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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처음 방문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곳에서 원하는 어느 위치를 찾을 때, 혹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나 관광명소에서 해외 각국의 관광객들이 가고자 하는 위치를 찾을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길 찾기 어플이나 쇼핑몰의 키오스크 등은 사용자가 직접 방향을 파악해 길

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발생시키곤 한다. 또한 대형 복합 쇼핑몰의 키오스크의 경우 한 

곳에 고정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한다. 

한국을 방문하여 문화재와 같은 관광 명소를 관광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열풍 

덕분에 대형 쇼핑몰에서의 쇼핑도 함께 즐기는 해외 관광객, 장소가 복잡하거나 낯설어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길 찾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마트 표지판과 어플리

케이션의 개발 및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Hello Guide’ 는 한국에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이 관광 명소에서 손쉽게 길을 찾는 동시

에 그에 대한 설명이나 어떠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용객들이 많지만 원하

는 위치를 찾기가 비교적 쉽지 않은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도 해외 관광객들과 쇼핑을 하기 

위해 찾아온 이용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매장이나 위치, 가야 하는 방향을 표지판과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관광 명소와 대형 복합 쇼핑몰에 설치되는 표지판은 표지판에 탑재되어 있는 비콘을 통해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를 인식해 알림을 띄워 주고, 사용자가 앱에 접속하여 요청을 하게 되

면 그에 따른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표지판이 회전을 하여 

원하는 위치의 방향을 알려 주고 그 거리에 대한 내용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게 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표지판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추가적

으로 원하는 위치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의 시장 현황 

길 찾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현재 앱 시장에서 이미 많은 수의 것이 다양하게 제

공되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문화재와 같은 관광 명소 관련 어플리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Hello Guide 

팀 명 Team Guid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6-MAY-24 

 

캡스톤디자인 I Page 5 of 29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케이션도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길 찾기에 비교적 어려움이 있는 

복합 쇼핑몰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객들이 원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기존 어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 만으로는 평소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용자들이나 한국이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한

계가 있다. 원하는 위치를 찾을 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사용자의 눈에 한번에 띌 수 있도

록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스마트 표지판과 같은 그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한다면 위치 찾

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좀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2 개발 분야의 시장 현황 

 위치 찾기나 관광명소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제공되는 관련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본적인 위치 찾기를 위해서는 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 등 많은 

수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며, 관광명소에서 위치를 찾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싶

을 경우 대표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획일화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내 손안의 궁’ 

시리즈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 

   ‘내 손안의 궁’ 어플리케이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가 특정한 이벤트를 발생

시키면 정해진 정보를 실행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one-way 방식의 서비스로써, 기본적인 지도와 정보에 대한 음성, 영상 및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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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명 내 손안의 경복궁 초기화면 
경복궁이야기의 컨텐츠를 누르면 

위와 같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한다. 

단점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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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명 경복궁 안내도 경복궁  지도 

단점 
지도 확대가 되지 않아서 자세히 볼 수 없다. 

코스를 소개해주는 페이지만 알아보기 힘들다. 

 
1.2.3 기 개발된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이미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위치 찾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모바일 기기의 화면에 

표시되는 지도를 보고 사용자가 단번에 쉽게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또한 이미 개발된 많은 문화재와 같은 관광 명소 관련 서비스들은 위와 같이 그것을 이

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정보를 원하는 대상에 대한 항목을 일일이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

움이 있다. 

정보를 원하는 대상이나 표지판에 사용자가 다가가면 그것을 인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들

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어 사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체험을 제공해줄 수 있도

록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런 점들을 보안해 좀더 쉽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존 서비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표지판을 추가하여, 길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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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좀 더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1.3 시스템 이용 시나리오 

관광 명소나 복합 쇼핑몰과 같은 위치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공간에서 ‘Hello Guide’ 어플리

케이션을 설치한 사용자가 설치된 표지판에 다가가면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가 비콘을 스캔하

고 해당 위치에 대한 정보 알림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그 알림을 클릭하면 앱이 실행되며 해당 

위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은 후 다른 위

치에 가려면 위치 검색 탭을 이용한다.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려고 하는 위치를 선택하게 되면 해

당 위치까지의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고 동시에 표지판은 위치에 따라 표지판 방향과 디스플레이 

내용을 변경한다.  

