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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최근 일본 중국 등 해외 각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향후에도 해외 관

광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해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위해 관광객 

유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해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관광명소를 찾게 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안내정보의 표준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여 맞춤

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Hello Guide’ 는 관광명소 및 문화재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안내 받을 수 있는 문화유산 안내 큐

레이팅 서비스이다. 문화유산 해설사를 통해 마치 관광명소에서 현지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처럼 문화

유산 해설 나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관광명소 내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해당 앱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 기기의 언어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된다. 또한 문화재를 활용해서 

음성 및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며, 관광 명소의 지도 및 추천 루트를 제공한다. 관

광명소에 설치되는 표지판은 비콘을 통해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를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문화유산의 

정보를 알려 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표지판이 회전을 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위치를 알

려주고 거리 및 세부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게 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의 시장 현황 

  ‘스마트 큐레이팅’의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미디어 콘

텐츠에 따라 다시 화두에 올라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에서 만든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보다 쉽게 알수 있다. 스마트한 관람을 위해서 관람객 맞춤형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

마트 큐레이팅 시스템은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

도박물관에서는 관람객들이 별도의 기기 없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전시품의 위치와 상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

후에는 대다수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사용자 만족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HelloGuide 

팀 명 TeamGuid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6-APR-04 

 

캡스톤 디자인 I Page 5 of 19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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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개발 분야의 시장 현황 

 ‘큐레이팅’ 관련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획일화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내 손안의 궁’ 시리즈 어플리케이션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스마트 큐레이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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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진 정보를 실행시켜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one-way 

방식의 서비스로써, 음성, 영상 및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미지 

  

설명 내 손안의 경복궁 초기화면 

경복궁이야기의 컨텐츠를 누르면 

위와 같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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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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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큐레이터’ 어플리케이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큐레이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미지 

  
설명 스마트큐레이터 전시해설코스 안내 

단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2.3 기 개발된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이미 개발된 많은 ‘큐레이팅’ 관련 서비스들은 위와 같이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설명

을 원하는 대상에 대한 항목을 일일이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설명을 원하는 대상에 사용자가 다가가면 그것을 인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어 보다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체험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

게 되었다.  또한 기 개발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동영상이나 사진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대상에 

대한 설명들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는것이 아니라 다시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

를 다운받아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점들을 보안해 좀더 쉽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설명과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이

벤트들을 추가하고, 길 찾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지판 서비스를 이용하여 좀더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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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스템 이용 시나리오 

관광명소나 안내가 필요한 공간에서 ‘Hello Guide’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어느 건물의 표지판에 다가가면 

표지판에 대한 시나리오가 시작된다. 표지판에 탑재 되어 있는 비콘은 해당 모바일 기기를 스캔하고 그 건

물에 대한 정보 알림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그 알림을 클릭하면 앱이 실행되며 해당 건물에 대한 세부 정

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위치 검색 탭에서 원하는 건물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건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앱의 지도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알려 주고, 동시에 표지판은 건

물의 위치에 따라 표지판 방향과 디스플레이 내용이 변경된다. 사용자는 이렇게 건물에 대한 정보들을  얻

을 수 있고, 계속해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앱이 제공하는 다양한 언어의 설명들을 참고하여 관람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관광명소 내의 정보를 알고 싶은 건물을 검색 할 수 있다. 

2) 앱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관광명소 내의 건물에 대한 정보를 음성, 텍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3) 해당 건물에 사용자가 가까워 지면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앱에서 알림을 보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4) 해당 건물에서 이동할 다른 건물을 입력하면 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앱의 지도를 통해 제공한다. 

5) 해당 건물에서 이동할 다른 건물을 입력하면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표지판이 그 위치를 가리키고 

디스플레이에 거리 등의 세부 정보를 표시한다. 

