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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stract 

본 프로젝트는 사내 기기 반출입증의 작성 및 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수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NFC 태그를 이용한 기기의 반출, 반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동시에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성 높은 반출입증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수기 작성 방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을 시스템 전산화로써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NFC 태그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 없으며 접근성까지 갖춘 반출입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다음과 같다. 기기의 정보를 입력하면 NFC 태그를 생성하여 

기기에 부착하고 이를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 등록, 반입/반출내역 

조회, 반입, 반출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반출입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기기 NFC 태그 생성 기능 •기기 정보 입력 기능 •높은 수준의 

보안 •주기적인 백업 기능 •시간관리 기능 •사용하기 쉬운 UI 등의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NFC 태그로는 3중 보안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Mifare 

Classic 1k를 사용한다. 직관적인 UI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등록/반출/반입/ 

조회 등 반드시 필요한 4가지 메뉴로 나누며, DB는 기기/사용자/회사/로그/권한 

등의 5개의 테이블로 구성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DB 설계 및 구축 •UI 설계 및 구현 •NFC 

태그 입출력 메소드 구현 등을 마친 상태이며, 최종 발표일까지 •등록/반출입/조회 

화면 개발 •서버 DB 연동 •보안 및 암호화 기능 •백업 기능 •Push 메시지 및 기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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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프로젝트 수행 달성의 배경 및 중요성 

2012년 10월 D전자가 개발중인 세계 최대용량의 빌딩용 첨단에어컨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례가 있었다. D사의 기술 마케팅 부서 K부장과 P팀장은 회사 

PC에 접속, 연구 결과물을 사내 노트북에 전량 복사한 이후 이 노트북을 연구자료가 

담긴 파일 박스와 함께 사외로 불법 반출한 뒤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당했다. 최근 이처럼 치명적인 기술유출시도가 많아지면서도 회사들이 사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사내 기기 반출입 

물품관리는 모든 기업이 가장 

신경 쓰는 사항이다. 최근 7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기술 유출의 80%가 

사내를 드나드는 현직, 혹은 

전직직원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46%가 기기 무단보관을 통해 

유출을 시도했다는 것은 이 기기 

반출입 관리가 사내 연구보안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기기의 추적을 위해 기기 반출입증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기입하도록 

해야 하지만 반출 품목이 많거나 잦을 경우에는 개인 인적 정보 같은 중복 되는 내용도 

모두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반출입증을 문서로 보관 하게 되면 분실, 혹은 도난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두 수작업을 문서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기 

반출입증 작성의 전자화, DB화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내 보안에 중요한 기기 반출입증의 작성 및 관리를 전자화, DB화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반출입증 관리의 신뢰성을 증대시키며, 나아가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2. 접근방법 

기기 반출입증에는 크게 3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Figure 2-1 기술유출 통계(출처: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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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물품에 대한 정보로 자산번호, 구입날짜, 가격, 관리자, 소유부서등과 같이 

물품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물품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물품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 수단으로써 

NFC 태그를 사용하도록 한다. NFC태그에 물품정보 혹은 ID를 저장하고 이를 기기에 

부착함으로써 각 기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사원에 대한 정보로 이름, 사번, 부서, 연락처 등 반출을 시도하는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정보는 개인마다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을 

나타내는 매체에 해당 정보를 담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수단으로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도록 한다.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각자 할당 받은 ID로 접속, 

혹은 개인의 정보를 저장하여 이 스마트폰과 첫 번째의 NFC태그를 접촉하는 것으로 

반출을 시도하는 개인과 반출을 시도하는 물품을 연결함으로써 물품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특정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반출 대한 정보로 반출일, 반입예정일, 반출처, 확인보안팀, 반출사유, 

비상문 사용 여부 등 반출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 중 반출일, 

확인 보안팀의 경우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정보와 보안팀이 가진 

스마트폰으로 특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반입예정일, 반출처, 

반출사유, 비상문여부 사용 등 총 12 개 이상의 항목에서 4 개의 항목으로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기기 반출입증의 전자화, DB화를 성취하기 위해 NFC태그와 

개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도록 한다. 

2.3.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우선 이러한 NFC태그와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Background Study의 결과를 설명한 한 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달성해야 

할 Requirement, 이를 해결하기 위한 Approach, 이 Approach를 적용하여 구체화 하기 

위한 Project Architecture, 다시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Implementation Spec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후로는 현재까지 진행한 

작업의 진척도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들을 바탕으로 다시 일 분담을 한 후 

구체적인 스케줄을 포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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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ckground Study 

3.1. 관련 접근방법/기술 장단점 분석 

3.1.1. 기존 방식의 한계점 

사내 기기의 외부 반출은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정보보안과도 연관이 깊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Figure 3-1와 같이 반/출입 대장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여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우선 많은 항목들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는 일은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고 작성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업무 효율 저하가 심하였다. 또한 수많은 문서로 이루어진 

반출/입 대장은 보관 및 관리가 힘들며 각종 조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입력된 

항목의 위,변조 가능성, 무단 조회 등 각종 보안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다.  

 
Figure 3-1 현재 사용중인 반출증 양식(㈜Ko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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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시스템의 전산화  

 기존의 문제점들은 반출/입 시스템을 전산화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전산화로 인한 

이점은 다음과 같다. 

 입력 항목의 상당부분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반출/입 신청서 작성에 소요

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문서가 차지하던 공간이 절약되고 문서 보관 방식에 대한 논의와 실제 보

관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각종 정보들을 조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허가를 받

지 않는 사람의 접근을 막아준다. 

 입력된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자동 백업을 통해 데이터 손실의 위험

을 막아준다. 

3.1.3. 스마트 폰 단말기 사용 

반출/입 시스템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단말기와 

통신방식의 선택이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바코드 리더기와 같이 전문 단말기와 

거기에 연결된 PC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 NFC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말기나 PC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단말기로 사용하겠다. 스마트폰을 단말기로 사용하면 별도의 단말기 구매 

비용이 들지 않으며, 관리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여 접근이 

쉽고 개인정보 관리가 안전하며 대기시간이 필요 없다.             