사용자는 이렇게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계속해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앱

이 제공하는 위치 정보들을 참고하여 관광 명소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람 진행하거나 복잡

한 쇼핑몰에서 길을 잃지 않고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2.1.1  관광명소, 복합 쇼핑몰에서 해당 위치 정보 검색이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관광명소, 복합쇼핑몰 내의 위치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용

자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위치에서 가려고 하는 위치를 

선택하면 도착 지점과 가는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게시판을 통해 해당 위치에 대한 질문

이나 평가를 확인하거나 직접 작성 할 수 있다.  

 표지판을 통해서도 앱을 실행 할 수 있다. 관광명소, 복합쇼핑몰에 설치된 표지판에 가까

워 지면 모바일 앱에서 위치 정보 알림을 받고, 알림을 통해 앱을 실행 하여 위치 상세 정

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1.2  관광명소, 복합 쇼핑몰에 설치된 스마트 표지판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정보 제공. 

 관광명소, 복합 쇼핑몰 내의 중요 위치에 스마트 표지판이 설치 된다. 스마트 표지

판은 사용자가 검색한 위치에 따라 거리, 방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스마트 

표지판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표지판에 설치된 터치 스크린으로 동작 시킬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표지판의 터치 스크린에서 가려고 하는 위치를 선택하면 표지판이 

회전하여 그 위치를 가리키고 디스플레이에 거리 등의 세부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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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Activity 설계 

       
구성

요소 
클래스명 설명 

하위구성

요소 
타입 클래스/XML 명 설명 

 

Acti

vity 

SplashA

ctivity 
앱 로딩 화면 Layout xml activity_splash 레이아웃 

LogInAc

tivity 

로그인 

액티비티  
Layout xml activity_login 레이아웃 

로그인 

프래그먼트 
Layout xml fragment_login 

프래그먼트 

레이아웃 

회원가입 

프래그먼트 
Layout xml fragment_signup 

프래그먼트 

레이아웃 

MainAct

ivity 
메인액티비티 

Layout xml activity_main 레이아웃 

Recycler

View 
  mPlaceListView 위치 리스트 뷰 

Adapter class PlaceListAdapter 
위치 리스트 

어댑터 

ViewHol

der 
class 

PlaceItemViewHo

lder 

위치 아이템 뷰 

홀더  

Layout xml view_place_item 
위치 아이템 

레이아웃 

PlaceInf

oActivit

y 

위치 세부 정보 

액티비티  

Layout xml 
activity_place_inf

o 

위치 세부 정보 

레이아웃 

ViewPag

er 
  

mPlaceInfoViewP

ager 

위치 정보 뷰 

페이저 

Adapter class 
PlaceInfoPagerAd

pater 

위치 정보 

페이저 어댑터 

위치 내용 

프래그먼트 

(PlaceContent

Fragment) 

Layout xml 
fragment_place_c

ontent 

위치 내용 

프래그먼트 

ListView   
mPlaceContentEx

pandableListView 

위치 내용 확장 

리스트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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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pater   
mPlaceContentLi

stAdapter 

위치 내용 

리스트 어댑터 

다른 위치 검색 

프래그먼트 

(OtherPlaceS

earchFragme

nt) 

Layout xml 
fragment_place_s

earch 

다른 위치 검색 

프래그먼트  

Recycler

View 
  

mOtherPlaceListV

iew 

다른 위치 

리스트 뷰 

Adapter class 
OtherPlaceListAd

apter 

다른 위치 

리스트 어댑터 

ViewHol

der 
class 

OtherPlaceItemVi

ewHolder 

다른 위치 

아이템 뷰 홀더  

Layout xml 
view_other_place

_item 

다른 위치 

아이템 레이아웃 

게시글 목록 

프래그먼트(Bo

ardFragment) 

