. 학생정보항목은 학생들이 학생앱을 통해 등록한 학

생 련 정보, 즉, 학번, 이름, 사진 등을 의미한다. 담당 

교수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 기 목록을 실제 출

석부와 확인을 한다. 출석부를 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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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통해 직  입력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편리

하다는 에 주목하자. 확인이 된 학생들에 해서는 

교과목 승인을 해 다. 

교수앱에서 교과목 승인을 실행하면 서버에 교과목 

승인을 해 교과목 코드와 학생코드 목록을 보낸다. 

이와 동시에 학생정보항목을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장해 둔다. 내부 데이터베이스는 스마트폰에서 동작해

야 하기 때문에 SQLite 데이터베이스[17]를 활용하

다. 서버에 구 된 데이터베이스 외에 이 별도의 데이

터베이스는 속도 향상을 해 필수 이다. 만일 서버로

부터 실시간으로 출석부 항목을 받아온다면 학생정보

항목에 포함된 사진 데이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사진 하나가 300KB정도라고 가정할 때 

학생 50명의 사진 정보를 받아오기 해서는  15MB에 

데이트를 수신해야 한다.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이 정

보를 캐슁(caching)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출석부 요청을 하면 서버는 학생정보항

목이 아닌 학생코드 목록만을 돌려 다. 교수앱은 학생

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

여 학생정보항목을 추출한다. 

그림 5. 최신학생정보 갱신 프로토콜

이와 같은 구조는 학생이 학생정보를 갱신했을 때 교

수앱의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와 달라질 수 

있다. 이 일 성(consistency) 문제는 [그림 5]에 보인바

와 같이 교수앱에 최신정보갱신 로토콜을 추가함으

로써 해결할 수 있다. 최신정보 갱신을 서버에 요청할 

때 교수앱의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학생코드

와 이 코드가 장된 시간을 함께 서버에 달한다. 서

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시간이 교수앱의 그것과 

다른 학생정보항목을 추출하여 교수앱에 달하고, 교

수앱은 이 항목들을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반 한다.

[그림 4]에서 학생들은 학생앱을 통해서 자신이 신청

한 교과목 참여 기 요청에 한 상태를 확인한다. 만

일 학생이 스마트폰이 없거나 학생앱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교수가 직  교수앱을 통해 학

생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다.

2.5 자동 출석 부르기
구성된 출석부를 활용하여 교수앱은 자동 출석 부르

기를 수행하여 학생 이름을 자동으로 하나씩 불러주며 

교수는 답하는 학생의 얼굴에 집 할 수 있다. 학생 

이름은 iSpeech사의 TTS[18]를 이용하여 이름을 음성

으로 변환시켜 스마트폰에서 학생이름을 자동으로 부

르게 한다. 이 경우 교수는 학생에만 시선을 맞추면 되

므로 학생 친 도 높이기와 리 출석 검사 등을 쉽게 

할 수 있다. 자동 출석 부르기는 일정 간격으로 학생 이

름을 부르면서 자동으로 출석으로 표기된다. 만일 답

을 하는 학생이 없는 경우 교수앱의 멈춤 기능을 수행

한 뒤 결석으로 표기한 후 재시작을 하면 재 화면에 

있는 학생부터 재시작된다. 

출석 부르기가 완료되면 교수앱을 통해 교수가 서버

에 출석 결과를 송할 수 있는데 이 로토콜은 명확

하므로 생략한다.

2.6 빠른 출석 부르기 프로토콜

그림 6. 빠른 출석 부르기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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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출석 부르기는 학생 한명씩 호명하는 방식이므

로 시간이 상당시간 소요된다. 하지만 때때로 출석에 

할애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매우 은 경우가 발생한

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출석을 검사해야 하는 경

우 학생앱, 교수앱, 그리고 서버간의 통신을 활용하면 

된다. 

제안하는 출석 리 시스템은 [그림 6]에 보인 바와 

같은 빠른 출석 부르기 로토콜을 사용한다. 

