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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eacon을 이용한 스마트 디바이스 분실 방지 시스템☆

The Loss Prevention System of Smart Device Using by iBeacon

남 춘 성1 정 현 희2 신 동 렬2*

ChoonSung Nam HyunHee Jung DongRyeol Shin

요    약

의 사회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발 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치 정보를 활용한 치기반서비스(LBS)들이 

증가하고 있다. LBS는 기본 으로 GPS를 이용한 실외 치 정보를 기반으로 네비게이션, 증강 실, 친구찾기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

스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부분의 LBS 서비스들은 실내 환경에서 GPS의 음 지역과 허용오차가 크기 때문에 취약 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실내 치 측  기술을 지원하기 해서 iBeacon이 제안되고 있다. iBeacon은 력 송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실내 치를 측  할 수 있다. iBeacon은 각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결이 손쉽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활용이 높아지고, 각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iBeacon의 통신 범 내 스마트 디바이스들간의 연동을 통한 분실 방지 시스

템을 제안한다.

☞ 주제어 : 스마트 디바이스, 분실 방지, iBeacon, 안드로이드

ABSTRACT

Todays, the rapid technical progress of smart device has been used for various social (wall-fare) services in our lives. Especially, most 

of these services are based on the Local-based Services (LBS) and this technology is getting popular more and more compared with 

before. Basically, LBS is able to support various types of geographical services such as vehicles’ navigation services, Augmented reality 

services as using extensional local information such as GPS. However, LBS has serious mathematical vulnerability on the services 

frequently because of its miscalculated GPS data under interior and ambiguous geographical environment such like shadowed area. 

So, to overcome this limitation, iBeacon, which would be able to mitigate LBS miscalculation process, has been proposed recently 

among network experts. Compared with other wireless technologies, iBeacon is able to determine the accurate geographical data of 

certain local positions easily because it is not only designed based on low-powered data transmitting technology, but also, it can be 

much easy to be deployed. As users’ dependency of smart devices are getting higher and higher and the use of smart device is 

also getting complex more and more, the users prefer to use various types of smart devices at one tim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loss prevention system that is able to interwork smart devices networks as using iBeacon technology for users’ better 

conveniences.

☞ keyword : Smart Device, Loss Prevention, iBeacon, Android

1. 서  론

 사회의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 은 사용자의 다

양한 요구에 의해 증가되고 있다. 표 인 스마트 디바

이스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스마트워치, 태블릿,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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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 등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자신의 목 에 맞게 다수

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각

자의 역할에 맞게 운 되고, 때로는 서로 연동하여 시

지 효과를 보인다. 특히 치 정보를 활용한 어 리 이

션은 GPS 모듈을 탑재한 디바이스의 증가와 모바일 통

신환경의 성장 등으로 인해 치기반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치를 측 하기 한 기술은 실외 

심으로 정확도가 10m~5m 내외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 

GPS의 활용이 두드러진다[1-2]. 하지만 GPS는 신호 음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측 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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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한 방법으로 네트

워크 기반으로 치를 측  하는 방법이 있다[3]. 이 방법

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치를 활용하여 단말기 휴 폰

의 치를 측정하는 기술로 기지국과 단말기 간의 신호 

방향  도달 시간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말기의 

치를 추정한다. 하지만 이 기술자체는 기지국의 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한다. 즉, 도심지와 같은 경우에는 300m 

이상 정도지만, 교외지역에서는 수 km에 달할 정도로 오

차 범 가 크다. 다음으로는 성 신호 기반 치정보 측

 방안[4]이만 역시나 약 50m~150m이 오차를 가지기 때

문에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가장 많이 용

되는 기술은 Wi-Fi 신호 기반 치정보 측  기술[5]로 

Wi-Fi의 치 정보를 이용하여 Wi-Fi에서 수신되는 치

값을 이용하여 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실내와 같

이 GPS 신호 음 지역이 발생하는 곳에 사용됨으로서 비

교  정확한 치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치정보 이

외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서 Wi-Fi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내 치 측정을 해서 이를 설치하는 것은 비

