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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 

축제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연간 700

여개의 축제 행사가 진행중이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지역 축제는 정보화 기기의 발달에 따라 관광객에게 

다양한 형태로 축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축제 정보 알

림은 기본적인 축제 정보 이외에 축제장 주변 정보 

및 날씨 정보 등과 같은 부가정보 제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2009년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을 활용한 축제 정보 서비스 앱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2014년 스

마트폰 사용자 수가 4천만 명을 육박하면서 축제 정

보의 채널이 다변화되어 과거에 활용하였던 축제 지

도 및 정보 책자를 휴대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축제 축제로 축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축제정보 서비스는 모

바일 정보서비스의 최대 장점인 휴대성, 편의성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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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접속성을 극대화하여 축제정보 서비스를 송수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정보 서비스라 할 수 있다

[1]. 스마트폰 정보 제공은 축제 안내 서버에 접속하

여 축제지에 대한 콘텐츠를 받아 디바이스에 저장하

고, 여행자가 축제지에 방문하였을 때 해당 축제지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출력한다.

그러나 현재 연구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축제 관련 

정보 제공 모바일 시스템은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1-5]. 첫 번째로는 축제 정

보 시스템의 다양성이다.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

지만 축제 정보에 대한 지자체의 정보 제공은 일회성 

또는 정보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용자가 위

치한 지점에서 주변의 축제 정보 제공 및 축제장에서

의 관련 정보, 축제장내의 상품 정보 등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광객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축제에 대한 관련 정보만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

하여 단일 축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은 관광객에

게 매번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운로드 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축제장 내의 정보제공 

방식의 변화이다. 기존 연구된 축제 정보 알림 관련 

시스템에 적용된 축제장 내 정보 제공 방식은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이며, 축제장

에 배치된 RFID태그와 관광객의 거리 제약, 통신의 

정확성, 제공 정보의 다양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축제 앱을 이용한 축제 

소비의 기능이 연구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기존 연

구되는 모바일 축제 앱은 축제 관련 정보와 축제 부

가정보(숙박, 주차장)를 일률적으로 관광객에게 제

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인터넷 상거래 서비스의 50%가 모바일 상거래 서비

스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치 정보기반 서비스[10]를 

활용한 축제 정보 알림 및 모바일 커머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의 설계는 객체 지향 설계 모델링을 

통하여 향후 발생하는 축제 앱 및 모바일 커머스 시

스템의 재사용성과 시스템의 확장성을 높이고자 한

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3가지 관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연중 개최되는 지자체 축제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자의 선택과 GPS정보를 

통한 동적인 축제 정보 제공 기능, 축제장 내의 축제 

정보 알림 방식을 블루투스 기반의 Beacon과 QR 코

드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모바일 상거래를 위한 선

택한 축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커머스 기능을 설계 및 구현

한다.

2. 관련연구

2장에서는 기존에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LBS

기반의 정보 시스템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

는 관련 연구는 크게 4가지의 연구를 기술한다.

[6]의 연구에서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모

바일 장치인 PDA를 통해 제주들불축제를 안내하는 

u-팜플렛 개발을 제안하였다. u-팜플렛의 개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PDA를 이용하여 관광객

이 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

다. 둘째, 2차원 바코드인 QR 코드에 축제 정보를 

저장하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를 링

크시킨 후, QR 코드를 행사장 현장에 부착하여 PDA

로 바코드를 해석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전체 지도를 제시함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행

사장의 구조를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행사 프로그램

과 관련된 사진을 보여줌으로서 프로그램의 설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넷째, 행사 프로그램을 행사

명과 시간별로 제시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예약

하여 두면, 해당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알려줄 수 있

는 기능을 제안하였다.

[7]의 연구에서는 LBS기술을 이용한 도보관광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제안하였다. 연구된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은 도보관광 중 자신의 위치를 중심

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정보 시스템, 위치

추적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버연동 서비스, 검색시

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은 단발성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영구적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

하기 위하여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 있는 도보 

코스를 방문하여 체험을 하여 보다 사실적인 면과 

걸어서 이동한다는 컨셉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리

고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기능 버튼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하도록 

제작함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보를 즐겨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중심의 휴먼인터페이스

를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8]의 연구에서는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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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단체 관광 안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단체관광에 참가한 가이드 및 관고아객

들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위치기반으로 다양한 관광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자간 통신 기능을 이용하

여 거리에 관계없이 가이드를 포함하여 참여자들 간

에 음성통신이 기능하도록 구현하였다.

