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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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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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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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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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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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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구조 설계 초안 

구성요소 클래스명 설명 하위구성요소 타입 클래스/XML명 설명

SplashActivity 앱 로딩 화면 Layout xml activity_splash.xml 레이아웃

로그인 액티비티 Layout xml activity_login.xml 레이아웃

로그인 프래그먼트 Layout xml fragment_login.xml 프래그먼트 레이아웃

회원가입 프래그먼트 Layout xml fragment_signup.xml 프래그먼트 레이아웃

Layout xml activity_main.xml 레이아웃

RecyclerView mPlaceListView 건물 리스트 뷰

Adapter class PlaceListAdapter 건물 리스트 어댑터

ViewHolder class PlaceItemViewHolder 건물 아이템 뷰 홀더 

Layout xml view_place_item.xml 건물 아이템 레이아웃

Layout xml activity_place_info.xml 건물 세부 정보 레이아웃

ViewPager mPlaceInfoViewPager 건물 정보뷰페이저

Adapter class PlaceInfoPagerAdpater 건물 정보 페이저 어댑터

Layout xml fragment_place_content 건물 내용 프래그먼트

ListView mPlaceContentExpandableListView 건물 내용 확장 리스트 뷰 

Adpater mPlaceContentListAdapter 건물 내용 리스트 어댑터

Layout xml fragment_place_search 다른 건물 검색 프래그먼트 

RecyclerView mOtherPlaceListView 다른 건물 리스트 뷰

Adapter class OtherPlaceListAdapter 다른 건물 리스트 어댑터

ViewHolder class OtherPlaceItemViewHolder 다른 건물 아이템 뷰 홀더 

Layout xml view_other_place_item.xml 다른 건물 아이템 레이아웃

구성요소 클래스명 설명 메소드 Argument 리턴 설명

login 유저 로그인

logout 유저 로그아웃

signup 회원 가입

getPlaceList 건물 리스트 요청 메소드

getPlaceDetailInfo 건물 상세 정보 요청 메소드

getOtherPlaceInfo 선택 건물 위치 정보 요청 메소드

BluetoothManager 블루투스 매니저

구성요소 클래스명 설명 타입 이름 설명

String mEmail 사용자 이메일

String mName 사용자 이름

String mName 건물 이름

String mSimpleContent 건물 간략 정보

String  mImageThumb 건물 썸네일 url

String ccbaKdcd  종목코드(API 요청 파라미터)

String ccbaAsno 지정번호(API 요청 파라미터)

String  ccbaCtcd 시도코드(API 요청 파라미터)

String mName 건물 이름

String mContent 건물 세부 정보

String mImage 건물 이미지 URL

Data

UserData 사용자 데이터

PlaceServerData
서버에서 받는 건물 정보 데이터

(리스트에서 보여줄 Data,
API 요청 파라미터 Data)

PlaceData API에서 받는 건물 정보 데이터

NetworkManager 서버 네트워크 매니저
Manager

PlaceInfoActivity

건물 세부 정보 액티비티 

건물 내용 프래그먼트
(PlaceContentFragment)

다른 건물 검색 프래그먼트
(OtherPlaceSearchFragment)

 Activity

LogInActivity

메인액티비티Main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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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Chart 를 토대로 안드로이드 앱 시나리오를 구현하였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앱을 실행 하게 

되면 건물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고, 원하는 건물을 클릭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세부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다. 위치 검색 탭으로 넘어가면 다른 건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문화재 API 정보들과 서버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 HTTP 통신 기능을 

구현하였다. Http 통신을 위한 Volle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문화재청 API 에서 XML 형식의 

문화재 정보를 Parsing 하기위해 simpleXmlParser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서버에서 받아오는 

Data 는 JSON 형식이므로 Json 데이터를 parsing 하기 위해 GSon 라이브러리를 사용 하였다. 

 

 

 

 

 

 

 

 

비콘을 스캔하는 간단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다. 기본적으로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비콘들을 

스캔할 수 있고, 스캔한 비콘들의 기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비콘이 제공하는 거리보다 

더 멀리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비콘 스캔 거리를 수정했다. 