우선 교수앱을 통해서 빠른 출석부르기 시작을 서버

에 요청할 때  교과목 코드와 함께 GPS 값, 즉, 도와 

경도 값을 달한다. 그리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빠른 

출석에 참여할 것을 말하면 학생들은 학생앱을 통해 이 

기능을 실행한다. 그 결과 학생앱은 서버에게 교과목 

코드와 학생 코드, 그리고 GPS 값이 포함된 빠른 출석 

요청을 수행하게 된다. 서버는 교수앱의 GPS 값과 학

생앱을 통해 들어온 GPS 값의 차이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빠른 출석부르기 요청을 서버가 수신하게 되면 해당 

교과목에 해당하는 기존의 학생들의 빠른 출석 기록을 

삭제한다. 따라서 만일 빠른 출석 부르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앱을 통해 미리 빠른 출석을 실행하

게 되면 학생의 그 빠른 출석은 삭제된다. 그 결과 만일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빠른 출석을 상하

고 실행한 경우 빠른 출석을 하기 어렵다.

교수앱에서 빠른 출석부르기 시작을 한 이후 주기

으로 출석자 목록을 서버에 요청하면 빠른 출석을 수행

한 학생 코드와 거리를 목록으로 돌려 다. 교수앱은 

이 정보를 화면에 표시함과 동시에 해당 학생들을 출석

으로 인지하게 된다. 교수는 거리 정보를 통해 거리가 

지나치게 먼 학생들을 호명해서 확인함으로써 불법출

석의 험을 더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GPS 값을 이용한 방식은 GPS 

오차가 수 십 미터 이상 발생할 수 있고, 실내에서는 

GPS 신호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거리 정확도가 다

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빠른 출석을 검사하는 기간

을 짧게 지정할 수 있다는 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도 통상 수백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

다는 을 고려하면 매우 실용 인 방법이다.

IV. 구현 및 실험

1. 학생앱
학생앱은 크게 학생 계정 리, 교과목 리, 그리고 

빠른 출석의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우선 학생 계

정 리는 [그림 7]의 왼쪽에 보인 바와 같이 “학생 코

드 생성하기”와 “기존 학생 코드 받아오기”로 구성된

다. “학생코드 생성하기”는 [그림 7]의 오른쪽에 보인 

바와 같이 학교, 학과, 학번, 이름, 암호 등의 정보들과 

사진으로 구성된다. 이 정보들은 “생성하기”를 실행하

면 서버에 정보를 등록한 후 학생 코드가 생성된다. 학

생 코드는 학번과 이름을 붙여서 만들며 학생을 구분하

는 유일키(unique key)로 사용된다. 학생 코드를 포함

한 학생 정보는 서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내에도 장

해 속도와 편의성을 향상 시킨다. “기존 학생코드 받아

오기”는 스마트폰을 교체할 경우 기존에 생성한 학생 

코드를 포함한 학생정보항목을 받아오기 한 것으로 

학번, 이름, 암호를 입력하면 서버로부터 받아온다.   

그림 7. 학생 계정관리 주 메뉴와 학생 코드 생성하기

빠른 출석하기는 [그림 8]의 왼쪽에 보인 바와 같이 

수업 등록이 된 교과목을 보여주고, 해당 교과목을 터

치하면 [그림 8]의 오른쪽에 보인 바와 같이 그 교과목

에 한 빠른 출석 실행 여부를 물어본 뒤 빠른 출석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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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학생앱의 빠른 출석하기

2. 교수앱
교수앱의 기능은 교수 등록, 교과목 리, 그리고 출

석 체크의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교수 등록은 계정 

리와 비슷하므로 생략한다. 교과목 리는 “수업 코

드 생성하기”와 “출석부 리하기”로 나뉜다. 수업코드 

생성하기는 년도, 학기, 과목명을 입력하고 생성을 요청

하면 서버에 장된 뒤 교과목 코드를 돌려 다.

