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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터넷 서비스는 그 성격에 따라 제한된 위치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에서 사용자의 위

치정보는 서비스 접근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며 LSB(Location Based Service), WPS(Wifi Positioning 
System)와 같은 기술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존 인증 기법은 대상이 일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접근하기에 적합

하지 않고, 서비스 공급자의 무선 AP를 이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서버 부하에 취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eacon을 이용한 위치기반 인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Beacon이란 Bluetooth 기술을 기반으로 근거리 무선 통

신 기기이다. 사용자가 서비스 접근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인증 서버에서 요구하는 인증 코드는 BLE(Bluetooth Low Energy)
를 사용하는 Beacon이 브로드캐스팅한다. 즉, 사용자는 Beacon이 BLE로 브로드캐스팅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물리적인 

범위까지 접근해야 인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키워드: 비콘(Beacon), 위치기반 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 인증(Authentication)

I. 서 론

인터넷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다양화되었고, 보안 및 인증에 엄격한 

몇몇 서비스는 그 특성에 따라 특정 물리적 위치에서만 제공되도록 

설계되었다.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물리적 공간에 제약을 

두어 특정 장소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도서관, 쇼핑몰,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e-mail, 온라인 쇼핑, 디지털 콘텐츠 등 보편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된 ID(identification), password를 이용한 인증 절차는 

유동적이고 불특정한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도록 인증된 

디바이스 설치, 무선 AP를 이용한 WPS(Wifi Positioning System)를 

대안 제안하였으나 공간, 예산,  서버 트래픽 등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우리는 정부기관의 정보제공, 
도서관의 온라인 열람, 쇼핑몰의 할인쿠폰 발급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일정 시간 대기하는 상황에 

익숙하다. 이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에 필수적인 인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가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필요하

게 소요되는 시간, 인력과 같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개개인이 직접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 인증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용자 대기

Fig. 1. User waiting by the authentication processing delay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BLE(Bluetooth 
Low Energy) 통신을 사용하는 디바이스, ‘Beacon’ 이용하여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위치기반 인증 시스템 설계에 대해 다루었다. 다양한 

환경, 디바이스에서 응용할 수 있는 REST open API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BLE 통신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인증 디바이스로 사용하

였다. 위치기반 인증 시스템은 Beacon이 BLE로 브로드캐스팅하는 

인증코드를 사용자 개개인의 디바이스가 수신하고 유효성을 검사하여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디바이스가 Beacon의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물리적 범위까지 접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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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그 모든 인원이 동시에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논문 열람 서비스를 예시 사례로 

들어 Beacon 인증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경우 IP 또는 MAC 
address가 인증된 몇몇 디바이스를 이용해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논문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 내부에 인증 코드를 브로드캐

스팅하는 Beacon을 설치한다면, 이를 수신 받을 수 있는 모든 디바이스

는 인증 절차를 수행하고 외부로부터 접근이 제한된 논문을 열람할 

수 있는 접근코드를 얻을 수 있다. 특정 디바이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더라도 한정된 물리적 위치에서 더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접근코드는 OTP(One Time Password)로 

사용되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접근코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서비스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위치기반 인증에 대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Beacon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위치기반 인증 시스템의 

구조와 설계, 구현 대해 다루고,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Location-Information 측위 기술 및 인증기법

기존의 위치정보(Location-Information) 측위 기술은 크게 2가지, 
위성항법 시스템과 실내 무선 측위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위성신호를 수신 받는 위성항법 시스템은 GPS, Galileo, 
GLONASS-K, COMPASS, QZSS 등이 있으나 실내와 같은 음영지

역일 경우 정확한 측위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적외선, 초음파, 
UWB(Ultra Widebands), RF(Radio Frequency) 등의 무선 신호를 

이용하여 RF Fingerpirnt 기법이나 삼각 측량 기법을 사용한다. 
실내 무선 측위 기술에는 무선 AP를 이용한 WPS(Wifi Positioning 
System)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WPS(Wifi Positioning 
System)는 무선 AP의 대역폭을 초과하는 사용자 접근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지연 및 이용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위치기반 인증기법은 특정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절차에서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정보(Location-Information)를 활용한다. 기존

의 인증 시스템에서 취약했던 네트워크 공격기법에 대한 보완으로 

위치정보를 통한 인증을 일정 주기마다 갱신한다.

1.2 BLE(Bluetooth Low Energy) Beacon

Beacon이란 약속된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발생시켜 위치 및 방향 

정보를 송신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 신호등, 등대와 

같은 무선 송신소로 사용되었으나 IoT(Internet of Things)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IT 분야에서는 Bluetooth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호 발생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었다. 
Bluetooth SIG가 2010년 6월에 채택한 Bluetooth 4.0은 저전력 

동작, 무제한 동기화, 고속 전송, 기기 가용성 확대, 위치 식별 등의 

기술이 구현되었고 이전까지 많은 제약이 있었던 Beacon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현재의 Beacon
은 BLE 기반 신호 송신기술 및 기기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고, 
2013년 Apple이 iBeacon이라는 통신 규격을 발표하여 상용화하였다.

