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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개인 스마트폰을 1개 이상을 소유하고 보유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의실

이나 도서관, 공연장 등 정숙을 요구하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매너모드로 설정하지 않아 부적절한 상황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제안 시스템은 공공장소 또는 에티켓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입장 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기능 일부를 제한(진동, 무음, 촬
영, 인터넷 사용)하여 스마트폰의 에티켓 지킴이 역할을 자동 수행 하며, 해당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이전상태 복귀 기능을 자동 제

공한다. 또한 초경량 저전력 IoT(Internet of Things) 디바이스에 적용되고 있는 Bluetooth 통신을 기반으로 자율 디바이스 연결 및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이 복합된 시스템이며,  H/W의 변형 없이 다양한 형태의 기능 추가 및 Service 확대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Abstract] 

Currently, every person possesses a smart phon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T industry. There is an improper situation in which a 
smart phone is not set in silent mode, such as a lecture room, a library, and a theatre hall. The proposed system automatically automates 
the function of smart phones where they are designated as a public place or etiquette area and automatically return the function of the 
smartphone if they deviate from the location of the site. It is also equipped with a combination of autonomous devices and services, 
based on Bluetooth communications, which are applied to ultra-light low-power IoT(Internet of Things) devices, and has features that 
allow diverse types of features and services to be added without requiring deformation of the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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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스마트폰은 시간, 공간, 장소를 초월하여, 음성통화 

기능 뿐 아니라 손안에 PC보다 우수한 정보처리능력과 네트워

크 연결 기술을 가지고, 개인들에게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스
마트폰은 TV, 음악, 책, 게임,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콘텐츠들을 담고 있어 통합미디어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으

며, 개인과 조직, 사회 속으로 깊이 침투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스마트폰으로 마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대

부분의 사람들에게 생활의 일부분이 되면서, 삶이 더 편리하고 

윤택해 졌다.[1]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이고 영화관이나 음악회 혹은 공공도

서관 내에서도 스마트폰의 밝은 화면이나 소리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도 빈번이 일어난다. 이처럼 스

마트폰은 유익한 점도 많지만 반대로 새로운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2]-[3]

그림 1. 스마트폰 에티켓 관련 매체자료

Fig. 1. Media data related to smartphone etiquette

최근 일반적인 사회 활동에 있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에티켓을 지키자는 문화가 확산 되고 있으며, 극장, 회의실, 도
서관, 지하철, 버스, 교회 및 성당, 학교 수업시간 등에서 불필요

한 통화 및 게임으로 인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문화가 확산 되고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

는 소수의 자동 매너모드 앱이 나와 있으나, 그 기능의 활용 범

위가 좁다. 대부분 타이머 기능으로 미리 시간을 설정해 놓고 

해당 시간이 되면 매너모드로 변경되는 앱이 대부분이며, GPS
나 WiFi 기능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실내/외를 구분하

여 매너모드로 변경시켜 주는 앱의 경우에도 등록하고자 하는 

장소에 무선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

능하며, 에티켓 기능 또한 등록된 장소에서만 동작하는 단점이 

있다.[4]-[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서관, 학교 강의실, 극장, 공연장 등 

에티켓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입장 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기

능 일부를 제한(진동, 무음, 촬영 등)하여 스마트폰의 의도치 않

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며, 해당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이전상

태 복귀 기능을 자동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초경량 저전력 IoT 디바이스에 적용되고 있

는 Bluetooth 통신을 기반으로 자율 디바이스 연결 및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이 복합된 시스템이이기 때문에 사용자

의 스마트폰 휴대만으로 자동 인지 및 작동에 따라 사용자에게 

현 상황에 최적화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Ⅱ. 관련 연구

2-1 위치 측위기술

1)  A–GPS(Assisted GPS)   
보통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A–GPS 측위 방식은 그림 2와 

같이 GPS 수신기를 내장한 이동 단말기를 통해 위성신호와 네

트워크 자원을 이용하여 측위 서버가 위치를 계산한다. 위성신

호가 도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측위와 측

위서버의 계산을 통해 향상된 위치 측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
제 단말기의 위치 계산과 위성 신호 분석 등을 측위 서버를 통

해 수행하기 때문에 A–GPS 방식이라 한다. A–GPS는 현재 스

마트폰 위치측위에 제공되고 있다 .[6]