[그림 9]의 왼쪽은 교과목을 두 개 등록한 뒤 “출석부 

리하기”를 실행한 화면을 보여 다. 각 항목을 터치

하면 해당 교과목의 출석부 구성 화면이 [그림 9]의 오

른쪽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 화면에서 “요청목록”

을 터치하면 학생앱을 통해 교과목 참여 기 요청을 

한 학생정보항목들이 테이블 목록으로 출력되고 이들

을 선택한 뒤 “승인”을 르면 서버에 해당 학생들의 

교과목 참여 기 승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교수앱내의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학생들의 정보를 캐슁

(caching) 시킨다.

그림 9. 교과목 출석부 관리

[그림 10]의 왼쪽은 출석 부르기 메뉴를 보여 다. 

“시작”은 자동 출석 부르기를 시작시키고, “빠른출석 

시작”은 빠른 출석을 시작시킨다. “결과보내기”는 출석

을 완료한 후 서버에 그 결과를 장한다. [그림 10]의 

오른쪽은 “시작”을 실행하여 자동 출석부르기가 수행

되고 있는 화면이다. 한 학생씩 자동으로 TTS를 통하

여 이름을 호명하고 있는 화면이다. “시작”이 된 상황에

서는 “시작” 버튼과 “빠른 시작” 버튼이 사라지고 “멈

춤”과 “ 단” 버튼이 나타난다. 학생 호명이 끝나고 일

정시간이 지나면 해당 학생을 출석으로 자동 표시하고 

다음 학생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멈춤”을 르면 

“멈춤” 버튼이 사라지고 “재개” 버튼이 나타나고 “재

개” 버튼을 르면 마지막 자동 부르기를 한 학생과 

재 화면에 치한 학생들  순서가 앞서는 학생부터 

차례 로 다시 자동 출석부르기를 재개한다. “멈춤”을 

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학생 항목을 터치하면 출석과 결

석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림 10. 오늘의 출석 메뉴와 자동 출석부르기

[그림 11]의 왼쪽은 “빠른출석 시작”을 실행한 경우

를 보여 다. 이 경우 “빠른출석 종료” 버튼이 나타나고 

다른 버튼들은 사라진다. 그 이후 학생들에게 학생앱을 

이용하여 빠른 출석을 실행하도록 지시한다. 교수앱은 

3 에 한 번씩 서버에 속하여 빠른 출석을 한 학생들

의 코드를 받아와서 화면을 갱신하고 몇 명이 재 출

석에 참여했는 지를 화면에 출력한다 ([그림 11]의 오른

쪽). 이 그림에서 홍길동 학생의 경우 빠른 출석을 수행

한 지 이 155m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GPS 값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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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것이다. 빠른 출석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교수가 수동으로 출결을 기록할 수 있다. 

그림 11. 빠른 출석 부르기

3. 서버
서버는 PHP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구

하 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HTTP 로토콜을 사

용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송되는 데이터, 들 

들면 사진 데이터양이 클 수 있기 때문에 GET 방식이 

아닌 POST방식을 이용하 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III 에서 제시한 로토콜을 

통해서 달된 명령을 서버에서 처리하는 데 걸리는 

부분 1 ms미만으로 서버에 걸리는 부하는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편리하고 실용 인 출석 리 시스템

을 제안하 다. 학생앱과 교수앱 그리고 서버를 이용한 

3자 방식으로 출석부 구성을 교수가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사진 정보를 활용하고 학생 최

신 정보를 효율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자동 

출석 부르기 기능을 제공하여 출석 검사 시 교수가 학

생과의 교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 고, 빠른 출석 기능

을 제공하여 짧은 시간 내에 출석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한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출석을 

하는 행 를 방지하기 해 거리 기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다음 학기 수업에 활용할 정이

다. 그 후 학생 설문 등을 통하여 효과성에 한 검증과 

보완을 진행할 정이다. 그 후 앱스토어 등록을 통한 

사업화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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