[9]의 연구에서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스마

트폰 관광 정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사용자는 선택

한 축제장을 선택하고 사용자의 위치정보에 따른 알

림 서비스를 구분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실시간으

로 사용자의 위치와 POI와의 거리를 인식하여 해당 

관광지 전문해설사의 음성과 이미지와 같은 멀티미

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적인 관광해설 스마트폰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3. 제안하는 축제 정보 알림 시스템 설계
3.1 축제 정보 알림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는 위치 정보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축

제 정보 알림 및 모바일 커머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Fig. 1은 제안하는 축제 정보 알림 및 모바일 커머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이다[11].

제안하는 시스템은 모바일기기를 기반으로 구성

되어 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

에 따른 주변의 축제정보가 거리순서대로 나열되며,

축제 시작 기간 및 인기 있는 축제의 순서대로 사용

자에게 제공된다. 축제장 내부에서는 Beacon을 통해 

축제장 내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주변의 

음식점 및 주차장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모바일 커

머스를 연동하여 축제 지역의 특산물 및 축제장 내부

의 쇼핑몰 정보가 제공된다.

3.2 객체지향 모델링기반의 축제 정보 알림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재사용성과 활용성을 극

대화하기 위하여 객체지향 모델링기반의 설계 과정

을 제시한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시스템의 

기능별 설계를 실시한다. 객체지향 설계 모델링을 이

용한 시스템 설계에 있어 각 단계별 산출물에는 특정 

문서 번호를 부여하여 형상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단계별 약어의 정리는 축제 앱 : AN, 요

구분석 : RA, 분석 : AN, 설계 : DE, 이행 : DP 등으로 

구분 한다. 문서에 존재하는 속성의 약어 정리는 요

구사항 기능 ID : AN_RQ, 유즈케이스 기능 ID : AN_

UC, 시퀀스 기능 ID : AN_SQ, 클래스 기능 ID : AN_

SC,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기능 ID : AN_TC 등으로 

구분한다.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제시되는 각 산출물

들은 특정 요구 사항 기능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제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 산출물의 일부분만을 제시

Fig. 1. Block diagram of festival information notice and mobil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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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2.1 요구사항 분석 및 유스케이스 모델링

Fig. 2는 요구사항 기능 ID AN_RQ005에 해당하

는 위치정보 관리 부분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다. 해당 유스케이스의 기능은 GPS 정보에 따른 축

제 정보 제공 및 축제 주변 정보 제공이 주된 기능이

다. 기본흐름은 모바일에서 GPS 정보를 활성화하여 

서버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서버의 위치계산 

알고리즘을 통하여 사용자의 주변에 해당하는 축제 

정보를 모바일에 제공하게 된다. 예외 흐름으로 잘못

된 위치 정보의 업로드로 인한 프로세스 오류는 사용

자가 확인 후 GPS 정보의 추가 업로드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Fig. 3은 요구사항 기능 ID AN_RQ001, AN_RQ002,

AN_RQ003, AN_RQ009에 해당하는 축제 관리 방법

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해당 유스케이스의 

기능은 축제명과 축제 위치정보에 따라 축제를 관리

하는 방법이다. 축제명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쿼리 정

보를 기준으로 축제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쇼핑몰 

리스트가 변하게 된다. 축제 관리 방법은 축제 등록,

축제명 정보관리, 축제 위치보정관리 기능을 포함하

고 있다.