Layout xml fragment_board 
게시판 

프래그먼트 

Recycler

View 
  mBoardListView 

게시글 리스트 

뷰 

Adapter class BoardListAdapter 
게시글 리스트 

어댑터 

ViewHol

der 
class 

BoardItemViewH

older 

게시글 아이템 

뷰 홀더 

Layout xml view_board_item 
게시글 아이템 

레이아웃 

WritePo

stActivit

y 

게시글 작성 

액티비티 
Layout xml 

activity_write_pos

t 

게시글 작성 

액티비티 

SettingA

ctivity 
설정 액티비티 Layout xml activity_setting 설정 액티비티 

 

 

 

 

 

 

 

 

 

 

 

 

 

 

   

Data Class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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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클래스명 설명 타입 이름 설명 

 

Dat

a 

UserDat

a 
사용자 데이터 

String mEmail 사용자 이메일 
 

String mName 사용자 이름 
 

PlaceSe

rverDat

a 

서버에서 받는 

위치 정보 

데이터 

(리스트에서 

보여줄 Data,  

API 요청 

파라미터 

Data) 

String mName 위치 이름 
 

String 

mSimpl

eConte

nt 

위치 위치 정보 
 

String 

 

mImage

Thumb 

위치 썸네일 url 
 

String 
ccbaKd

cd 

 종목코드(API 

요청 파라미터)  

String 
ccbaAs

no 

지정번호(API 요청 

파라미터)  

String 

 

ccbaCtc

d  

시도코드(API 요청 

파라미터)  

PlaceDa

ta 

API 에서 받는 

위치 정보 

데이터 

String mName 위치 이름 
 

String 
mConte

nt 
위치 세부 정보 

 

String mImage 위치 이미지 URL 
 

BoardD

ata 
게시글 데이터 

String mTitle 게시글 제목 
 

String 
mAutho

r 
게시글 작성자 

 

String mData 게시글 작성일 
 

String 
mConte

nt 
게시글 내용 

 

String 
mCateg

ory 
게시글 카테고리 

 

 

 

 

 
     

Manager Class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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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클래스

명 
설명 메소드 

Argum

ent 
리턴 설명 

Ma

nag

er 

Network

Manage

r 

서버 네트워크 

매니저 

login     유저 로그인 

logout     유저 로그아웃 

signup     회원 가입 

getPlace

List 
    

위치 리스트 

요청 메소드 

getPlace

DetailInf

o 

    
위치 상세 정보 

요청 메소드 

getOthe

rPlaceInf

o 

    
선택 위치 정보 

요청 메소드 

getBoar

dList 
    

게시글 목록 

요청 메소드 

writePos

t 
    

게시글 작성 

요청 메소드 

Propert

yManag

er 

프로퍼티매니저       

자동로그인을 

위한 유저 정보 

저장 

안드로이드 구조 설계 초안 

 

먼저 안드로이드 구조 설계와 목업툴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구현하였다. 

기본 시나리오는 이와 같다. 앱을 실행 하게 되면 위치 리스트를 볼 수 있고, 원하는 위치

를 선택하면 해당 위치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위치 검색 화면에서 다

른 위치 검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점점 기능을 추가하면서 안드로

이드 개발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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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리스트     위치 상세 정보 

앱을 실행하면 서버에 저장된 위치 리스트를 가져오게 된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치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위치 상세 정보는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문화재 API를 이

용하였다. 복합 쇼핑몰 버전을 개발 할 경우 제공하는 API가 없으므로 직접 위치 정보를 

저장하거나 웹에서 크롤링 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받아 오기 위

해 HTTP 통신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HTTP 통신 라이브러리인 Volley를 사용하였다. 문

