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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산업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래 유망산업 의 하나로써,  세계 많은 나라들은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여 외국인 객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와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산업에 용하고 있으나, 부분의 제

공되는 분야가 개별 객을 한 장에서의 콘텐츠 제공 기술로 매우 한정 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단

체 객을 한 GPS와 ZigBee 기술을 이용한 Intelligent Tour Guide System (ITGS)을 설계, 구 하 다. 

이 지능형  가이드 시스템은 단체 객들을 한 시스템으로, 제한된 스 쥴을 최 한 활용하여 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ABSTRACT

Recently, tourism is one of future promising industries having high developing possibilities, so many countries have developed 

tour resources and tried to attract foreign tourists using the resources. Many researches and attempts have tried to apply for 

tourism using various technologies such as GPS and RFID. However, the applying areas have been highly restricted to the 

technology providing contents on the spot for independent tourists. Therefore, this paper designed and implemented "Intelligent Tour 

Guide System (ITGS)" using GPS and ZigBee. The ITGS is for group tourists, and provides various functions for enjoying their 

tours in limited sche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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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산업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래 유

망산업 의 하나로써, 최근  세계 각국은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여 외국인 객을 유치하는데 노력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강국으로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1]와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2]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산업에 용하고 있으나, 부분의 제공

되는 분야가 개별 객을 한 장에서의 콘텐츠 

제공 기술로 한정 이다. 개별 객 심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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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술은 재 국내의  실을 고려할 때, 사

용 범 가 매우 소하고 상업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 그래서 국내 환경에 합한 단체 객을 

한 새로운 서비스의 출 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다. 

국내 산업 분야에서 단체 객의 비 은 

이다. 그 이유는 가격이 렴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을 할 수 있다는 장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에는 국,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의 단체 객의 

비 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해외 혹

은 국내의 유명 지를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객 에서도 여 히 상당 부분은 단체 객이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단체 을 경험해본 사

람은 알겠지만 단체 행동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이 많

이 소요되고 지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 를 들면 각 방문지마다 반복 이면서도, 단

순한 인원 악 시간이 많다. 공항에서 출국 신고, 비

행기 탑승, 지 도착, 버스 탑승, 숙소 도착뿐만 아니

라 지에서도 숙소 출발, 버스 탑승, 지 도착, 

지내 간 인원 검, 버스 탑승 후 이동 등 하루에

도 략 10~15번 이상의 인원 악을 수행하는데, 이

에 따른 시간 낭비  객들의 불만도 매우 많다

[3]. 더욱이, 인원 검 시 객들  한 사람이라도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이탈자가 구인지, 최종 확인

한 곳이 어디인지 등을 악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이탈자라도 발생하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단체 객을 한 

정보 제공  인원 검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GPS와 ZigBee [4] 기반의 지능형  가이드 

시스템(ITGS, Intelligent Tour Guide System)을 설

계, 구 하 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단체 

객들은 각 지에서 필요하면서도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모국어로 획득할 수 있으며, 가이드 입장에서

도 체계 으로 인원 검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

율 이면서도 쾌 한 여행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장

을 가질 수 있다.

Ⅱ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서 알아보고, Ⅲ장에

서는 지능형 가이드 시스템을 한 요구사항을 정의

해보고, Ⅳ장에서는 ITGS 시스템의 설계  구 에 

해서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ITGS 시스템을 활용함

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장 들과 향후 연구방향에 

해서 알아본다.

 

Ⅱ. 련연구

국내의  산업과 련된 부분의 정보 기술 개

발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문화 정보화 진 계획 내에 

정보화 사업에 따라 주도되고 있으나, 개발의 

부분은 개인화 서비스로 각종 네트워크 련 신기술 

 핸드헬드(Hand-Held) 타입의 디바이스 기반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휴 폰(Cellular Phone),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차량 혹은 보행자용 길안내 시스템 

(Navigation System) 등을 통한 치기반의  정

보를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개발이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  련 정보기술 

개발을 표하는 "u-Tourpia" 사업은 문화 부에서 

추진하는 역  사업으로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

을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휴 폰의 모바일 기술  단문 송 메시지 서

비스 (Simple Message Service)와 RFID 기술을 활용

한  콘텐츠 구축을 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순한 

정보제공을 주로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사용자의 

확   상용화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재,  산업과 련 된 ICT 기술을 살펴보면, 

