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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이 앉은 자리에서 직원을 부르지 않고 바로 주문/호출 메시지를 POS(Point Of Sales)기에 

보낼 수 있는 인플레이스 주문 시스템에 대해 기술한다. 이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앱과 테이블에 부착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인식을 통해 테이블정보와 주문/호출정보를 보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활동 

동선을 줄여줄 수 있으며, 이로인해 고객에게 더 빠른 대응을 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안드로이드(Android), POS(Point Of Sales)

I. 서 론

현재 대부분의 음식점은 고객이 자리를 안내 받아 메뉴판을 보

면서 메뉴를 고르고 직원을 호출한다. 호출을 받은 직원은 테이블

로 가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카운터로 돌아와 POS기에 주문정보

를 입력하고, 주방에 주문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현 시스템의 경

우, 혼잡시간에는 많은 직원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호출을 받은 직

원들의 바쁜 움직임으로 매장이 더 붐비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주문을 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고 있다. ‘메뉴지존’과 ‘스마트메뉴판‘ 앱은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업체의 특별한 메뉴판을 보여주는 서비스이

다. 태블릿PC에는 각 테이블정보가 들어가 있으며, 손님들은 직원

들에게 직접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테이블에 배치되어 있는 이러

한 테블릿PC를 이용하여 주문을 한다. 이를 적용하는 업체에서는 

직원의 활동 동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인원으로도 서

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는 테이블 수만큼 테블릿PC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추

가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면서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호출을 할 수 있는 인플레이스 주문 

시스템의 개발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그림 165. 개념도

Fig. 1. Concept Model

고객은 앉은 자리에서 앱으로 메뉴 목록을 보며 주문 과 호출을 

할 수 있으며,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는 NFC 태그에 스마트 디바

이스를 인식하여 어느 테이블에서 주문이 들어 왔는지를 알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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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그림 2는 본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POS기는 일반 POS기와 동

일하게 주문, 결제, 메뉴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과 함께 고객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주문과 호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

능이 추가되어 있다. 

그림 166. 시스템 구성도

Fig. 2. System Architecture

그림 3는 본 시스템의 POS기와 인플레이스 앱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167.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Fig. 3. Interaction Diagram

그림 4는 POS기의 메인화면이다. 호출현황과 테이블별 주문상

태와 주문현황 및 결제 기능들이 나타나 있는 화면이다. 화면 중앙

에는 테이블을 나타내는 버튼들이 있으며, 이를 누르면 현재 테이

블의 주문현황을 볼 수 있다.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 버튼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직원이 이를 확인하면 주문

이 들어가게 되고, 버튼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다. 화면의 왼쪽

패널에는 실시간으로 테이블에서 호출하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이
것도 직원이 확인하여 클릭한 후에는 사라지게 된다. 

그림 168. POS기 메인화면

Fig. 4. MainUI of POS  

그림 5는 인플레이스 앱의 메뉴조회화면, 주문화면 및 호출화면

이다. 인기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반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메뉴를 선택하면 주문화면으로 이동해 개수와 옵션들을 선

택할 수 있다. 또한 호출할 메시지를 선택하거나 입력해서 POS기

로 호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림 169. App 메뉴화면, 주문화면 및 호출화면

Fig. 5. MenuUI, OrderUI and CallingUI of App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NFC를 활용한 인플레이스 주문 시스템의 개발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테이블에 앉아 직

원을 호출하지 않고서도 바로 주문과 호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

으로써, 직원의 활동 동선을 줄여줄 수 있고 고객에게 더 빠른 대

응을 해 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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