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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급격한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스마트 폰, 태블릿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들이 최신의 통신기술에 접목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의 응용 서비스가 매우 강조되면서 
스마트 폰은 스마트 폰을 이용한 모바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융
복합 시대에서는 모바일 기기들의 이동성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있다. 스마트 폰의 위치를 기
반으로 사용자 주변 지역 또는 상점의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폰의 사용자 프로파일이 광고주
와 제품 판매자에게 제공되고 광고주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제품들을 광고한다. 사
용자는 최저 가격비교, 관련 상품이나 유사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나
리오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주제어 : 비즈니스 모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스마트 폰, RFID 태그, 모바일 에이전트

Abstract Recently, according to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trend of mobile devices revolutionary 
transforming our lives in various fields, thereby combining the latest in communications technology. These 
mobile devices to celebrate the digital convergence era are now created a new business model due to mobility. 
The mobile business operators obtains a user's location information using the smart phone. The mobile business 
operators provide users with the area or building-related information for the user on. The mobile business 
operators provide users profiles to advertisers and product sellers. In this study, I propose the mobile business 
model and that there are no technical problems design a conceptual framework on mobile agents for mobile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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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격한 기술 발 에 따라 스마트 폰, 태블릿 등과 

같은 컴퓨  모듈이 내장된 모바일 기기들이 최신의 통

신기술에 목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명 으로 바꿔 놓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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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인터넷에 속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정보를 획

득하거나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 구매와 결재까지 가능

하다. 스마트 폰의 응용 서비스가 매우 강조되면서 모바

일 단말장치는 스마트 폰 기반 모바일 비즈니스 로세

스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스마트 폰의 

응용 로그램인 “앱”은  더 고수 의 융통성, 용

성, 확장성, 자율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1].

최근의 스마트 폰은 사용자 치 기반의 개인 상황인

지서비스(Context-Aware Service), 소셜 네트워킹

(Social Networking), 정보 검색  추출(Information Search 

and Retrieval),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모바일 상거래, 모바

일 결재, 메시징(Messaging), 자 메일, 상  음악 재

생 등을 비롯하여 사용자가 심이 있는 특정 상들을 

포함한 주변을 인식하는 객체 인식(Object Recognition) 

등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의 발 으로 인해 스마트 폰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터넷 융기 이나 

쇼핑몰들은 스마트 폰용 앱을 개발하여 내어 놓고 있으

며, 사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

서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

었다. 기업들은 스마트 폰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안 하

게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기술의 용을 보다 확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스마트 폰과 무선통신 기술의 목으로 

인해 스마트 폰과 같은 휴 용 기기들을 기반으로 한, 오

라인 상의 제품과 이에 응하는 온라인상의 디지털 

콘텐츠 사이의 원활한 연결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창출하기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정호 외

는 미술 이나 박물 과 같은 시공간에서 모바일 

RFID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람객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정보 취득  장의 제약성 등과 같

은 한계 이 모바일 RFID를 통한 연결완 성에 의해 극

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는 비

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2]. 

한, 정보기술의 발 으로 인해 SNS(Social Network 

Service),  웹 검색 등의 사용이 늘어나고 인터넷 근이 

보다 편리해 지면서 개인에 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정보 는 고객의 성

향이나 기호를 분석하여 이를 기업의 략과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가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 성공의 핵

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 폰은 기업이나 고객에게 새로운 비

즈니스 도구이자 매  구매경로가 되고 있다. 과거 인

터넷의 보 으로 인해 역경매나 공동구매 등의 같은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났던 것과 같이, 이제 스마트 

폰과 스마트 폰을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들이 개발

됨으로 인해 스마트 폰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을 기반

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치  로 일을 기반으로 맞춤

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타깃 마 (Target Marketing) 

모델, 그리고 RFID 태그를 이용한 구매자 수익 모델 등

을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각 참여자 별로 제시하고 이를 

한 기술  측면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 다.