3.1.4. NFC 기술의 장점 

NFC는 RFID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기존 RFID과 NFC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Table 3-1 NFC와 RFID의 비교 

(일반)RFID NFC 

극초단파 대역 고주파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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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MHz 13.56MHz 

원거리  인식(수미터 가능) 

비 접촉식 

단거리 인식(약 10cm) 

비 접촉식 

유통 물류 분야에서 주로 활용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특수 목적을 위해서 제한적 활용 스마트카드와 연동형태로 활용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근거리 정보교환 기술을 의미하며 약 

10cm 이내의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다. 인식 거리가 짧아 실제 접촉하지 

않아도 인식을 하는 오작동 가능성이 낮고, 정보를 교환하는 개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인식 속도 역시 빠르다. 또한 암호화 기술로 보안성 역시 

뛰어나다.  

 

Figure 3-2 NFC와 다른 단거리 통신 기술의 비교 

3.2. 프로젝트 개발환경 

  현재 아이폰에서는 NFC 읽기/쓰기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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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프로젝트 개발환경 

안드로이드 버전 Android 4.1.2 

NFC Mifare Classic 1k 

개발툴 Java Eclipse 

버전 관리 Github 

운영체제 Linux(ubuntu 11) 

DB mysql 5.0 

 

4. Goal/Problem & Requirement 

4.1. 프로젝트의 목적 

 기존의 수기 방식은 물론 Bluetooth나 RFID 기술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NFC 태그를 이용한 기기의 반출, 반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록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낭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관리 및 처리를 

가능토록 한다. 

4.2.  프로젝트 요구사항 

• 반출, 반입되는 기기 각각에 대한 NFC 태그 생성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각 반출, 반입 기기의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즉, 프로그램 상에서 

기기의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고, 입력된 정보가 정상적으로 Read/Write 되어야 

한다.. 

• 입력된 정보는 한 번 저장되면 삭제 및 수정이 불가능해야 한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한 번 입력된 정보가 자유롭게 수정된다면 보안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여야 한다. 

• 별도의 Web Server에서 사용자 인증을 하며, 보안등급에 따라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 기기 정보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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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NFC 태그와 DB 모두에 Read/Write 시 전송되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어야 

한다. 

• 입력된 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백업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입력된 정보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른 저장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 반출, 반입 시간관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프로그램 상에서 기기의 출입관리 현황 등 Spec에서 정의한 필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운 User 

Interface로 구성해야 한다. 

5. Approach 

5.1. 프로그램 외부 동작에 대한 접근 방법 

반출, 반입하는 기기의 정보를 입력하면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NFC 태그를 

생성하고, 생성된NFC 태그를 기기에 부착하도록 한다. 부착된 태그를 특정 리더기의 

필요 없이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하여 현 프로젝트의 개발 

대상인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반입, 반출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한다. 

 

Figure 5-1 프로그램 외부 동작 

5.2. 프로그램 내부 동작에 대한 접근 방법 

각 기기에 부착된 NFC 태그 정보를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읽고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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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기기의 정보 등록, 반입/반출내역 조회, 반입, 반출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프로젝트는 회사 내부의 기록 관리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록의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인 백업이 가능하여야 함과 동시에, 특별히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 등급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고, 각 

권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능을 다음과 같이 나누도록 한다. 

 

Figure 5-2 사용자 권한 그룹 구성 

 

6. Project Architecture 

6.1. Architecture Diagram 

 

Figure 6-1 프로그램 외부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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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스템은 크게 NFC 태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DB로 나누어져 있다. NFC 

태그는 물품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며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 반출/입 기능을 하고 

DB에는 각종 데이타들이 저장된다. 태그와 안드로이드 간에는 NFC통신을 하며 

어플리케이션과 DB서버는 무선 통신을 한다 

6.2. Architecture Description 

6.2.1. NFC 

위의 도식에서 NFC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NFC 태그 

중에서도 Mifare Classic 1k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Mifare Classic은 네덜란드 

필립스사에서 개발한 비접촉식 카드의 일종으로 모든 섹터를 2개의 키로 암호화 하여 

카드의 프로세서 레벨에서 I/O를 제한하고 있다. 

 

Figure 6-2 Mifare Classic 1k 구조 

위는 Mifare Classic의 1k 메모리 구조이다. 카드 하나는 총 16개의 Sector로 

이루어져 있고 섹터는 다시 4개의 Block으로 구성된다. 이 Block은 6바이트의 

보안키 A, 4바이트의 데이터, 6바이트의 보안키 B로 구성 되어 있어, 한 섹터의 총 

16바이트의 데이터는 48바이트의 키로 보호되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섹터는 다른 

키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섹터, 2개의 키라는 3중 보안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10 

 



  

있다. 

6.2.2.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등록/반출/반입/조회 4가지 메뉴로 나누어 진다. 각각의 

하위 메뉴는 다음과 같다.  

 등록: 신규 기기를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기기를 수정 또는 삭제할 때 

사용한다. 세부 메뉴로는 신규 등록, 수정, 삭제가 있다 

 반출: 기기 반출을 요청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다.  세부 메뉴로는 반출 

요청, 수정, 삭제가 있다. 

 반입: 반출 했던 기기를 다시 반납할 때 사용한다. 

 조회: 각종 정보를 조회 할 때 사용한다. 세부 메뉴로는 물품 내역 조회, 

개인 내역 조회, 반출 물품 조회, 개인 정보 조회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Appendix C에 첨부 하였다. 

6.2.3.  DB (데이터베이스) 

DB는 총 5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면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기: 기기명, 가격등 기기에 대한 각종 정보가 저장 된다. 

 사용자: 사용자 이름, 소속 부서등 사용자에 대한 각종 정보가 저장 된다.  

 회사: 부서나 사원등의 정보가 저장 된다. 

 로그: 반출/입 시 발생하는 각종 로그가 저장된다. 

 권한: 각 메뉴 별 접근 권한이 저장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Appendix B에 첨부 하였다 

  

7. Implementation Spec 

7.1. Input/Output Interface 

7.1.1. NFC 태그 인식 

카드가 읽히는 방법은 총 2가지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상태에서 시스템이 

태그가 읽히기를 기다린 후 읽기/쓰기를 실행하는 Foreground Dispatc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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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그를 접촉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Background Dispatch이다. 

