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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NFC(근거리무선통신), M2M(사물지능통신) 기술을 활용한 이벤트 응모 단말시스템을 개

발하여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 응모 시스템을 도입, 관광지 이미지 향상으로 인

한 관광 수익창출 및 제주관광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제주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M2M 기

반의 이벤트 응모 단말 시스템의 개발 내용을 기술 하였다. 

1. 서론

 무선태그(RFID)기술 중 하나인 NFC 시장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그에 따른 응용 서비스 시장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NFC 결제 서비스, NFC USIM, NFC 

태그를 활용한 여러 기술들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NFC 기술을 접목하여 

M2M 기반 제주 관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NFC 이벤트 

응모 솔루션은 기존에 활성화 되어 있는 웹 사이트, 모바

일 쿠폰, 고객관리 솔루션 등의 일반적인 IT 기술에서 벗

어나 NFC 응용 기술과 접목하고 관광지 이벤트 응모라는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관광산업에 접근하

는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NFC[1](근거리무선통신), M2M[2](사

물지능통신) 기술을 활용한 이벤트 응모 단말시스템을 개

발하여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 응모 

시스템을 도입, 관광지 이미지 향상으로 인한 관광 수익

창출 및 제주관광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제주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M2M 기반의 이벤트 응모 단말 시

스템의 개발 내용을 기술 하였다.

2. 시스템 구성

 2.1 시스템 인터페이스

  (1) M2M 모뎀

 WM-800[3]은 800Mhz CDMA 1X 외장형모뎀으로 다양

한 산업용 응용기기에 고속의 무선데이터 접속을 제공한

다. 또한 안테나 커넥터, 전원커넥터, 30PIN 보드커넥터를 

갖추고 있어 기존의 호스트 시스템에 케이블 연결로 사용

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이 30PIN 보드커넥터를 통해 

호스트 시스템의 PCB에 장착되어 최소의 비용으로 무선 

접속을 제공하며, 또한 WM-800은 텔릿사의 CC864-K 

모듈을 내장하고 있어 내장 TCP/IP, SMS 및 음성기능을 

제공한다.

  (2) NFC 모듈

 NFC 모듈 인터페이스에서 HOST는 명령을 전송하고, 응

답을 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Dongle은 명령을 수신

하고, 응답을 전송할 뿐 HOST로 명령을 전송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Dongle은 HOST로부터 명령을 수신하

면, 응답을 한 후 항상 다음 명령 대기 상태로 전환되어

야 한다는 점이 있다. NFC 모듈 인터페이스의 통신 규격

(USB to UART Bridge)은 RS-232[4] Serial Interface 

(Half Duplex), 115200 Bps, None Parity, 8 Data Bit, 1 

Stop Bit로 되어 있다.

 2.2 전체 시스템 구성도

 아래 <그림 1>은 이벤트 응모 단말 시스템의 전체 시스

템 구성도이다.

<그림 1> 체 시스템 구성도

  (1) 이벤트 관리 시스템

   이벤트 내용, 이벤트 안내문구, 관광지 정보,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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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등을 제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서버와 연결되어 

이벤트 정보 저장 및 이벤트 응모 App으로 데이터를 전

송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2) 이벤트 응모 단말 시스템

   M2M 모듈, NFC 리더기, LED 전광판, Wi-Fi[5]를 탑

재한 단말 시스템으로, 이벤트 관리 시스템에서 전송된 

이벤트 데이터를 이벤트 응모 App에 근거리 통신 서비스

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 이벤트 응모 App

   NFC가 지원되는 Device인 경우 이벤트 응모 단말 시

스템으로부터 이벤트에 응모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또한 NFC를 지원하지 않아도 이벤트 응모 App을 통

해 이벤트 응모 단말 시스템으로부터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3 서비스 개념도

 아래 <그림 2>는 이벤트 응모 솔루션 서비스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이벤트 응모 솔루션 서비스 개념도

 Device1 시스템에 NFC 태그 인식 또는 Wi-Fi 망에 접

속 하여 이벤트 응모 App을 설치한다. 관람 도중에 보이

는 Device2, Device3 시스템에서 NFC 리더기 또는 

Wi-Fi 망에 접속하여 이벤트 응모 App의 이벤트 미션을 

수령한다. 그리고 이 미션을 수행 성공 시 소정의 혜택(상

품 혹은 쿠폰)을 마련해준다.