한편 SNS에서와 같은 다양한 웹 자원에서 특정 정보

를 수집하고, 분류  장하기 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

를 해 기존의 검색엔진을 활용할 수 있으나, 다양한 문

제 들이 제기되어 왔다[3].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  

하나로 모바일 에이 트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해 폭발 으로 증가하는 개인에 한 정보의 수집 

 분석을 한 검색  이동 에이 트의 개념  구조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의의 개념으로 가치 네트워크 내

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획득하기 한 근본 인 논리와 

략  선택을 표 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4]. Timmer

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로 (1)비즈니스에 참

여하는 참여자들의 역할과 그들 간의 가치 흐름의 구조, 

(2)참여자들이 얻게 되는 잠재  이익, (3)사업주도자가 

얻을 수익으로 구분하기도 했다[5]. Rayport와 Jaworski

는 (1)가치 제안 는 가치군, (2)마켓스페이스 제품 제

공, (3)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달하기 한 기업의 자원 

시스템, (4)수익을 내기 한 재무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

다[6]. 과거에는 효율성, 보완성, 고착, 새로움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과 고객 사이에 거래를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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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고 하 다[7]. 이것은 

기업과 고객 간의 계를 기업 주로 보는 것으로 제품

이나 서비스를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가

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가치창출에 고객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나아가 

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 는 

계를 수립하고 있다. 

2.2 모바일 에이전트

에이 트(Agent) 는 지능형 에이 트(Intelligent 

Agent)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래 부터 연구되어 온 

개념으로 인공지능과 분리되어 독립 인 연구 주제로 

두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말부터이다. 지능형 에이

트의 정의에 해서는 지능형 에이 트가 갖추어야 할 

핵심 속성들로 지능형 에이 트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러한 속성들에는 특정목 에 해 사람이나 다른 시스템

의 간섭 없이 동작하며 자신의 내부행동이나 상태를 자

율 으로 제어하는 능력인 자율성, 다른 에이 트와 

동해서 목 을 달성하려는 동성, 정확한 정보를 교환

하며 이를 사용자에게 달하는 정직성, 특정목 을 달

성하기 하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성, 환경이나  특정목  등에 응하기 한 학습능력 

는 응성, 다른 에이 트 는 다양한 시스템 자원과 통

신할 수 있는 통신능력 는 사회성, 규칙 기반 추론

(Rule-Based Reasoning)이나  지식 기반 추론

(Knowledge-Based Reasoning) 등을 이용해서 특정 

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론능력 등이다. 이와 같은 

특성에 근거하여 지능형 에이 트를 정의하여 보면 지능

형 에이 트는 특정 역의 문제를 자율 이며 독자 으

로 해결하기 해 학습하고 추론하며 필요시 다른 에이

트 는 시스템 자원과 동해서 주어진 문제를 극

으로 해결하려는 소 트웨어라 하겠다[8]. 이러한 지능

형 에이 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모바일 에이 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94년 

이후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 갖는 단 인 지연  역

폭문제와 네트워크 연결해제의 취약  등을 극복하고, 

낮은 역폭을 가진 무선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바일 클라

이언트를 한 네트워크 효율성을 제공하기 해 등장하

다[9]. 재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에이 트 랫폼으

로는 D’agent[10], Aglets[11], Jade[12] 등과 같은 임

워크가 존재하고 이들 랫폼들은 에이 트 표  로토

콜인 FIPA(the Foundation for Intelligent Physical 

Agents)[13]를 따른다. 모바일 에이 트의 특징으로서는 

이동성, 동성, 자동성, 응성 등이 있다[14].

스마튼 폰 용 에이 트는 개별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

하기 하여 자율 으로 사용자를 신하여 조언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이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과 모바

일 기기들이 확산됨에 따라 비즈니스 역의 사용자들이 

모바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막 한 정보를 다루기가 

차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향후 모바일 에이 트는 모바일 

상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한 기

술이다. 한 에이 트는 자신의 도메인에 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행 를 이끄는 확실한 목

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 

한 환경과 사건에 한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에

이 트간의 상호작요성은 잘 정의된 의미론에 의해  행

가 기술된다[15, 16, 17].