표 인 기술 의 하나로는 Mobile RFID [5]가 있

다. Mobile RFID란 모든 사물에 자태그를 부착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기술인 RFID 기술을 휴 폰에 

목한 기술이다. 휴 폰 등에 RFID Tag를 읽을 수 

있는 Reader(Dongle 형태나 혹은 내장형)를 포함하고, 

이를 통해 사물의 RFID Tag 코드 정보를 받아들인 

뒤, 별도의 콘텐츠 서버에서 련 정보를 무선 인터넷

을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는 MP3 기반의 음성 일 재생 기기와 IR (Infrared)

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화재 주

변에 고유의 ID (Identification) 값을 송하는 IR장비

를 설치하고, 객이 소지한 MP3 기반의 음성 

일 재생기는 IR에서 송된 ID값을 수신하여 련된 

정보를 객에게 제공하게 된다. 표 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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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는 서울시 청계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써 

청계천 다리의 역사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단순하면서도 획일 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

다. 

여행  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을 심으로 

소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다수 있으며, 특히 통

인 산업 지역인 유럽에서는 이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6]. 체 으로 

GPS를 이용한 제품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

부 RFID 는 식 ID리더를 이용한 제품이나 연

구 등이 있다. 표 인 연구나 제품들은 부분 GPS 

치 데이터와 연동하여 소형 음성 안내 단말기를 이

용하여 주변 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내부에서는 식 

방식을 이용하여, 박물 의 내부 혹은 소규모 지역에

서 문화재 는 유물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한 

기능을 구 하고 있다. 한 도슨트 (Doscent: 해설

자)가 설명하는 정보를 무선을 이용하여 음성 형

식으로 여러 명의 객에게 제공되는 방식의 제품

도 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와 시도들은 개인 사용

자를 한 것으로서 단체 객의 리더를 한 연구

나 상용 제품의 경우 존재하지 않았다. 

Ⅲ. 요구사항의 정의

지 까지의 수행되거나 수행 인 련 연구  상

용화된 제품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단체 객

을 한 정보 시스템이나 가이드 시스템은 존재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부분의 연구들

은 개인 여행객을 상으로 한 정보 제공 서비스들이

었다. 이러한 단체 객을 한 여행 가이드 시스템

을 구 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충

족되어야 한다.

첫째, 단체 객을 한 ITGS는 단체 객들이 

지 지에서 경험하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

한 문제 들에 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특히, 단체 해외여행 에 발생할 수 있는 

잦은 인원 검으로 인한 시간의 낭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이탈자 발생과 그에 따른 응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들의 모국어가 아닌 형태로 제공되

는 다양한  정보들의 효과 인 취득의 어려움을 

ITSG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단체 객을 한 ITSG를 구 하기 해서

는 크게 가이드를 한 호스트용 단말기와 단체 

객을 한 클라이언트용 MP3 타입의 단말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체 객을 인솔하는 가이드가 사용하는 호스트 

단말기는 휴 하기 쉬운 GPS와 ZigBee 모듈을 내장

한 PMP (Portable Multimedia Play) 형태의 단말기

가 필요하다. ZigBee는 통신 단가가 매우 렴하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한, 송수신 

거리가 길고, 배터리 소모가 기 때문에 본 논문의 

ITGS에 합한 로토콜이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PMP 단말기 제품들은 일부 WiFi가 내장된 제품들도 

사용되고 있으나, ZigBee Module과 GPS가 동시에 내

장된 단말기는 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ITSG에 합

한 새로운 단말기 개발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MP3와 ZigBee Module 일체

형으로서 MP3 타입의 음성을 장할 수 있는 메모리

를 내장하고, ZigBee 통신을 통한 호스트 단말기의 

특정한 MP3 일 재생 명령 신호 는 일정 지역에 

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치 데이터 값에 따른 음성

으로  콘텐츠 설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한, 클

라이언트 단말기는 객에게 개별 으로 제공되는 

배지 (Badge)형태로서 가볍고 소형이어야 하며 매우 

렴한 단가로 구성이 가능해야 한다.

