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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기기의 등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의 위치 정보 서비스 기술은 지속

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된 모바일 서비스 시장의 규모 또한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점 검색과 배달 음식 주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많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음식 주문과 관련하여 BLE(Bluetooth Low Energy Beacon)비콘을 사용한 실내 사용자 위치 정보 

기반의 외식 매장용 모바일 서비스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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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LBS(Location Based Service)는 모바일 서비스에서 가장 기대받

는 분야중 하나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이용한 실외 

위치 중심의 서비스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보편화된 실내 

위치 중심의 서비스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내 

위치 기반의 서비스는 기존 온라인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구분짓

는 기본적인 기능이며 오프라인 생태계와의 접목을 하여 전자상거래, 

광고, B2B 등으로 확장을 위한 연구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식 서비스 형태의 매장에서 BLE(Bluetooth 

Low Energy Beacon)비콘에 기반하여 매장 내부의 공간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음식에 대한 서비스를 주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POS(Point Of Sales)와 연계하여 고객 응대 및 매장 운영에 대한 

관리까지 가능한 통합형 서비스를 제안한다.

II. Design and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그림1과 같이, 외식 매장에 사용자

가 진입하였을 때, 사용자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음식 메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주문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외식 매장 내에 설치된 

BLE비콘을 통해 사용자의 매장 진입 및 착석 테이블에 대한 위치 

정보에 기반한다.

Fig. 1. BLE 비콘에 기반한 모바일 주문관리 서비스

제안하는 BLE비콘 기반의 서비스는 애플의 iBeacon과 구글의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8. 7)

483

Eddystone 플랫폼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iBeacon에 

접근할 경우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포그라운드에서만 동작하며 

UUID, Major, Minor 등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BLE비콘과 스마트 

기기 사이의 거리를 추정하여 위치에 따른 이벤트 발생을 제어한다. 

Eddystone은 Eddystone-UID, URL, TLM 등의 데이터 패킷 형식을 

사용하여 동작을 트리거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20바이트를 사용하

는 iBeacon과 비슷하지만 16바이트를 사용하고 3개의 영역으로 

분할되는 iBeacn과는 달리 두 부분으로 분할이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통합 플랫폼은 BLE4.0의 표준 데이터 패킷에서 iBeacon과 

Eddystone이 사용하는 Advertisement Data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패킷 캡처하여 실내에 설치된 BLE비콘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방식을 자동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 iBeacon 및 Eddystone 통합 플랫폼

그림3은 관련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로서, 사용자가 

외식 매장에서 주문한 음식에 대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고 진행 

상태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쿠폰 등의 부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주문 정보는 POS 단말기와 연동되어 매장에 

대한 운영관리 및 방문 고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3. BLE 기반의 음식 주문관리 시스템 구성도

III. Conclusions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커지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는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 도입과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KIOSK 등의 연계되어 운영된다면, 사용자에게

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외식 매장의 관리자에게는 인력 운영과 정산  

등에 대한 효율성을 제공하여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지능화된 

고객 응대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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