Background Dispatch는 NFC 읽기/쓰기를 켜놓음으로써 항상 발생하는 낮은 

수준의 통신 주파수를 감지하여 Android Dispatch System에서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을 가려 실행한다. 따라서 우리는 Background Dispatch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우리가 읽으려는 Mifare Classic 태그와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실시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설정을 하는 AndroidManifest.xml 파일이다. 

AndroidManifest파일에 Mifare Classic과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Mifare Classic을 읽었을 때 어떤 경로로 엑티비티를 실행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Figure 7-1 Android Dispatch System 

위 그림은 Android Dispatch System의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Mirfare Classic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NFC가 아니므로 NDEF Format으로 통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Non-NDEF formatted Tag에서 시작하여 TECH_DISCOVERED로 

들어 가야 한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Mifare Classic을 Tech-list레벨에서 지원하므로 

이를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잡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을 

AndroidManifest파일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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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android:name="DetectActivity"> 

<intent-filter> 

         <action android:name="android.nfc.action.TECH_DISCOVERED"/> 

</intent-filter> 

<meta-data 

        android:name="android.nfc.action.TECH_DISCOVERED"  

        android:resource="@xml/nfc_tech_filter" /> 

<intent-filter> 

</activity) 

이 때 nfc_tech_filter는 어떤 Tag를 지원하게 만들 것인지를 결정 하는 것으로 따로 

다음의 ntc_tech_filter.xml파일을 작성한다. 

<resources xmlns:xliff="urn:oasis:names:tc:xliff:document:1.2"> 

    <tech-list> 

<tech>android.nfc.tech.NfcA</tech> 

        <tech>android.nfc.tech.NfcB</tech> 

<tech>android.nfc.tech.MifareClassic</tech> 

</tech-list> 

</resources> 

이때 NfcA와 NfcB는 MifareClassic 카드 안에 저장되는 포맷을 말한다. 이렇게 

xml파일을 작성하는 것으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Mifare Classic 카드를 인식했을 

경우 우리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DetectActivity를 실행하도록 할 수 인식시킬 수 

있다. 

Foreground Dispatch System은 Background Dispatch System처럼 태그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직접 통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더 강한 전자기 신호를 

내보낸다. 이런 Foreground Dispatch를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에서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제공한다. 

NfcAdapter.enableForegroundDispatch(Activity activity, PendingIntent intent, 

     IntentFilter[] filters, String[][] techLists) 

NfcAdapter.disableForegroundDispatch(Activity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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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Adapter는 안드로이드가 관리하는 NFC관련 모듈의 주체로 

NfcAdapter.getDefaultAdapter (Context context)로 받아올 수 있다. Activity는 현재 

진행중인 액티비티, 즉 DetectActivity를 말한다. PendingIntent는 태그가 감지된 후 

감지된 태그와 어플리케이션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 만든 인텐트로 태그와 감지로 

발생하는 인텐트가 DetectActivity와 연결되기 위해 DetectActivity로 

PendingIntent를 만들어 낸다. 

Intent intent = new Intent(DetectActivity.this, DetectActivity.class) 

pendingintent = PendingIntent.getActivity( 

   DetectActivity.this, 0, 

   intent.addFlags(Intent.FLAG_ACTIVITY_SINGLE_TOP), 0); 

 

IntentFilter는 발생하는 인텐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태그를 감지하는 인텐트만 

받아들이기 위해 ACTION_TECH_DISCOVERED에 해당하는 IntentFilter만 넣는다. 

techLists는 다시 이렇게 필터링한 인텐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Tech, 즉 Mifare 

Classic만 인식하기 위해 MifareClassic.getClass().getName()만 집어 넣는다. 

이를 통해 안드로이드는 Foreground로 NFC태그 인식을 시도하게 되고 인식에 

성공하면 새로운 Intent가 발생하여 PendingIntent로 전달, DetectActivity의 

onNewIntent()로 연결된다. 따라서 onNewIntent를 오버라이드하여 구체적인 

NFC통신을 할 수 있다. 

 

7.1.2. NFC 태그 입출력 

Foreground, 혹은 Background로 발생한 태그 감지 인텐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인텐트로 부터 MifareClassic에 대한 정보를 가려내고 이 MifareClassic으로 

어플리케이션과 직접적인 통신을 실시한다. 태그 입출력에 대한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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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2 NFC Tag I/O Diagram 

Background Dispatch로 인한 인텐트 발생, 혹은 Foreground Dispatch를 통한 

onNewIntent() Method의 호출로 태그가 감지되면 태그와 연결을 시도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 내에 연결을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연결 실패 메시지를 띄우며 

프로세스를 중단한다. 연결에 성공하면 A키와 B키로 타켓이 되는 섹터에 대한 

복호화를 진행하고, 복호화시에 잘못된 키로 실패하게 되면 다시 프로세스를 

중단한다. 만약 이 태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새로 작성하는 태그라면 이 

과정은 복호화가 아닌 암호화 과정이 되어 해당 섹터의 양 끝 24byte에 해당 키를 

입력한다. 암호화 혹은 복호화가 종료 되면 본격적으로 해당 섹터의 Block을 읽거나 

데이터를 입력한다. 여기서 다시 I/O에 실패하면 프로세스를 중단한다. 모든 I/O가 

마치면 태그와의 통신을 마침으로써 구체적은 I/O 프로세스가 종료 된다. 

이 프로세스 중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섹터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후에 추가적인 보안기능 구현을 진행하며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에 있다. 

7.1.3. DB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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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은 DB서버와 query를 통해 여러 정보를 주고받는다. 어플리케이션의 

각 메뉴 마다 DB에 요청하는 정보는 다양하다. 등록과 반출 메뉴에서는 신규 신청을 

위해서 INSERT(삽입)가 요청되고 수정에서는 기존 정보 조회를 위한 SELECT(조회) 

후 수정 내용 적용을 위한 UPDATE(갱신)이 요청된다. 삭제에서는 DELETE(삭제)가 

요청된다. 반입 메뉴에서는 현재 기기 상태를 UPDATE하며 조회 메뉴에서는 각종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SELECT가, 로그 저장에는 INSERT가 요청된다.  

