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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스마트시대에서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수업 중 현장답사와 견학시스템 및 강의 일지 작성을 필

요로 하는 과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수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일지를 작성, 데이터

화 하는 과정의 편리성을 확보 하려고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위치정보 및 다양한

모듈로 현장답사 및 견학시스템의 자료화 및 인증화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편리한 학습 환

경 및 일지작성을 단순화 하는 작업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ABSTRACT

Subjects that require the creation of lecture and tour diary system and on-the-spot investigation in clas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universities and smart the current era has increased. At this point, it is intended to 
ensure the convenience of the process of teaching the specified one by one, to create a history of the data. In 
this paper, we devised a work by introducing a system for authentication of the material and of such as tours 
and systems on-the-spot investigation in the various modules and position information of Android, to simplify a 
more convenient reporting and learn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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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스마트 보급률이 3000만 명을

넘어섰다.[1] 국민 10명중 6명이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셈이다. 또한, 20대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1.6%로 20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2] 이에 따라 대학교 내에서는 홈페이

지 및 각 학교의 자체적 어플리케이션, 통학 버스

어플리케이션, 실시간 모바일 강의 등 많은 분야

에서 Mobile Device를 이용한 여러 시스템을 적

용중에 있다. 이러한 Mobile Device의 장점을 살

려 현재 대학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 및

견학시스템 등 장소 인증이나, 문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또한, 교수들의 강의 일지 등을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기존의 수기작성

을 통해 불편사항등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시스템의 설계, 4장
에서는 구현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 및 향후연구

과제는 5장에서 기술한다.

II. 관련 연구

2.1 Android
안드로이드(Android)는 휴대 전화를 비롯한 휴대용 장

치를 위한 운영 체제와 미들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표준 응용 프로그램(웹 브라우저, 이메일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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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도식화

표 1. 연구를 수행하기위한 개발환경

개발 도구 Eclipse(android, PHP), APM_SETUP
개발 언어 JAVA, PHP
PC (Server) windows7, Intel i7-2600, 4GB RAM
스마트폰 android 4.1.2 Galaxy S3외 다수

그림 1. 위치관리자를 이용한 위치정보확인

이언트,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등)을포함하고있는소프트웨어스택이자

모바일 운영 체제이다.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자바

언어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컴
파일된 바이트코드를 구동할 수 있는 런타임 라이브러

리를 제공한다. 또한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도구들과 API를 제공한다.
2.2 위치정보(GPS)
Android에서는 위치 확인을 위한 시스템 서비스로

‘위치관리자 (LocationManager)[4] 를 제공한다. 
an-droid.location 패키지에 이 클래스를 포함하여 위치

정보를 확인하며, 사용하는데 필요한 클래스들이 정의

되어있다. 위치관리자는 크게 두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데, 첫째는 단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며, 둘째는 특정 지역에 근접하거나 들어갔을 때 사용

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기본적

인 위치관리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여 현재 위도와

경도를 전달해주는 기능만을 사용하였다.

III. 시스템 설계

본 논문은 본 연구를 이용하여 현장실습이나 견

학시스템 등 학생들이 행하고 학습 인증을 위해

찍는 사진을 비롯한 여러 인증행위 들을 대체 할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렇기 위해서는 보급률과 이

용할 수 있는 모듈이 많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Mobile Device가 적격이라고 판단하였다. 카메라, 
GPS, 네트워크, NFC 등 여러 가지 모듈을 사용하

고, 자신의 Device identification을 가지고 각각의

인증과정 및 과제, 강의 일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학생 개인은 별다른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을 할 필요 없이 학교 DB에 저

장되어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핸드폰 번호 및

Mobile Device의 MAC Address를 매치시켜 접속

하는 Device와의 인증을 한다.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고 관련된 글을 써 과제 및

일지를 제출 한다. 과제를 함과 동시에 Mobile 
Device에 장착된 GPS에서 현재 위치 값을 검색하

고 서버에 데이터를 작성할 때, 현재 위도

(latitude) 값과 경도(longitude) 값을 IMAGE화 시

켜 함께 DB에 저장한다. 이로 인해 과제 제출 또

는, 현장실습, 견학 인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

고, 교수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학생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공하여 후에 강의 일지를 작성 할 수 있다. 일
련의 과정들을 도식화 한다면 그림 2와 같다.

IV. 시스템 구현

본 시스템의 구현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Mobile Device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 이다. 

Apple의 IOS기반 iPhone과 IPad, Google의
Android기반의 수많은 버전들과 Display 사이즈가

그 첫 번째이다. 이 사항들을 해결할 방법은 바로

Web을 이용한 Hybride 어플리케이션 이다.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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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현 화면

문에서는 표1과 같은 환경에서 본 논문을 구현하

였지만 Device마다 Web Browser가 내장 되어있

고, 필요시 Chrome이나 FireFox등과 같은 web 
browser Application을 별개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Web Page 문서 작성시 Web 표
준을 사용한다면,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한

다. 하지만 web 기반의 Application을 작성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바로 GPS값과 Device의 폰

번호 또는 MAC Address[3],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의 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은 구동과 동시에 GPS값과

Device의 폰 번호 또는 MAC Address를 미리 세

션 또는 쿠키에 저장을 하고 글을 작성할 시 그

값들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였

다. 파일을 선택하고 관련 Text틀 작성한다. 크롬
APT는 파일선택 시 사진, 동영상 또는 워드나 엑

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안드로

이드 Web View[4] 를 이용하여 GET방식으로

Input 쿼리문을 전달해 DB에 데이터를 작성하게

하였다. Web Page에서는 핸드폰 번호 및 MAC 
ADDRESS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였고, 인증과 동

시에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Input 페이지로 바

로 연결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수 및 강사가 출

석 체크를 원하면 단말기에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P2P 모드[5] 를 사용하여 단말

기 간의 접촉만 한다면 과목, 날짜, 시간, 학생이

름 등 지정해 놓은 항목이 Input Page를 이용하여

서버에 저장이 된다. 

IV.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일일이 문서화 하고 일련

의 인증들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들을

단순화 시키고 사용자 및 관리자가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용자의 정

보를 회원가입 하여 DB를 보내는 방식이 아닌 기

존의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한다. 별도의 인증과정

이 필요 없이 단지 원터치로 위치나 단말기 정보

를 통하여 자신이 현장실습이나 견학 시스템들을

보다 쉽게 인증하고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관리

자는 사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별다른 과정 없이

확인 할 수 있어 편리성이 증가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시스템과 관리자의 Mobile Device를
이용한 서버구축을 통해, 보안에 중점을 맞춘

Main Server를 이용한 방식이 아닌 관리자의 독

자적인 유동형 인트라넷 형식의 Server를 구축하

여 관리가 용이하게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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