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목표 01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관광명소 내의 정보를 알고 싶은 건물을 검색 할 수 있다.  

2.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건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모바일 앱 게시판을 통해 관광명소에 대한 질문, 평을 올릴 수 있다.  

4. 관광명소 내의 건물(표지판)에 가까워 지면 모바일 앱에서 건물 정보 알림을 받고, 알림을 

통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5. 모바일 앱에서 가려고 하는 건물을 선택하면 그 건물의 위치와 가는 경로를 앱의 지도를 통

해 제공한다.  

6. 모바일 앱, 표지판의 터치 스크린에서 가려고 하는 건물을 선택하면 표지판이 그 건물의 위

치를 가리키고 디스플레이에 거리 등의 세부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수행내용(안드로이드) 02 
어플리케이션에서 표지판에 
탑재 되어 있는 비콘을 계속 
스캔하게 되고, 비콘이 감지될 
경우 해당 건물 알림을 제공 
 
알림을 실행하여 건물 상세 정
보를 바로 확인 가능. 



수행내용(안드로이드) 02 
가려고 하는 건물을 리스트에
서 선택하면 지도에 도착점과 
경로를 표시하고 표지판을 작
동시킴.  
 
해당 건물과 먼 위치에서 요청 
하는 경우 지도에 도착점과 경
로는 표시하지만, 표지판 작동 
요청을 하지 않고 토스트 메시
지만을 출력. 



수행내용(안드로이드) 02 
스플래시 화면과 로그인 화면 
 
 로그인을 한번 한 경우 데이
터가 삭제되기 전까지 자동으
로 로그인이 되어 앱이 실행 
됨.  



수행내용(안드로이드) 02 
해당 건물의 게시글 목록을 볼 
수 있음. 
 
다른 건물의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 할 수도 있음.  



수행내용(안드로이드) 02 

게시글 작성 화면.  
 
게시글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  



수행내용(서버) 02 
•    안드로이드와 라즈베리파이의 요청을 받아 해당하는 요청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계산, 전송 하도록 
구현. AWS EC2에 NodeJS 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 를 사용 
 
•    라즈베리파이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웹 또한 서버에 저장하여 보여주며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청한 건물 위치 탐색을 서버에서 수행하여 Database 내에 저장한다.  
 
•    안드로이드와의 데이터 통신은 건물리스트 요청에 따른 DB에 저장된 데이터 전송, 회원가입을 위한 데
이터 저장, 게시판 데이터 저장 및 전송, 건물 위치 탐색을 위한 데이터 계산 및 저장이 있고 그 외에 로그인 
기능을 위한 세션 관리가 있다.  
 
•    라즈베리파이와의 데이터 통신은 해당 라즈베리파이에서 보내는 고유번호를 식별하여 이에 해당하는 
건물 위치 탐색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한번 탐색한 데이터는 삭제하여 중복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일
을 막는다. 
 
•   사용자의 건물 탐색 요청은 들어온 순서대로 Database에 저장하며 이를 표지판에 연결된 라즈베리 파
이가 고유번호와 함께 데이터 요청을 보낼때마다 확인하여 그 표지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
한 두 위치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위도, 경도를 이용하여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는 식을 
Math 내의 함수들을 이용하여 구현하여 사용.  



수행내용 (라즈베리파이) 02 
•    TFT 멀티 터치 스크린 설치  
라즈베리파이에 설치된 웹 어플리케이션은 멀티 터치 TFT LCD에 보여진다. 위 라즈베리파이와 LCD는 
아이패드, 키오스크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유저가 보다 편하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할 수 있다. 
 
•    웹서버 구현 후 서버와 데이터 통신 
서버와의 통신은 라즈베리파이에서 nginx 를 이용해서 웹 서버를 구축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마찬가
지로 유저가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부분은 html과 css를 이용해서 구현했다. 웹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서 서버에 건물 위치 탐색을 위한 데이터를 요청한다.  
 
•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은 프로세서에서 병렬로 한번에 처리되는 데이터를 외부 전송을 위해 직렬데이터 스
트림으로 바꿔서 통신을 하게 된다. 이런 시리얼 통신은 두 기기간의 1:1 통신이다. 서버에서 유저가 요청
해서 받아오는 건물의 이름 정보, 위치 정보 데이터를 계산해서 아두이노에 전송해준다. 



수행내용(아두이노) 02 
 •  라즈베리파이와 통신 

라즈베리파이와는 Serial 통신을 하고 있으며 통신규칙을 정하여 먼저 mode의 값을 보낼 주 
고 그 mode에 대한 일을 하도록 구현하였다. 

 
• 모터 제어 
 모터는 아두이노의 Stepper.h 을 사용하였으며 매개변수 200을 360도로 인지하여 스텝모 
터가 돌아가게 된다. 이에 맞춰 라즈베리에서 받아온 각도를 비율에 맞춰 매개변수로 주어 모 
터를 제어하도록 구현하였다.  

 
• LCD 출력 
LCD의 첫째 줄에는 출력할 건물의 이름을 받아 출력하며 둘째 줄에는 탐색하는 건물까지의 거 
리를 받아 LCD에 표시한다. 
 



향후 추진 계획 03 
•    복합 쇼핑몰 버전 추가  
초기 계획했던 관광 명소에서의 표지판에 대한 활용 범위가 비교적 작아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의 이용 가
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며, 그 결과 복합 쇼핑몰에서 사용할 경우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보고 복합 쇼핑몰 버전을 추가하도록 결정했다.  
관광 명소 버전 이외의 다른 버전 추가로, 많은 곳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표지판 추가 제작  
초기에 테스트를 위해 한 개의 표지판을 제작하였고, 그 테스트 버전을 현실에 도입하여 사용할 경우 어떻
게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초기 테스트한 표지판 이외에 표지판을 추가 제작할 것이다.  



향후 추진 계획 03 
•     데이터베이스 이전  
현재 AWS EC2 에 서버와 local Database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용량이 7.74GB로 서버와 데이터베
이스를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AWS 의 DynamoDB 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     라즈베리파이의 multi-serial 통신  
라즈베리파이는 현재 아두이노와 1:1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라즈
베리파이가 2대 이상의 아두이노와 통신하는 방법을 구현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데모 시연 04 



Thank yo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