신규 사용자 추가, 권한 등 각종 정보 변경을 위하여 관리자가 DB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적인 

DB 관리자가 직접 DB에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규 사용자 추가 시 query문을 

통해 직접 사용자를 추가해야 한다.    

7.2. Inter Module Communication Interface 

 

Figure 7-3 UI 화면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서브 메뉴당 하나의 UI화면을 가지며 하나의 화면은 각각 

Activity class를 가진다. 화면 상의 특정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activity 가 

호출되면서 원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등록 화면에서 ‘신규 등록’ 버튼을 

16 

 



  

누르면 신규 등록에 해당하는 activity가 호출되고 호출된 activity가 실행 되면서 

신규 등록 화면이 나타난다.   

 Activity가 다른 Activity를 호출하는 과정은 명시적인 인텐트 생성(1) -> 인텐트의 

파라미터 지정(2) -> 요청 코드를 부착한 인텐트 호출(3) -> 액티비티 호출 결과 

구하기(4) -> 인텐트로부터 파라미터 구하기(5)  순으로 이루어 진다.   

실제 코드 예제는 다음과 같다. (A_activity서 B_activity호출) 

//버튼 클릭 이벤트 처리 

    public void onClick(View v) { 

        if (v==btnCall) { 

            //명시적 인텐트 생성 (1） 

            Intent intent=new Intent(this, 

                net.npaka.myactivityex.MyActivity.class); 

             

            //인텐트의 파라미터 지정 (2） 

            intent.putExtra("text",textView.getText().toString()); 

             

            //요청 코드를 부착한 인텐트 호출 （3） 

            startActivityForResult(intent,REQUEST_TEXT); 

        } 

    } 

//액티비티 호출 결과 구하기 (4） 

    @Override 

        protected void onActivityResult(int requestCode,int resultCode,Intent intent) { 

        if (requestCode==REQUEST_TEXT && resultCode==RESULT_OK) { 

            //반환값 파라미터 구하기 

            SharedPreferences pref=getSharedPreferences( 

                "PREVIOUS_RESULT",MODE_PRIVATE); 

            textView.setText(pref.getString("text","")); 

        } 

    } 

 

A_activity.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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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void onCreate(Bundle icicle) { 

        super.onCreate(icicle); 

        requestWindowFeature(Window.FEATURE_NO_TITLE); 

         

        //인텐트로부터의 파라미터 구하기 （5） 

        String text=""; 

        Bundle extras=getIntent().getExtras(); 

        if (extras!=null) text=extras.getString("text"); 

  

B_activity.java 

 

7.3. Modules 

7.3.1. NFC 모듈 

 

Figure 7-4 NFC module 

NFC 모듈은 NFC태그 읽기/쓰기 동작을 한다. NFCProcess에서 OnRessum() 

메소드가 실행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NFC 태그를 접촉하면 

DetectProcess() 메소드가 실행 되면서 intent에 따라 NFC 읽기/쓰기 동작을 한다. 

실제 NFC 읽기 /쓰기 동작은 해당 UI화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읽기 화면은 

NFCDetectActivity 클래스에 쓰기 화면 NFCGenActivity 클래스에 실행 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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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클래스는 화면 구성을 위한 OnCreate() 메소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제적인 NFC 

읽기/쓰기 동작은 NFCProcess 클래스에서 처리한다.        

 

7.3.2.  메뉴 화면 Activity 모듈 

화면 Activity는 UI화면 구현을 담당한다. 이 Activity들은 초기화면을 생성을 담당 

하 는 OnCreate() 메소드와 터치 동작을 처리하는 OnClick() 메소드를 공통적으로 

가진다. 

모든 Activity는 MyActivity라는 공통적인 이 클래스는 Activity를 상속받은 

클래스로 권한 확인 같이 Activity에서 공통적으로 동작하는 메소드들이 구현되어 

있다. 

ModifyActivity 경우 대부분의 기능이 NewActivity와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받아 

사용한다.  반출/반입 화면 역시 NFCDectecActivity와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 받아 

사용한다. 

 

Figure 7-5 각 모듈 별 관계 

7.3.3.  DB 모듈 

DB 모듈은 어플리케이션과 DB간의 통신을 담당한다. DBProcess 클래스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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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으며 DB와의 연결을 담당하는 DBConn(), DBClose() 메소드와 query 

실행을 위한 SQLExe() 메소드가 있다.  

 

8. Current Status 

현재까지 구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DB 설계 및 구축 

구체적인 DB의 테이블과 변수들을 정하고 테이블간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은 DB서버를 구축하였다. 

 UI 설계 및 구현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UI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UI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UI를 구현하였다. 

 NFC 태그 입출력 메소드 구현 

NFC 태그, 특히 MifareClassic의 메모리 구조와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NFC관련 

API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통신 메소드를 구현하였다. 

 

9. Further Plan 

앞으로 구현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록, 반출입, 조회 화면 개발 

 서버 DB 연동 

 보안 및 암호화 기능 추가 

 백업 기능 추가 

 Push 메시지 및 기타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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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ivision and Assignment of Work 

앞으로 구현해야 할 사항에 따른 일 분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Table 10-1 작업 분담 

항목 담당자 

DB 관리 김택현 

UI 설계 및 관리 김효중 

NFC 입출력 화면 개발 김휘연 

등록 화면 개발 김휘연 

반입 반출 화면 개발 김효중 

조회 화면 개발 김택현 

Push 메시지 개발 김택현 

보안 설계 및 개발 김효중, 김휘연 

테스트 및 디버깅 김택현, 김효중 김휘연 

 

11. Schedule 

현재까지 진행한 작업과 앞으로 진행할 작업에 대한 스케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1-1 스케줄표 

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2 3 4 1 2 3 4 1 2 3 4 1 2 

배경지식 습득              

스펙발표              

개발환경 구축              

DB설계/구축              

UI 구성              

NFC 환경 구축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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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화면 개발              

보안설계/구현              

기타 기능 개발              

테스트 및 데모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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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Detailed Implementation Spec 

 

Figure A-1 UML 

MyActivity class  각종 Activity class의 부모 class. 공통 메소드 구현  

DBProcess DB; 데이타베이스 동작을 지원하는 변수 

User user 현재 사용자 관련 변수 

Bool GetAuth(Menu); 현재 사용자가 Menu에 접근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메소드. 

