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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배경 및 목표 01 



필요성 및 기대효과 02 

“증가하는 방한 관광객들을 위한  
다중 언어 지원  

문화유산 안내 서비스”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 

“관광명소에 대한 
불 충분한 안내”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 소통 문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02 

1. 이용자에게 관광지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전달. 

2.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 

3. 이 서비스를 이용해 북촌, 삼청동, 대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기대효과 



서비스 시나리오 03 

1. 표지판에 가까워지면 
    건물에 대한 정보 알림 

2. 알림을 클릭하면 앱을 
실행 하고 건물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 가능 



서비스 시나리오 03 
3. 위치 검색 탭에서  
원하는 건물 선택 

4. 앱의 지도에서 가는 
길을 알려주고 
목적지의  위치에 따라 
표지판 방향, 표지판  
디스플레이 내용 변경  

교태전      600M            



개발 내용 04 

건물 Data 요청  
해당 건물에서  
추천 루트 요청 

• 사용자 Data 
• 건물 Data   
• 건물 사진, 음성 정보 
(API에 없는 Data 저장) 

• 건물 세부 정보 제공 
(음성, 사진, 텍스트) 
• 다른 건물 위치 검색 
• 추천 루트 및 갤러리 
제공   

• 일정 거리에 있는 사용자 
들에게 건물 정보 알림 
•  사용자에게 목적지 방향, 
거리 제공 

Server/ DB 

Android Client 

Arduino Sign 

사용자 Data ,  
건물 Data전달 

비콘을 이용해  
건물 정보 Notification 

블루투스 통신으로  
건물 위치 표시 



05 배경 기술 

서버 / DB 
NodeJs 

MariaDB 

JSON, XML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Volley HTTP Library 

BlueTooth 연결  

T Map API 

한국 관광공사  관광정보서비스 API 

 

 

아두이노 
회전 모터 제어 

디스플레이 연결   

블루투스 / 

비콘(BlueTooth 4.0) 

BLE  모듈 



06 향후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3월 4월 5월 6월 비고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전원 

관련 시스템 분석 전원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장한별, 송하윤, 이성훈 

데이터 구조 설계 민권홍, 최재웅 

구현 

서버 및 DB 구축 민권홍, 송하윤 

안드로이드 UI 개발 최재웅, 장한별 

안드로이드 서버 통신 및  
블루투스 연결 

최재웅, 민권홍 

아두이노 모터 제어 및 구현 이성훈, 송하윤 

아두이노 디스플레이 연결 및 구현 장한별, 이성훈 

테스트 통합 및 테스트 전원 



Thank you :)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