화재청 API에서 XML형식의 문화재 정보를 파싱하기 위해 simpleXmlParser 라이브러리

를 사용하였으며 서버에서 받아 오는 Data는 JSON 형식이므로 JSon 데이터를 파싱하기 

위해 Google GSON 라이브러리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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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정보 알림          위치 상세 정보 

 

앱을 직접 실행 하지 않고도 상세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스마트 표지판에 다가

가면 위치 정보에 대한 알림이 뜨고, 알림을 실행하면 보다 쉽게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표지판에 다가갔을 때 알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비콘을 사용하여 기능을 구현하였

다. 어플리케이션은 표지판에 탑재 되어 있는 비콘을 계속 스캔하고, 비콘이 감지될 경우 

해당 위치 알림을 제공하게 된다. 앱이 꺼져 있을 경우에도 비콘을 스캔할 수 있도록 

Background Service기능을 사용하였으며, Reco에서 제공하는 SDK를 이용해 비콘 스캔 

기능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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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검색 화면 

 

현재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가고 싶은 경우 위치 검색 탭을 이용하게 된다. 현재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고, 가려고 하는 위치를 선택하게 되면 서버에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서버는 응답으로 가는 경로를 안드로이드에 전달하여 지도에 표시하며, 동시에 

라즈베리파이에 위치의 방향과 거리 정보를 전달하여 표지판 방향 전환과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게 된다. 만약 표지판과 먼 거리에 있는 경우 앱의 지도에 도착점과 경로는 표시하

지만, 표지판 작동 요청을 하지 않고 토스트 메시지를 출력하게 된다. 앱의 지도는 Daum 

Map API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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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래시 화면                     위치 검색 화면 

 

          
게시판 화면                     게시판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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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 화면 

 

사용자들이 직접 위치에 대한 질문이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게시판 기능을 구현하였다. 

사용자들이 작성한 게시글들을 모두 볼 수 있고, 자신이 직접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또

한 다른 위치 게시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게시글을 작성하려면 

Session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여 작성자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로

그인은 한번만 한 뒤에 자동으로 로그인 될 수 있도록 Shared Preference를 이용하여 

자동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다. Floating Button Library를 이용하여 화면 오른쪽 아래 

버튼을 구현하였고, 버튼을 누르면 게시글 작성화면으로 이동하여 게시글을 작성 할 수 있

다. 

 
2)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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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구조 설계  

 

안드로이드와 라즈베리파이의 요청을 받아 해당하는 요청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계산, 

전송 하도록 구현. AWS EC2에 NodeJS 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 5.5 Version을 사용하였다. 

라즈베리파이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웹 또한 서버에 저장

하여 보여주며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청한 위치 탐색을 서버에서 수행하여 Database 내

에 저장한다. 

안드로이드와의 데이터 통신은 위치 리스트 요청에 따른 DB에 저장된 데이터 전송, 회원

가입을 위한 데이터 저장, 게시판 데이터 저장 및 전송, 위치 탐색을 위한 데이터 계산 및 

저장이 있고 그 외에 로그인 기능을 위한 세션 관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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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파이와의 데이터 통신은 해당 라즈베리파이에서 보내는 고유번호를 식별하여 이

에 해당하는 위치 탐색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한번 탐색한 데이터는 삭제하여 중복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일을 막는다. 

 
사용자의 위치 탐색 요청은 들어온 순서대로 Database에 저장하며 이를 표지판에 연결된 

라즈베리파이가 고유번호와 함께 데이터 요청을 보낼 때마다 확인하여 그 표지판에 해당

하는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두 위치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위도, 경도

를 이용하여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는 식을 Math 내의 함수들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Hello Guide 

팀 명 Team Guid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6-MAY-24 

 

캡스톤디자인 I Page 20 of 29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3) 라즈베리파이 

라즈베리파이는 서버와 아두이노 두 곳 모두 통신한다. 라즈베리와 아두이노는 USB 시

리얼 통신을 한다.  서버와의 통신은 라즈베리파이에서 nginx 를 이용해서 웹 서버를 구

축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유저가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부