2.3 모바일 기반 비즈니스 모델 사례 분석

사례 연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한 구체 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

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 이 있으나 상

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을 이해하고 정립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18, 19, 20]. 

스마트 폰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로는 모바일 RFID를 활용한 출결 리 방법  시스

템 설계[21], 그리고 모바일 RFID에 기반한 유비쿼터스 

시공간 비즈니스 모델 설계[2], 모바일 RFID를 활용한 

고 비즈니스 모델[22] 등이 있다.

기존의 RFID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들은 리더기가 고

정되어 있고 RFID 태그가 이동하는데 비해, 의 연구들

은 RFID 태그가 고정되어 있고 스마트 폰에 동 을 부착

하거나 NFC를 이용하여 고정된 RFID 태그를 스캔하여 

태그에 장된 정보를 읽어와 처리하는 것이다. 즉 스마

트 폰이 이동형 RFID 리더기가 되는 것으로 이 이 기존 

RFID 시스템들과의 가장 큰 차이 이다. 

모바일 RFID를 활용한 출결 리 방법  시스템설계 

연구에서는 각 강의실에 RFID 태그를 설치해 두고 이를 

학생의 스마트 폰을 이용해 스캔하면 스마트 폰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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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이용해 해당 학생의 신분을 인지하여 출석이 확

인된다. 모바일 RFID에 기반한 유비쿼터스 시공간 비

즈니스 모델 설계 연구에서는 미술품 등의 시공간의 

람객은 시물 등에 해 궁 한 사항이 있으면 자신

의 스마트 폰을 이용해 시물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스

캔하여 장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

를 확인하면서 해당 시물과 련된 부가 비즈니스 

련 정보들도 제공되고 고와 매 등이 이루어지는 모

델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RFID를 활용한 고 비즈니

스 모델의 설계 연구에서는 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

거나 고 포스터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스마트 폰

을 이용하여 이를 스캔하게 되면 태그에 장된 정보  

부가 련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한 

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 다. 이들 연구의 핵심은 

고정 는 이동 형태의 제품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이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여 태그에 장된 정보  부

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  고 비즈니

스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에 해서는 이하에서 설

명이 될 것이나 가장 큰 차이 은 본 연구의 모델에서는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고함으로

써 구매자 수익 모델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공

간이나 역에 스마트 폰을 소지한 사람이 출입하게 되

는 경우, RFID 태그를 스캔하는 활동이나 사건(Event)이 

발생하지 않아도 스마트 폰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공간과 련된 정보를 제

공해 다는 것이다. 를 들면 백화 , 커피 , 시 , 

화 , 식당 등에  들어서는 사람에게 해당 상 의 매 

홍보 정보나 쿠폰 발 , 유사 상품 는 련 상품들에 

한 고 정보 등이 제공된다. 스마트 폰을 RFID 태그

의 리더기로 사용한다는 은 같다.    

3. 스마트 폰 기반 비즈니스 모델

3.1 시나리오

Magretta는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는 방법을 한편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하나의 이야기에는 

등장인물과 그들의 성격, 역할 등이 있는 것처럼 비즈니

스 모델에도 그와 응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한다[2, 

21, 22, 23]. 아래의 시나리오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학생 David의 어느 날의 하루 일과이다.

1) 학생인 David은 학교에 도착하 다. 도착하니 자

신의 스마트 폰에 오늘의 시간표를 포함한 일정들

이 표시되었다.

2) 강의를 수강하기 해  해당 강의실로 가서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에 자신의 휴 폰을 하니 문이 

열리고 입실하여 수업을 들었다.

3) 수강 후 심식사를 해 친구들과 학교식당으로 

이동하자 자신의 핸드폰에 학교 식당의 오늘의 메

뉴가 표시되고 메뉴별 재료, 가격 등의 부가 정보

를 확인하 다. 

4) 메뉴를 선택하고 스마트 폰을 이용해 결재하니 식

권이 스마트 폰으로 발권되었다. 배식구로 가서 배

식구에 설치된  리더기에 자신의 스마트 폰을  

하니 해당 음식이 배식되어 나왔다.