권한이 있으면 True를 반환한다. 

 

MainActivity class  어플리케이션 시작 메뉴 화면  

TextView SubName; 화면 이름 및 설명 변수 

Button EnrollBtn; 등록 버튼 변수 

Butoon Inquiry; 조회 버튼 변수 

Button Export; 반출 버튼 변수 

Button Import; 반입 버튼 변수 

Oncreate();  Activity가 처음 생성 될 때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버튼 생성 

  텍스트 뷰 생성 

OnClick(); 

 

버튼이 눌렸을 때(터치)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등록 : 권한 확인 후 EnrollActivity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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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권한 확인 후 InquiryActivity 호출 

  반출 : 권한 확인 후 ExportActivity 호출 

  반입 : 권한 확인 후 ImportActivity 호출 

  

 

EnrollActivity class 기기 등록 - 신규등록/수정/삭제 화면 

TextView SubName; 화면 이름 및 설명 변수 

Button NewBtn; 신규 등록 버튼 변수 

Button ModifyBtn; 수정 버튼 변수 

Button DeleteBtn; 삭제 버튼 변수 

OnCreate(); Activity가 처음 생성 될 때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버튼 생성 

  텍스트 뷰 생성 

OnClick(); 버튼이 눌렸을 때(터치)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신규등록 : 권한확인 후 Enroll_NewActivity 호출 

  수정 : 권한확인 후 Enroll_ModifyActivity 호출 

  삭제 :  권한확인 후 DB에서 삭제 

 

Enroll_NewActivity class 기기 신규 등록 정보 화면 

EditText ItemIDText; 자산 번호 입력창 변수 

EditText 

PurchaseDateText; 

물품명 입력창 변수 

EditText 

PurchaseDateText; 

구입시기 입력창 변수 

EditText PriceDateText; 가격 입력창 변수 

EditText Manager1DText; 담당자(정) 입력창 변수 

EditText Manager1Text; 담당자(부) 입력창 변수 

EditText SectionText; 담당 부서 입력창 변수 

EditText ClassTextText; 분류 입력창 변수 

EditText NFCIDText; NFC ID 입력창 변수 

EditText SubmitBtn; 완료 버튼 변수 

EditText TagGenBtn; NFC 등록완료 버튼 변수 

OnCreate(); Activity가 처음 생성 될 때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버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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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트 텍스트 생성 

OnClick(); 버튼이 눌렸을 때(터치)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NFC 등록 : NFCGenActivity 호출 

  완료 : 입력값 확인 후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전송 

Bool CheckInput(); 완료 버튼이 눌러졌을 때 각종 입력 변수가 유효한값인지 

검사하는 메소드. 입력값이 정상이면 True 반환  

 

Enroll_modifyActivity class 물품 수정 정보 화면 

OnCreate(); Activity가 처음 생성 될 때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DB에서 입력값을 불러와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 

OnClick(); 버튼이 눌렸을 때(터치)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NFC 등록 : NFCGenActivity 호출 

  완료 : 입력값 확인 후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전송 

 

NFCProcess class NFC 관련 동작 class 

OnCreate(); Activity가 처음 생성 될 때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NFC 동작 초기화 

OnResume(); Activity가 활성화 됐을 때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NFC 인식 모드 On  

OnPause(); Activity가 비활성화 됐을 때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NFC 인식 모드 Off 

DetectProcess(Intest 

intent) 

Intent 값에 따라 NFC 읽기 또는 쓰기 동작을 하는 메소드 

 

NFCDetectActivity class  NFC 읽기 화면 

TextView messageTV; 안내문 텍스트 변수 

EditText ItemIDText 자산번호 입력창 변수 

Button ConfirmBtn 확인 버튼 변수 

 

OnCreate() Activity가 처음 생성 될 때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버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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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트 텍스트 생성 

OnClick() 

 

버튼이 눌렸을 때(터치)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확인 : 데이터베이스 해당 기기 정보 전송 요청 

 

NFCGenActivity class NFC 쓰기 화면 

TextView messageTV 안내문 텍스트 변수 

OnCreate() Activity가 처음 생성 될 때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에디트 텍스트 생성 

 

ExportActivity class 반출 화면 

NFCDetectActivity 상속받아 그대로 사용 

 

Enroll_NewActivity class 반출 신청서 작성 화면 

EditText DstnText; 반출처 입력창 변수 

EditText DueDateText; 반입 예정일 입력창 변수 

RadioGroup GateRadio; 비상문 사용(정문/비상문) 라디오버튼 변수 

RadioGroup OwnerRadio; 구분(회사물품/외부개인물품/기타) 라디오버튼 변수 

EditText ReasonText; 사유 입력창 변수 

Button SubmitBtn; 완료 버튼 입력창 변수 

OnCreate(); Activity가 처음 생성 될 때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에디트 텍스트 생성 

  라디오 그룹 생성 

  버튼 생성 

OnClick(); 버튼이 눌렸을 때(터치)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완료 : 입력값 확인 후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전송 

Bool CheckInput(); 완료 버튼이 눌러졌을 때 각종 입력 변수가 유효한값인지 

검사하는 메소드. 입력값이 정상이면 True 반환  

 

Export_modifyActivity class 반출 신청서 수정 화면 

Button SubmitBtn 수정 완료 버튼 변수 

Button DeleteBtn 제출 취소 버튼 

OnCreate() Activity가 처음 생성 될 때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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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에서 입력값을 불러와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

