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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개요 

삶의 지속과정에서 일이든 놀이든, 우리들 삶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컴

퓨터의 이용과 보급률은 따져보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적 성장이 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나 적정한 가격에 

원하는 용도에 맞는 PC의 소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PC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이나 그에 대한 보안

도 신경 쓸 때가 되었지만 현실은 그와 동떨어져, 현실적인 PC의 보안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1.1 프로젝트 목표 

 

허술한 인터넷 망을 통해서도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한다. 중

요한 것은 컴퓨터 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긴 data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이라는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컴퓨

터에 저장해 두었던 자료들이 조금 유실되는 것 정도야 크게 고민할 거리

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의 환경과 분위기에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Automatic security system using the wireless signal 

팀 명 아메리카노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3 2014-MAY-01 

 

캡스톤 디자인 I Page 5 of 15 2차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서는 작은 아이디어 1개가 곧 여러 가지의 성패와 직결되는 결과로 이어지

기도 한다. 그렇기에 짤막한 e-mail 1통이라도 나를 위한 정보가 담겨 있

다면 소중히 지켜질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방책을 세워둔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컴퓨터의 물리적인 손상이나, 분실, 

바이러스 감염 등의 급작스레 발생하는 손해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는 어쩌

면 넓은 사무실, 학교, 세상 속에 중요한 나의 자료들을 너무나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위험요소의 차단

과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 現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목표이다. 

이 “Automatic security system using the wireless signal”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직장에서 개인의 자리에 PC에서 그 자리 주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일정 

거리 멀어지면 자동으로 PC에 Lock이 걸리고 다시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PC의 Lock이 풀리게 하여 개인 PC보안을 강화시킨다. 이를 위해서 저전력 

Bluetooth 4.0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beacon을 활용하여 송수신 하게 된다. 

세부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사무실에 출근 후 각각 개인 자리에 부착 되어 있는 NFC Tag 스티커를 

통해서 개인 PC와 사용자 간 인증을 하게 된다. 

 

NFC에 Tag 함과 동시에 스마트 폰 App이 실행이 되고 스마트 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 되어지며 NFC Tag에 설정해두었던 PC 인증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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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App으로 전송 되어진다. 

인증 방법은 NFC Tag에 Write 되어 있는 각 개인 PC의 고유번호(인증키)

와 개인 스마트 폰 App에 설정해 둔 스마트 폰의 번호(인증키)를 서버에 

보내 DB와 Mapping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하게 된다.  

서버와 Mapping 후 인증이 성공하면 PC가 서버와 통신 후 PC에서 App

이 실행된다. 

 

사용자 인증이 성공을 하고 PC App이 실행이 되면 Beacon과 스마트 폰

과 블루투스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수신 신호 세기(RSSI) 값을 이용해 

PC와 Beacon과 사용자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 때 수신 신호 세기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 PC App에 의해 PC는 자동

으로 Lock이 걸리게 되어 사용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다시 RSSI 값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Lock이 풀리게 된다. 

 

Beacon은 사무실의 한 가운데 천장이나 통신이 수월한 곳에 위치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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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블루투스의 동글과 같은 역할을 하여 일대다 통신을 하게 된다. 

 

 

본 프로젝트의 Architecture 이다. 

사용자는 PC를 켤 때, 각 자리마다 붙어있는 NFC Tag에 Tagging한다. 이

때 NFC Tag의 고유 값이 서버로 전송되어 인증 과정을 진행한다. 인증이 

완료되면 서버에서 PC 클라이언트로 접속정보를 보내 PC가 사용가능 해

진다. 

NFC Tag에 Tagging 하면 모바일 App이 실행되고 Beacon(블루투스)과 

Parring하여 수신 감도 측정으로 사용자가 자리에 있는지, 자리에서 멀어졌

는지를 확인하여 PC를 제어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OS를 통한 수동적인 PC Lock 문제점. 

