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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으로 터치 스크린 기반 기존의 키오스크는 단일 사용자에 의해 유되고, 이러한 키오스크 시스템에 다  

사용자가 근하기 해서는 많은 기 시간과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키오스

크 서버를 한 블루투스 로 일 기반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키오스크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

바일 시스템에 블루투스 모듈과 AP를 장착하여 극장, 기차역, 은행, 정부  공공기 에서 보다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다.

ABSTRACT

In general, existed kiosk using touch-screen based kiosk system has been used by only single user, so that multiple users to access this 

kiosk need to provide a lot of waiting time and maintenance costs. To solve this problem, the framework design based on Bluetooth profile for 

kiosk servers is presented. The proposed kiosk system can be more efficiently used in theater, train station, bank,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by using Bluetooth module and AP in mobile system such as smar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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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비쿼터스 컴퓨 은 주변의 모든 사물에 내장된 컴

퓨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치를 통해서도 사용자가 의식하

지 않고도 필요한 서비스를 지능 으로 제공해 주는 물

리  환경을 말한다[1]. 

최근 컴퓨터의 보 은 넷북이나 PDA, 모바일폰 같

은 개인정보 단말기 등의 네트워크 가능한 도구들이 보

편화 되고 있다. 이러한 인 라를 통하여 많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컴퓨 의 요

한 요소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화 , 기차역, 은행, 공서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키오스크(kiosk)가 편재해 있으

며 단일 사용자의 유가 아니라 복수의 사용자가 단일 

키오스크의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존재한

다. 이와 같은 키오스크 자원에 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 수단으로 휴 폰이 사용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2].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노드를 이용하여 키오스크 

서버에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로 원격 속하고, 모바일 

단말기기는 사용자의 입력과 출력만을 담당하게 함으

로써 키오스크 서버는 달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사용

자에게 달하는 블루투스 기반 로 일의 임워

크를 구 하 다.

Ⅱ. Android Platform

안드로이드는 Google의 휴 폰용 오  소스 소 트

웨어 랫폼  주변 도구를 의미한다[6]. 한 Google 

안드로이드 랫폼은 본격 인 모바일 웹 응용을 

한 휴 폰 소 트웨어 랫폼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

다. 주로 Google의 서비스를 이동 단말 환경에서 구

하고 활용하기 한 기반 랫폼으로서 휴 폰뿐 아

니라 다양한 정보 가  기기에 용할 수 있는 이식성

도 높다[6].

그림 1은 안드로이드 오  소스 소 트웨어 스택 구

조를 나타내며, 각 계층은 그 바로 아래 계층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상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 Android 시스템 구조
Fig 1. Android system structure

안드로이드에는 foreground 애 리 이션이 하나이

며, 상태 을 제외한 체 스크린을 차지한다. 사용자

가 애 리 이션을 실행시키면 그 로그램을 시작한 

후, 포어그라운드에 놓고 사용자가 다른 애 리 이션

을 호출하거나 같은 애 리 이션의 다른 화면을 호출

하면 Activity 메니 에 의해 애 리 이션 스택에 기

록된다. 

Java MIDP(Mobile Information Device Profile)의 로

세스 생명 주기는 로세스의 소멸이 애 리 이션의 

종료와 같은 개념이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리 스 커

과 Activity 매니 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리 스 커

에 의해 로세스가 종료 되었더라도 Activity는 살아 

있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의 애 리 이션의 배포는 .dex 일과 

.xml 일을 압축한 .apk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안드

로이드에 설치되는 모든 응용 로그램은 인증서로 서

명 되어야 한다. 사용된 서명은 응용 로그램 개발자를 

구분하고 애 리 이션 유지 리에 사용된다. 

안드로이드의 보안은 그림 2와 같이 애 리 이션의 

격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애 리 이션이 설치되는 시

에 고유의 UID  GID를 부여 받아 각각의 권한으로 

실행되어 애 리 이션 상호간의 메모리, 데이터 역

을 침범할 수 없다[7].