용 으로 효율 이지 않다. 따라서 에서 이러한 장  

 단 을 이용하여 혼합 인 치정보 측  방법인 네

트워크기반, 성신호기반, Wi-Fi 신호 기반 등의 치측

 데이터를 혼합하여 스마트 디바이스의 치를 측정한

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오차범 가 크고 실내 치 측

를 해서는 오차가 허용범 를 넘어서기 때문에 새로

운 방안이 요구된다.

iBeacon은 송신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치정보를 측

정하는 기술이다[6-8]. 이 기술은 Bluetooth LE(Low 

Energy) 기반이므로 에 지 소비가 으며, 송신기의 경

우 한번 충 에 약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

다. 그러므로 Bluetooth 4.0 이상을 지원하는 스마트 디바

이스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 을 가지고 사용자

의 상 인 치 측정이 가능하며, 실외뿐만 아니라 실

내에서도 최소 수십 cm 최  49m의 인식률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의 원리는 iBeacon 송신기가 무선 신호를 

당 1회 정도로 내보낸다. 그 신호의 송신 력과 신호 정

보를 이용하여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그 송신기와의 거리

를 계산하여 상 인 근 도를 알게 된다. 이를 통해 스

마트 디바이스의 정확한 실외  실내의 치정보를 측

정할 수 있다. iBeacon의 장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LBS  성신호기반의 GPS 기술로 찾지 못하는 실내 

치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실내의 치정보는 

iBeacon 기술이 활성화된 스마트 디바이스가 iBeacon 송

신기 역에 들어가고 나갈 때의 송신되는 근 도의 변

화에 따라 상  실내 치를 악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는 다른 기술에 비해 iBeacon은 력 기술이다. 재 

부분의 LBS 기술들은 소비 력량이 지 않다. 하지만 

iBeacon은 Bluetooth LE 기반의 기술이므로 에 지 소비

율이 다른 기술에 비해 우수하다. 한 송신기로부터 자

동 으로 반응하기 해 백그라운드에서 인식하고, 그 때

문에 다른 Bluetooth 디바이스처럼 페어링(Pairing)을 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속을 요구하지 않으

므로 기지국으로부터의 데이터 소모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iBeacon에서 수신한 데이터는 앱 혹은 웹에서 처리하

기 때문에 수신에 한 데이터 소모를 일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다른 LBS에 비해 삼각측정법을 이용하여 사용

자의 치정보를 보다 은 오차 허용범  내에서 측정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은 Immediate, Near, Far 3

개의 범 와 역을 모니터 할 수 있다. Immediate는 

50cm 이하의 역, Near는 50cm~5m의 역, Far는 

5m~49m의 역을 의미한다. 각 역에 따라 다른 송신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iBeacon 방식의 치 정보 측 는 실내 정보를 

측정하는 것 이외에 iBeacon의 통신 범 안 iBeacon 메시

지를 수신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메시지 수신을 통해 

자신의 상 인 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소유자

의 iBeacon을 이용하여 스마트 디바이스의 상 인 

치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iBeacon 메시지 

수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연동을 통해 스

마트 디바이스들의 분실을 방지하기 한 방안을 제안한

다. 이를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능동 인 분실 정보

를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에게 스마트 디바이스의 분실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련 연구

재 스마트폰에서 분실방지를 한 표 인 어 리

이션은 다음과 같다. ‘여기요’[7]는 기기를 잃어버렸을 

때 다른 휴 폰으로 잃어버린 기기에 문자를 보내는 방

식이다. 방법은 코드에 ‘@+비 번호’으로 문자를 보내면 

치를 문자로 송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분실 이후

에 스마트폰을 찾기 한 방법이다. ‘진돗개’[8] 어 리

이션은 트 터 계정과 연동해서 잃어버린 스마트폰의 

치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특정 트 터 계정에 쪽지나 멘

션을 통해 이를 알려 다. 한, 아이폰의 카메라를 이용

해 은 사진도 함께 송함으로서 구체 인 치를 

GPS 정보외에 제공한다. ‘모락’[9]은 스마트폰의 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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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치추 , 사이  등의 분실 비 기능 설정을 

하여 분실시 이에 한 치  처방안을 제공하는 방

식이다. 즉, 와 같은 어 리 이션은 모두 기기를 잃어

버린 후에 다른 휴 폰에서 자신의 휴 폰에게 문자를 

보내면 답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잃어버리는 시

에 한 응이 미약하다. 잃어버리는 시 에 한 어

리 이션으로는 ‘버 러 알람’[10]이 있다. 스마트폰의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동시에 사

이  경고음을 울리는 방법이다. 이는 잃어버린 후의 

처 방법 보다는 잃어버린 시 에 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다. 즉, 이동 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 을 가진다. 

