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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논문에서는, IoT로 인해 이슈가 된 BLE 4.0 비콘을 이용하여, 스마트하게 관광지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타지인, 특히 외국인이 관광지를 방문하였을 경우, 조금 더 스마트하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키워드: 비콘(Beacon), IoT

I. Introduction

이 논문에서는, BLE기반 비콘을 이용하여, 특정 관광지에 다가가면 

스마트하게 관광지를 안내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국내외 여러 박물관과 같은 실내 안내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서, 

비콘을 이용하여 작품 안내를 실시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Fig. 1. 비콘을 통한 박물관 안내 서비스

III. The Proposed Scheme

이에 우리는, 비콘을 이용한 실외 관광지 서비스 구축을 시도하였다. 

경주 등 여러 문화지에서, 문화재에 대한 안내는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외국인 관광객 혹은 국내 관광객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더 원활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Fig. 2. 비콘을 이용한 서비스 도식도

위의 그림2와 같은 방향으로 이 서비스는 제공된다. 비콘에서 

ID를 받아서, 그 ID를 바탕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설치된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해당 문화재의 이름과, 사진, 

설명 그리고 기타 참고URL등을 수신 받게 된다. 다음과 같은 UI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표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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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의 UI 

Fig.3의 오른쪽 위 버튼을 누르면, 현재 근처에 있는 문화재의 

설명이 뜨게 된다.

IV. Conclusions

위의 서비스를 통하여, 비콘으로 관광지의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서비스를 조금 더 다양하게 확장하여, 사용자의 국적에 맞는 언어로 

제공한다던가 등으로 확장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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