III. 시스템 구조 및 설계

본 장에서는 Beacon을 이용한 위치기반 인증 시스템의 구조와 

인증 절차의 처리 단계, 예시 모델로 도서관의 논문 열람 서비스의 

인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시스템 구조

그림 2. Beacon을 이용한 위치기반 인증 시스템 구조

Fig. 2. Authentication system architecture using the beacon

그림 2는 Beacon을 이용한 위치기반 인증 시스템의 구조와 인증 

절차의 처리 단계를 보여준다. Beacon을 이용한 위치기반 인증 시스템

은 인증 코드를 브로드캐스팅하기 위한 Beacon, User, 인증 코드를 

기반으로 보호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Client, 보호된 자원을 제공하

고 인증을 절차를 진행하여 접근 코드를 발급하는 인증 서버

(Authentication Server), 접근 코드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 서버(Resource Server)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인터넷 서비스에 위치기반 인증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을 허용하는 물리적 위치에 Beacon을 설치하여 브로드캐

스팅 하도록 동작시켜야 한다. 사용자가 Beacon에 접근하여 개인 

디바이스로 인증코드를 수신해야만 인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디바이스는 Beacon의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수신받기만 하여 인증 절차를 수행하려는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더라도 지연대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서비스 공급자

가 정의한 물리적 서비스 허용 위치에 근접해있다면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수행하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는 client를 통해 서비스(보호된 자원)를 이용하려고 한다.
2) client는 Beacon으로부터 수신 받은 인증코드(Auth_code)와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user_email을 사용하여 authentication 
server에 서비스 접근을 위한 인증 절차를 요청한다.

3) authentication server는 client로부터 수신한 인증코드

(Auth_code)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유효기간을 가진 접근코드

(Access_code)를 발급하여 client에게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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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ient는 authentication server로부터 접근코드(Access_code)
를 발급받아 인증 절차를 완료한다.

5) 사용자는 resource server가 지원하는 서비스 접근 환경을 통해 

접근코드(Access_code)를 입력하고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다.
6) resource server는 사용자가 입력한 접근코드(Access_code)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인증 절차(Authentication Flow)

사용자는 client를 통해 authentication server로 서비스 접근 요청

을 실시하고 user_email, 인증코드를 파라미터로 송신한다.
authentication server는 인증코드의 정합정도, 유효기간 등 유효성

을 검사하여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인증 불가 메시지를 반환한다. 인증코

드가 유효한 경우 해당 email로 인증코드가 발급된 기록과 그 유효기간

을 조회하여 유효성 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email로 발급되었고 유효기

간이 남은 인증코드가 없는 경우 새로운 인증코드를 생성하여 발급한다.

그림 3. 인증 절차

Fig. 3. Authentication Flow

3. 접근 절차(Authentication Flow)

사용자는 인증절차를 통해 발급받는 접근코드를 사용하여 web 
browser 등 resource server가 허용한 환경을 통해 서비스 제공 

요청을 실시한다. resource server는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접근코드의 

정합정도, 유효기간 등 유효성을 검사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한다.

4. 시스템 설계 – 논문 열람 서비스에 적용한 Beacon 인증 

시스템

그림 4.  온라인 논문 열람 서비스의 인증 시스템 구조

Fig. 4. Authentication system architecture for the paper 

reading service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Beacon 인증 시스템을 온라인 논문 

열람 서비스에 적용한 예시 모델이다. 도서관과 같은 특정 장소에 

Beacon을 설치하면, 인증 코드를 수신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접근해야 

논문 열람 서비스의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나 AP의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증 및 접근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사용자 

증가에 대한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발급받은 

접근코드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할수록 해당 서비스의 보안성이 

향상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eacon을 이용한 위치기반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위치기반 인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BLE 통신 기반의 Beacon을 사용하였고, 기존 위치기반 

인증 시스템의 한계였던 트래픽 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 절차와 

접근 절차를 분리하여 각기 다른 서버로 구성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는 BLE 통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개인 디바이스를 통해 인증코

드를 수신 받아 인증 서버 서비스 접근코드를 요청한다. 인증 서버는 

인증코드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서비스 접근코드를 발급한다. 서비스 

접근코드는 유효기간을 가지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만료된 경우 

다시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접근코드의 유효기간이 

짧을수록 접근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접근 코드는 

유일성을 가지도록 생성하여 각기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접근코드를 

발급받지 않도록 한다. 사용자는 자원 서버에 접근코드와 함께 서비스 

제공 요청을 보내고, 자원 서버는 접근코드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서비스를 제공, 사용된 접근코드를 폐기한다. 이처럼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유효기간을 가진OTP(One Time Password)로 사용되는 접근코

드를 발급하는 인증 시스템은 서비스 접근 인증에 대한 보안성과 

새로운 사용자에 대한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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