어 리 이션뿐 아니라 부분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한 분실방지 방안은 디바이스가 분실한 후에 응을 

하는 방법이다. 로 분실 시 분실된 디바이스의 치, 

찾기 한 알람, 불빛 그리고 개인 정보 삭제  보호를 

한 방안에 이 맞추어져 있다[11-13]. 즉, 스마트 디

바이스의 분실 자체를 보호하지 못 한다.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한 시스템으로는 이 의 연구 태양 지를 

구비한 휴 폰 분실 방지 장치  시스템[14]에서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분실 여부를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

려주어 분실 방지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근

거리 통신 기기를 블루투스 모듈, 무선 LAN, IrDA, RF 

모듈로 정의하 으나 특히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함으로

서 통신 강도를 기 으로 분실을 정의하여 이를 알림(진

동, 비 음)음로서 분실을 방지한다. 하지만, 잃어버린 기

기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단을 하기 한 시간이 필요하고, 한 분실울림을 내는 

장치를 따로 구비해야 된다는 단 을 가진다. 비슷한 경

우로 휴 폰 분실 방지 시스템[15]은 휴 폰에 무선 신호 

송신 장치를 부착한 후, 무선 신호 수신 장치를 통해 멀

어질 경우에 알림을 받는 방안, 한 휴 폰에도 문자를 

통해 알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휴 폰이 잃어버린 

후에 잃어버린 휴 폰으로 찾기 한 문자 정보를 송

만 하기 때문에 분실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스마트 

디바이스 분실을 실시간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분실 시 

곧바로 피드백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3. iBeacon 분실 방지 시스템

iBeacon을 이용한 분실 방지 방법은 iBeacon이 사용자

가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물건에 착용된다고 가정한

다. 로, 옷과 가방 그리고 신발과 같이 사용자가 필수

으로 착용해야 되는 물건에 iBeacon을 장착한다고 가

정하는 것이다. 스마트 디바이스 분실 방지를 한 방지

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운 될 

수 있다. 첫째, iBeacon 메시지를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과정이다. 둘째, 등록된 스마트 디바이스를 유

지  리하는 과정이다. 셋째, 등록된 스마트 디바이스 

 분실이 발생했을 때 처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iBeacon 역에 벗어나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해제  새

로운 그룹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iBeacon에 연결하여 자신만의 그룹을 형성함으로서 각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서로 분실을 감시 할 수 있다. 그림 

1은 iBeacon을 한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 다. 

(그림 1) iBeacon 분실 방지 시스템 구조도

(Figure 1) System architecture of iBeacon loss 

prevention system

3.1  스마트 디바이스 등록 단계 

(그림 2) 스마트 디바이스 등록

(Figure 2) Registration of smart devices

먼 , 사용자가 지닌 iBeacon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

의 스마트 기기에서 이 iBeacon 메시지를 수신하여 디바

이스를 등록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림 2에서 

나타난다. iBeacon 메시지가 스마트 디바이스로 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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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자신의 디바이스 정보(고유 

MAC 정보와 품명)와 iBeacon 메시지 고유 정보(Major  

Minor)를 분실방지 리 서버에 송하여 디바이스를 등

록한다. 분실방지 리 서버는 iBeacon 메시지 고유 정보

(Major  Minor)를 이용하여 Group ID를 생성한다. 생성

된 Group ID에 등록하려는 스마트 디바이스 이름과 디바

이스 ID(MAC)를 장하여 iBeacon에 종속되게 하게 한

다. 이 게 생성된 Group ID와 디바이스 정보는 Group 정

보로서 스마트 디바이스에게로 송함으로서 각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자신과 그룹화된 디바이스들을 자동 으

로 검사한다. 이 게 형성된 그룹은 임의로 탈퇴를 하지 

않는 한 유지 되고 서로를 감시할 수 있다.