그림 2. A-GPS 개념도

Fig. 2. A-GPS concept

2) WiFi
Wi-Fi 기반의 측위 기술은 사전에 수집된 AP(Access Point) 

정보와 Wi-Fi 지원 휴대폰으로 수집된 AP를 비교하여 위치를 

측위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무선 AP 들로부터 나오는 전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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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수집하여 전파지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무선랜 방

식의 Wi-Fi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설치

할 필요가 없으며, 측위 오차는 약 50 ~ 100 미터이다.[7]-[8]

3) BLE
Bluetooth Smart로 알려진 BLE(Bluetooth Low Energy)는 전

자기계 장치들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전력의 양을 줄이기 위하

여 개발되었다. BLE는 많은 측면에서 기존 블루투스와는 목적, 
대상 그리고 사용되는 기술의 전력 사용량 등에서 차이를 보인

다. 기존 블루투스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과 같은 장치들과 페

어링(pairing)을 통하여 오디오 스트리밍, 대용량 데이터 전송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 BLE는 예를 들면 웨어러블 장치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특히 BLE는 더 긴 배터리 수명을 위해 최소의 

데이터 전송 및 연결 생성(connection times)을 위한 환경에서 

적절히 사용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콘 장치를 위한 완벽한 

기초 기술이라 할 수 있다. BLE를 이용하여 연결된 웨어러블 

기기 혹은 비콘 같은 스마트 기기들은 결과적으로 전력 소모량

이 현저히 감소한다. Bluetooth와 비교하였을 때 50~90% 에너

지 효율이 개선되었으며 스마트폰과 테블릿 등의 배터리 수명

이 크게 개선됨이 보고되었다.[9]-[10]
Bluetooth 모듈의 기본 형태는 그림 3과 같이 Bluetooth,  

Single-mode BLE, Dual-mode BLE 세 가지가 있다. Bluetooth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것으로, 헤드셋이나 스피커 등을 통

한 오디오 트림과 같이 많은 데이터 파일을 장치간전송할 때 일

반적으로 사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Bluetooth를 배터리 소모성 

모듈로 인지하고 있어서 보통 해당 장치를 전원을 켜지 않은 상

태로 유지한다. Bluetooth Smart로 불리는 싱글 모드 모듈은 센

서 장치, 헬스 모니터링장치 비콘 등에 사용된다. 싱글 모드 모

듈은 듀얼 모드(Bluetooth Smart Ready) 기능을 탑재한 장치들

(스마트폰, 테블릿, 컴퓨터)과 통신가능하다. 하지만 Bluetooth 
4.0 보다 오래된 모듈을 장착한 장치와는 통신할 수 없다. 독립

형 비콘 장치는 보통 싱글 모드의 블루투스로 구현된

다.[11]-[12] 

그림 3. 블루투스 모듈의 형태

Fig. 3. Types of bluetooth module

사람의 위치에 반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디

바이스를 비콘이라 한다. 비콘은 거리를 알 수 있게 하는 센서

와 비슷하며 센서로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

문에 단방향 (싱글모드)통신모듈로 볼 수 있다. 비콘은 그림 4

와 같이 신호 도달 거리 내로 접근한 스마트폰에 특정 ID 값을 

전송하여 스마트폰 내 비콘 SDK(Software Development Kit)가 

내장된 서비스 앱에서 해당 ID값을 인식하여 서버로 전달한다. 
ID를 가지고 있는 서버는 스마트폰 위치를 확인하고, 해당 위

치에 설정된 이벤트나 서비스 정보를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원

리이다. 저전력 블루투스 4.0의 등장으로 적은 전력 소모에 동

전만 한 크기이며, 신호 도달거리는 50m 정도로 길면서도 5cm
의 오차 범위를 가져 정밀한 위치측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3]-[14]

그림 4. BLE 비콘 서비스 동작 원리

Fig. 4. BLE beacon service operating mechanisms

2-2 매너모드 앱 현황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매너모드' 키워드로 검색하면 '
매너지킴이' , '에티켓 미',  '스마트 에티켓' 등이 검색된다. 그 중 

'매너지킴이' , '에티켓 미' App은 GPS 등 측위기술이 지원되지 

않아 실내/외 구분 및 특정장소를 지정할 수 없고, 단지 타이머 

기능만을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에만 상태가 변경되고 동작한

다. 아래 그림  5와 6은 매너지킴이와 에티켓 미 App의 구동 화

면이다.[4] 

