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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작업 처리를 위한 통함 스마트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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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iversal Smart-phone APP for Processing One-shot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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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shot tasks like a MERSC handling policy, a cinema poster, and so on are too small, diverse, and

sporadic to make them as apps or web applications. They are usually shared as the form of notes attached

in the field or messages in smart phones. In order to support inter-operability with internet web sites,

QR/NFC tags are attached to them. What matters in the web technology is that HTML5 standard does

not supply the accessability of smart phones’ resources like a camera, an audio, magnetic sensors, and

etc. In this paper, we propose a universal smart phone application for handling various one-shot tasks

in the same UI/UX. One-shot tasks are described with HTML5 web documents, and the URL for the

web documents are stored in QR/NFC tags. A smart phone scans a tag, and then the web document

is retrieved and presented finally. QR tags can be delivered to other smart phones through messages

or SNS. We solve the problem of HTML5 standard supplying a resource access library with javascrippts.

We suggested the whole architecture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QR/NFC tags. We show that our scheme

is applicable to make variable one-shot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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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메르스 대처 방안, 영화 포스터, 가스미터 검침 안

내문, 재난 경보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

회성 작업이 활용된다. 이들 작업들은 대부분 작고,

다양하고, 일시적이라서 웹에서 처리하거나 앱을 구

현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이들 작업들은 보

통, 메모 에 QR 태그가 부착된 형태로 공유된다.

가스검침원이 빈집을 방문했을 때 가스검침 절차

를 메모로 남기는 경우가 있다. 가스미터의 사진을 

촬영하여서 지정된 번호로 전송하라는 방식이다[1].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가입자에게 차량 번호와 장착여부를 사진으로 촬영

하여서 인터넷 또는 특정 번호로 전송하라고 지시한

다. 이러한 형태의 작업은 일회성이고 소수의 지시로 

이루어진 절차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등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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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ff-line gas metering memo.

는 간단한 기능들을 포함하는 특징을 지닌다. 일회성 

작업은 가능한 지시의 크기, 사용 가능한 기능의 포

함 등의 확장을 통하여 검침, 확인을 포함하여서 다양

한 사용자에 대한 상호교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전송하는 사용자 측면에서는 지시메모에 적혀있

는 절차를 기억해야 하고 전화번호도 기억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 서비스 업체 측면에서

는 소수 고객에 대한 일회성 작업 정보 처리를 위하

여 스마트폰 앱 및 서버를 구현하고 유지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요구

된다.

일회성 메모에 QR/NFC 태그를 부착하고 이를 사

용자가 스캔하면 저장된 URL이 지정한 서버에서 웹

문서를 검색, 스마트폰에서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QR/NFC 응용이다[2, 3]. URL이 지정하는 웹 문서의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개발되었

다. 예를 들어, QR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정보 시스템[4,5]이 개발되었다. QR 태그에 학

습 문제를 연동시켜 교육에 활용하는 사례[6]도 있

다. 박물관 및 미술관에 QR/NFC 태그를 부착하여 

큐레이션을 지원하는 체계[7]도 개발되었다. QR 태

그가 부착된 장소를 스마트폰으로 연동하는 지리 답

사 응용[8]도 개발되었다.

기존 QR/NFC 태그 활용 응용의 문제는 웹문서에

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기들의 접근을 지원하지 않

기 때문에 GPS나 카메라, 마이크, 자기장 센서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단문전송, 전화 등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도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웹문서 처리 

방식으로는 감스검침 응용이나 보험확인 응용 등을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하이브리드 앱[9]은 표준 웹기술을 활용하여 스마

트폰 앱을 개발할 수 있으며 폰갭[10]을 활용하여 스

마트폰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11]. 하지만 앱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하여 본 논문에

서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이면서 동적인 환경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QR/NFC 태그에 일회성 작업 내용

들을 저장하는 마이크로웹페이지 기술도 제안되었

다[12,13]. 마이크로웹페이지 기술은 데이터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본 논문의 적용환경에는 부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일회성 작업들을 통합 스마

트폰 앱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사용자는 일

회성 작업을 지시하는 메모 등에 부착된 QR/NFC태

그를 제안된 통합 앱을 이용하여 스캔한다. 제안된 

앱은 QR 스캐너, 웹뷰, 기기 접근 API 연결부를 포함

한다. QR을 스캔하면 저장된 URL을 통하여 웹 문서

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내장된 웹뷰에서 표시한다. 웹

문서는 특정 응용을 위한 JavaScript를 포함하는데 

이 JavaScript가 앱에 내장된 기기 접근 API 연결부

를 호출하여 카메라를 활용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기타 웹이 할 수 없는 기능을 처리한다. 이러한 방식

으로 하나의 앱으로 가스검침, 보험지원, 기타 다양

한 일회성 작업을 위한 웹문서 기능과 스마트폰의 

디바이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2개의 응

용에 대한 구현 및 사례 제시를 통하여 본 논문의 

방식이 일회성 작업을 통합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인다.

