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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콘텐츠 제공 매체에서 맛있는 음식,

지역 맛 집 등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를 접한 많은 사람

들이 점차 매체에 소개된 음식점들을 찾아가기 시작

했고, 유명한 식당들의 경우 자리를 안내 받기 위해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경우도 빈번

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4-6개의 테이블만 있는 소규

모 식당들은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 때문에 주변 식당이나 상점에 불편을 

주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대형 식당 체인이나, 유명 

식당들은 전화 예약을 통한 예약제 방식을 오래전부

터 사용해 왔으나, 최근 유명세를 탄 소규모 식당들

의 경우 전화 예약 후 오지 않는 노쇼(No Show) 고

객들이 발생하는 문제로 대부분 전화 예약을 받지 

않고, 식당에 도착한 순서대로 번호표나 연락처를 작

성하여 그 순번을 지정해주는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웃백,

TGI 등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진동벨을 사용하였으

며 이는 점차 엔제리너스, 던킨 도너츠 등과 같은 커

피 체인점, 그리고 백화점 푸드코트 등에서 사용자 

순번을 지정하고 그 사용자에게 자신의 차례를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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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주는 다양한 형태의 진동벨 서비스가 시작

되었다[1],[2]. 그러나 진동벨은 부피가 크며, 매일 충

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기기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진동벨을 소비자가 잊어버리

고 가져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그 책임을 매장 직

원이 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의 손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타벅스 코리아는 2014

년 5월 Online to Offline(OTO) 서비스로 소비자 스

마트 폰으로 진동벨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고, 동시에 

주문도 가능한 사이렌 오더(Siren Order)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3],[4]. 초기의 사이렌 오더 서비

스는 매장 방문 이후 매장 내에서만 주문이 가능했었

으나, 2016년 2월 사용 편의성과 기능을 강화해 매장 

반경 2km 거리까지 주문 반경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매장에 먼저 오지 

않은 손님에게도 2km 반경 내에 있는 경우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장에 방문한 순서대로 순

번을 정해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에는 매장에 설치된 순번 등록

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카카오 

톡(Kakao talk)과 같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순번이 되면 호출되는 서비스가 개발 되었다

[5],[6].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매장에 방문을 하여 

원하는 좌석의 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방문한 순서대

로 순번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점과 매장의 좌석 

상황에 따라 2인, 4인석 등 방문 인원에 맞추어 자동

적으로 차례를 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사

용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자신의 정보 입력을 원

치 않는 사람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카카오 톡 등의 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

를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장 내 설치된 스피커와 

스마트 기기에 내장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자들의 방문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순

번을 지정해주고 사용자 순서가 된 경우 푸시 알림

(Push Notification)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

분의 스피커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범위의 소리 

뿐 아니라 16kHz.～22kHz 범위의 고주파를 출력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내장된 마이크는 가

청 주파수 범위인 20Hz～22kHz를 인식 할 수 있으

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주변 소리를 분석하고 

특정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7].[8]. 따라서 매장에 

설치된 스피커로부터 18kHz～22kHz 구간의 고주파

를 사용하여 신호를 발생하고, 매장에 방문하는 사용

자들은 자신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수신된 고주

파를 인식하며 제안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로부터 

예약 인원수를 입력 받아 순번을 할당 받고, 해당 순

번이 되면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사용자에게 푸시 알

림을 전달하게 된다. 이때 제안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매장 직원의 행동은 이용 가능한 테이블이 발생 

했을 때 그 인원수를 입력하는 동작만이 요구되며,

그 외에 신호 발생을 위한 별도의 동작은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 순번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스마트 기기에 

고주파 송출 및 매장 직원의 인원수 입력에 따라 푸

시 알림을 보내기 위한 서버를 구축하였으며, 총 10

대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스마트 순번 알림 서비

스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험 결과 

98.7%의 성공률을 나타냄으로서 제안 방법이 줄을 

많이 서있는 매장에서 자동적으로 순번을 지정하고,

알림을 주는 효과적인 서비스임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즉, 제안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고주파 영역과 스마트 기기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고객들에게 순

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써, 소규모 유명 식당,

순번 지정이 필요한 오프라인 매장 등에 유용한 서비

스 기술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기

존 사용되고 있는 오프라인 순번 지정 기술들을 설명

하며, 제 3장에서는 제안 애플리케이션과 서버를 이

용한 스마트 순번 시스템의 흐름과 절차를 설명한다.