           

그림 5. 매너지킴이

Fig. 5. Guard of manners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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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에티켓 미

Fig. 6. Etiquette Me App

 '스마트 에티켓' App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지정한 

위치에 들어갈 경우 자동으로 벨소리에서 진동으로 변경되며 

위치에서 나올 경우 다시 벨소리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러나, 
Wi-Fi 기반의 측위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등록하고자 하는 

장소에 무선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

능하며, 에티켓 기능 또한 등록된 장소에서만 동작하는 단점이 

있다.[5]  

    

그림 7. 스마트 에티겟

Fig. 7. Smart etiquette App

II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시스템 플랫폼 설계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학교 강의실, 극장, 공연장 등 에티켓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입장 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기능 일부

를 제한(진동, 무음, 촬영, 인터넷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의

도치 않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며, 초경량 저전력 IoT 디바이

스에 적용되고 있는 Bluetooth 통신을 기반으로 자율 디바이스 

연결 및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을 복합하여 스마트폰 휴

대만으로 자동 인지 및 작동에 따라 사용자에게 현 상황에 최적

화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BLE 기반 스마

트 에티켓 시스템 구현을 위해 그림 8과 같이 플랫폼을 설계하

였다. 

그림 8. 시스템 구성도

Fig. 8. Structure of the proposed systems

3-2  BLE 비콘 설계 및 구현

BLE 비콘은 그림  9와 같이 Bluetooth 모듈, MCU(Main 
Control Unit) 모듈,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모듈, 베
터리, 안테나 등으로 구성되며, Bluetooth 모듈은 배터리소모 

효율성과 실시간 위치 판독이 가능하도록 건당 350 msec 속도

로 정보를 전달한다. 전원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장치와 이

차전지를 이용한 독립형 전원제어 시스템으로 설계 제작하여 

주간에는 태양광 모듈을 이용하여 생성한 전력을 실시간으로 

이용하고, 야간이나 부조 일에는 리튬인산철 이차전지를 이용

한다. 또한 발전량 및 충전량 부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LED
를 장착하였다. 

 

 

그림 9. BLE 비콘 

Fig. 9. BLE be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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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마트폰 App 설계 및 구현

스마트폰 App은 실시간 BLE 위치 판독 정보 수신, 스마트폰 

제어(진동, 무음, 알람, WI-Fi 제어 등), 입/출 Gate(입/출입 판

별), 메시지 전송 기능으로 구성된다. 
BLE 비콘으로 부터의 실시간 위치 판독 정보 수신은 그림 

10의 BLE 연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연결과정에 대한 설명

은 다음과 같다. 
1) Bluetooth Module이 Advertising Channel을 hopping하면서 

Advertising Packet을 보낸다.(Bluetooth Module의 Advertising 
Packet 유형은 ADV_IND이다)

2) Phone Bluetooth를 켠 후, 해당앱에 Bluetooth Module를 등

록한다. Phone은 Advertising Channel을 hopping하면서 Scan을 

하다가 연결하려는 Bluetooth Module의 디바이스 이름 등의 추

가적인 정보를 얻기위해 SCAN_REQ를 보낸다.
3) SCAN_REQ를 받은 Bluetooth Module는 SCAN_RSP를 보

낸다.
4) Pairing이 완료되고, Bluetooth Module는 다시 Advertising 

Packet을 다시 일정 주기마다 보낸다.
5) Phone에서 Bluetooth Module로부터 걸음 수 등의 Data를 

받기 위해 Sync 버튼을 누른다. 이 버튼을 누르면 Phone은 

CONNECT_REQ를 보낸다.
6) Bluetooth Module과 Phone은 서로 Acknowledging을 시작

하고, timing 정보 등을 동기화 한다.
7) Connection이 완료된다.
8) Connection이 완료된 후, Service Data, Characteristic Data 

등에 대한 Data 교환이 일어난다.
9) Phone과 Bluetooth Module간에 Data Sync가 완료되면, 

Connection이 해제되고, 다시 Advertising Packet을 보낸다. 