분은 html과 css를 이용해서 구현했다. 이 웹 어플리케이션은 라즈베리파이에 설치한 멀

티 터치 TFT LCD에 보여 진다. 위 라즈베리파이와 LCD는 아이패드, 키오스크와 같은 역

할을 함으로써 유저가 보다 편하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할 수 있다. 웹 서버를 통해서 

서버에 위치 탐색을 위한 데이터를 요청한다.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은 프로세서에서 병렬

로 한번에 처리되는 데이터를 외부 전송을 위해 직렬데이터 스트림으로 바꿔서 통신을 하

게 된다. 이런 시리얼 통신은 두 기기간의 1:1 통신이다.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필요없다. 시리얼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Serial.begin();, Serial.write(), Serial.read() 처럼 사용할 수 있다.  

라즈베리파이는 지속적으로 서버에 자기의 고유 식별번호와 함께 위치 탐색 데이터를 요

청한다. 서버는 요청을 받은 즉시 데이터베이스 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 라즈베리파

이의 요청에 응답을 한다. 라즈베리파이는 서버에서 유저가 요청해서 받아 오는 위치 명, 

위치 정보 데이터를 계산해서 아두이노에 전송해 준다.  라즈베리파이는 서버에서 받아 온 

데이터가 있는 경우 USB Serial Port 로 연결된 아두이노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 

때 여러 정보를 시간 간격 없이 보내게 되면 아두이노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하나의 데

이터로 인식하기 때문에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보낸다.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을 계속 하다 보면 포트번호가 ttyACM0에서 ttyACM1까지 랜

덤으로 변하는 버그가 발생한다. 위 버그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예외처리로 선언해서 

버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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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두이노 

• 라즈베리파이와 통신  

 
라즈베리파이와는 Serial 통신을 하고 있으며 통신규칙을 정하였으며 각 데이터의 앞에 

mode 값을 보내 다음에 보내 주는 값이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려 주고 데이터에 대한 일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Serial 통신은 byte 단위로 통신을 하며 ascii 코드로 전송되

므로 모드를 읽을 때 ‘0’을 빼 주어 int 형식으로 읽을 수 있었다. Mode 0 탐색하는 위치

명을 보내 주겠다는 신호이고,  Mode 1 은 표지판이 가리켜야 할 위치의 각도의 데이터

를 나타내며 Mode 2 는 그 위치까지의 거리에 대한 데이터라는 것을 말해 준다. 

 

• 모터 제어  

 모터는 아두이노 스케치의 Stepper.h 을 사용하였으며 360도를 한바퀴 기준으로 설정

하였기 때문에 라즈베리파이에서 전달한 각도 만큼 회전하게 하였으며 하드웨어의 연결 

된 선이 꼬일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원하는 위치를 가리킨 후 다시 되돌아 오도록 구현하

였으나 이는 되돌아오는 전력 소비 또한 무시 할 수 없어 이를 현재 위치를 기억하며 최

대 2바퀴를 돌게 되면 반대편으로 회전하는 알고리즘을 구현 예정이다. 

 

• LCD 출력  

현재 16x2 Character LCD 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한 줄에 표시할 수 있는 문자의 수

는 16개 이하이므로 한번에 16바이트를 읽어 탐색한 위치의 이름을 저장 하며 이를 

LiquidCrystal.h 의 print 메소드를 이용하여 하나하나 출력해 주었다. 또한 거리의 경우

에는 먼저 라즈베리파이에서 이 거리의 길이를 먼저 보내 주고 그 길이를 읽어 주도록 하

였으며 byte 단위로 보내 주기 때문에 만약 123을 보냈을 때 1, 2, 3 으로 읽기 때문에 

해당 길이만큼 10을 곱해 주어 원래의 123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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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로그인 기능 (완료) 

 관광명소의 모든 위치 리스트를 제공 (완료)  

 위치를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제공 (완료) 