제 4 장에서는 제안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순번 시

스템의 성능 확인을 위한 실험 및 그 결과를 보이며,

제 5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오프라인 순번 지정 기술인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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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렌 오더, 카카오 순번 지정 기술들을 설명한

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

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음료를 주문

하고, 주문한 음료가 준비되면 스마트 기기에 음료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푸시 알림으로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Fig. 1은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서비

스의 동작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9].

Fig. 1에서 ①과 ②는 매장을 방문한 사람이 주문

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①과 같이 소리를 이용한 방법

은 주문 서비스를 진행할 때에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음악 소리에 16kHz～19kHz 사이의 특정 고주파 신

호를 함께 보냄과 동시에 GPS (Global Position Sys-

tem)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가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지 여부를 인식하고, 스마트 기기의 GPS 정보를 함

께 분석하여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스

마트 기기를 대상으로 ②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이용한 매장 인식 방법이 제공되었으며, 매

장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사용자의 경우 스마트 

기기의 GPS 정보를 이용해 ③과 같이 2 km 이내 

인근 매장을 리스트로 보여주고 그 중 사용자가 매장

을 선택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④와 같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QR 코드 이미지만 있으면 누구나 주문을 할 수 있어 

매장에 방문한 순서대로 순번을 정해줄 수 없으며,

주문이 들어온 순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방식 그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마트 순번 시스

템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카카오 톡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순번 호

출 서비스는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태블릿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용 인원수를 입력하고, 자신의 순번이 

되면 카카오 톡 메신저 또는 문자로 호출되는 서비스

이다. 국내에서는 음식점에서 “순번이”, “나우 웨이

팅” 등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똑닥”이 

서비스 되고 있다. 순번이나, 나우 웨이팅 등의 순번 

호출 서비스 흐름은 Fig. 2와 같다. Fig. 2에서 사용자

가 매장으로 방문하여 Guest pos에 대기팀을 확인하

고, 자신의 휴대번호를 입력한 후 방문 인원을 입력

한다(①). 그러면 매장 매니저는 매니저 포스 메뉴에 

따라 순차적으로 좌석 현황에 따라 고객을 호출하고

Starbucks store

①	

② QR code

③ 2 km

④ QR code

Fig. 1. The service flow of siren order and the disadvantage of a service using QR code.

Off line store 	   	
① ② ③

Fig. 2. The service flow of Now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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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호출은 카카오 톡과 같은 SNS 메신저로 알

람을 주게 된다(③). 이때 자신의 대기 순번을 확인하

는 기능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제

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매번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과 입력하는 동안 개인 

전화번호가 쉽게 노출되어 민감한 개인 정보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3. 고주파를 이용한 스마트 순번 지정 시스템

본 장에서는 스마트 기기와 고주파를 이용하여 오

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사용자들에게 전화번호 입력 

없이 자동적으로 사용자 스마트 기기를 인식하고, 순

번을 지정 및 알림 하는 스마트 순번 지정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안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은 

Fig. 3과 같다.

Fig. 3에서 매장에 설치된 스피커는 18kHz 이상의 

특정 고주파 한 쌍을 일정 시간 발생하며(①), 사용자

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스마트 기기는 

주변에 발생하는 소리들을 내장 마이크를 통해 수집

한다. 이때 수집한 소리들은 실시간 FFT(Fast Fou-

rier Transform) 처리를 진행하며, 18 kHz 이상의 한 

쌍 고주파가 검출(Detect signal)되는 경우 그 값과 

GPS 정보를 서버로 전달한다(②)[10],[11]. 서버는 

전달 받은 값을 비교(Check high frequencies)하고,

GPS 위치 값을 계산(Calculate Distance)하여 해당 

매장의 정보와 대기 인원수를 스마트 기기의 애플리

케이션에 안내한다(③). 사용자는 그 정보를 확인

(Confirm the store) 후 별도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일행이 필요한 좌석 수만 입력

(Input number of guests)하여 정보를 보내며(④),

서버는 그 정보를 등록(Added)하고 매니저 포스

(Manager pos)에 대기자 정보를 전달한다(⑤). 그리

고 매장의 좌석이 마련되는 상황에 따라 매니저 포스

에서 다음 손님을 선택하면 서버에 그 정보를 전달하

게 되고(⑥), 서버에서는 다음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

(Notify)으로 호출하게 된다(⑦).