AndroidMenifest.xml 일의 Permission 태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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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리 이션의 권한을 설정하고 애 리 이션이 설치

되는 시 에 사용자에게 명시한다. 하지만 설치가 된 응

용 로그램의 권한에 한 사용자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Permission만 명시하면 사용자의 허가 없이 하

드웨어  개인정보 등에 근이 가능하여 애 리 이

션 설치에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Ⅲ. 안드로이드 기반 키오스크 시스템

본 시스템은 공공장소에 편재한 키오스크를 단일 사

용자의 유가 아니라 복수의 사용자가 단일 키오스크

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과 같이 사용자

는 블루투스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키오스

크의 자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 다. 이때 모바일 기기

는 사용자의 입력을 블루투스[2-5] 네트워크 기술을 이

용하여 키오스크로 송한다. 키오스크에서 이 데이터

를 수신하고 처리하여 페어링 된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

이스로 출력 데이터를 송하고,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는 송받은 데이터를 모바일 기기의 출력장치를 이용

해 출력한다.

그림 2. 안드로이드 어  데이터 역 격리[7]
Fig 2. Android application data domain isolation

블루투스 휴 폰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기의 제어 장

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리얼 포트 로 일을 기반

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휴 폰의 입력 정보를 싱

(parsing)하고 키보드나 마우스 신호로 해석하는 일은 연

산 자원이 풍부한 PC 기반의 키오스크에서 담당하는 방

법이 있다. 로토콜 GIDEI(Gerneral Input Device 

Emulating Interface)은 이를 한 연결  데이터 통신을 

지원한다.

GIDEI는 PC 원격 제어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격 제어의 경우, 키오스크의 자원을 단일 사용

자만 유 하게 되는 문제 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복수

의 사용자가 단일 키오스크의 자원에 근할 수 있고, 기

존의 데이터를 변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KDP(Kiosk Data Processing profile)를 제안한다[8].

그림 3. KDP 서비스 구성도
Fig 3. KDP Service configuration

그림 4. KDP 로토콜
Fig 4. KDP Protocol

그림 4는 제안하는 임 워크의 순서도를 나타내

며, 단말기기에서 블루투스 기기들을 검색하여 키오스

크 서버와 연결된 AP(Access Point)에 연결하여 데이터 

서버의 정보를 요청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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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데이터 서버의 정보를 확인하기 한 패킷인 

REQ_HELLO를 송한다. REQ_HELLO 패킷을 수신한 

데이터 서버는 자신의 정보와 함께 SERVER_HELLO 패

킷을 송하게 되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송받은 

server_info를 통해 데이터 서버를 인증하고 페어링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 KDP 구성도
Fig 5. KDP Configuration diagram

그림 6. KDP 패킷 구조
Fig 6. KDP packet architecture

그림 7. 블루투스 스트림 연결 diagram
Fig 7. StreamConnectionNotifier Diagram

그림 5에 KDP의 로 일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KDP는 사용자와 키오스크 사이의 데이터 패킷을 정의

하는 로 일을 의미하며, 데이터 통신을 해 블루투

스 SPP(Serial Port Profile)을 이용하여 각각의 장치에 

달된다.

사용자의 디바이스와 키오스크 서버간의 패킷은 그

림 6과 같이 헤더, 패킷 길이, 데이터의 구조를 가진다. 

그림 7은 사용자의 디바이스와 데이터 서버간의 네트워

크 구조를 보여주며 응용 로그램 사이의 통신은 

javax.microedition.io.Connector에 의해 이루어지고 입출

력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의 입/출력이 이루어진다.

그림 8. Kiosk Client 메소드 정의
Fig 8. Kiosk Client Method definition

StreamConnectionNotifier는 소켓 통신에서의 TCP/IP

의 ServerSocket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서버는 이를 

통해 여러 개의 슬 이  디바이스를 가질 수 있다.

애 리 이션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키오스크 서버에 속을 요청하고 서버를 인증한다. 검

증된 서버임이 확인되면 키오스크 페이지의 정보를 서

버에 요청하여 페이지 이아웃을 만들고 필요한 콘텐

츠를 요청한다(그림 8).