 현재 위치에서 이동할 위치를 선택하여 지도에 가는 경로 제공 (완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 루트를 제공 (미완료)  

 위치에 대한 질문, 평가 게시판 기능 제공(변경) 

스마트 표지판의 비콘을 스캔 하여 해당 위치 정보 알림 제공(완료) 

위치 검색 요청 서버 전달 (완료) 

복합 쇼핑몰 앱 버전 추가 (미완료) 

2) 스마트 표지판 
비콘 신호 거리 값 조정 (완료) 

라즈베리파이 서버 통신 (완료) 

아두이노 데이터 전송 (완료) 

아두이노 스텝 모터 제어 (완료) 

아두이노 디스플레이 제어 (완료)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 멀티 시리얼 통신 (미완료) 

표지판 터치 스크린 기능 구현 (완료)  

표지판 터치 스크린 웹 브라우저 제공 (완료) 

3) NodeJs 서버 
사용자 데이터 저장 및 로그인, 회원가입 요청 기능 구현 (완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위치 리스트 및 상세 정보 전송 (완료) 

게시판 저장, 불러오기 기능 구현(완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위치검색 요청 기능 구현(완료) 

현재 위치와 목적지 정보를 받아 방향, 거리를 계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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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파이 요청에 따른 해당 정보 전송(완료) 

클라이언트의 아이피를 확인하여 접속 가능여부 판단(미완료) 
 

2.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비콘 통신 

별도의 페어링 절차 없이 모바일 기기를 스캔하기 위해 비콘 사용. (달성)  

앱 실행 시 비콘과 안드로이드 통신을 위해 블루투스 연결을 활성화. (달성)  

해당 위치에 접근했을 때 위치 정보 알림을 줄 수 있도록 연결 가능 반경 설정 등을 

통한 비콘 통신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 (미달성) 

데모 시연 시에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여러 개의 비콘 신호가 중첩됨으로 인해 제대로 

비콘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또한 비콘의 신호 내에 모바일 기기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알림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미달성)    

2) 표지판의 정확성 

목적지 방향에 따라 표지판이 회전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회전 각 오차 최소화, 

회전 각에 대한 정확성 향상. (달성) 

여러 대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요청에 대해 순서대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함. (달성) 

표지판 디스플레이에 현재 나타내고 있는 정보의 요청자를 사용자 ID, 휴대폰 번호 등

으로 명시. (미달성) 

데모로 사용된 표지판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2x16짜리 이므로 현재는 검색한 위치 명과 

현재 위치에서의 거리만을 제공 함. 후에 크기가 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추가 정보와 

정보 요청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미달성) 

 

 

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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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에서 위치 탐색 

안드로이드에서 위치를 탐색할 때 비콘을 감지하여 표지판 가까이에 있는 지 확인하

여 서버에 위치 탐색을 요청을 하게 된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가 표지판과 멀리 

떨어져 있어 비콘을 감지 못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지도에 표시할 경로 데이터만을 

서버에 요청한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위치 탐색 

표지판에 탑재된 터치스크린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위치를 탐색하는 경우, 웹 내부에 

해당 표지판의 라즈베리파이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어 그 고유번호와 함께 요청 정보

를 서버로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라즈베리파이와 서버의 통신 

라즈베리파이는 지속적으로 서버에 고유 식별번호와 함께 위치 탐색 데이터를 요청한

다. 서버는 요청을 받은 즉시 데이터베이스 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 라즈베리파

이의 요청에 응답을 한다.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의 데이터 통신 

라즈베리파이는 서버에서 받아 온 데이터가 있는 경우 USB Serial Port 로 연결된 아

두이노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하고 아두이노는 그 데이터를 통해 표지판 하드웨어를 

제어하게 된다. 이 때 여러 정보를 시간 간격 없이 보내게 되면 하드웨어 제어에 문제

가 생기므로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보낸다. 
 

