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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 인터넷(IOT)이 상용화되는 시 에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공사장과 같은 험 구역을 지나

거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이 시스

템은 앞에서 말했던 장소 주변에 설치된 비콘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미리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

려주어 사고를 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감소시킨다.

1. 개발동기

그림 1과 같이 흡연 부스를 찾지 못해 길거리에서 흡

연 하는 사람들에게 흡연부스 치를 쉽게 알려주거나, 공

사장 같은 험 지역을 미리 알려 다른 길로 안 하게 걸

어갈 수 있게 한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재 시 에 이

와 같은 흡연부스만을 알려주는 앱이 있긴 하지만 제 로 

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일일이 자신이 따로 작성해

서 지정해 놓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작품에서는 주목

이 필요한 구역에 비콘을 설치하여 사용자들이 스마트 폰

으로 실시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구역 알리미가 필요한  

2. 구역 알리미 설계

  BLE 비콘

BLE은 그림 2와 같이 기, 스캐닝( 고), 연결 등의 상태

를 천이하며 동작한다[1]. 서버 역할의 BLE는 쉼 없이 동

작하면 력 소모가 크므로 주변에 연결 상이 있는지를 

주기 으로 비콘 패킷을 보내 탐색한다. 애 의 iBeacon은 

1 에 한 번씩 고한다. 일반 인 앱세서리 장치는 클라

이언트 BLE로 동작하면서 서버로서의 스마트 폰과 연결

한다. 

  

(그림 2) BLE 비콘 동작 상태 천이도 

  시스템 구조

구역 알리미의 체 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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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역 알리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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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T 커맨드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 흐름도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의 체 인 흐름도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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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의 체 인 흐름도 

3. 구역 알리미 구

  개발 도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Virtual Device: Nexus 5X API 

25)와, 아두이노 스 치를 사용할 정이지만 조원들의 익

숙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개발 환경보다 훨씬 쉽

게 앱 제작이 가능한 앱 인베터(App Inventer)[2]에서 제

작 하는 것을 알고 앱 인베터를 사용했다. 그리고 아두이

노 스 치를 쓰지 않고 기기 연결만으로도 인식이 가능해

서 아두이노 개발 툴이 필요가 없어졌다. 

  하드웨어 부품

MCU 랫폼으로 아두이노 우노[3]를, BLE 비콘 발생

기로 HM-10을 사용했다(그림 5).

(그림 5) 하드웨어 랫폼

 HM-10 제어

HM-10과 연결된 COM 포트

를 통해 AT 커맨드로 HM-10

의 진단, 이름과 PIN 번호 등

을 설정하고(그림 6), 그리고 

아두이노 주 루 에서 주기

으로 비콘 발생 명령을 내린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

안드로이드 앱은 “Start Scanning” 버튼이 클릭되면, 

BLE 단말기 자격으로 아두이노와 페어링을 시도하고, 해

당 구역이 거리 내에 있다면 페어링에 성공하여 련 문

구를 출력한다 만약 해당구역에서 벗어났다면 벗어난 문

구를 출력한다. 그림 7에 앱의 주요 UI를 보 다. 이아

웃 설정을 안 해서 텍스트 필드와 버튼 등 구조가 원하는 

치에 배치가 되지 않아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Disign 

탭에서 이아웃을 가져오고 그 이아웃 하 목록에 버

튼을 다시 구성하고 텍스트를 넣어 해결했다.

(그림 7) 구역 알리미 앱 주요 UI

4. 결론

 공공질서 확립과 안 상황 알림 서비스를 스피커  

스마트폰으로 한다. 그리고 앱 미설치자들도 안  알

림 서비스를 비콘에 있는 스피커로 상황을 알린다. 그러므

로 좀 더 효율 으로 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사

장의 비콘 설치로 운 자가 주변 운행 시 스마트폰으로 

음성 서비스로 한다. 흡연구역에 비콘을 설치하여 해

당 면  범  안에 근 할 시 흡연구역 알림서비스를 설

정한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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