2. 배  경
2.1 오프라인 일회성 작업 처리 메모[1]

Fig. 1은 오프라인에서 가스 검침을 지시하는 메

모를 보여준다. 가입자는 Fig. 1에서 지시한 순서에 

따라서 가스미터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

를 지정된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함으로써 서비스 제

공자에게 정보를 업로딩한다. 가입자가 이 절차를 차

례로 수행하고 전화번호를 기억하여 처리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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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on-standard type QR Code in Kakao Talk.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전화

번호가 쉽게 노출되는 문제점도 포함한다.

2.2 표준 QR태그 활용 응용

QR 태그에 미리 지정된 표준화된 데이터[2]를 저

장하고 이를 해석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명함, 지도, URL 등 10여개의 데이터 형이 지정되어 

있으며 표준 형식을 지원하는 QR 리더 앱이 다수 

존재한다. 표준 형식의 데이터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2.3 비표준 QR 태그 활용 응용

Fig. 2는 카카오톡에서 지원하는 비표준화된 QR

태그 처리방식[3]을 보여준다. 카카오톡에 자신의 상

점을 등록하면 QR 태그를 전달받는다. 이를 상점 홍

보에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카카오톡 앱으로 QR

태그를 스캔하면 그 상점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친구

로 등록된다. 이런 방식은 원하는 응용에 따라 앱을 

개발하면 원하는 형태로 적절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응용마다 직접 앱이 개발되어야 한

다는 문제를 갖는다.

QR 태그에 웹문서의 URL을 저장하거나 특정 데

이터를 저장하여 응용을 개발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QR 태그에 저장된 데이터

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정보 

시스템[4,5]이 개발되었다. QR 태그에 학습 문제를 

연동시켜 교육에 활용하는 사례[6]도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에 QR/NFC 태그를 부착하여 큐레이션을 

지원하는 체계[7]도 개발되었다. QR 태그가 부착된 

장소를 스마트폰으로 연동하는 지리 답사 응용[8]도 

개발되었다. 이들은 개별 응용마다 별도의 저장구조

와 데이터 저리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표준화될 

수 없으며 하나의 앱에서 통합해서 처리할 수 없다.

2.4 웹앱 및 하이브리드 앱

웹앱은 브라우저에서 이용하기 위해 HTML,

Javascript, CSS를 사용하여 만든 앱이다. 플랫폼에 

의존적이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카메라 등 하드웨

어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9].

하이브리드 앱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으로 네이티브 앱에서 웹뷰(Webview)를 통해 웹을 

보여준다. 따라서 웹앱과 마찬가지로 HTML, Java-

script, CSS를 사용하여 개발하지만 네이티브 앱과 

같이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9].

하이브리드 앱 개발 플랫폼 중 하나인 Phonegap

은 니토비(Nitobi)에서 만들었으며 오픈소스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HTML, Javascript, CSS를 기반

으로 안드로이드, iOS, 블랙베리 등 스마트폰 OS의 

주요 기능들을 지원한다[10]. Phonegap을 통해 개발

한 결과물들은 웹뷰를 통해 수행되며 네이티브 기기

의 API에도 접근할 수 있다[11]. 하지만, 하이브리드 

앱은 앱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하여 

일회성이면서 동적인 환경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2.5 마이크로웹페이지 기반 처리

마이크로웹페이지는 QR/NFC 태그에 작은 웹페

이지를 저장하여 스마트폰이 스캔했을 때 이를 웹뷰

에서 표시하는 방식이다. 전체 웹페이지의 UI 구성 

부분은 템플릿으로 이미 앱에 저장되어 있고 응용에 

종속적인 부분만 QR/NFC 태그에 저장되므로 데이

터통신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

다.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한 외국관광객을 위한 관광

안내 서비스를 마이크로웹페이지로 구현[12]하였고 

주변 지도를 QR/NFC에 저장하는 것[13]도 제시되

었다.

2.6 관련 연구 비교 분석

Table 1은 관련 연구들과 제안된 방식에 대한 비

교 분석을 보여준다. 비교 항목은 크게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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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Related Works

Comparison Aspect Standard QR[2]
Non-standard QR

Applications[3-8]
Phonegap[11] Our Approach

Dynamic Web Replacement ☓ ☓ ☓ ◌
Smart-phone Resource

Accessability
△ △ ◌ ◌

Universal Web Processing ◌ ◌ ☓ ◌

Fig. 3. The detailed user scenario in the gas metering 
application.