 

2.2.5  활용/개발된 기술 

 Beacon 통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표지판의 비콘을 스캔하여 알림을 받는다. 비콘의 

Monitoring 기능을 사용하여 모바일 기기가 비콘 범위 내에 들어 올 경우 이벤트를 보낸

다. 또한 모바일 기기가 비콘 범위 안에 있으면 위치 탐색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

치 탐색 요청을 하지 않도록 기능을 구현하는데, 이때 비콘의 Ranging 기능을 사용하여 

모바일 기기를 계속 확인 하게 된다.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의 Serial 통신 

라즈베리파이에서 서버와 HTTP 통신을 하여 읽어 온 데이터를 아두이노로 전송하여 하드

웨어를 제어하는데 있어서 python 의 serial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또한 

아두이노에서 이 데이터를 읽을 때에는 byte 단위로 읽기 때문에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

노의 통신에 프로토콜을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 

 위도, 경도를 이용한 두 지역 사이의 거리 및 각도 계산 

두 지역 사이의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여 거리 및 각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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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하드웨어 

 디스플레이에 보여 줄 수 있는 정보의 한계 

표지판의 디스플레이에는 간단한 문자를 이용한 표현 이외에는 많은 정보를 줄 수 없을 것

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상세 정보에 대해서는 어플

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과 가는 방법이 다른 경우 

표지판은 최종 목적지의 방향을 가리키지만, 벽 등의 장애물로 인해 길의 방향이 목적지의 

방향과 다를 수가 있다. 가는 방법에 대해서 표지판에서 일일이 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표지판에서는 최종 목적지 방향만을 알려 주고, 가는 경로에 대한 정보는 앱의 지도 API에

서 제공하도록 한다. 

 설치 비용 문제 

관광명소, 복합 쇼핑몰 내 많은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에 설치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거리가 가깝거나 중요하지 않는 위치에 대해서 표지판을 가운데 하나만을 설

치하여 정보를 한번에 보여 주어 설치비용을 최소화 한다. 

2) 소프트웨어 

 한 명이 아닌 다수가 표지판 작동을 요청 할 경우 

표지판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요청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없다. 요청시간 순으로 사용자

들이 원하는 위치 정보를 표지판에 보여 주도록 한다. 5초 간격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요청을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많은 사용자가 몰릴 경우 자기가 요청한 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 개의 표지판에 2~3개의 이정

표를 탑재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블루투스 기능 켜지 않을 시 앱 사용 기능 제한 

블루투스 기능 없이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앱을 시작 할 때, 블루투스 기능

을 켤 수 있도록 알림을 띄워 준다.  
 

2.2.7  결과물 목록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Android 

회원가입, 로그인 사용자 회원가입, 로그인 Java, 

Android 

 

위치 목록 요청 위치 목록을 서버에 요청 Java,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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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상세 정보 

요청 

해당 위치에 대한 상세 정보 요청 Java, 

Android 

 

위치 탐색 요청 가려고 하는 위치 탐색 요청 Java, 

Android 

 

게시글 목록 요청 해당 게시판에 대한 게시글 목록 

요청 

Java, 

Android 

 

게시글 작성 요청 해당 게시판에 게시글 작성 요청 Java, 

Android 

 

Server 

서버 구성 안드로이드, 라즈베리파이와 통신 NodeJS  

거리 ,각도 계산 두 좌표간 거리, 각도 계산 NodeJS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 NodeJS  

게시판 게시판 기능 구현 NodeJS  

RaspberryPI 

HTTP 통신 서버와의 HTTP 통신 구현 Python  

Serial 통신 아두이노와의 Serial 통신 Python  

Web Application 웹 사이트를 이용한 위치 검색 HTML  

Arduino 
Serial 통신 라즈베리파이와 통신 INO  

모터 및 LCD 모터 및 LCD 출력 제어 INO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현재 몇몇의 관광명소,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내 가이드는 해당 위치의 번호나 이름을 

확인하여 일일이 안내 가이드에서 번호를 선택하여 정보를 얻는다. 이런 방법의 가이드는 사용

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Hello Guide’는 이

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비콘을 사용하여 해당 위치에 대한 정보를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저

절로 정보를 띄워 주어 자신이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다. ‘Hello Guide’를 이

용하는 사용자들은 보다 쉽게 가이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의 가이드보다 더 좋은 만족감

을 얻게 될 거라 기대한다. 