3.2 분실 감지 운  상태

그림 3에서 iBeacon에 의한 스마트 디바이스 그룹이 

형성되면, 각 디바이스는 지속 으로 iBeacon 메시지를 

수신 받는 치에 있는 지를 확인한다. 각 디바이스가 

iBeacon 통신 범 안에 있다면 단지 주기 인 자신의 그

룹  디바이스 상태만을 분실방지 리 서버로 보내어 

재의 디바이스 정보만을 업데이트 한다. 분실방지서버

에서는 변동된 사항만을 검사하고, 만약 변동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

(그림 3) 분실 감지 운

(Figure 3) Operation of smart devices

3.3 스마트 디바이스 해제 

(그림 4) 스마트 디바이스 해제

(Figure 4) Withdrawal of smart devices

사용자가 자신의 그룹화 된 디바이스를 스스로 해제

하고 싶을 때는 그림 4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그룹을 해

제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서 해제를 요청하면 자신의 디

바이스 정보와 iBeacon 정보를 분실방지 리 서버로 보

내면 이를 악하여 나머지 디바이스들에게로 새로운 그

룹에 한 정보를 보낸다. 탈퇴한 디바이스는 이를 수신

하더라도 그룹화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다. 

3.4 스마트 디바이스 분실

그림 5 와 같이 그룹화된 스마트 디바이스 에서 스

마트폰이 탈퇴와 같은 과정 없이 iBeacon 빠져나왔을 경

우, 즉 분실된 상태를 보여 다. iBeacon을 수신한 메시지

가 주기 인 업데이트 상태를 송할 때 분실방지 리 

서버는 그룹화에서 수신되지 않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별할 수 있다. 이를 발견하면, 이 에 분실된 디바이스 

상태 데이터를 악하여 분실된 디바이스의 ID, 시간, 거

리 등을 악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Urgent 메시지를 통

하여 분실되지 않은 그룹화된 디바이스들에게로 달한

다. 그러면 이를 수신한 디바이스들에게서 사용자가 알

기 좋은 알람 혹은 메시지 형태로 이를 알려 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디바이스가 잃어버린 시  뿐 아니

라 잃어버린 시간을 즉각 알려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는 즉각 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디바이스의 분실을 방

지할 수 있다. 

(그림 5) 스마트 디바이스 분실

(Figure 5) Loss of smart devices

분실을 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거리 개념은 iBeacon

의 송신 거리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

동 인 운  방법을 제공해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른 

분실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로 집밖에서는 

분실 거리를 짧게 설정하여 분실에 한 험도를 높이

고, 집안과 같은 경우에서는 분실 거리를 길게 하여 험

도를 낮추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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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  
사양

개발 컴퓨터 서버 컴퓨터

Process Intel Core i7 Intel Xeon E5

Memory 8GB 8GB

OS Window7 Window7

Language Java 1.6 Java 1.6

Platform Eclipse kepler Eclipse kepler

S/W version Android 4.3 MySQL 5.7.4

Input  : 

  MsgiBeacon : iBeacon message including major & 

minor

  Msgreg : Request registration message

  Msgconf : Registration confirm message

  Msggrp : group information message

  Msgwith : Withdraw message

  Msgugt : Urgent notice, loss device information

            (mac, name etc)

  Infogrp    : Group ID(major), device names(mac)

  Infodev    : Smart device mac address & name

Process :

application for smart device 

  loop : (check(Msg)) {

    case :  MsgiBeacon

       if !check(Infodev(mac))

         send(Infodev(mac))

    case :  Msgreg

       reg_request(Infodev)

    case :  Msgconf

       confirm(Infodev)

    case :  Msggrp

       confirm(Infogrp)

    case :  Msgurg

       notice(Infogrp)

  }

  event : 

    send(Msgwith(Infodev))

loss prevention management server

  loop : (check(Msg)) {

    case :  Infodev(mac)

      if !check(infodev(mac))

        if !loss(infodev(mac))

          send(Msgurg)

(표 1) 분실방지 시스템 슈도코드

(Table 1) Psuedo code for loss prevention system 

of iBeacon

        send(Msgreg)

    case :  Infodev

      group(infodev(mac), GrpID)

        send(Msgconf, Msggrp)

    case :  Msgwith

      withdraw(Infodev(mac), GrpID)

        send(Msgconf, Msggrp)

  }

Output :

  check() : check the information which is existing

  send() : send the data (Msg) to server or apps

  reg_request() : send the registration request

               including device information 

  confirm() : confirm the messages

  notice() : notice the loss device in the group

  loss() : check the loss device in the group by

         mac address

  group() : group the device with group ID

  withdraw() : withdraw the device from group

의 과정은 슈도코드 표1에서 종합 으로 정리되어

있다. 