그림 10. BLE 연결 과정

Fig. 10. BLE connection process 

입/출 Gate(입/출입 판별)은 그림 11과 같이 각각의 구역 진

입/진출 판별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구역 진입판별 메소드 

didEnterRegion( )와 진출 판별 메소드 didExitRegion( ) 은 안내

구역에 설치된 BLE 비콘과 에티켓 구역에 설치된 BLE 비콘으

로부터 수신된 스마트폰 소지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구역진입/진출 여부를 판단한다. 각각의 비콘이 송출하

는 블루투스 신호는 고유의 식별자(Identifier)로 기능하기 때문

에 스마트폰 소지자의 위치를 구분할 수 있다 .  
안내구역 진입으로 판별된 경우에는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

는 Check_HelloMsg( ) 메소드를 호출하고, 에티켓 구역 진입인 

경우에는 스마트폰 제어(진동, 무음, 알람, WI-Fi 제어) 메소드

인  Set_Beacon_Ctl( )를 호출하여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모드

로 제어한다.  에티켓 구역을 벗어난 경우로 판별된 경우에는 

이전상태로 제어하며, 구현 코드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1. 진입/진출 판별 메소드 코드

Fig. 11. Enter/exit discrimination method code

그림 12. 안내 메시지 전송, 스마트폰 제어 메소드 코드

Fig. 12. Message sending, smart phone control method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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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전송은  Firebase 클라우드 메시징(FCM)의 Java 기반 

FCM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푸쉬 서비스를 구축한 후, 안내구

역에 진입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시에 전달되도록 구현하였

다. FCM은 Google 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메시지를 무료로 안

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교차 플랫폼 메시징 솔루션으로, 그림 

13과 같이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아이폰과 웹까지 푸시를 전

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푸시 서버를 두거나 APNS로의 

연동을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최대 4KB까지 데이터 페이

로드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림 13. FCM 기본 개념도

Fig. 13. FCM diagram

그림  14에서 sendNotificationAndroid( )와 sendNotification
Android( )는 각각 Android/iOS 전송 메소드이며,  sendFirebase
Message()는 주어진 푸시 토큰을 분류해서 메시지를 정의한 후 

전송 메소드를 호출하는 메소드로, 여기서 PushTarget는 하나

의 푸시 수신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모델 클래스의 역할을 담당

하며, 웹 서비스 단에서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조회된 값을 구조

체처럼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이다. 본 코드에서는 os_type과 

receiver(푸시 수신자 토큰) 값을 멤버변수로 가지고 있다.

그림 14. Android/iOS 전송 메소드, 푸시 전송 메소드

Fig. 14. Android/iOS transfer method and push transfer 
method

구현된 스마트폰 App의 전체 실행흐름은 그림 15와 같으며, 
처음 실행하면 background mode로 동작한다. 이후 스마트폰 소

지자가 서비스 존에 입장하여 SPE 신호를 감지하면 App Server
로부터 수신된 감지알림 메시지가 표시된 후,  에티켓 구역 진

입 여부에 따라 스마트폰 제어가 이루어진다.  그림 16은 App
의 메인, 에티켓 설정, 공지사항 등의 구동화면이다.   

그림 15. 앱 실행 흐름

Fig. 15. Apps running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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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앱 구동 화면

Fig. 16. App launch screen

Ⅳ. 결  론 

강의실이나 도서관, 공연장 등 정숙을 요구하는 장소에서 휴

대폰을 매너모드로 설정하지 않아 부적절한 상황이 생기는 일

이 일어나고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 자동 매너모드 앱이 나와 

있으나, 그 기능의 활용 범위가 좁다. 대부분 타이머 기능으로 

미리 시간을 설정해 놓고 해당 시간이 되면 매너모드로 변경되

거나 측위기술을 지원하지 않아 실내/외 구분 및 특정장소를 지

정할 수 없고, 측위기술이 지원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직접 장

소를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  
BLE 기반 스마트 에티켓 시스템은 도서관, 학교 강의실, 극

장, 공연장 등 에티켓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입장 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기능 일부를 제한(진동, 무음, 촬영, 인터넷 사용)하
고, 해당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이전상태 복귀 기능을 자동 제

공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의도치 않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초경량 저전력 IoT 디바이스에 적용되고 

있는 Bluetooth 통신을 기반으로 자율 디바이스 연결 및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이 복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

지 자녀 안심 정보 제공, 학교 등/하교 안심 정보 제공 등 부가

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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