 

인터넷의 빠른 전파속도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대세라고 보는 게 옳

을 듯 한데, 현대인의 습성 중에 하나가 일명 '귀차니즘'이라는 것이다. 단

순히 우스개 소리로 넘길 수 도 있는 일종의 유형과도 같은 풍조이기는 

한데 이 '귀차니즘'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발명되는 직접적

인 계기가 된 경우도 있기도 하다. 그 누구라도 컴퓨터의 보안에 대해 중

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보안을 위해서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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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거나 비밀번호를 외우고 Lock 설정 및 해제 등등의 귀찮고 번거롭

게 느껴지기 때문에 컴퓨터 속 자료의 보안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컴퓨터에 담긴 내용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OS상에서 비

밀번호를 지정하고 잠금 상태로 설정해두는 방법이 있다. 보안에 조금이

라도 신경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컴퓨터를 켜 두었을 때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잠금 상태가 되도록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인의 암호만 잘 기억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보안방

법이다. 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잠금 상태가 된다는 설정인 만큼 컴

퓨터를 확인할 수 없는 자리로 이동했을 때 잠금 설정시간 이전에는 누군

가가 컴퓨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여러 번 자리를 

이동하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스스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번번히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것이 꽤 귀찮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본인이 수동적으로 Lock을 걸고 푸는 것이므로 예측하지 

못한 미팅이나 업무진행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때를 보완하는데 있어서 

취약점 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능동적으로 진

화된 방법이 필요했다. 

 

 

1.2.2 기술의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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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Brando의 USB Wireless Security Lock. 

 

Wireless PC Lock 세트는 USB 포트에 꽂아두는 수신기와 PC를 잠금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신호를 주고받는 송신기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송신기에 필요한 전지와 USB 연장선, 송신기 휴대를 위한 작은 고리 끈

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법은 보통의 컴퓨터용 주변기기와 동일하다. 먼저 

USB 포트에 수신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인식되는데 이렇게 USB 장치로 

인식이 끝난 후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비밀번호 설정과정과 송수신

기 탐지과정(ID등록)을 포함해 사용을 위한 기본 준비가 끝난다. 그 후에 

USB 포트에 수신기를 연결한 후 송신기를 주머니에 넣어두는 등 몸에 지

니고 다니는 것으로 내 컴퓨터의 보안시스템이 완성된다. 컴퓨터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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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컴퓨터가 잠금 상태가 된다. 물론 송신기를 지

닌 채 다시 컴퓨터 가까이에 오면 자동으로 잠금 상태가 해제된다. 만약 

송신기를 깜박 잊고 다른 곳에 놓고 왔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키보드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송신기가 없거나 암호를 모르는 사

람은 PC 사용을 불가능한 셈이다. 

 

 

1.2.3 진화된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된다. 열쇠고리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작

은 크기의 송신기는 보안 코드를 무선으로 전송한다. USB 플래시 메모리

처럼 생긴 수신기는 송신기에서 보낸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때, 송신기의 전원은 3V의 동전처럼 생긴 리튬 이온 전지(CR2032)를 사

용한다. 사양표에 나온 전지 사용 시간은 약 2000 시간이다.  

이러한 사용 방법은 건전지와 송신기에 대한 항시 휴대라는 무시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송신기의 소지가 늘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상품에 대한 이용도는 제로로 봐도 무방하다. 또한 정

기적인 배터리의 정기적인 교체의 필요성은 다시금 또 다른 번거로움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송신기의 항시 소지와 배터리의 정기적 교체의 필요

성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적지 않은 장점이다. 그러므로 휴대폰의 소지

와 함께 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Wireless PC Lock

을 스마트폰에 접목시키는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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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on과 Smart Phone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긴밀한 방법으로 사무실 

내의 PC를 Control 할 수 있다. 자리 이탈 시 PC를 자동으로 Lock 상태

로 만들어 외부의 모든 접근으로부터 PC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PC를 Lock 상태로 만들어 원하지 않는 접근으로

부터 PC를 보호하고 제어 할 수 있다. 

Beacon이 1:n(일 대 다)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 공간 안에 설치 

된다면 보안이 필요한 사무실뿐만 아닌 여러 대의 PC가 설치된 어떤 장

소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1 차)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서버 구축 및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등 

 

2.2 수행내용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완료 되어진 상황이고, 주요 기술인 블루투스

와 NFC에 관한 연구도 시범 테스트와 자료조사가 완료 되어진 상황이다. 

PC 클라이언트 부분도 윈도우 API를 활용하여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본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마치고 본격적인 프로젝

트 구현에 들어가있는 상황이다.  

각 조원들의 역할로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서버를 맡은 김원태 학생은 

Apache Tomcat(웹서버)를 구축, 간단한 로그인 웹페이지를 구현하였고 기

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다. 다만 개발 환경이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 시연 환경인 리눅스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안드로이드를 맡은 나연경 학생은 Beacon 라이브러리 연동 및 실제 프

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 값을 얻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았으며 NFC 및 

블루투스 권한 요청에 필요한 내부 환경 설정을 마쳤다. 