이때 서버에서 발생하는 18kHz 이상의 특정 고주

파 한 쌍은 18kHz～20kHz 범위에서 100 Hz 단위로 

총 21개 중 2개를 선별하여 송출한다. 단, 한 쌍의 

고주파 선별 시 근접 고주파를 선택한 경우 각 주파

수 간의 간섭에 의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주파수는 최소 600hz 이상 차이를 둔다. 그리고 

100 Hz 단위로 나누는 이유는 기존 대부분의 고주파 

연구가 100Hz 단위로 주파수 신호를 사용해 왔기 때

문이며, 그보다 낮은 단위의 주파수 구분을 사용할 

경우 주변 주파수 값의 간섭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피커가 출력할 수 있는 20kHz

～22kHz 범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한 사운

드 출력(dB) 시 주파수가 높을수록 인식률이 떨어지

기 때문이다. 즉, 한 쌍의 고주파는 18.0kHz와 18.7

kHz, 18.0kHz와 18.8kHz, ... , 19.3kHz와 20.0kHz 등

과 같이 총 105 가지 쌍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고주파 한 쌍은 서버의 신호에 따라 스피커를 

통해 송출되며, k초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 송출 한다.

송출되는 형태는 Fig. 4와 같다.

Off line store

Smart device Manager pos

①	
Detect signal

Confirm the store
↓

Input number
of guests

Check high 
frequencies

↓
Calculate 
Distance
Added

Notify

Server
②

③

④ ⑤

⑥⑦ Push notification

Fig. 3. The flow of the proposed smart ordering system for assignment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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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서 한 쌍의 고주파는 18.3kHz와 19.0kHz

이며, k는 4초로 설정하여 출력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 쌍의 고주파가 스피커로 송출되면, 실내 매장에 

방문한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는 내장 마이크를 통해 

이 한 쌍의 고주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

때 스마트 기기에서 동일 고주파 쌍을 n 번 이상 검출

한 경우 해당 고주파를 인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식

한 고주파 값과 스마트 기기의 GPS 정보를 서버에 

전달하여 한 쌍 고주파를 출력한 매장 정보를 스마트 

기기에 전송한다. Fig. 5는 스마트 기기에서 한 쌍의 

고주파를 검출하는 동작을 Pseudo code로 작성한 것

이다. Fig. 5에서 hasFirstHighFrequency()와 has

SecondHighFrequency() 함수는 스마트 기기의 스

피커로 들어온 오디오 데이터에 FFT 값을 전달받아 

가장 큰 고주파 값과 두 번째로 큰 고주파 값을 반환

하는 함수이다. a와 b는 스마트 기기에서 인식한 고

주파 한 쌍에 관한 각각의 주파수 값을 저장할 변수

이며, At는 스마트 기기에서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t 시간의 오디오 데이터이다. At는 FFT 변환에 의해 

주파수 값(Ft)로 변환되며, F t 값은 위의 두 함수에 

의해 최대 고주파 값과 두 번째 고주파 값을 각각 

a와 b에 저장한다. 다음으로 a와 b에 고주파 값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 시간 m초를 대기하고, 다음 시

간(t+1)에 해당하는 At+1 오디오 데이터를 수집 FFT

분석하여 F t+1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F t+1에서부터 

최대 고주파와 두 번째 고주파 값이 기존 a, b에 저장

된 값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스마트 

기기가 가지고 있는 GPS 데이터 값과 한 쌍의 고주

파 주파수 값을 서버로 전송한다.

데이터를 전송 받은 서버에서는 수신 받은 스마트 

기기들이 인식한 한 쌍 고주파 값과 스피커에서 발생

한 고주파 값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동일

한 값을 갖는 스마트 기기들의 GPS 정보 값들과 스

피커의 위치가 정의된 GPS 값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임계 거리(r)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거리 

값 계산은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며[12],[13], 임계 거리 이내에 위치한 스마트 

기기의 경우 해당 오프라인 매장에 진입한 것으로 

17

18

19

20

0 1 2 3 4 5 Sec

18.3kHz 19.0kHz
kHz

k seconds

Fig. 4. An example of proposed a pair high frequencies for assignment customers.