OnClick(); 버튼이 눌렸을 때(터치) 동작 구현하는 메소드 

 수정 완료 :입력값 확인 후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전송 

 제출 취소 : 해당 신청 취소

ImportActivity class 반입 화면 

NFCGetActivity 상속받아 그대로 사용 

DBProcess class - DB 관련 동작 클래스 

Bool DBConn() 데이타베이스 서버와 연결 시작 동작을 하는 메소드 

Bool DBClose() 데이타베이스 서버와 연결 종료를 하는 메소드 

Result SQLExe(Query) Query를 데이타베이스 서버에 전송해 원하는 자료 요청하는 

메소드 

Appendix B. Detailed Database structure 

Figure B-1 데이터베이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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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Table 

 각 메뉴 별 접근 권한 저장. 각 메뉴별 권한 유무가 설정된 권한 그룹으로 이루어 진다. 

aName 권한 그룹 아이디 

aName 권한 그룹 이름 

autho_menu1 Menu 1 에 대한 권한 

autho_menu2 Menu 2 에 대한 권한 

autho_menu3 Menu 3 에 대한 권한 

Member Table 

 사용자(사원) 정보 저장. 사용자 이름,소속 등 사용자에 대한 각종 정보가 저장된다. 

mNo 인덱스 

name 사원 이름 

passwd 비밀 번호 

pNo 사원 번호 

log_iNo 로그 id 

authority_aID 권한 그룹 아이디 

Company Table 

 회사 정보 저장. 부서나 사원 등의 정보가 저장 된다. 

part 부서명 

name 부서 관리자명 

member_mNo 부서원 아이디 

unit_uNo 관리 중인 기기 아이디 

unit_log_iNo 로그 id 

Unit Table 

 기기 정보 저장. 기기명, 가격 등 기기에 대한 각종 정보가 저장 된다. 

uNO 기기 아이디 

uName 기기 이름 

28 



In_date 구입 날짜 

Price 구입 가격 

manager 관리자(정) 

sub manget 관리자(부) 

part 관리 부서 

log_iNo 로그 id 

Log Table 

 반출/반입 시 발생하는 각종 로그가 저장 된다. 

flag 분류 

date 날짜 

unit_no 기기 ID 

member no 반출자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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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접촉

b. 신규 등록 작성 f. 등록 완료

d. NFC 태그 쓰기

0. 개요

본 프로그램은 NFC 읽기/쓰기 기능이 장착된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회사 내의 물품 반출/반입

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문서 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 문서 방식에 비해 기록하는 항목이 줄어들어 작성 시간 및 노력 감소, 신뢰성 증대로 업무 효율이 증가한다.  
- 반출/반입 내용이 전산으로 처리되어 정보 관리에 용이하다.

1. 메뉴 구성

크게 등록/반출/반입/조회 4가지 메뉴로 나누어 진다. 각각의 하위 메뉴는 다음과 같다.
등록 – 신규 등록, 수정, 삭제

반출 – 반출 요청, 수정, 취소

 반입 – 반입

조회 – 물품 내역 조회, 개인 내역 조회, 반출 물품 조회, 개인 정보 조회

2. 메뉴 별 상세 설명

(1) 등록

신규 물품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물품을 수정 삭제 할 때 사용한다.

가. 신규 등록

신규 물품을 최초 1회 등록하는 기능이다. 전체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버튼을 의미 : 화면을 의미

e. 완  료a. 신규 등록

c. NFC 등록



Tag 접촉

b. NFC 태그 읽기

g. 수정 완료c. 등록 정보 수정

e. NFC 태그 쓰기Tag 접촉

a.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신규 등록 작성” 화면이 실행 된다.
b. “신규 등록서 작성”은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곳으로 다음의 정보들을 입력하여야 한다.
-자산 번호, 물품명, 구입 시기, 가격, 담당자(정,부), 담당 부서, 분류  (밑줄:필수입력항목)
c. 신규 등록서 작성 메뉴 중 ‘NFC 등록’  버튼을 누르면 “NFC 태그 쓰기” 화면이 실행 된다.
d. “NFC 태그 쓰기” 화면에서 NFC 태그를 접촉하면 NFC 태그에 NFC ID가 기록 된다.
(NFC ID 는 암호화 과정을 통해 자동 생성)
e. 작성이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눌러 해당 데이터를 sever DB에 전송한다. 만약 필수 입력 항목이 모두 입력되

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알리는 메세지 박스와 함께 완료 명령이 실행되지 않는다.
f. DB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메세지를 실패하면 실패 메세지를 화면에 나타낸다.
(추후 메세지 박스로 바뀔 수도 있음)

나. 수정

기존에 작성된 물품 정보를 수정 할 때 사용한다.

a. ‘수정’ 버튼을 누르면 “NFC 태그 읽기” 화면이 실행된다.
b. “NFC 태그 읽기” 화면에서는 NFC 태그 접촉이나 자산 번호 입력을 통해 server DB에서 해당 물품 정보

를 불러온다.
c. 불러온 정보는 “등록 정보 수정” 화면에  나타나며 수정이 가능하다.
d. ‘NFC 등록’ 버튼을 눌러 NFC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e. “NFC 태그 쓰기” 화면에서 NFC 태그를 접촉하면 NFC 태그에 NFC ID가 기록 된다.
(NFC ID 는 암호화 과정을 통해 자동 생성, 신규 생성과 동일한 방식)
f. 수정이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눌러 해당 데이터를 sever DB에 전송한다. 만약 필수 입력 항목이 모두 입력되

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알리는 메세지 박스와 함께 완료 명령이 실행되지 않는다.
g. DB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메세지를 실패하면 실패 메세지를 화면에 나타낸다.
(추후 메세지 박스로 바뀔 수도 있음)

* 유형 별 수정 기능 사용 예시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정보 수정 : a → b → c(담당자 이름 변경) → f → g.
- NFC 태그 분실로 인한 재발급 : a → b(자산 번호 입력) → c → d → e → f → g .

a. 수 정

f. 완  료

d. NFC 등록



Tag 접촉b. NFC 태그 읽기

d. 삭제 완료

f. 등록 또는 수정 완료
Tag 접촉

a. NFC 태그 읽기  b. 반출 신청 작성

c. 반출 신청 수정

   다. 삭제

물품 분실 및 폐기 등으로 기존 등록 물품 정보를 삭제 할 때 사용된다. 