5) 친구들과 식사  친구가 소지한 가방에 심이 생

긴 David은 자신의 스마트 폰을 친구의 가방에 가

까이 데자 해당 제품에 한 정보가 읽 져 제품 

련 정보를 획득하 다.

6) 검색 앱이 실행되고 해당 모델을 가장 싸게 매하

는 매  순으로 가격비교를 할 수 있었고, 치 

기반으로 해당 제품을 매하는 곳들의 거리, 연락

처, 길 안내  교통정보 등이 표시되었다. David은 

해당 제품과 매 을 심제품  매 으로 등

록해 두었으며, 자신의 SNS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

고 싶다는 내용을 게재하 다.

7) 식사 후 친구들과 커피를 하던 ,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 해당 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련된 정보가 

표시되어 여러 제품들을 검색해 보았다.

8) 남아 있는 수업을 모두 듣고 집으로 귀가한 David

은 자신의 스마트 폰에 알림이 온 것을 확인하고 

알림의 내용을 보니 신발에 한 매 정보가 있었

다. 생각해 보니 심에 신발을 많이 검색해 보았던 

기억이 났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제품들에 

한 정보를 확인한 후, David은 하루의 일과를 마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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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에는 제가 있다. 사용자의 사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David이 학교, 강의실, 식당 등

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기 해서는 사용자의 치 정보

를 제공 받아야 한다. 치기반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면 여러 가지 련 부가 서비스도 가능해 진다. 학교로 

들어왔다는 사건과 학교에서 나갔다는 사건, 그리고 교

내에 머물고 있다는 사건과 같은 정보의 획득이 가능해

지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둘째, 친

구의 가방에 RFID 태그가 이미 부착되어 있다는 제이

다. 최근의 이미지 처리 기술은 사진으로부터 다양한 정

보를 획득할 수도 있지만 가방 등과 같은 제품의 정확한 

모델을 확인하는데 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RFID 

태그를 제품에 부착하는 것은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문제인 치정보의 경우, 최근 자신의 치정

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자신이 직  활용하는 범  내

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두 번째 문제인 RFID 태그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함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를 방

하기 해서는 태그에 개인정보를 장해 두지 않고 제

품 정보만 장해 둔다는 시스템 인 처리와 제하에

서 부착에 따른 인센티 를 제공해 다면 허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구매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매자

는 구매자가 구입한 제품에 해당 제품의 정보가 제3자의 

스마트 폰에 제공될 수 RFID 태그를 부착할 수 있고 이

를 통해 제품 매가 이루어질 경우, 인센티 가 제공된

다는 내용을 알린다. 의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RFID 태

그가 부착된 제품을 통해 타인에게 제품이 매되었을 

경우에는, 제품 매자는 구매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

한 RFID 태그를 부착한 이  구매자에게 매에 따른 인

센티 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핵심인 구매자 

수익 모형이 생겨난다. 

3.2 비즈니스 모델 다이아그램

이상의 시나리오를 다이아그램으로 표시하면 [Fig. 1]

과 같다. Timmer의 정의[5]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시나리오 상의 참여자별로 역할  제공가치 그리고 

잠재  이익으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Fig. 1] Smart Phone based Business Model 
Diagram

Participants Role Profit

User

Provide location 

information,

Web surfing 

Buy product at the most 

reasonable price,

Obtain information of interest.

Mobile 

Business
Build infrastructure

Receives advertising fees and 

sales commission.

Advertiser Advertising
Obtain a new marketing 

channel

Seller RFID Tag Obtains a new sales channel

Buyer

Advertising model role 

by exposing his own 

product

Receives advertising fees or 

(and) sales commission.