Function float hasFirstHighFrequency(F) {

If ( F has over 18.0 kHz) Then

If ( F has two high frequencies) Then

return first high frequency value of F;

}

Function float hasSecondHighFrequency(F) {

If ( F has over 18.0 kHz) Then

If ( F has two high frequencies) Then

return second high frequency value of F;

}

While(receive At) Do

a ← 0; b ← 0;

Ft← FFT(At);

a ← hasFirstHighFrequency(Ft);

b ← hasSecondHighFrequency(Ft);

If ( a !=0 and b !=0)

sleep(m);

receive At+1;

Ft+1← FFT(At+1);

If ( a == hasFirstHighFrequency(Ft+1) and

b == hasSecondHighFrequency(Ft+1) )

GPSdatasendtoserver;

theHighfrequenciesdatasendtoserver;

END If

END If

END While

Fig. 5. The pseudo code for high frequencies detection 

on smar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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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게 된다. 다음으로 서버에서는 해당 매장의 정

보와 현재 대기 인원수를 스마트 기기로 다시 전달하

게 되며, 그 값을 받은 스마트 기기는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그 정보를 확인 하고, 사용자는 자신의 일행 

수를 입력하여 다시 그 정보를 서버로 보낸다. 서버

는 전달 받은 일행 수를 기존 매장 방문 순서 목록에 

추가하고, 전체 대기 리스트를 매니저 포스로 전달하

여 매니저 포스에서는 현재 대기하는 인원수를 파악

할 수 있게 하며, 오프라인 매장 매니저는 좌석의 여

유가 생김에 따라 다음 순번의 고객을 선택한다. 매

니저 포스는 선택된 고객 정보를 서버로 전달하고,

서버는 선택된 고객의 스마트 기기에 푸시 알림을 

전송하여 자신의 차례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서버에 

사용되는 고객 정보의 형식은 아래 Table 1과 같다.

4. 고주파를 이용한 스마트 순번 시스템의 실험 

및 평가

본 장에서는 고주파를 이용한 스마트 기기 기반 

스마트 순번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며, 제

안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시스템, 매니저 포스를 이용

하여 스마트 순번을 제공하는 실험 및 그 결과를 분

석한다. 먼저 스피커로부터 고주파를 인식하고 검출

하는 스마트 기기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Fig. 6에서 왼쪽에 위치한 그래프(①)는 스마트 기

기가 인식한 고주파 영역 18kHz～22kHz의 각 주파

수 bin 값을 나타낸 것으로 18.3kHZ와 19.0kHz 두 

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오른쪽(②)에 위치한 각 항목은 스마트 

기기의 GPS 정보, 수집한 고주파 값들 중 가장 많은 

bin과 두 번째로 많은 bin을 갖는 고주파 한 쌍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주변 소리 검출 시 동일한 한 쌍의 

고주파 여부를 판단할 반복 시간(m)에 관한 최적 값

을 얻기 위해 시간 간격을 사용자가 설정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반복 시간(m)은 0.7초～4초까지 0.1초 단

위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설정한 시간 동안 2회 

동일한 한 쌍의 고주파가 발생하는 경우 애플리케이

션 화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동시에 서버로 

한 쌍의 고주파 값과 GPS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

때 반복 시간을 0.7초 설정하는 경우 0.1초 인식 후 

0.5초간을 기다리며 다시 0.1초를 인식하는 것을 의

미한다. 다른 예로 1.3초를 설정하는 경우 0.4초 인식,

0.5초 기다림, 0.4초 다시 인식하는 것이다.

Table 1. The performance for proposed algorithm and conventional algorithms

Field Type Description

No int Auto increase, Primary key

Id varchar(20) User ID, Not duplication

Password varchar(40) User Password, Encoded password

Email varchar(40) User E-mail address

Token varchar(128) Token code for sending push notification to user

GPS
37.38051, 126.92716

High Frequencies
18.3kHz & 19.0kHz

Time duration : 1.6 sec

① ②

Fig. 6. Main screen composition of the proposed application for smart assignment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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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위의 애플리케이션을 iOS와 And-

roid 두 기종의 스마트 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 

하였고, iPhone 6, iPhone 7, iPhone 8 각각 2대,

Galaxy S8과 Galaxy S9 각각 2대 총 10대의 스마트 

기기에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이때 스피커에 한 쌍의 고주파를 송출하

고, 스마트 기기들로부터 GPS 정보와 고주파 값을 

수신하는 서버 환경은 Apache 2.2.14, PHP 5.2.12,

MySQL 5.1.39를 사용하였으며, Intel(R) Core(TM)

i5 CPU 750, 8G Ram 하드웨어를 사용하였다. 먼저 

반복 시간 m에 대한 적정 값을 실험하기 위해 스마

트 기기 10대를 이용한 고주파 전송 및 인식 실험을 

100회 실시하였으며, 실험 환경은 스피커로부터 각

각의 스마트 기기간의 거리는 5m, 스피커에서 송출

하는 고주파 k는 5초 간격으로 하였고, 그 결과 값은 

아래 Fig. 7과 같다.