첫 번째는 동적 응용 변경으로, 하나의 응용이 다양

한 응용을 지원할 수 있느냐를 표시한다. 관련 연구

들은 특정 응용이 만들어지면 그 응용을 변경하기 

전에는 새로운 응용을 추가할 수 없다. 그러나 제안

된 방식에서 통합 앱은 변경이 없고 특정 응용을 지

원하는 웹 문서만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응용을 동적

으로 생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웹이 스마트폰의 자원을 접근할 수 

있느냐 이다. 표준 QR이나 비표준 QR을 처리하는 

QR 응용들에서 네이티브 앱 방식으로 처리하는 응

용들은 스마트폰 접근을 지원한다. 하지만, 웹문서 

방식에서는 스마트폰 자원을 접근할 수 없으므로 △

로 표시하였다.

세 번째는 통합 웹문서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하

나의 앱에서 다양한 웹문서를 응용으로 지원하느냐 

여부이다. 표준 QR이나 비표준 QR에서 태그에 URL

이 저장되어 있다면 제안된 방식과 동일하게 통합 

웹문서 처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Phonegap은 앱이 

완성되면 더 이상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통합 웹문서 

처리를 지원하지 못한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안된 방식은 하

나의 앱으로 다양한 응용을 위한 웹문서들을 통합하

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내의 다양한 지원

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3. 스마트폰 연동 체계
3.1 사용자 시나리오

Fig.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Fig. 3에 적용된 사례는 도시가스 검침의 

경우이다. 먼저 3-1에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도시가

스 검침 안내를 보낸다. 이 안내에는 QR 태그가 부착

되어 있다. 3-2에서와 같이 부착된 QR 태그를 일반 

QR 리더로 스캔하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부착된 

QR을 처리하는 앱을 다운로딩할 수 있다. 3-3은 다

운받은 앱으로 부착된 QR을 스캔하면 적절한 웹문

서가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딩되는 것을 나타

낸다. 이 웹문서를 따라서 사용자는 가스검침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며 사용자가 3-5처럼 스마트폰 

카메라로 검침기를 촬영하면 그 사진이 3-6에서처럼 

검침원 스마트폰이나 서버로 자동으로 전송된다.

다른 응용에서도 절차는 동일하다. 3-3에서 다운

로딩받은 웹문서가 타 응용에서는 다를 뿐이다. 이미 

앱을 다운로딩 받았으면 3-1과 3-2 과정은 생략된

다.

3.2 시스템 구조

Fig. 4는 전체 시스템 구조를 보여준다. 왼쪽 상부

는 응용을 처리하는 웹문서가 저장되는 서비스 제공

자의 클라우드를 표시한다. 왼쪽 하부는 서비스 제공

자의 스마트폰을 표시한다. 중간 하부에는 현장에 부

착된 QR 태그를 보여준다. 오른쪽 하부에는 서비스 

가입자의 스마트폰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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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ystem architecture for the proposed method.

Table 2. Components of the template for the gas metering application

Unit HTML CSS Javascript

Function

UI Definition

(Valid duration, Manager

Phone No., etc.)

UI Layout

(Size of Image, Font,

Color, Background, etc.)

- Camera Device Access Library

- Manager phone call access library, etc.

Size 1～2KB 1～2KB 1KB

Fig. 5. Interworking URL for the proposed App.

Fig. 6. Components of the proposed smart phone appli-
cation.

가입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현장의 QR 태그를 

스캔하면 그 QR에 저장된 URL이 지정하는 클라우

드에서 적절한 웹문서를 다운로딩한다. 이를 가입자 

스마트폰에서 처리하여 적절한 응용을 수행한다.

3.3 구성 요소

3.3.1 클라우드 웹페이지 

가입자가 스캔한 QR 태그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웹문서의 URL이 저장되

어 있다. 이 웹문서는 클라우드 웹페이지에 저장된

다. 웹문서는 Table 2와 같이 HTML과 CSS, Java-

script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QR 태그와 웹

문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도 있으며, 보안을 위한 처리도 가능하다. Table 2에

서는 가스 검침의 사례를 표시하는데 다른 경우도 

유사하다.

3.3.2 QR 태그

QR 태그는 서비스 제공자가 처리하길 원하는 웹

문서에 대한 URL 주소를 포함한다. 사용자는 단지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카메라를 활성화하고 

검침기를 촬영하여서 그 이미지를 서비스 제공자의 

스마트폰이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제안된 앱이 

아닌 일반 QR 리더로 스캔했을 때를 대비하여 Fig.

5의 호환성 부에서 표시된 URL은 제안된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구글 PLAY 스토어의 관련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첨가한 것이다.