송받은 데이터를 ClientView 클래스로 달하고 이 

클래스에서 이아웃에 맞게 콘텐츠를 배치한다. 콘텐

츠가 음악, 그림, 동 상 등의 객체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게 출력하고 인덱스 객체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기한다.

데이터 서버측의 애 리 이션은 그림 9와 같이 

KioskDataServer 클래스를 이용하여 디바이스와의 연결

을 쓰 드로 구성하여 다  사용자가 서버에 근하여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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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KioskDataServer 메소드 정의
Fig 9. KioskDataServer Method definition

구분 내용

CPU Intel Core(TM)2 Duo(E8400)

RAM 3.48 Giga Bytes

O/S Windows XP Professional 

Language JAVA SE 6.0

IDE Eclipse - Version 3.5.0 

Library Bluecove Ver 2.1.0

표 1.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 개발 환경
Table 1. Client App. Development Environment

구분 내용

CPU Intel Atom process 1.6Ghz

RAM 2 Giga Bytes

O/S Linux Ubuntu 9.04.10

Language JAVA SE 6.0

IDE Eclipse - Version 3.5.0 

Library Bluecove Ver 2.1.0

표 2. 서버 애 리 이션 개발 환경
Table 2. Server App. Development Environment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의 개발 환경은 표 1에, 서

버 애 리 이션의 개발 환경은 표 2에 각각 나타내었

다. 그리고 애 리 이션 동작을 해서는 블루투스 

통신환경을 지원하는 BlueCove가 동작할 수 있는 

JVM(Java Vitual Machine)이 필요하다[9].

애 리 이션의 동작  패킷의 달을 확인하기

해 테스트를 진행하 으며 키오스크의 내용은 고려하

지 않았다. 구 된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의 동작화

면은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애 리 이션이 실행 될 때 블루투스 장치들을 검색

하여 검색된 장치의 주소를 오른쪽 상단 임에 출력

한다. 이 임을 통해 연결할 장치를 선택하고 

connection 버튼을 클릭하면 장치에 속하게 된다. 왼쪽

의 임을 통해 키오스크의 콘텐츠가 표시된다.

그림 10. KDP 클라이언트 테스트 폼
Fig 10. KDP Client test form 

구분 검토항목 평가 비고

사용자 친숙성

- 조작의 용이성

- 상호 작용성

- 근용이성

- 반응시간

○

○

○

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확장성

- 호환성

- 표  통신 로토콜

- 문서구조의 확장

○

○

○

필수

필수

선택

네트워크

- 단독형

- 앙서버집 형

- 분산형

○ 선택

선택

선택

시스템안정성

- 장애발생률

- 원격 리

- 자동복구기능

- 정기 인 리

○

○

Ｘ

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표 3. KDP 검증 기 표
Table 3. KDP verification table

한민국 키오스크에 한 표 을 참조하여 자체 검

증을 한 기  표를 작성하고 테스트한 애 리 이션

의 검증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TTA.KO-10.0100 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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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된 애 리 이션은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를 통

해 콘텐츠의 입력과 출력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

자의 모바일 기기 설정에 따라 표 3의 검증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구 된 애 리 이션의 경우 애

리 이션이 실행될 때 주변의 블루투스 기기들을 검색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애 리 이션 실행되기까지의 

시간이 3  정도 소요되며, 블루투스 기기들 간의 연결

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상 인 키오스크 서비스가 가능

하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KDP 기반 키오스크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입력/출력 장치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사

용자에게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고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개발된 시스템은 공서나 버스 정류소 등 키오스크

가 필요한 장소에 블루투스 모듈이 장착된 장치만 설치

되어 있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는 부산시 주  

u-City 구축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모바일 장치에 설치된 애 리 이션을 통해 키오스크

에 속하여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출력

하고,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키오스크 시스템에 입력

할 수 있도록 애 리 이션을 구 하 다. 

구 된 애 리 이션을 통하여 향후 OBEX 로 일

을 사용하여 HTTP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송

매체에 독립 인 Kiosk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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