건물 리스트 건물 위치 검색 건물 세부 정보 

Reco Beacon 관리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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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서버 

 

서버의 구조 초안을 그려 어떻게 Client와 데이터베이스에 통신할 것인지, 또 어떤 내용들을 주고 

받을지에 대하여 틀을 잡았으며 이를 토대로 서버의 구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버의 구축에 관해서

는localhost 환경에서 nodejs 를 활용하여 mysql에 데이터 검색, 삽입, 수정 등을 수행하며 Web

을 활용하여 회원가입에 관련한 데이터를 보내서 Database에 저장하는 회원가입 시나리오 등을 연

습하였다. Amazon Web Service의 EC2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Cloud내에 

nodejs, mariadb 등을 설치하여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다. 

AWS 에서 제공하는 Database 를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였으나 아무래도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일단 mariadb 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RDS 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예정이다. 

2.2.3  라즈베리파이 

라즈베리파이의 경우 관련된 모터나 LCD, 블루투스 기기의 지원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실질적인 

구현의 과정은 없었다. 대신 GPIO 문서를 참조하여 모터 및 LCD 제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학습

하였다. 또한 이번 학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라즈베리파이 모듈을 사용해

보며 PYTHON 을 통한 LED, BUTTON 제어 등을 학습하였다. 

서버 구조 설계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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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하드웨어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두이노의 보드 성능과 라즈베리파이2의 성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

가 만들 표지판에는 라즈베리파이에서 서버와 안드로이드와 통신도 되어야하며 디스플레이에 정보도 

표시해야 하고 모터 또한 제어해야한다.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저사양의 아두이노보다는 라즈베

리파이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아두이노에서 라즈베리파이로 변경하였다. 

라즈베리파이2 스펙 

아두이노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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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위치검색을 위해 Tmap API 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관광명소 내의 건물의 위치가 정확히 

검색되지 않고 지도내에 건물 명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것을 확인 하였다. GoogleMap API 

또한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그래서 경복궁내의 모든 건물명이 제대로 표시되는 Naver 지도, 

Daum 지도 API 를 사용하면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거라 판단하였다. 이 중 Naver 지도 

API 는 Activity 가 아닌 Fragment 에서 지도를 띄우기에 개발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 Daum 지도 

API 를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한국관광공사 API에서 경복궁 내의 건물 하나하나마다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건물 상세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직접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여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웹 크롤링 방식

으로 건물 정보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문화재 API를 더 조사해 본 결과, 문화 재청 공

개API에서 경복궁 내의 모든 건물들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문화재청 API를 사

용하여 건물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Google Map API T Map API Daum Map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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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표지판 하드웨어 설계 및 제어 

스테퍼 모터에 LCD를 연결하여 하드웨어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 둘은 라즈베리파이에 의

해 제어가 될 것이다. 라즈베리파이는 안드로이드와 통신하며 서버에서 받은 각도와 유저

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표지판의 회전을 제어하며 LCD의 정보를 표시해 줄 것이다. 이

를 위해선 GPIO 모듈을 이용한 제어와 안드로이드와의 블루투스 통신이 필요하다. 블루투

스 통신은 동글을 이용하여 구현할 예정이다. 

4.1.2  서버와 안드로이드의 통신 

서버와 안드로이드는 HTTP 모듈을 활용한 통신을 구현할 것이며 JSON 형식의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안드로이드는 서버에 건물 리스트 및 정보 요청, 음성파일 URL 요청, 로그인 

요청, 회원가입 요청, 표지판의 회전각도 요청을 수행할 것이다. 서버는 Database 에서 안

드로이드에서 요청한 정보를 받아와 넘겨 줄 것이며 표지판의 회전각도의 경우 서버에서 

계산 후 결과값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구현 할 예정이다. 

4.1.3  비콘과 안드로이드의 통신 

비콘 통신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비콘 스캔거리 안에 있다면 비콘이 디바이스에 알림을 보내서 구현

한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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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