3.3.3 스마트폰 앱

Fig. 6은 스마트폰 앱의 구조를 표시한다. 제안된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웹 문서가 카메라, 마

이크, GPS, 문자 메시지 등의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

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Fig. 6처럼 웹 문서의 JavaScript 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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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mplementation Environment

Component Platform Langage Tool Library

Smart-phone App Android 4.1 JAVA Eclipse Android SDK

Web App HTML5 HTML Aptana HTML5 SDK

Fig. 7. The form of the proposed application for Android. Fig. 8. A case for the gas metering application.

API 연결부를 두고 그것이 스마트폰 OS 의 API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4. 구현 및 응용 사례
4.1 구현 환경

구현 환경은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앱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이다. 두 번째는 

웹을 개발하는 환경이다. Table 3에서 각각의 구현환

경을 표시하였다.

4.2 스마트폰 앱의 구현

Fig. 7은 구글의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딩 받을 

수 있는 본 논문에서 개발된 앱을 보여준다. 구글에 

저장된 이름은 “PWW 브라우저”이다. 그림에서 카

메라 표시는 QR 스캐너를 표시하며 차례로 기존에 

스캔한 QR 태그 저장부, 오른쪽 끝은 사용자 설정부

를 표시한다. 앱은 계속 수정 중에 있다.

QR 스캐너는 Zxing 라이브러리[14]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PWW 브라우저는 웹에서 스마트 폰의 

카메라, 전화번호부 등의 디바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4.3 가스 검침 응용

Fig. 8은 가스검침의 구현 사례를 표시한다. 웹으

로 구성되며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문자 전송은 기술

한 바와 같이 API 연결부의 JavaScript 함수를 사용

한다.

가스 검침 응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동작한다.

① 가스 검침 응용을 위한 QR 코드를 PWW 브라

우저로 스캔한다.

② 가스 검침 응용의 버튼을 이용하여서 카메라를 

동작시킨다.

③ 사용자가 검침하고자 하는 가스 검침기를 촬영

한다.

④ 전송 버튼을 누르면 QR 코드에 내장되어 있던 

번호로 사진이 전송된다.

다음은 가스 검침을 위한 사진 촬영 및 전송을 위

한 HTML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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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TML code for the registration of camera events.

Fig. 10. Android call functions in Javascript.

Fig. 11. Functions for camera device in Android.

Fig. 12. A function for MMS in Android.

Fig. 13. A case for noise measuring.

Fig. 14. HTML and Javascript code for the noise meas-
uring application.

Fig. 15. A function for receiving the noise from mic. in 
Android.

위의 함수들은 아래의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의 

함수를 호출한다. Fig. 10, 11, 12에 나타나 있는 함수

를 통해 Webview에서 카메라와 MMS에 접근할 수 

있다.

4.4 공사장 소음 측정 응용

Fig. 13은 공사장 소음 측정 앱의 사례를 보여준

다. 이 앱에서는 마이크를 소음측정 센서를 활용한

다. 산출된 결과를 문자나 인터넷 서버에 전송하는 

것은 4.2. 가스검침 응용과 동일하다.

본 사례와 같이 제안된 방법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동일

한 앱으로 다양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보

여주고 있다.

다음은 소음 측정을 위한 웹문서의 HTML 및 자

바스크립트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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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ebpage Sizes for Each Devices

Web page HTML Document Size Image Size JavaScripts Total

Gas Metering 1.4 KB 125 KB 1.2 KB 127.6KB

Noise Measuring 1.2 KB 165 KB 1.1 KB 167.3KB

소음 측정 시작 버튼을 누르면 Javascript의 Noise_

Measure 함수가 호출된다. Noise_Measure 함수는 

네이티브 앱의 NoiseMeasure() 메소드를 호출한다.

다음은 NoiseMeasure 메소드이다. NoiseMeasure

메소드는 마이크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를 dB로 환

산하여 HTML로 반환한다.

4.5 구현 성능 자료

Table 4는 구현된 2가지 응용의 웹 페이지 크기를 

보여준다. 각각의 응용은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 

120KB에서 160KB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응용에 따

라 그 크기는 다양하겠지만 이미지 크기가 전체 크기

를 결정할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일회성 작업 정보들을 통합

된 하나의 앱으로 처리하는 통합 스마트폰 앱을 제시

하였다. 기존의 QR/NFC에서 처리할 수 없었던 스마

트폰 리소스 접근 문제는 Javascript와 연동하는 리

소스 접근 API를 제공하여 해결하였다. 전체 시스템 

구조와 QR/NFC 태그의 저장구조를 제시하였고 리

소스 접근 API의 설계 및 구현을 제시하였다. 2개의 

일회성 작업을 구현하는 사례를 제시하여 본 제안이 

다양한 일회성 작업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의 연동 매개체를 QR/

NFC 태그뿐만 아니라 Beacon 등 다양한 연동 매개

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

트폰의 다양한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다양

한 방법들을[15] 활용하여서 그 유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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