a. ‘삭제’ 버튼을 누르면 “NFC 태그 읽기” 화면이 실행된다.
b. “NFC 태그 읽기”  화면에서는 NFC 태그 접촉이나 자산 번호 입력을 통해 server DB에서 해당 물품 정보를

불러온다.
c. 삭제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한 후 server DB에 삭제 명령을 요청한다.
d. DB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메세지를 실패하면 실패 메세지를 화면에 나타낸다.
(추후 메세지 박스로 바뀔 수도 있음)

(2) 반출

 물품을 반출할 때 사용한다. 반출 메뉴에는 반출 요청, 수정, 철회 세가지 하위 메뉴가 있지만 등록 메뉴와는 

달리 하위 메뉴 버튼을 제공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된다. 즉 NFC 태그를 접촉했을 때 승인 되지 

않은 동일 물품 동일 사용자의 반출 요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수정/철회 화면이 나타나고, 없으면 반출 요청 화

면이 나타난다. 이는 반출 메뉴가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접근 단계를 최대한 줄

이기 위함이다.  

 

a. ‘반출’ 메뉴는  바로 “NFC 태그 읽기” 화면이 실행 된다. “NFC 태그 읽기” 화면에서는 NFC 태그 접촉이

나 자산 번호 입력을 통해 server DB에서 해당 물품 정보와 사용자의 정보를 불러온다.
b. 반출 신청을 처음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출 신청 작성” 화면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반출 신청 작성” 화면은 

a. 삭 제

c. 확 인

e. 취  소

d. 완  료



Tag 접촉 b. 완 료a. NFC 태그 읽기

c. 물품 내역Tag 접촉b. NFC 태그 읽기

기존 반출서 작성과 동일한 기능이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 반입 예정일, 반출처, 비상문, 구분, 사유  (밑줄:필수입력항목)
다음 정보들은 자동으로 불러온다.
- 반출일(현재 날짜), 반출자, 물품명, 자산 번호

c. 미리 작성된 반출 신청이 있는 경우(반출 승인 이전) “반출 신청 수정” 화면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반출 신

청 수정” 화면에서 기존에 입력했던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다.
d. 작성이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눌러 해당 데이터를 sever DB에 전송한다. 만약 필수 입력 항목이 모두 입력되

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알리는 메세지 박스와 함께 완료 명령이 실행되지 않는다.
e. ‘취소’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작성했던 반출 요청 삭제 명령을 sever DB에 요청한다.
(삭제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메세지 박스가 추가 될 수 있음) 
f. DB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메세지를 실패하면 실패 메세지를 화면에 나타낸다.
(추후 메세지 박스로 바뀔 수도 있음)

* 유형 별 반출 기능 사용 예시

- 반출 요청

물품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 a → b → d → f
- 반출 요청 수정

물품 반출 요청 후 실제 반출 전에 정보 수정하는 경우 : a → c → d → f 
- 반출 요청 철회

물품 반출 요청 후 실제 반출 전에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 : a → c → e → f

(3) 반입 

반출했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a. ‘반입’ 메뉴는  바로 “NFC 태그 읽기” 화면이 실행 된다. “NFC 태그 읽기” 화면에서는 NFC 태그 접촉이

나 자산 번호 입력을 통해 server DB에서 해당 물품 정보와 사용자의 정보를 불러온다.
b. 반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메세지를 실패하면 실패 메세지를 화면에 나타낸다.

(4) 조회

sever DB에 저장된 여러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다.
가. 물품 내역 조회

특정 물품의 기본 정보와 반출/반입 내역을 조회 한다.

a. ‘물품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NFC 태그 읽기” 화면이 실행된다.
b. “NFC 태그 읽기” 화면에서는 NFC 태그 접촉이나 자산 번호 입력을 통해 server DB에서 해당 물품 정보

를 불러온다.

a. 물품 내역 조회



b. 개인 내역 

d. 물품 정보

c. 물 품 명

b. 반출 물품 내역a. 반출 물품 조회

d. 물품 정보

c. 불러온 정보는 “물품 내역 조회” 화면에  나타나며 다음과 같다.
- 물품 기본 정보 :  자산 번호, 물품명, 구입 시기, 가격, 담당자(정,부), 담당 부서, 분류

- 반출/반입 내역 : (반출자, 반출일, 반입 예정일, 반입일) 의 리스트를 반출일 역순(최근 반출 날짜가 위) 표시

* 2개 이상의 물품의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추가 될 수 있음

   나. 개인 내역 조회

  각 개인의 반출/반입 내역을 조회 한다.(개인이란 현재 로그인 중인 계정을 의미한다.) 

a. ‘개인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server DB에서 개인의 반출/반입 내역 정보를 불러온다.
b. 불러온 정보는 “개인 내역” 화면에  나타나며 다음과 같다.
 - (물품명, 반출일, 반입 예정일, 반입일) 의 리스트를 반출일 역순(최근 반출 날짜가 위) 표시

c. 조회 된 물품들의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물품명을 누르면 “물품 정보” 화면이 나타난다.
d. “물품 정보” 화면은 해당 물품의 기본 정보가 표시 된다. 
 - 물품 기본 정보 :  자산 번호, 물품명, 구입 시기, 가격, 담당자(정,부), 담당 부서, 분류

 

   다. 반출 물품 조회

현재 반출 중인 물품을 조회 한다.

a. ‘반출 물품 조회’  버튼을 누르면 server DB에서 해당 물품 정보를 불러온다.
b. 불러온 정보는 “반출 물품 내역” 화면에  나타나며 다음과 같다.
- (물품명, 반출일, 반입 예정일, 반입일) 의 리스트를 반출일 역순(최근 반출 날짜가 위) 표시

c. 조회 된 물품들의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물품명’ 버튼을  누르면 “물품 정보” 화면이 표시 된다.
d. “물품 정보” 화면은 해당 물품의 기본 정보가 표시 된다. 
- 물품 기본 정보 :   -자산 번호, 물품명, 구입 시기, 가격, 담당자(정,부), 담당 부서, 분류

c. 물 품 명

a. 개인 내역 조회



a. 반출 물품 승인 b. 반출 신청 물품 내역 g. Tag 접촉 h. 반출 완료

c. 물 품 명 d. 물품 정보 i. 거 절 f. 반출 신청 내역e. 반 출 자

b. 개인 정보

d. 비밀 번호 변경

   라. 반출 물품 승인

 <반출> 메뉴에서 신청한 물품을 최종 승인한다.

a. ‘반출 물품 승인’  버튼을 누르면 server DB에서 현재 신청 중인 반출 물품 내역 정보를 불러온다.

b. 불러온 정보는 “반출 신청 물품 내역” 화면에  나타나며 다음과 같다.