4. 제안한 시스템 구   분석

4.1 개발 환경

(표 2) 개발환경

(Table 2) Development environment

개발환경은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을 한 개발 환경과 서버 로그램을 한 

개발환경이다. 어 리 이션은 Android[18]로 개발되었

고, 개발 툴(tool)은 Eclipse를 사용하 다. 서버 로그램

은 Java로 구 되었고, DB로는 mySQL 5.7.4를 사용하

다. 이러한 구체 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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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Beacon 분실 방지 어 리 이션

구 된 화면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분실방지 어 리 이션 액티비티

(Figure 6) Activities of loss prevention application

등록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사용자가 먼  자

신이 가지고 있는 iBeacon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한다. 검

색된 결과는 그림6 (b)와 같이 검색된 iBeacon 모트(mote)

를 표시한다. 이는 3.1 과 같이 디바이스 등록  iBeacon 

메시지를 통해 재 검색된 디바이스들을 알 수 있다. 검

색된 모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 모트가 어디에 소속된 모

트인지를 알려 다. 재 이 모트는 나이키 신발에 종속

된 모트로서 모트의 분류를 major는 nike로 minor는 nam

으로 설정하여 자신의 모트임을 확인한다. 이는 3.2 의 

디바이스 운 에서 디바이스가 등록된 후에 디바이스 상

태가 분실 방지 리 서버에 장되어 이 정보를 사용한

다. 사용자가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분실방지 리 

서버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 디바이스 그룹과 각각이 모

트와의 떨어진 거리 등과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이후에 

iBeacon 메시지를 스마트 디바이스가 수신하면 등록된 메

시지이면 바로 그룹화된 화면으로 그룹정보를 보여 다. 

즉, 그림6(b)에서 그림 6(d)로 바로 이동한다. 이와 같은 

과정과 메시지는 3.1 의 3~5번 과정과 같다. 

탈퇴는 3.3 의 디바이스 해제와 같이 그림6(d) 화면에

서 ‘withdrawal’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스마트 디바이스

가 생성된 그룹에서 탈퇴한다. 즉, 모트의 범 에서 벗어

나길 원할 때 사용한다. 탈퇴를 할 경우에는 등록과정의 

처음 부분과 같이 iBeacon 메시지를 새롭게 인식하여 이

를 등록해야 한다. 탈퇴된 디바이스가 디바이스 그룹핑에

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7) 분실 시 액티비티

(Figure 7) Activities in loss

분실은 그림 7 에서와 같이 iBeacon 송 범  즉, 모트

의 송범 를 과하면 스마트폰으로 분실된 디바이스

을 색으로 보여 다. 3.4 의 분실 과정과 같이 분실 방지 

리 서버가 지속 으로 디바이스를 체크하는데 분실이

라고 단되는 기기를 Urgeent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그

룹핑된 디바이스들에게 알려 다. 한 이를 클릭하여 잃

어버린 기기의 정보(시간, 거리, 그룹, 사용자)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어느 시 에서 잃어버

린 것을 감지할 수 있고, search 버튼을 통해서 이 치를 

일반 맵에서 가리킬 수 있다. 

이와 같이 iBeacon을 이용한 분실 방지 어 리 이션

을 통해서 사용자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잃어버리는 시

을 바로 알려 으로서 사용자로 하여  즉각 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 다. 한, 잃어버린 시 에 한 정

보를 기반으로 이를 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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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분실 방지를 해서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분실되는 시 을 찾아 즉각 인 반응을 보여

야만 한다. 이 의 연구들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분실되는 시 이 아닌 분실 후에 찾는 방안에 을 맞

추고 있다. 한, 디바이스 분실 시 이라 하더라도 이를 

측정하기 한 장비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다

른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동이 없기 때문에 분실된 디

바이스를 찾기 한 즉각 인 행동을 하기엔 정보가 부

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iBeacon을 이용하

여 각 디바이스의 치, 시간, 그룹 등의 정보를 기반으

로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를 알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분실을 애 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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