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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security system  
using the wireless signal 

16조 김원태 

권태용 

나연경 

오성진 

목차 

•개발 목적 

•시스템 구성도 

•기본 시나리오 

•어플리케이션 기능 

• PC 클라이언트 기능 

•서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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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목적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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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환경 

범  위  = 사무실 내부 범위는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외부 범위는 벽을 지나는 순간 신호가 많이 약해진다 
 
사용 환경(OS) = Window7을 기준으로 한다. 
 
블루투스 = Bluetooth 4.0  
 
안드로이드 버전 = Anroid 4.3 이상 

기본 시나리오 – 로그인 시 



2014-03-13 

4 

기본 시나리오 – 로그인 시 

기본 시나리오 – 로그인 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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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YES! 

PC ON ! 

기본 시나리오 – 로그인 시 

기본 시나리오 – 잠깐 자리를 비울 시 

PC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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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설정                        
    사용자 설정에 따라 PUSH 알림을 설정합니다. 

  계정 관리                        
    PC 인증 No.를 변경하거나 초기화합니다. 

  원격 제어 
    PC 상태를 절전, 끄기, 켜기로 제어합니다. 

  상태 표시 설정              ON 

  인증 방법 선택             wifi 

    시스템 설정 

  잠금 기능 

어플리케이션 기능 



2014-03-13 

7 

  알림 설정                        
    사용자 설정에 따라 PUSH 알림을 설정합니다. 

  계정 관리                        
    PC 인증 No.를 변경하거나 초기화합니다. 

  원격 제어 
    PC 상태를 절전, 끄기, 켜기로 제어합니다. 

  상태 표시 설정              ON 

  인증 방법 선택             wifi 

    시스템 설정 

  잠금 기능 

PC 끄기 

PC 켜기 

PC 절전 모드 

어플리케이션 기능 

  알림 설정                        
    사용자 설정에 따라 PUSH 알림을 설정합니다. 

  계정 관리                        
    PC 인증 No.를 변경하거나 초기화합니다. 

  원격 제어 
    PC 상태를 절전, 끄기, 켜기로 제어합니다. 

  상태 표시 설정              ON 

  인증 방법 선택             wifi 

    시스템 설정 

  잠금 기능 

어플리케이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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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설정                       > 
    사용자 설정에 따라 PUSH 알림을 설정합니다. 

  계정 관리                       > 
    사용자 인증 No.를 변경하거나 초기화합니다. 

   원격 제어 
    PC 상태를 절전, 끄기, 켜기로 제어합니다 

  상태 표시 설정              ON 

  인증 방법 선택             wifi 

    시스템 설정 

  잠금 기능                       > 

PC켜짐 : 

PC꺼짐 : 

OFF 

절전모드 : 

인증성공 : 

OFF 

OFF 

OFF 

어플리케이션 기능 

  알림 설정                        
    사용자 설정에 따라 PUSH 알림을 설정합니다. 

  계정 관리                        
    PC 인증 No.를 변경하거나 초기화합니다. 

  원격 제어 
    PC 상태를 절전, 끄기, 켜기로 제어합니다. 

  상태 표시 설정              ON 

  인증 방법 선택             wifi 

    시스템 설정 

  잠금 기능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관리자 승인 후 인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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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잠금 상태입니다. 
NFC TAG 인증을 해주세

요. 

PC 클라이언트 기능 

PIN  

PC 클라이언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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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클라이언트 기능 

서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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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기능 

서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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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기능 

서버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