 - (물품명, 반출자 ,반출일, 반입 예정일 ) 의 리스트를 신청 시간 순으로 표시

c. 조회 된 물품들의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물품명’ 버튼을 누르면 “물품 정보” 화면이 나타난다.

d. “물품 정보” 화면은 해당 물품의 기본 정보가 표시 된다. 

- 물품 기본 정보 :  자산 번호, 물품명, 구입 시기, 가격, 담당자(정,부), 담당 부서, 분류

e. 반출 신청자의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반출자’ 버튼을 누르면 누르면 “반출 신청 내역” 화면이 나타난다.

f. “반출 신청 내역” 화면은 반출자가 작성한 반출 신청 내역이 표시 된다. 

- 반출자, 반입 예정일, 반출처, 비상문, 구분, 사유  

g. 반출 승인을 위해서 반출할 물품의 NFC 태그를 접촉하면  server DB에 반출 내용이 저장된다.

h. 승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메세지를 실패하면 실패 메세지를 화면에 나타낸다. 

i. ‘거절’ 버튼을 누르면 반출 신청이 취소된다.

   마. 개인 정보 조회

각 개인 정보를 조회 한다.

a. ‘개인 정보 조회’  버튼을 누르면 server DB에서 해당 “개인 정보”를 불러온다.
b. 불러온 정보는 “개인 정보” 화면에  나타나며 다음과 같다.
 -개인 기본 정보 :  이름, 부서, 권한,
 -반출/반입 내역 : (물품,반출일, 반입 예정일, 반입일) 의 리스트를 반출일 역순(최근 반출 날짜가 위) 표시

a. 개인 정보 조회

c. 비밀 번호 변경



c. ‘비밀 번호 변경’ 버튼을 누르면 “비밀 번호 변경” 화면이 나타난다.
d. “비밀번호 변경” 화면에서 비밀 번호 변경을 할 수 있다.
-기존 비밀 번호, 새 비밀 번호, 새 비밀 번호 확인

*이외 기타 정보 조회는 PC에서 DB를 직접 접근하여 조회

(비 DB 전문가를 위한 별도의 PC용 관리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도 있음-시간이 많이 남을 경우에...)  

3. 사용자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NFC 태그를 등록하는 ‘관리자’, 반출/반입을 관리하

는 ‘보안 담당자’, 실제 반출/반입을 하는 ‘일반 사용자’로 구성 할 수 있다.

(1) 회원 가입

 회원 가입 기능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임시로 DB 관리자에 의해 관리 된다. 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ID를 제출하면 DB 관리자가 계정을 생성한다.

회원 가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름, ID, 부서, 권한 등의 개인 정보

(2) 로그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로그인 화면은 ID와 비밀번호 입력창으로 구성된다. 

최초 접속 시 비밀번호는 초기화 되어 있으며 조회 메뉴의 개인 정보 조회 에서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자

동 로그인 기능이 있어 매번 접속할 때마다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된다.

(3) 권한

 권한은 각 메뉴의 접근 및 사용 여부를 의미 한다. 권한은 개개인 마다 설정하지 않고 먼저 권한 그룹을 구성한

후 개인에게 권한 그룹을 부여한다. 권한 그룹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권한 그룹 신규 등록 수정 삭제 반출 반입 물품 조회 ...

관리자 ⋏ ⋏ ⋏ ⋏ ⋏ ⋏ ...

보안 담당자 ⋏ ⋏ ⋏ ...

일반 사용자 ⋏ ⋏ ...

관리부서 A 팀장의 권한:  관리자

보안팀 B팀장의 권한 : 보안 담당자

C부서 D사원의 권한 : 일반 사용자

위 구성은 예시 일 뿐 회사 내규에 따라 신규 그룹 추가 및 삭제, 담당 권한 변경이 가능하다.  

(예- 재고 파악을 위해 고용한 임시직원 E를 위해 물품 조회만 가능한  새로운 권한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권한 관리는 PC에서 DB를 직접 접근하여 조회

(비 DB 전문가를 위한 별도의 PC용 관리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도 있음-시간이 많이 남을 경우에...) 



4. 추가 기능
(1) 푸쉬 메시지

사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푸쉬 메시지 기능을 사용한다. 푸시 메시지로 전달할 정보는 다음과 같

다.

- 반출 예정일이 다가옴

- 승인 완료

- 반입 완료

(2) 암호화

 NFC 태그 위·변조 방지 및  server DB 보호를 위해 전송되는 data를 암호화 한다.

 -NFC 태그 와 안드로이드 기기 간의 정보 암호화

 -안드로이드 기기 와 server DB 간의 정보 암호화

5. 사용 예
 본 프로그램의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0) 물품 등록

 관리 담당자가 사전에 신규 물품을 등록하고 NFC 태그를 생성해 물품에 부착한다. 

(1) 반출 신청

 반출자는 반출 메뉴를 실행한 후 원하는 물품의 NFC 태그에 안드로이드 기기를 접촉한다.

 접촉 후 반출 신청 화면이 나오면 신청서를 작성한다.( 작성 후 수정 및 취소 가능)

 신청서 작성 후 해당 물품을 들고 보안 담당자에게 간다.   

(2) 반출 허가

 보안 담당자는 조회 → 반출 물품 승인 메뉴에서 물품과 반출 신청서를 확인 한 후 승인한다.

 보안 담당자의 승인이 끝나면 반출 절차가 완료되어 물품을 외부로 반출 할 수 있다.  

(3) 반입

 반입할 물품을 보안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보안 담당자는 반입 메뉴를 실행 한 후 물품의 NFC 태그에 안드로이드 기기를 접촉해 반입을 완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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