6) 해당 건물에서 가장 최적의 관광 루트를 제시 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프로젝트 연구/수행 내용 

‘HelloGuide’어플리케이션은 관광명소의 건물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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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관광명소에 있는 건물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Volley Http 통신 

Library 를 사용하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건물 목록을 가져온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RecyclerView, CardView 를 이용하여 건물 목록 리스트를 보여준다. 

사용자가 건물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음성 및 텍스트 형식으로 해당 건물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게 된다. 한국관광공사 API 와 서버에 직접 저장한 정보들을 가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세정보를 보여준다. 건물 상세 정보는 locale 확인을 하여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공된다.  

현재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위치 검색 탭을 이용한다 탭 이동은 TabLayout, 

ViewPager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한다. 위치 검색 탭에서는 건물들의 목록을 보여 주고 가려고 

하는 건물을 선택하면 지도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그 건물의 위치와 가는 방법을 알려 준다. 

지도는 TmapApi 를 사용하여 화면에 보여주고, 다른 건물로 가는 길, 거리도 TmapAPI 

Method 를 사용하여 제공한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는 NodeJs로 사용하고 DataBase는 MariaDB를 사용한다. AWS 

CloudSevice의 EC2, RDS instance를 사용하여 서버를 구축한다. 

건물들 앞에 세워 지는 표지판은 다른 건물들의 위치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려 준다.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모바일 기기는 표지판에 가까워지면 알림을 받는다. 알림 기능은 안드로이드 

Notification을 사용한다. 이 알림을 통해 해당 건물의 정보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려고 하는 다른 건물을 선택하면 API를 통해 좌표, 거리 정보를 받는다. 표

지판은 이 정보들을 받아 이정표 방향을 회전하고 디스플레이에 거리, 연결된 디바이스의 정보를 

보여 준다. 표지판은 라즈베리파이 보드를 사용하고, 표지판의 회전은 모터, 거리 정보는 LCD 디스

플레이를 사용한다. 모바일 기기 스캔은 Beacon을 사용하며 위치 정보를 받기 위해 Bluetooth 

모듈을 사용한다. 

 

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관광명소의 모든 건물 리스트를 보여준다. 

 건물을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건물에서 이동할 건물을 선택하여 루트 등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 루트를 제공한다. 
2) 라즈베리파이 표지판 

비콘으로 모바일 기기를 스캔하여 해당 건물 정보 알림을 보낸다. 

안드로이드에서 받은 위치정보에 따라 표지판이 회전하고, 

거리정보를 디스플레이에 보여준다. 

2) NodeJs 서버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유저 Data를 저장한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서 보여줄 건물 목록과 세부정보를 저장한다.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비콘, 블루투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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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블루투스 연결을 활성화 해야 한다.  

또한 해당 건물에 접근했을 때 건물 정보 알림을 줄 수 있도록 블루투스 연결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연결 가능 반경 설정 등을 통해 연결 정확성을 높인다. 

블루투스 기능 활성화 시 배터리 소모가 크기 때문에 Bluetooth Low Energy(BLE)를 

사용한다. 또한 별도의 페어링 절차 없이 모바일 기기를 스캔하기 위해 비콘을 사용한다.   

  
2) 표지판의 정확성 

목적지 방향에 따라 표지판이 회전할 때 그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회전 각을 오차 없이 

계산하고 회전각에 따라 정확히 회전하도록 하드웨어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여러대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요청에 대해 순서대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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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2.3.3 시스템 구조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문화 유산 리스트 관광 명소의 건물 목록 제공 
Android 

UI 
 

건물 위치 검색  다른 건물의 위치를 검색 
Android 

UI 
 

관광 명소 해당 관광 명소의 추천 루트를 제공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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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루트 UI 

표지판과 연결 
블루투스(비콘) 연결을 통해 표지판과 

연결 

Android 

Module 
 

라즈베리파이 

표지판 

 표지판 회전 
위치 정보를 받아 해당 위치를 

가리키도록 표지판 회전  

Arduino 

Motor 
 

정보 표시 
디스플레이에 해당 위치 거리 등의 

정보 표시 

Arduino 

Display 
 

모바일 기기 감지 
비콘 연결을 통해 모바일 기기 

감지하여 해당 건물 정보 알림 제공 

Arduino 

Bluetooth 
 

서버 데이터 저장 유저 정보, 건물 정보등을 저장 JSON  

 데이터 전송 요청에 따른 데이터 전송 JSON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나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안내 표지판을 활용하는 것