단체 객들의 치 측정을 하여 ZigBee의 

Mesh 통신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7] 측정기술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단말기 

상호간의 상 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이 필요하다. 재 LBS [8]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부분 고정형 비콘을 이용한 측  기

술이며, 이동하는 단말기들 간의 상호 인 상 인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은 없다. 즉, Mesh 통신을 통하

여 수집된 데이터를 호스트 단말기는 해석하여 호스

트를 기 으로 각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략 인 거

리를 측정하여 화면을 통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휴 폰에 장착이 가능한 ZigBee 동 에 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 Dongle은 개인 으로 방문한 

객에게  용 단말기를 여하지 않고도 본인

이 소유한 휴 폰을 이용하여 치기반의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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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스트 단말기의 구조
Fig. 1 The Architecture of a Host Device

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해서이다. 

한  콘텐츠는 기존의 CDMA 혹은 3세  이동통

신 네트워크나 WiFi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ZigBee 동 과 같이 제공되는 메모리 카드에 미리 

장된  콘텐츠를 로딩하여 서비스함으로써 통신 

속도의 제한 없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별도의 데이터 통신 요 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Ⅳ. 지능형  가이드 시스템

4.1 호스트 단말기

호스트 단말기를 한 MCU (Multipoint Control 

Unit)는 삼성의 S3C계열 칩을 사용한 ARM Core를 

사용하며, 가이드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LCD 디스 이를 갖춘 제품이다. 호스트 단말기는 

4.8inch 크기의 LCD 디스 이를 가지고 있으며, 터

치 패 로 구성되어 있다. 단말기 내부에는  좌표

를 수신하기 한 GPS 모듈을 장착하고 있으며, 클라

이언트 단말기와의 통신을 해 ZigBee 모듈을 장착

한다. 단말기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가이드는 단체 

객을 한 실시간 인원 검  각종 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한, 호스트 단말기에 장착된 GPS는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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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구조
Fig. 2 The Architecture of a Client Device

으로 치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된 치데이터를 

안내 로그램으로 달된다. 안내 로그램은 특

정 치에 도달하는 경우, 가이드의 추가 인 조작 없

이 자동으로 정보 실행 명령을 ZigBee통신을 이

용하여 Client 단말기에 송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은 

혼잡한 장소에서는 이탈경고 범 를 수동으로 조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지역 상황에 맞춰 작동될 수 있

도록 하 다.

4.2 클라이언트 단말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객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

으로서 휴 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가볍게 구성되

어 있다.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MP3 재생 기기와 ZigBee 통

신을 동시에 지원하는 일체형 단말 장치이다. 이를 

하여, MP3 디코더 칩과 Atmel칩, 그리고  ZigBee 통

신 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하

여 방향성의 향을 게 받도록 구성하 으며, 기본

으로 메인 MCU를 통하여 ZigBee 통신을 제어하도

록 하 다. ZigBee는 RFD(Reduced Function Device: 

축소기능) [9]방식으로 실행되며, 일정 주기로 호스트 

단말기와 통신을 한다. 다시 말해, 통신 시간을 소

트웨어 으로 짧게 처리하여 력 소모를 일 수 있

도록 최 의 알고리즘을 구 하 다. 호스트 단말기에

서  ZigBee 통신을 통하여 달된 특정 MP3 일 재

생 명령은 Main MCU를 통하여 MP3 엔코더로 송

된다. MP3 엔코더는 달된 MP3 실행 일을 실행하

여 객들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음성으로 달

한다. 한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긴  호출 버튼을 이

용하여 호스트 단말기를 호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으며, 객은 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어,  가이

드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상호간에 Mesh 통신을 통하

여 상호간의 거리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동 인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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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트 단말기의 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ZigBee 통신을 이용하여 다양한 거리 데이터를 호스

트 단말기로 송하며, 호스트 단말기는 이를 종합

으로 해석하여 호스트 단말기를 기 으로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개별 인 치와 클라이언트 단말기들 간의 

략 인 거리를 악한다.

4.3 ZigBee 동

ZigBee 동 은 최근 사용자가 증하고 있는 스마

트폰 사용자를 한 것이다. 재 출시되고 있는 스마

트폰은 기존의 휴 폰에 비하여 기본 으로 2G 혹은 

4G 이상의 규모 용량의 장장치를 부분 보유하

고 있으며, 제공되는 화면의 해상도 한 매우 높다. 

