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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기기 시장의 대중화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iPad, Smart TV 등 다양한 기기와 스마트 기기와
의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식당정보를 획득하고, 

필요시 사용자가 메뉴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식당메뉴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이는 식
당의 메뉴를 찾아가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미리 파악하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맛 평가를 하
여 보다 더 좋은 식단 메뉴를 선택 할 수 있게 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여 각각의 식당 
서버에 접속하여 메뉴를 검색하고, 각 음식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 및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애플리케
이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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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IT분야의 이슈중 하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이다.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개개인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
니라, iPad, Smart TV, Tablet PC와 같은 스마트
패드 등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 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상호 연결되어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스마트 폰, 스마트 탭 등 스마트 기기들의 사
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에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
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 획득을 용이
하게 하게 해준다[1].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편리하
게 내가 원하는 식당정보를 획득하고, 필요에 따
라 사용자가 식당메뉴정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식당메뉴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
다.

이는 매일 변화되는 식당정보를 편리하게 획득
함으로써 식당을 직접 찾아가서 메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사용자가 메뉴정보를 직
접 업데이트할 수 있어 관리자뿐만 아니라 스마
트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당메뉴관리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논문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 안드로이드 개
발환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Ⅱ장에서는 식당메뉴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 개요와 설계, Ⅲ장에
서는 개발환경과 식당메뉴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구현결과에 대
해 분석하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Ⅱ. 식당메뉴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2.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스마트 기기의 애플리케
이션과는 달리 Web service 사용하지 않고 JDBC
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였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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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Wi-Fi를 이용
해 스마트 기기에 넘겨주게 되며, 스마트 기기는 
넘겨받은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웹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
터를 스마트 기기에서 처리함으로 해서 서버의 
데이터 처리량을 줄이고 스마트 기기의 데이터 
처리량을 늘려 서버의 부담을 스마트 기기에 분
담하도록 설계하였다.

2.2 설계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어느 
지역에서든 원하는 식당의 메뉴정보를 획득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식당메뉴정보에 의견을 제
기할 수 있는 식당메뉴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 사용자의 의견은 관리자 승인을 
받은 후 관리자에 의해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설
계하였다.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기기는 3G혹은 
Wi-Fi를 통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식당정보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전체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스마트 기기에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서버는 요청받
은 쿼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스마트 기기
에 전송하게 된다. 결과를 받은 스마트 기기는 요
구사항에 맞는 결과 값을 처리하여, 화면에 출력
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Ⅲ. 구현

식당메뉴 애플리케이션은 개발자나 스마트 기
기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픈소

스로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용하였다.

그림 2는 TabActivity를 이용하여  세 개의 식
당의 메뉴와 가격 정보 그리고 게시판을 나타내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화면이다.

식당의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이
용하여 각 식당의 정보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대메뉴에 대한 화면전환이 
용이한 TabActivity를 사용하였다. 또한,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값을 Web service 

사용 없이, 스마트 기기에 JDBC를 이용하여 데이
터 값을 바로 전송하여 서버에서의 응답시간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그림 2. 식단 화면

그림 2는 본 논문의 구현 결과를 스마트 기기
에서 실행한 화면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식당정보를 획득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식당
메뉴정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식당메뉴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식당을 이용하는 사용
자들에게 식당정보는 물론, 메뉴검색과 리뷰를 달
수 있다. 또한 메뉴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
공 한다. 

식당메뉴관리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다양한 간적접인 이익창출이 가
능하다. 이를 위해 향후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통계, 검색 등의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들의 선호음식을 추천하고, 자신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주변 식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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