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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쿠폰은 마케팅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널리 이용된다. 그러나 적시적소에 제공되지 않는 쿠폰은 대부분 버려지게 된다. 본 논문

은 사용자가 관광지의 어떤 관심지점에 근접했을 때, 해당 관심지점이 발행한 쿠폰정보를 능동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한

다. 이를 위하여, 쿠폰발행자와 이용자 등록 시스템, 쿠폰발행자의 쿠폰정보와 해당 관심지점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 이용자들

의 현재 위치를 인지하는 시스템, 이용된 쿠폰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 등을 구현하였다. 

키워드: 관심지점(point of interest), 쿠폰(Coupon), 안드로이드(Android)

I. Introduction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상점들은 쿠폰을 발행한다. 

근래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전자장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자 쿠폰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적시적소에 제공되지 않는 쿠폰은 대부분 

버려지게 된다. 위치기반 쿠폰 서비스는 잠재고객이 오프라인 가게 

근처에 접근했을 때, 해당 가게의 쿠폰을 잠재고객의 스마트폰 응용으

로 배송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1].

본 연구는 위치기반 쿠폰제공 시스템을 구현한다. 구현하는 시스템

은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이고 서버 시스템은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으로 구성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관심지점 정보, 사용자 정보, 쿠폰 정보 등이 기록되

고, 웹서버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한다. 클라이언트는 

현재위치와 쿠폰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II. Related works 

참고문헌 [1]은 고객이 가게에서 구매할 물건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쿠폰이 자동으로 전송되고, 

구매까지 도와주는 모바일 응용 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치기반 

쿠폰 시스템의 단말기는 자신의 위치 관련 정보를 서버에 전송한다. 

사용자가 송신하는 위치관련 정보는 반드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Ahmadi 등은 이를 위한 익명인증 방법을 제안하였다 [2]. 

Jiang 등은 판매자가 정의한 목적 프로파일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잠재고객의 모바일 장치로 쿠폰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였다 [3]. 소셜쿠폰 산업이 근래에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4]는 실험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소셜쿠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그룹구매가 고객의 행동을 변화시켜 결국 구매력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III. The Proposed Scheme

구현하는 시스템의 개념도가 그림 1에 보인다. 클라이언트는 상점주

인 모듈과 고객모듈이 있어, 상점주인 모듈은 상점정보와 쿠폰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자신의 쿠폰 사용 기록을 검색해볼 수 있다. 상점정보에

는 상점 이름과 좌표가 포함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 고객용 

클라이언트는 모든 상점들의 좌표를 읽어와 근접경보를 발령할 좌표로 

등록하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정기적으로 

읽어, 고객이 등록된 상점들 중 한 곳에 접근했을 경우에 해당 상점의 

쿠폰을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푸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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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onceptual model of the coupon system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사용자 등록 화면이 그림 2에 

보인다. 한 사용자가 여러 번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글로그

인 인증방식을 이용한다. 그림 3과 4는 각각 상점주인 사용자가 

쿠폰을 등록하고 삭제하는 실행화면이고, 그림 5는 쿠폰을 사용하는 

실행화면이다.

Fig. 2. Subscription Fig. 3. Coupon registration 

Fig. 4. Coupon deletion Fig. 5. Coupon redemption

VI. Conclusions

본 논문은 관광도시의 일부를 테스트 영역으로 선정하여 구현한 

위치기반 쿠폰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지면관계로 설명

이 미흡하지만, 구현한 시스템은 쿠폰시스템이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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