<Table 1> The Role and Profit of The Participants

사용자의 역할  제공가치는 자신의 치정보를 제

공하고 정보를 검색한다. 사용자가 얻는 잠재  이익 

는 인센티 로는 자신의 정보에 한 근성이 강화되고, 

최 가 제품 구매, 련 정보 획득 등이다. 모바일 사업자

는 사업의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 인

센티 , 제품 매 인센티  등을 제공 받는다. 제품 매

자는 RFID 태그를 제공해야 하며, 제품 매에 따른 이

익, 새로운 매 경로 확보, 사용자 정보에 근, 사용자 

리 효율 증  등의 이 이 있다. 고주는 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고 경로를 확보함에 따른 고 인

센티 를 제공한다. 제품 구매자는 자신을 노출하면서 

이른바 걸어 다니는 고모델이 되며, 이를 통해 인센티

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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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검토 및 모바일 에이전트 설계

RFID 태그와 스마트 폰을 리더기로 사용하는데 있어

서의 기술 인 문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모바

일 사업자는 치기반서비스를 한 치처리기술과 사

용자 로 일  제품 정보를 수집하기 한 기술이 필

요하며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스마트 폰으로부터 입수한 치 정보, 즉 좌

표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구역이나 건물의 출입을 단하

기 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치기

반서비스는 부분 스마트 폰의 재 GPS 정보를 기반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특정 공간이나 

역의 출입에 한 정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연구로는 박병권 외7인의 치

추 시스템이 있다[24]. 먼  특정 건물이나 지역에 한 

정보를 MBR(Minimum Bounding Rectangle)로 표 하

고 각 MBR들을 그룹화 하여 R-tree 인덱스를 구축한다. 

스마트폰의 치좌표가 입수되면 이와 제일 가까운 거리

에 있는 MBR을 탐색하고 최단 거리를 구한다. MBR로 

구축된 역 데이터베이스에는 공간들에 한 치데이

터가 장되어 있어, 스마트 폰의 GPS를 좌표를 이와 비

교하여 재의 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을 찾아 해당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나오는 것인지를 공간 연산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특정 공간이나 역

의 출입을 계산하기 해서는 일정 시간 단 로 스마트 

폰에 치정보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치 정보와 

재 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간 연산을 실행하면, 특정 공

간으로의 출입을 악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연구의 공간

연산을 한 알고리즘을 본 연구에 활용 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로 일을 수집하고 제품의 가격 비

교 등을 한 검색  모바일 에이 트 기술의 가능여부

가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

의 스마트 폰용과 모바일 사업자용이 필요하다. 이  모

바일 사업자용 모바일 에이 트는 재에도 다양한 방법

으로 가격비교  정보 검색이 가능하여 기술상의 문제

는 없으나 시스템 구조에 한 개념  설계는 필요하다. 

다음의 [Fig. 2]에서 검색  모바일 에이 트의 개념  

구조를 보이고 있다. 

[Fig. 2] The architecture of Mobile Agent

인덱스 베이스에는 인덱스 생성기에 의해 생성된 것

과 사용자의 입력 등에 의해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 장된다. 검색엔진은 사용자나 다른 에이

트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소를 검색하는 키워드 검색 알

고리즘으로 구성된다. 모바일 에이 트의 일반 인 동작

은 먼  URL 데이터베이스를 기 로 모바일 에이 트가 

여러 서버에 동시에 돌아다니면서 페이지를 수집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인덱스 생성기에 의해 의미 있는 데이

터로 변환되어 인덱스 베이스에 장되는 과정을 반복해

서 수행한다. 다른 에이 트나 시스템과의 통신을 담당

하는 통신모듈을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메시

지는 Message Converters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며 

TCP/IP 로토콜로 변환된다. 한 다른 에이 트들 

는 시스템들과의 다  동시연결을 제어한다. Message 

Queuing은 외부로 나가는 메시지와 들어오는 메시지들

의 큐를 리하는 모듈로서, 이곳에서는 재 유효한 메

시지들만을 통과시킨다. Message Manager는 메시지의 

성을 검사하는데 KQML(Knowledge Query and 

Manipulation Language) 메시지의 모든 계층을 검사하

며, 추론엔진을 기화하여 메시지의 질의에 응답하는 

메시지를 생성해 낸다. KQML은 에이 트 는 타 시스

템과의 이형질성을 극복하기 한 표 인 에이 트 통

신 언어이다[25, 26]. 스마트 폰의 사용자 로 일 수집

을 한 모바일 에이 트 기술은 김행곤의 연구 결과를 

용할 수 있다[1].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임베디드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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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기존 모바일 하부 

구조상에 기능을 개하는 새로운 추상화 개념을 제공하

는 모바일용 에이 트 컴포 트를 기반으로 동 이고 복

잡한 모바일 비즈니스 역에 용 가능한 에이 트 컴

포 트 모델을 작성  평가하 다. 