또한 관광명소, 복합 쇼핑몰에서 위치 정보나 안내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

는 곳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반면, ‘Hello Guid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위치, 안내 정보를 

모바일 기기 하나로 어디서든 지 확인할 수 있다. ‘Hello Guide’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위치

를 가기 위해 위치 안내도부터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관광명소 내에 설치 된 스마트 표지판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위치의 방향과 거리를 직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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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 주게 된다. ‘Hello Guide’는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여 모두가 원활한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Hello Guide’의 플랫폼은 관광명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게가 입점해 있는 코엑스, 타임

스퀘어 같은 복합 쇼핑몰이나, 주변 먹거리, 찾아갈 만 한 곳 등이 즐비해 있는 인사동 쌈지길, 

삼청동 골목, 이태원 경리단 길 같은 복합 문화 거리 등에 ‘Hello Guide’ 표지판을 설치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기평가 

3.1 개발 일정에 따른 평가 

3.1.1  계획서 상의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데이터 구조 설계        

구현 

서버 및 DB 구축        

안드로이드 UI 개발        

안드로이드 서버 통신 및 

블루투스 연결 
      

 

라즈베리파이 모터 제어 

및 구현 
      

 

라즈베리파이 디스플레이 

연결 및 구현 
      

 

테스트 통합 및 테스트        

 

3.1.2  수정된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데이터 구조 설계        

구현 서버 및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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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UI 개발        

안드로이드 비콘 스캔 

기능 구현 
      

 

안드로이드 서버 통신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통신 기능 구현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아두이노 스텝 모터 제어        

아두이노 디스플레이 제어        

표지판 하드웨어 디자인        

테스트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통합 및 테스트        

 

 

3.2 실용성 및 우수성 

 표지판 유지 보수 비용 절감 

일반 표지판은 제공하던 내용이나 장소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려워 

재사용이 제한됐었다. 반면에 스마트 표지판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에서 내용을 얼마

든지 변경할 수 있다.  

 하드웨어 비용 축소  

일반 표지판은 특정 공간에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 나타내는 장소가 많으

면 많을수록 표지판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비용도 증가한다. 스마트 표지판을 이용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정구역에 설치해 자동으로 방향을 변경시키거나 몇몇 병목 구역

에 사용자들이 선택한 위치를 기반으로 방향을 가리키게 한다. 

 사용자 흥미 증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특이한 점은 앱과 터치패널을 조작해 원하는 정보를 해당 기기가 아닌 

움직이는 표지판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앱, 표지판, 키오스크 형태의 터

치패널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각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3.3 향후 계획 

 복합 쇼핑몰 버전 추가 

초기 계획했던 관광 명소에서의 표지판에 대한 활용 범위가 비교적 작아 그 외에 다른 장

소에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며, 그 결과 복합 쇼핑몰에서 사용할 경우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복합 쇼핑몰 버전을 추가하도록 결정했다. 

관광 명소 버전 이외의 다른 버전 추가로, 많은 곳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표지판 추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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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테스트를 위해 한 개의 표지판을 제작하였고, 그 테스트 버전을 현실에 도입하여 

사용할 경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초기 테스트한 표지판 이외

에 표지판을 추가 제작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이전 

현재 AWS EC2 에 서버와 local Database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용량이 7.74GB로 서

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AWS의 DynamoDB 

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전 할 계획이다.. 

 라즈베리파이의 multi-serial 통신 

라즈베리파이는 현재 아두이노와 1:1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용자가 있을 경우

에 대비하여 라즈베리파이가 2대 이상의 아두이노와 통신하는 방법을 구현하도록 할 계획

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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