Fig. 7에서와 같이 제안 애플리케이션은 2회 동일

한 주파수임을 판단하는데 반복 시간 m이 2.4초 이

상부터 95% 이상의 평균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반복 시간 m이 2.4초보다 작은 

경우는 2회 이상 동일 고주파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

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4초 이상부터는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복 시간 m을 2.4초로 

설정하여 실제 오프라인 식당 공간에서 스마트 순번 

시스템이 잘 동작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실험을 진행

하였다.

스마트 기기의 고주파를 인식하는 실험을 위한 공

간은 Fig. 8과 같이 가로 7m × 세로 5m 크기의 조그

만 식당 공간에 스피커를 카운터에 설치하고 스마트 

기기를 입구 쪽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60초 이내에 

신호가 인식 되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횟수를 

카운트 하였다.

Fig. 8과 같이 실험을 위한 식당 공간은 5개의 테

이블, 각 테이블에는 4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함께 

위치해 있으며, 그림의 왼쪽 아래에 사용자가 들어오

는 입구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오른편 주방 앞에 카

운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카운터 천정 위치에 고주파

를 출력하기 위한 스피커가 위치해 있어, 입구로부터 

스피커까지의 거리는 약 5m이다. 실험은 각 스마트 

기기별로 100회씩 총 1,000회를 진행하였으며, 기기

별 고주파를 인식하고 그 정보를 서버로 보내는 결과

는 Fig. 9와 같다. Fig. 9에서 iPhone 6는 99.5%,

iPhone 7은 98%, iPhone 8은 100%의 고주파 검출을 

하였으며, Galaxy 7은 97%, Galaxy 8은 99%의 고주

파 검출을 하여 스마트 순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0대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제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한 결과 98.7%의 성공을 나타냈다. 그리고 고주파를 

검출한 데이터는 스마트 순번 지정 서버로 전송되어 

그때 발생했던 고주파 한 쌍의 값과 스마트 기기에서 

인식한 고주파 한 쌍의 값을 비교한 결과 100% 동일

한 값임을 확인 하였다. 이때 세 번째 스마트 기기 

iPhone 7과 여덟 번째 스마트 기기 Galaxy 7의 고주

파 검출 정확도가 낮은 이유는 식당 입구에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심하게 주변 소음이 발생하여 고주

파 인식에 간섭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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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high frequencies detection result of proposed application according to m value.

Speaker

Kitchen

Enterence

Fig. 8. The floor plan of a restaurant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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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0대의 스마트 기기가 서버로 보낸 GPS

데이터와 검출한 고주파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3장

에서 제안한 고주파 값 일치 여부 및 유클리디안 거

리를 이용한 실험 결과 전송한 987개 데이터 모두 

동일한 위치 즉,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식

당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었다. 이때 유클리디안 거리

의 임계값은 10m로 설정하였으며, 스마트 기기들은 

모두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GPS의 값이 대부분 오류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시스템

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자

동적으로 순번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 기술

이 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내장 마이크와 실내 

공간에 설치된 스피커 및 이를 송출할 수 있는 서버

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스

마트 순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제안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시스템이 오

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스마트 기기들에 한 쌍의 고주

파를 송출하여, 스마트 기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고주파 값을 검출해 내고 서버로 그 값을 전달함으로

서 그 공간에 위치한 스마트 기기에게 자동적으로 

순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즉, 제안 

시스템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마트 기기를 지닌 사

용자에게 자동으로 순번을 지정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 될 것이며, 기존 서비스들의 단점을 극복하

며 소규모 식당,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손쉽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로는 제안 애플리케이

션과 서버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마트 순번 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프로모션 등과 

같은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할 것

이며, 이와 동시에 제안 방법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본 시스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다수의 고객이 동시에 진입했을 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고객의 수와 성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할 것이며, 본 시스템을 이용한 보다 다

양한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 기술들을 

모색할 것이며, 고주파 신호의 스마트 기기 인식 정

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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