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많은 양이 글로 쓰여 있거나 혹은 안내말이 나온다고 해도 이를 처음부터 

듣기 위해서 중간에 도착한 사람은 앞사람이 안내를 다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안내표지판이나 안내 말을 활용하는 인원은 관광객들 중 극히 드물다. 또 이

것을 해결한 유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음성파일을 저장한 디바이스를 들고 다

니며 해당 된 위치에서 해당하는 번호의 음성파일을 눌러줘야 안내를 들을 수 있으며 원하는 곳으

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펼쳐 현재 자신의 위치를 찾는 수고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합한 

Smart Guide 가 있다면 안내표지판이나 안내 말이 나오는 곳을 찾거나 그 앞에서 안내를 듣기 위

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지도를 보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리는 경우를 없

앨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 외국인들의 관광에 편의를 제공하며 모두가 원활

한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Smart Guide 를 활용한다면 국내 관광지 뿐 아니라 좁게는 학교의 신입생이나 혹은 학부모

께서 방문 했을 시 학교의 여러 건물에 대한 정보들 뿐 아니라 길 안내 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하며 또 한국인들이 찾기에도 어려운 골목들에 설치되어 주변 먹거리, 찾아갈 만 한 곳 소개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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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환경 

 OS 

 Windows 

  Linux(Ubuntu) 

 IDE  

 AndroidStudio(android) 

 Coda2 (nodejs),  

 Raspberry IDE(Raspberry) 

 

3.1.2  서버 

 NodeJs  

 Mysql 

 Express 

 Cloud Server AWS 

 EC2 

 RDS 

 DataBase : MariaDB 

 

3.1.3  클라이언트 

 Android 

 Version :  LoliPop 5.0 

 Test Device :  

 Develop Detail 

 Volley/Retrofit : Network Library 

 XMLParsing 

 Gson : json parser 

 Google Map Api 

 Bluetooth Connect 

 Material Design 

 

3.1.4  라즈베리파이 

 모터 제어 

 디스플레이 연결 

 비콘, 블루투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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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디스플레이에 보여줄 수 있는 정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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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된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상세 정보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의 

PUSH 기능을 통하여 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과 가는 방법이 다른경우 

- 표지판은 최종 목적지의 방향을 가리키지만, 벽등의 장애물로 인해 길의 방향이 목적지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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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최종 목적지 방향만을 알려주고, 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앱의 지도 API에서 제공하도록 한

다. 

 설치 비용 문제 

- 관광명소 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표지판을 설치하기에 너무 많은 설치 비용이 생길 수 있다. 따

라서 거리가 가깝거나 붙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표지판을 가운데 하나만을 설치하여 두 건물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보여 주어 설치비용을 최소화 한다. 

 

3.2.2  소프트웨어 

 음성 파일 전송에 따른 서버의 과부하 현상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과부하 현상을 막기 위하여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할 때부터 음

성파일 및 필요한 파일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에서 필요한 파일을 효율

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명이 아닌 다수가 블루투스 연결을 시도 할 경우 

- 표지판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요청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없다. 요청시간 순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위치 정보를 표지판에 보여주도록 한다. 5~10초 간격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요청을 처리하도록 한다. 