PC Client에서 윈도우 API를 맡은 권태용 학생은 winform 개발 툴을 사

용해 Mouse Hooking Test를 하고 실제 Mouse 커서의 좌표의 데이터 값을 

불러왔다. 

오성진 학생은 ‘Stealth Process’ 를 맡은 오성진 학생도 Wi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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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king을 통해 프로세스 목록에서 프로세스 숨기고 다시 생기게 하는 기

능을 구현했으며 현재 멀티 프로세스를 통해 강제 종료를 해도 무한히 다

시 살아나는 일명 ‘좀비 프로세스’를 연구 및 구현 중에 있다.   

 

밑에 내용은 위의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한 내용이다. 

서버(server) : Apache Tomcat(웹서버)를 구축하고 간단한 로그인 

웹페이지를 구현, 기본적인 DB(데이터 베이스) 구축 

안드로이드 : Beacon 라이브러리 연동 및 실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 

값을 얻어 간단한 테스트 진행, NFC 및 블루투스 권한 요청에 필요한 

내부 환경 설정 완료 

PC Client(윈도우 API) : C# winform 개발 툴을 사용하여 Mouse Hooking 

Test, 실제 Mouse 커서의 좌표의 데이터 값을 불러오는 작업 

PC Client(Stealth Procsee) : Win API Hooking 을 통하여 프로세스 

목록에서 프로세스를 숨기고 다시 생기게 하는 기능 구현, 멀티 

프로세스를 통한 강제 종료를 해도 무한히 다시 살이나는 일명 '좀비 

프로세스' 연구 및 구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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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2 차) 

3.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Moblie  : beacon 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와 Server 로 데이터 

전송(나연경 학생) 

Server : Moblie 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PC Client 관리(김원태 

학생) 

PC Client : Server 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스텔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PC 의 잠금기능 관리(권태용 학생, 

오성진 학생) 

추가 작업 : 여러 개의 비콘과 여러 개의 스마트폰, 여러 대의 PC에서 테스트 

 

3.2 수행내용 

 

Moblie  : beacon 의 정확성 문제점을 제외한 기능 구현 완료 

세부사항 : 모바일 UX 구현, Blue tooth API 구현, NFC 사용자 인증 모듈 구현, NFC Tag 

인증 

Server : Moblie 과 PC Client 의 통신 기능 제외한 기능 구현 

세부 사항 : 서버 구축, 서버 관리자 권한 설정 및 인증 PIN 생성 기능 구현 

PC Client : 스텔스 프로세스 및 잠금 기능 구현 완료 

세부 사항 : Mouse Hook(Lock) 기능 구현, Key board Hook(Lock) 기능 구현, 스텔스 프

로세스 구현, User 설정 시간에 따른 절전 모드 기능 구현, PC Lock 화면 구성 및 설정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Moblie 측면에서는 Beacon 의 정확성 개선을 위한 고민과 서버와의 연동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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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Client 측면에서는 PC 가 Lock 이 걸릴 시 PIN 코드 입력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버와의 연동을 통해 모바일에서 서버로 전송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한다. 

Server 측면에서는 모바일과 PC Client 사이에서 연동을 하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 

 

위 3 가지 파트에서 연동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프로토콜(서버~모바일, 

모바일~pc, 서버~pc)을 규격을 정립하여 각 영역 별로 호환 가능하도록 

한다.  

관계 전송 관련 내용 

서버 ~ pc 접속 정보 확인 

모바일로 부터 받은 제어 관련 

명령 전송 

모바일 ~ pc 모바일~pc 간의 모든 데이터는 

서버를 통해 전송. 

모바일 ~ 

서버 

인증 관련 내용 

컴퓨터 제어 관련 내용 

Server 연동 이후에는 디버깅과 통합 최적화를 실행 한다. 

 

5 애로 및 건의사항 

하나의 비콘을 사용하면 비콘의 값이 튀는 경우가 잦아 오류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대의 비콘을 설치해 비콘과 핸드폰의 안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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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여러대의 비콘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안정화를 

진행할 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Estimote 사에서 수작업으로 비콘을 만들기 때문에 몇몇 기기에서 비콘 

기기 자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콘 추가 구매로 문제점 해결을 

시도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