3.2.2 시퀀스 모델링

Fig. 4는 유스케이스 설계 모델링에서 제시한 AN_

UC001, AN_UC003에 해당하는 위치정보 관리 기능

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아래의 

AN_SQ001에 해당하는 축제 정보 검색은 AN_UC001

(축제 관리 방법), AN_UC003(위치정보 관리)의 중

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다. 사용자는 GPS

정보를 통해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현재 위치

한 지역의 주변 축제 정보 및 축제장 주변의 숙박,

음식점, 볼거리 등에 해당하는 정보와 이미지를 제공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Main GUI에서 검색 

버튼을 입력할 경우 Search() 메서드를 처리하여 

Server에 GPSInformationSend() 메서드 보내게 된

다. 서버는 GPS정보를 기반으로 DB 서버에 접근하

여 주변의 축제 정보 및 축제장 주변의 데이터를 받

게 된다. 수신된 데이터는 Main GUI와 Festival

Detail GUI를 통해 모바일 사용자는 정보를 제공받

게 된다.

3.2.3 설계 클래스 모델링

Fig. 5는 축제 정보 알림 시스템의 설계 클래스 

일부이다.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MainActivity가 동

작하게 되며 Oncreate() 메서드를 통해 좌우측의 확

장 리스트 뷰를 연결하게 된다. HttpRequest() 메서

드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서버와 접근하여 데이터베

이스 안에 있는 축제 리스트를 Json형태로 가지고 

오게 되며, 이때 가져온 Json String을 GSONParser()

User
DBMS System

Location Information

Festival Name
Surroundings Information

Server

<<include>>

<<include>>

<<extend>>

<<extend>>

Fig. 2. Usecase diagram(AN_UC003/lo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User Festival ID

Location InformationFestival Name

<<extend>>

<<extend>>

Confirm

DBMS System

<<include>>

Fig. 3. Usecase diagram(AN_UC001/festival manag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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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를 통해 파싱하게 된다. 이후 파싱된 데이터는 

JsonData클래스 배열을 이용하여 사용하게 되고,

ListSort클래스의 DataSort() 메서드를 통해 날짜순 

정렬을 한 후 FastivalListAdapter클래스를 통해 좌

측 확장리스트뷰에 보여지게 된다. AddMenuButton()

메서드와 SetTitle() 메서드는 좌측 리스트 뷰에서 

아이템을 선택 시 실행되는 메서드로 SetTitle() 메

서드는 메인 뷰 상단의 선택된 축제 이름과 축제 기

간, 남은 거리를 표시하기 위한 메서드이고, AddMenu

Button() 메서드는 선택된 축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메인 뷰 하단에 있는 웹 뷰에 보여주기 위한 선택 메

뉴 버튼을 동적으로 추가 삭제하기 위한 메서드이다.

3.2.4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링

Fig. 6은 초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흐름도이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Login 화면을 시작으로 시

스템이 처리된다. Login 화면을 통해 Main 화면에 

접근하고 Main 화면 아랫부분에 쇼핑몰 정보가 출력

 : User

Main GUIGPS DBMS SystemServerFestival Detail GUI

1 : GPS Vitalozation()

2 : Request() 3 : Search()
4 : GPS Information Send() 5 : send()

6 : Filtering()

7 : Request()
8 : Festival Information/Surroundings Information()

9 : OutPut()

Fig. 4. Sequence diagram(AN_SQ001/festival information search).

Fig. 5. Festival information notice system design class diagram(AN_CS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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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Main Web View 인터페이스가 출력된다. Main

인터페이스 좌측의 페이지 슬라이딩 부분을 적용하

여 Festival Detail 인터페이스가 적용되며, 우측으로

는 Shopping 인터페이스가 적용된다. 특히, 좌측의 

Festival Detail 인터페이스 중 축제 정보와 찜한 정

보는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정렬되며, 사용자의 

버튼 선택에 따라 날짜 순서로도 축제 정보가 정렬 

된다.

3.2.5 데이터베이스 설계

Fig. 7은 축제 정보 알림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이다. 테이블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fes_festival_info 테이블은 fes_festival_info_id를 

기본키로 설정되고, 축제이름, 축제 장소의 주소, 전

화번호, 축제 정보 수정일, 생성일, 축제 시작일, 종료

일, 로고, 프로그램, 지도, 위치정보 등이 기본적으로 

저장된다. fes_festival_menu 테이블은 fes_festival_

info 테이블의 fes_festival_info_id를 외래키로 참조

하여 기본키로 설정한다. 해당 테이블은 축제 정보 

알림 시스템의 메뉴 생성 및 수정을 처리하는 테이블

이다. fes_parking 테이블은 축제 정보 알림 시스템

에서 해당 축제의 주차장 정보를 처리하는 테이블이

다. 또한  fes_festival_info 테이블의 fes_festival_in-

fo_id를 외래키로 참조하여 기본키로 설정한다. 테이

Fig. 6. Festival information notice system flow chart.

