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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통신을 통한 개인 맞춤형 고 

에 해 연구하 다. 디지털 기술의 발 으로 TV, 인터넷, 디지털 사이니지 등 고를 용 할 수 있

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고를 처하는 방법은 고에 나오는 정보를 검색해서 구매하는 방식

을 넘어서는 크게 발 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 의 제약을 해소하고자 고를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한 방법을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에서 보여주는 고 정보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어 리 이션에 정보를 달해주고 어 리 이션은 고에서 받은 정보를 자신의 선호도  

필요정도에 따라 장  구매까지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 다. 향후 와이 이 통신 연결 개

발을 통해 1:1 통신이 아닌 1:多인 연결로 고 정보를 달하여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고에 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림 1) Digital Signage Market Evolution

1. 서론

과거 아날로그 시 의 고는 오 라인을 통하거나 TV 

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정보를 달해주는 것이 주를 이

뤘다. 시간이 흐르며 정보화 시 로 도래하며 많은 기술의 

발 으로 재는 오 라인뿐만 아니라 TV 홈쇼핑을 넘어 

Outdoor 고(옥외의 일정공간에서 일정기간 지속 으로 

시각  자극을 주는 고), 디지털 고(스마트폰, 스마트 

TV, Digital Signage 등)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

니라,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고 서비스가 연구  개

발되고 있으며, Digital Signage라는 공공건물  교육시

설,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한 고매체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재 정보화시 가 도래됨에 따라 고의 형태도 

 디지털 고형태로 바 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자주 

목하는 Digital Signage의 특징을 활용하여 새로운 고

형태를 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 활성화 되고 있는 스마트 TV 는 

Digital Signage와 같은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

는 고를 보고 검색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아

닌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 자동 으로 고 정보가 장

되어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기

술을 연구하 다. 기존 어 리 이션 시장에 출시되어 있

는 쇼핑 어 리 이션과의 차별 을 둔 PASS (Proximity 

-based Advertisement Service System)는 디지털 기기의 

실시간 고를 통해서 비고객으로부터 심을 통한 새로

운 고방식으로 근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배경을 

설명 할 것이고, 3장에서는 알고리즘  구  차를 설명

하면서 PASS의 체 인 구조를 설명 할 것이다. 4장에

서는 결론을 설명하고, 5장에서는 참조문헌을 설명 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2. 연구 배경

재 우리 일상에서 TV 는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

를 사용하면서 고는 일상에서 어디서든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었다. TV 고 는 홈쇼핑 고를 통해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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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폰간 Bluetooth 통신 흐름(그림 2) PASS 어 리 이션 용 기술 계도

가지 고를 볼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간단한 검색을 

통해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들의 정보들을 하면

서 필요한 제품이나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Digital Signage라는 

지하철역, 학교 는 백화  등의 사람들의 이동이나 활동

이 많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고매체도 2007년 정식 

출범 이후 (그림 1)과 같이 사용범 가 많아지고 활성화 

되었다[1][2].

이만큼 디지털기기들의 고 기술 발 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은 고를 할 때 어려움을 느끼곤 한

다. 고를 통한 제품을 구입 할 때 원하는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하지 못 할 경우도 있고,  제품 정보를 찾

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로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 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 은 보는 동시에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재의 디지털 기기들에게서는 한계가 보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고를 하는 사용자들이 디지털 

기기에서 제공되는 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

이 기기 주변에 치해 있다면, 사용자 개인의 스마트폰으

로 자동 으로 정보를 달하여 달된 제품 정보를 열람

하고 동시에 구매를 한다면, 사용자에게 맞춤형 고를 제

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조사를 토 로 사용자가 간편하게 고 정보를 얻

고 장  구매를 바로 할 수 있는 어 리 이션 PASS 

를 기획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사용자들이 기존에 

하는 고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여 더 편리하게 고를 

하도록 Bluetooth, Android, WPF 기술을 용하여 

PASS 어 리 이션을 개발하 다.

먼 , PASS의 기본 인 통신방식인 Bluetooth는 모든 

스마트 폰에 내포되어 있는 Open license Bluetooth 방식

을 통해 디지털 기기로부터 출력되는 고 속에 담겨 있

는 상품에 한 정보를 스마트 폰으로 가져온다. 디지털 

기기로부터 들어온 고 정보는 순차 으로 상품 이미지

로 장되어지며, 상품 이미지를 선택하면 사용자 정보가 

서버로 연결되며 상품이 장 되어있는 URL을 달받아 

웹 페이지로 연결 되는 방식으로 응용된다.

두 번째로 Android는 사용자와 매체간의 다리 같은 역

할을 한다. PASS 어 리 이션의 특징이 성과 시장

성을 띄고 있음에 따라 Server와 연결이 수월하고 상

고매체로부터 정보를 받아옴과 더불어 어 리 이션을 통

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편한 UI Design을 하기 해선 

가장 합한 장비는 사용률이 높고 보 률이 높은 스마트 

폰이 합하다고 생각하 다.

세 번째로 WPF는 스마트 폰을 통한 Bluetooth 통신을 

함과 동시에 Server와도 연동이 되어야 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있어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디스

이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WPF는 Digital 

Signage를 비롯한 여러 디지털 기기에 들어간다.

