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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만

으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은 사용자가 일일이 결제 수단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온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시에

도 사용자가 직접 계산대로 가야하는 등의 한계점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음식점에서 

QR코드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객이 앉은 테이블에서 메뉴 확인,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했다. 본 논문에

서는 제안하는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 검증을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서버 플랫폼을 개발하고 메시지 교환을 수행함

으로써, 효과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스마트폰(Smartphone), 주문 및 결제(Ordering and Payment), 서비스 플랫폼(Service Platform)

I. Introduction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사용자가 결제와 

관련된 수단들을 일일이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바탕으

로,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삼성‘의 ’삼성페이‘, ’Apple’의 

‘애플페이’ 등의 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 2]. 하지만 ‘카카오페

이’의 경우, 온라인 시장에서만 활용할 수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는 오프라인 시장에

서 활용할 수 있지만 결제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계산대로 가야만 

하는 불편함이 아직 남아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QR코드와 

스마트폰을 사용해 사용자가 음식점의 앉은 자리에서 메뉴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 사용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해 데이터 서버 및 음식점 메뉴와 

테이블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사용자는 

직접 계산대로 가는 대신 앉은 테이블에서 음식의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서비스 플랫폼

에 대해 서술하고, 3장에서는 구현된 제안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개발된 제안 기술의 동작을 확인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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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oposed Service Platform

Fig. 1. Proposed Service Platform Architecture

그림 1은 제안한 서비스 플랫폼의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한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서버의 주소, 현재 매장 및 테이블의 정보를 

가지는 QR 코드를 제공한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은 음식점 테이블에 

부착된 QR 코드 스캔을 통해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해당 매장의 

메뉴 정보를 획득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

고,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결제 정보와 함께 데이터 서버로 전송한다. 
데이터 서버는 수신한 주문 정보를 저장하고, 수신 정보를 POS기로 

전달해 주문 및 결제 절차를 완료한다. 결제가 완료된 후, POS기는 

완료 정보를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함으로써 사용자에게도 결제 

완료를 알린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안한 서비스의 사용자는 앉은 

자리에서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계산을 위해 계산대로 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주문 정보를 바탕으

로 사용자 및 음식점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Ⅲ. The Proposed Scheme

제안한 서비스 플랫폼 구현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과 데이터 서버를 구현하였다. 
그림 2는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주문 목록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각 매장의 정보 및 사용자 주문에 따른 주문 번호, 메뉴이름, 주문 

수량, 주문 시간, 결제 여부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Stored Ordering List in Data Server

그림 3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결제 정보 관리, QR 코드 

스캔, 메뉴 선택, 주문 및 결제 등의 화면으로 해당 기능이 잘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Smartphone Application

Ⅳ.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식점에서의 원격 주문 및 

결제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서버를 구현했고, 구현 결과물 간의 메시지 교환 결과로 제안된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제안된 서비스 플랫폼은 원격 

주문 및 결제뿐 아니라,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주문 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및 음식점으로의 맞춤형 서비스 또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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