 2.4 네트워크 구성도

 아래 <그림 3>은 이벤트 응모 솔루션 네트워크 구성도

이다.

<그림 3> 이벤트 응모 솔루션 네트워크 구성도

 이벤트 관리 서버와 이벤트 응모 단말 시스템간의 통신

은 M2M 모뎀을 이용한 SMS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3G 

망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이벤트 응모 단말 시스템과 스

마트폰 App간의 통신은 NFC 통신 방식과 Wi-Fi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2.5 하드웨어 구성도

  아래 <그림 4>는 이벤트 응모 솔루션의 하드웨어 구성

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이벤트 응모 솔루션 하드웨어 구성도

 이벤트 편성과 단말 관리를 위한 웹 서버 및 데이터베이

스 서버 및 이벤트 메시지 전송을 위한 M2M 모뎀을 일컫

는 이벤트 관리 시스템과 이벤트 응모용 함체 및 PC용 

보드, M2M 모뎀, NFC 모듈, Wi-Fi 모듈, LED 전광판으

로 구성되어 있는 이벤트 응모 단말 시스템 및 안드로이

드 및 아이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벤트 응모 App이 해

당된다.

 2.6 소프트웨어 구성도

  아래 <그림 5>는 이벤트 응모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성

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이벤트 응모 솔루션 소 트웨어 구성도

 관리자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웹 서버, 이벤트, 회원

관리, 단말관리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벤트 메시지를 단말에 전송하는 M2M 모뎀 관리 S/W, 

전송결과 응답 처리 및 응모 현황 정보를 처리하는 단말 

응답 처리 서버를 담당하는 이벤트 관리 시스템이 있다.

 또한 이벤트 응모 단말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응모 단말 임베디드 S/W, M2M 모뎀, NFC, Wi-Fi, LED 

전광판 제어 및 이벤트 메시지를 관리한다.

 그리고 NFC 및 Wi-Fi 통신을 제어, 사용자 이벤트 응모 

및 결과 확인 인터페이스 제공, 이벤트 응모 현황 정보 

서버를 전송하는 Application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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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구현

 3.1 응모 단말 플랫폼 구현

 아래 <그림 6>은 임베디드 응모 단말 하드웨어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6> 임베디드 응모 단말 하드웨어

  LED 전광판은 RS-232 Serial 통신으로 LED 전광판을 

제어하고, 프로토콜 규격에 따라 부팅 초기에 전광판을 

초기화하고, 서버로부터 LED 전광판 안내 문구를 다운로

드 시 해당 문구를 전광판에 표출한다.

  M2M 모듈은 서버의 M2M 모뎀으로부터 받는 SMS 

Command를 기준으로 동작하며 부팅 시 스팸 문자 및 

이전의 수신 문자 정보는 모두 삭제한다.

 3.2 관리 시스템 구현

 아래 <그림 7>은 이벤트 응모 솔루션의 시스템을 보여

주는 화면이다.

<그림 7> 리 시스템 WEB UI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신규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있고, 기존 사용자는 로그인을 하여, M2M 모뎀을 통

하여 원격으로 단말의 동작 상태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단말 관리 및 이벤트 코스를 안내하는 지도정보가 들어가 

있는 관광 안내 정보, 스케쥴을 관리 할 수 있다. 웹 페이

지 메인 화면에서는 응모자의 통계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관리자는 회원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이

벤트를 진행하는 관광지의 홍보 자료를 편집 할 수 있다.

 3.3 이벤트 응모 App 구현

 아래 <그림 8>은 이벤트 응모 App 구성화면이다.

<그림 8> 이벤트 응모 App

 이벤트 응모 App을 이용하여 정원소개의 관광정보, 코스

안내의 지도정보 및 응모 단말 위치 정보 제공,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NFC(근거리무선통신), M2M(사물지능통신) 기

술을 활용한 이벤트 응모 단말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서 

기술 하였다. 이 이벤트 응모 단말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

용자들에게 관광산업의 다양한 접근 방식 중 하나를 보여

줌으로써 국내 관광시장 확대 및 관광지 홍보효과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IT 신기술 습득

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Application을 이용해 즐겁고 

재미있는 관광을 하며 자연스럽게 NFC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NFC 관련 시장 조성

에 크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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