5. 결론

디지털 융복합 시 를 맞이하여 모바일 기기들은 이

제 개인용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성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탄생하고 있다. 이경  외는 모바일 RFID를 활용한 

출결 리 시스템과 유비쿼터스 시공간에서의 비즈니

스 모델, 그리고 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 바 있다[2, 

21, 23]. 이들의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은 첫째, 비즈니

스 모델 측면에서, 구매자가 제품의 구매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매자의 수익 모형을 제

안한 것이며, 기술 인 측면에서는 치기반 서비스 기

술과 모바일 에이 트 기술을 용한 시스템의 개념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매자가 구매한 자신의 제품에 매

자가 제공하는 RFID를 부착해 으로써 제품의 구매자

가 제품 고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매자로부터 인센티

를 제공 받게 된다. 모바일 사업자는 스마트 폰을 사용

하는 사용자의 치를 악하여 특정 지역과 건물의 출

입을 악하여 해당 지역 는 건물과 련된 정보를 사

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의 제품 검색 이력 등을 로

일하여 고주와 제품 매자에게 제공한다. 고주는 

사용자의 로 일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심을 가질 만

한 제품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 고활동을 한다. 모바

일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최  가격비교와 련 상품이나 

유사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해 모바일 에이 트

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정보를 검색  수집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 으며 기술 인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

고 모바일 사업자를 한 모바일 에이 트에 한 개

념  구조를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이를 수행하

기 해 필요한 기술들이 성공 으로 개발되어 운 된다

면 많은 분야에서의 응용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먼  기술  측면에서의 활용 를 들어보면, 기존

의 치기반서비스는 지 정보, 호텔이나 식당 정보 

등을 임의의 정 인 GPS 좌표를 기 으로 주변의 모든 

건물이나 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치기반서비스는 특정 건물의 출입에 기반을 두고 스마

트 폰 소지자가 출입한 해당 건물의 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이나 서비스는 산

업뿐만 아니라 백화 과 같은 유통산업, 극장, 공연장 같

은 문화산업 등 그 용 분야가 매우 넓으며 새로운 비즈

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비즈니스 수행 측

면에서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제품의 진  확인, 매 후 서비스, 유통 경로 추  등 다

양한 분야에서 RFID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나 제품의 

구매 이후에는 일반 으로 RFID를 제거하고 있어 제품 

구매 이후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RFID 태그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시나리

오와 같이 구매자에게 인센티 가 제공되어 지면, 제품 

구매 이후에도 RFID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이 제품 

매 후에도 새로운 비즈니스의 활동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 된다. 재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 쇼핑에서 제공되

는 이미지나 동 상 정보만으로는 실제 제품의 품질이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약 이다. 그러나 

매 후에도 제품에 RFID가 부착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

에 RFID를 부착한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 

내역 정보와 구매 희망자의 로 일 는 SNS 등의 정

보를 비교하여 해당 제품을 소유한 구매 희망자의 지인

이 구인지를 알려 주는 것도 가능해 질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을 한 통계 분석이나 

분석 모형을 제시하지는 못하 다. 사례 연구에서 살펴 

본 출결 리 방법  시스템 설계[18] 연구와 유비쿼터스 

시공간 비즈니스 모델 설계[19]  등의 연구에서는 가상

의 상황을 제로 하여 비즈니스 모델 평가 시뮬 이션 

모델을 제시하 지만 보다 실제 이고 객 인 모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의 비즈니스 모델을 

용하여 평가를 해 보지는 못하 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비즈니스 모델을 시뮬 이션 해 볼 수 있는 평가 모델에 

한 연구와 실증 실험을 통한 분석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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