3. PASS 구 결과

3.1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폰간 통신 흐름

스마트폰 에서 디지털 기기와의 Bluetooth 통신 흐

름은 (그림 3)과 같다. 기본 으로 로그램이 시작되면 

Bluetooth 통신 연결 여부를 묻는 창이 나온다. 스마트폰

의 Bluetooth 통신이 OFF 상태라면 로그램은 알림창과 

함께 종료되고, 연결이 다면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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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화면에서는 각각의 메뉴 버튼 Accessory, Shoes, 

Cloths, etc, Setting 창이 있다. Setting 버튼을 제외한 나

머지는 PC로 부터 획득한 상품 Data를 받아 상품 이미지

를 표 하고, 이미지 클릭 시 각 상품의 구매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 여기서 Data 수신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

면 로그램은 종료 하게 된다. Setting 버튼을 클릭하면 

각 메뉴에 한 설정을 할 수 있다. 가격, 성별 등에 하

여 PC로부터 얻는 Data를 필터링 하여서 사용자가 원하

는 정보를 획득하고 장한다.

3.2 PASS 실행 차

스마트 폰을 실행 후 (그림 4)의 PASS어 리 이션을 

실행하면 (그림 5)의 PASS어 리 이션의 로딩화면이 나

타난다.

(그림 4) PASS 

어 리 이션 아이콘

  
(그림 5) PASS 

어 리 이션 로딩 화면

만약, 어 리 이션 실행  Bluetooth 통신을 설정하지 

않고 실행을 하게 될 경우, 메인화면으로 넘어가기  로

딩화면에서 (그림 6)과 같이 Bluetooth통신 연결 여부가 

나오며 Yes를 클릭하면 (그림 7)의 메인화면이 나오며, 

No를 클릭 할 경우 어 리 이션을 종료된다.

(그림 6) Bluetooth

통신 연결 여부 

  

(그림 7) ‘PASS' 

어 리 이션 메인화면

어 리 이션의 메인화면으로 왔다면 PC와의 Bluetooth 

통신을 하여 서로 정보교환이 가능 하도록 통신을 설정한

다. (그림 8)은 WPF의 스마트폰과 Bluetooth 통신을 하기 

한 코드를 보여 다. WPF의 로그램 실행 시 

Bluetooth와 DB의 연동 결과가 출력 된다. 여기서 

Bluetooth의 연동이 확인 되면 에서 Bluetooth 통신 설

정을 한 스마트폰과의 연결이 가능하다.

(그림 8) WPF와 스마트폰 사이의 Bluetooth 통신 설정 한 

코드 값

(그림 9)는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고 상이다. 

상이 실행되면서 상은 정해진 시간 동안  Data 를 보내

게 된다. 이때 보내지는 Data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송

되는 Data가 아니라 DB와 매칭을 하기 한 Data이다. 

상에서 보내지는 ID Data를 식별하고, 식별된 ID Data

는 DB의 ID와 매칭을 한다. 매칭된 ID Data의 내용을 실

제로 사용하는 DB의 내용 Data를 가공한다. 그 후 가공

된 Data는 Bluetooth가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송

이 된다. (그림 10)은 Data가 스마트폰으로 송이 가능하

도록 구성 한 코드 값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9)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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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고를 스마트폰으로 Data 

송 하도록 하는 코드 

디지털 기기와 연결이 된 어 리 이션에 정보가 계속 

달이 되며 장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받기 원하면 

Setting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 11)에서 원하는 카테고리

로 들어가면 (그림 12)에서 필터링 체크를 통해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림 11) PASS 

어 리 이션 Setting 화면

  
(그림 12) PASS 

어 리 이션 필터링 설정

(그림 13) Clothes에 

실시간으로 장되는 정보

  
(그림 14) 제품 

구매화면으로 연동

그 후 다시 메인화면에서 Clothes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

가면 고가 시연될 때, (그림 13)에 실시간으로 가공된 

정보를 받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제품 이미지를 클

릭 할 경우 (그림 14)처럼 바로 구매하는 URL 주소로 연

결해주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 결론

정보기술의 발 으로 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TV, 인터넷, 백화 , 지하철 등등 실생활 어디에서든 고

를 할 수 있을 만큼 고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다. 이처

럼 활성화 된 만큼 고를 통한 정보를 문서 , 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방법도 다양해

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용자가 한 고를 처  처

리하는 방법은 많은 진보가 없었던 지  시기에 PASS 어

리 이션은 매우 획기 인 어 리 이션이다.

재 개발된 PASS는 Bluetooth 통신을 기반으로 디지

털 기기와 스마트폰 간의 1 1로만 통신하는 Prototype이

다.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받아올 수 있으며, 

정보의 장 용이성과 구매의 간편함을 가지고 있어 계속 

발 하고 있는 고시장만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용자의 

지속 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문 인 서버 구축으로 방 한 양의 정보를 장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WiFi 통신 연결 개발로 1  다

수인 로드 통신을 하고, 내부 어 리 이션에 추가 보완

이 필요한 기능을 추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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