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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노드와 블루투스 AP(Access Point)를 이용하여 영화관, 기차역, 은행, 관공서 등의 다양한 장소의 키오

스크 서버(Kiosk Server)에 모바일 기기로 원격으로 접속한다. 이때 모바일 단말기기는 사용자의 입력과 출력만을 담당하고 키

오스크 서버는 전달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Profile의 프레임워크를 설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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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술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여 무의식적인 상

태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철학적 바탕의 유비쿼터스 패러다임

이 여러 응용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영화관, 기차역, 은행, 관공서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키오스크(kiosk)가 편재해 있으며 단일 사용자의 점유가 

아니라 복수의 사용자가 단일 키오스크의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키오스크 자원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 수단으로 휴대폰이 사용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2].
최근 컴퓨터의 보급은 넷북이나 PDA, 모바일폰 같은 개인정보 

단말기 등의 네트워크 가능한 도구들이 보편화 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로 인하여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중요한 요소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윈도우용 블루투스 스택인 Bluecove를 이용하

여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키오스크의 구현을 위한 설계를 목

표로 한다.

II. 관련 연구

1. Bluecove

Bluecove는 CLDC 용으로 개발된 JSR-082 라이브러리를 

Windows XP, Mac OsX, Linux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오픈소스 JNI(Java Native Interface) Librariy 이다[3].

 따라서 사용자는 HCI, SDP, RFCOMM, L2CAP등의 프로파

일을 구현하지 않고, 응용 계층의 Profile의 정의만으로도 응용 프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Bluecove는 Java SE 환경설정 패키지인 com.intel.bluetooth패

키지와 호스트 간에 연결을 설정하는 javax.microedition.io패키지, 
JSR-082를 정의한 javax.bluetooth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III. Kiosk Data Processing Profile

3.1 KDP Progile

블루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기의 제어 장치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을 사

용하여 휴대폰의 입력 정보를 parsing하고 키보드나 마우스 신호

로 해석하는 일은 연산 자원이 풍부한 PC기반의 키오스크에서 담

당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연결 및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의 

명칭이  GIDEI(G- erneral Input Device Emulating Interface) 
이다[4].

GIDEI는 PC 원격 제어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원

격 제어의 경우 키오스크의 자원을 단일 사용자가 점유 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수의 사용자가 단일 키오스크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데이터를 변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KDP를 제안 한다[5].
그림 1은 제안하는 프레임 워크의 데이터 플로우를 보여준다. 

단말기기에서 블루투스 기기들을 검색하여 키오스크 서버와 연결

된 AP(Access Point)에 연결하여 Data Host의 정보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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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DP의 데이터 플로우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Data Host의 정보를 확인한 뒤 메인 

페이지의 정보를 요청 한다. 전송받은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여 

애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만들고, 컨텐츠 요청 패킷을 통해 각각

의 컨텐츠를 수신한다. 이때 TCP에 정의된 ack와 nak와 같은 메

시지 패킷을 정의하여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한다.

그림 2. KDP의 데이터 플로우

Fig 2. Data Flow Diagram of KDP

표 1. KDP 패킷 정의

table 1. KDP Message packet definition

구성 기능

REQ_HELLO
Host information 
request

SERVER_HELLO | server_info
Host information 
response

CLIENT_HELLO Confirmation Host

REQ_PAGE | num_page
Page information 
request

RES_PAGE | num_page | tot_content | 
title | num1_content_info ` …..

Page information 
response

REQ_CONTENT | num_page | 
content_info

Contents request

RES_CONTENT | num_page | content Contents response

ACK Acknowledge

NAK Negative Acknowledge

REQ_BYE Request disconnection

SERVER_BYE Disconnection

IV. 결론

지금까지 Bluecove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키오스크 서버의 

데이터를 제공하기위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프로파일을 설계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KDP는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

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

는 원래의 데이터서버의 내용을 파싱하고 변환할 수 있는 Gate 서
버를 구축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Gate 서버에 접속한 다수의 

Data Host를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사용 할 수 있어서 Kiosk 초
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설계를 바탕으로 KDP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이 연구를 

통해서 키오스크 및 블루투스의 활용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

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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