Fig. 7. Festival information notice system database 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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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항목은 주차장의 위도, 경도, 주차장 정보 생성일,

수정일이 저장된다. fes_lodge 테이블은 숙박 정보 

테이블이며, fes_festival_info 테이블의 fes_festival_

info_id를 외래키로 참조하여 기본키로 설정한다.

fes_storage 테이블은 축제 정보 알림 시스템의 파일 

관련 부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다. fes_foodcafe

테이블은 축제 정보 지역 주변 음식점에 대한 주소,

음식점 이름, 전화번호, 음식 가격, 위도, 경도 등 정

보가 저장된다. fes_festival_info 테이블의 fes_fes-

tival_info_id를 외래키로 참조하여 기본키로 설정한다.

4. 구현 및 성능평가
4.1 구현 환경
Table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축제 정보 알림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환경이며, 아래 표와 같다.

4.2 시스템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는 축제 정보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였

고, 구현 결과는 서버측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클라이

언트측 인터페이스를 구분하여 구현하였다. Fig. 8은 

서버측 인터페이스로 축제 정보 등록 및 변경, 삭제

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관리자 계정을 통하

여 접속이 가능하다. 서버측 인터페이스의 주요 기능

들은 축제 정보, 먹거리 정보, 숙박 정보, 주차장 정

보, 특산물 정보, 위치 정보, 이벤트 정보 등록 및 수

정, 삭제를 처리하며, 각종 게시판 관리, 각종 통계 

관리, Beacon, QR 코드 관리를 처리한다.

Fig. 9 (a)는 Login GUI이다. 모바일 커머스 연동

과정에서 특산물 판매를 위한 인터페이스이며,

Login 버튼은 비활성화 액션을 추가하여 연속 로그

인 방지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로그인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할 때 AsyncTask를 이용한 Background

데이터 전송 방식을 적용하여 스레드의 처리를 원활

하게 하였다.

Fig. 9 (b)는 Main 화면이다. Login 화면을 통해 

접속한 후 Main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모바일 

GPS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

장 근접한 위치의 축제 정보를 Main 화면에 출력된

다. 또한 미리 설정한 축제 위치 정보를 사용자 계정

에 추가하고 사용자의 현 위치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Table 1. Design and implementation environment
Item Description

OS Window7 Professional SP1

Language Java, JSP, JSON

DBMS MySQL

Server Windows Server 2012

Tool Star UML, Eclipse Galileo

Mobile Device Android

Fig. 8. Festival information notice system_Serv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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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최대 거리까지의 값으로 거리 스레스홀드값

을 5KM 설정한 후 사용자가 축제장 위치 정보 반경 

5KM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축제 정보를 팝업하게 

된다. Main Web View는 선택된 축제 정보 지역의 

특산물을 출력하게 된다. 또한 좌측과 우측의 슬라이

드 페이지 전환 기법인 Simple-side-drawer2 라이

브러리 기반의 메뉴 컨트롤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페

이지 전환 방식을 간편화하였다.

Fig. 10은 Recognition GUI이다. Recognition 화

면은 축제장 내·외에서 축제장의 정보 및 주변 정보

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Beacon(Fig. 10 (a))

과 QR 코드(Fig. 10 (b))기능을 처리한다. Fig. 10 (a)

의 Beacon은 Bluetooth 4.0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 

하여 Wifi 정보로 축제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버

튼을 추가하였다. Wifi beacon과 Bluetooth beacon

의 구분은 활용 대상의 차이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

(a) Login interface (b) Main interface

Fig. 9. Festival information notice system_Login, main GUI.