 블루투스 기능 켜지 않을 시 앱 사용 기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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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켤 수 있도록 알림을 띄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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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최재웅 
- Android Client 개발 

- 서버 및 라즈베리파이 연결 

민권홍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서버의 구현  

이성훈 - 라즈베리파이 하드웨어 구성 및 회전 모터제어 

송하윤 - 라즈베리파이 하드웨어 구성 및 블루투스,비콘 연결 

장한별 - 라즈베리파이 하드웨어 구성 및 디스플레이 제어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아이디어 구상 15 

정보 수집 및 연구 20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 구성 5 

개발 환경 구축 1 

서버 구축 2 

어플리케이션 개발 30 

서버 개발 30 

라즈베리파이 모터 제어 및 디스플레이 구현 30 

프로젝트 통합 및 테스트 10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서 작성 15 

합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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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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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UI 개발        

안드로이드 서버 통신 및 

블루투스 연결 
      

 

라즈베리파이 모터 제어 

및 구현 
      

 

라즈베리파이 디스플레이 

연결 및 구현 
      

 

테스트 통합 및 테스트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안 

 개발 목표 및 내용 설정 

 유사 서비스 분석 

프로젝트 관련 조사 

 Arduino 개발 스터디 

 Bluetooth 통신 방법 조사 

개발 환경 구축  

 IDE 설치 및 구동 테스트 

 Github Repository 생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6.02.01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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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완료 

시스템 구조 설계 

데이터 베이스 구조 설계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6.03.17 2016.03.24 

1 차 중간 보고 

라즈베리파이 회전 표지판 구현  

 위치 정보에 따른 표지판 회전 기능 구현 

안드로이드 APP 시나리오 구현 

서버 구축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3.24 2016.04.07 

2 차 중간 보고 

라즈베리파이 디스플레이 연결 

 위치 정보 디스플레이 표시 기능 구현 

안드로이드 서버 연결 및 블루투스 통신 기능 구현 

안드로이드 알림 기능 구현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 구현 소스 코드 

2016.04.07 2016.05.19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2016.05.19 2016.05.26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2016.05.19 2016.05.26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2016.05.19 2016.05.26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HelloGuide 

팀 명 TeamGuid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6-APR-04 

 

캡스톤 디자인 I Page 17 of 19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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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최재웅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2016-03-01 2016-05-26 35 

민권홍 
서버 구축 2016-03-01 2016-05-26 20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 2016-03-01 2016-05-26 15 

이성훈 
라즈베리파이 하드웨어 구성 2016-03-01 2016-05-26 20 

라즈베리파이 모터 회전 구현 2016-03-01 2016-05-26 15 

송하윤 
라즈베리파이 하드웨어 구성 2016-03-01 2016-05-26 20 

라즈베리파이 & 어플리케이션 블루투스 연결 2016-03-01 2016-05-26 15 

장한별 
라즈베리파이 하드웨어 구성 2016-03-01 2016-05-26 20 

라즈베리파이 디스플레이 구현 2016-03-01 2016-05-26 15 

전원 어플리케이션 및 라즈베리파이 통합 테스트 2016-03-01 2016-05-2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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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노트북 6 대 Samsung, Mac… 2016.03.01 2016.05.26  

개발용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4 대 

Samsung Galaxy 

Nexus 
2016.03.01 2016.05.26  

라즈베리파이 보드 미정 2016.03.01 2016.05.26  

라즈베리파이 서보모터 미정 2016.03.01 2016.05.26  

라즈베리파이 디스플레이 미정 2016.03.01 2016.05.26  

라즈베리파이 블루투스 

모듈 
미정 2016.03.01 2016.05.26  

라즈베리파이 블루투스 

모듈(비콘) 
미정 2016.03.01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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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Do it!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이지스 

퍼블리싱 
2016 정재곤  

2 서적 T academy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T 아카데미 2015 연승익 시중에 출판 x 

3 서적 Node.js 인 액션  에이콘 2014 
브래드 

데일리 
 

4 서적 
Raspberry Pi 로 시작하는 나의 첫 

프로그래밍 
프리렉 2015 

아베 

카즈히로 
 

5 웹 

라코 위키 

(http://raspberrypi.mynetgear.co

m/dokuwiki/doku.php) 

   
라즈베리파이

튜토리얼 제공 

5 웹 라즈베리파이 Wi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