(a) Beacon GUI (b) QR code GUI

Fig. 10. Festival information notice system_Recognition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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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eacon의 기능은 축제장 주변의 beacon 설치 후 

사용자가 beacon 근처를 지나갈 경우 관련 축제정보 

팝업과 지역 특산물의 쿠폰이 발행되는 기능을 포함

하고 있다. Fig. 10 (b)는 축제장 주변 또는 안내책자,

상품에 부착된 QR 코드를 활용하여 축제장의 정보

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Fig. 11은 Festival information 화면이다. Festival

information 화면은 축제 정보를 출력하는 인터페이

스이다. Fig. 11 (a)의 Festival history 인터페이스는 

모바일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Step Apply 기능을 적

용하여 근접한 축제 지역을 우선순위로 출력한다. 기

존 축제 연구에서 적용한 GPS 정보는 축제 정보의 

지리적인 위치를 제공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GPS

정보에 추가적으로 Step Apply 기능인 사용자 설정 

최대거기준의 축제정보를 추가하였다. 축제 우선순

위 출력은 GPS정보를 기반으로 Step Apply의 최대 

거리 설정(거리 스레스홀드값)을 활용하여 축제 목

록을 거리 정렬 기준으로 화면에 출력한다. 또한 찜

한 축제는 사용자가 미리 선택한 축제 목록으로 사용

자가 미리 설정한 최대 거리 설정(거리 스레스홀드

값)값에 접근하면 축제 정보 알림 기능이 활성화되

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축제는 사용자가 방

문하였던 축제 이력 정보이다. Fig. 11 (b)의 Seletced

festival 인터페이스는 축제 목록에서 선택된 축제 정

보를 출력하는 부분이며, 축제프로그램안내, 행사장 

안내도, 특산물 목록을 출력한다.

Fig. 12는 Shopping Information 화면이다. Fig.

12 (a)는 Shopping mall 인터페이스이며, Fig. 12 (b)

는 Shopping mall 결제 인터페이스이다.

4.3 타 연구와의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게 시스템의 영속성 

및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Table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과 타 연구와의 

정성적인 평가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타 연구와의 비교 

분석 결과 다양한 결과에서 더 우수함을 보였다. 특

히 설계 방식 적용을 통하여 시스템의 재사용성 및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타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장점을 보였다. 그리고 축제 정보의 제공 형태가 타 

연구에서는 일시적인형태의 축제 정보 제공을 목적

으로 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1년 단위의 영속성

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

다. Beacon, Shopping mall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축

제장 내의 다양한 정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치 정보의 활용 방식은 기존의 연구에

서 연구되지 않은 위치 정보에 Step Apply(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반경 스레스홀드값 적용) 기능을 적용

(a) Festival history (b) Seletced festival

Fig. 11. Festival information notice system_Festival information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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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근접한 축제 정보와 미리 선택

한 축제 지역 주위에 갈 경우 알림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근로자의 근무 환경 변화와 생활 패턴의 변화, 캠

핑 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예전에 비하여 전국 

각지에서 지역적, 계절적, 문화적 특색에 맞게 축제

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축제 정보 알림 시스템은 일시적인 정보 제공과 단편

적인 시스템의 기능으로 몇몇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치 정보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축제 정보 알림 및 모바일 커머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의 설계는 객체 지향 설계 모델링을 

통하여 향후 발생하는 축제 앱 및 모바일 커머스 시

스템의 재사용성과 시스템의 확장성을 높이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또한 축제 지역의 특산물을 실시간으

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모바일 커머스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시스템의 활용성을 극대

화 하도록 하였다. 타 연구와의 비교 결과 다양한 기

능과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현재 전라남도 지역의 지역 축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지만 향후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축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다.

(a) Shopping mall (b) Mobile payment

Fig. 12. Festival Information notice system_Shopping mall GUI.

Table 2. Qualitative comparison evaluation with existing study
Division Study of [6] Study of [7] Study of [9] Study of proposed

Purpose of study
u-pamphlet

(jeju island)

Walk tourism

information

Tourism

commentator
Festival information

Recognition type

of Content
QRcode X Voice Beacon, QRcode

System offer Temporary Temporary Temporary Continuous

Location information X GPS GPS GPS+Step apply

Shopping mall X X X Offer

Device PDA Android Android Android

Design Tool X X X
Object-Oriente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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