그러므로 ZigBee 동 을 통하여 송받은 정보 

실행 명령은 스마트폰이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장치

에 장된 멀티미디어 형태의 련 정보를 실행

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단순히 

음성정보만 제공하지만 ZigBee 동 을  이용한 스마

트폰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 을 

가질 수 있다. 한  콘텐츠 정보는 메모리 리더

에 장착 후 업데이트 버튼을 르면 자동으로 업데이

트 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ZigBee 동 은 스마트폰을 하여 고안된 것으로

서 자체 원 공  장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원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단 이 있다. 그래서 장시

간 사용을 보장하기 하여 최소의 류만을 소모하

도록 하 다.

그림 3. 스마트폰을 한 ZigBee 동
Fig. 3 The ZigBee Dongle for a Smart Phone

4.4 리 로그램

단체 객 리 로그램은 호스트 단말기  클

라이언트 단말기를 한 PC 기반의 응용 로그램이

다. 단체 객들의 국 , 이름, 사진 정보 등과 같은 

간단한 개인 정보를 호스트 단말기  해당 클라이언

트 단말기에 미리 장하도록 리할 수 있도록 제공

하는 시스템이다. 객과 련된 개인 정보는 

객에게 지 한 클라이언트 단말기와 연동하여 련 

정보를 제공한다. 를 들어, 만약 한 객이 일행

에서 이탈하는 경우, 호스트 단말기는 이탈자의 사진 

 련 정보를 호스트 단말기의 LCD 화면을 통하여 

즉시 보여 다.

한, 호스트 단말기와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리 

로그램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편리하게 입력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개별 으로 이루어지는 단

말기 업데이트에 한 어려움을 해결하 다. 

4.5 치측정 알고리즘

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무선 노드

는 별도의 거리 측정 장비 없이 다른 센서 노드로부

터 메시지 수신시 RSSI를 획득하여 거리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의 간섭(Interference), 감쇄

(Attenuation), 잡음(Noise), 다  경로(Multi-path)와 

같은 상으로 RSSI를 거리로 변환하는 과정에 많은 

오차가 포함된다. RSSI를 이용한 거리 측정 기법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는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매우 요하다.

그림 4. 상호 력 거리 측정
Fig. 4 Interactive Distance Measurement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치측정을 

하여 호스트 디바이스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간

의 상호 력을 통한 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그림 4. 의 상호 력 거리 측정은 RSSI를 이용

하여 거리를 측정할 때,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 사이

에 측정된 거리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노드들 간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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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거리도 참고하여 측정된 거리를 보정하는 방법

이다. 개별 노드들은 메시지를 수신하면서 획득한 

RSSI 값을 서버에 달하고, 서버는 개별 노드들이 

수신한 RSSI 값을 거리로 변환하고 일정한 시 에 

측정된 거리 들을 상호 보정하는 차를 수행한다. 상

호 력 거리 측정 알고리즘은 다수의 노드들이 거리 

측정에 상호 보완 으로 참여하여 RSSI를 거리로 변

환할 때 포함된 오차를 최 화 기법을 통하여 임으

로써 객의 이탈을 감시할 때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Ⅴ. 결론  향후 연구 방향

최근 우리나라는 국·일본·동남아 지역에서의 단

체 객들의 방문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2011년 구국제육상경기 회,  2012년 여수 해양 

엑스포,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 등의 다양한 국제 인 

행사가 열릴 계획이기 때문에, 더 많은 외국인 단체 

객들의 지속 인 증가를 상할 수 있다. 

산업을 한 ICT 기술들의 용은 부분 개

인 객을 한 여행 추천 시스템   정보 제

공 시스템 분야로만 한정되어 많은 개발과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반면에 단체 객을 한 다양한 개

발이나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는 단체 객들에게

는 기본 으로 가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의 

사람들은 단체 객을 한 별도의 보조도구나 기

술이 필요 없다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의 상과 달리 인원 검, 효과 인 정보의 

달에서의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

서 설계, 구 한 ITGS를 활용하는 경우, 가이드들은 

객들의 인원 검을 간단히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동 에 객을 잃어버릴 수 있는 험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한, 객들의 경우에도 많은 

객의 수로 인하여 소홀하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정보를 정확하면서도 효과 으로 달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체 인 여행에 한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는 장 을 가질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RSSI를 활용한 치 측정 

기술의 정확도가 다른 기술에 비하여 떨어지기 때문

에 이를 보완하기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도 효과 으로 개개인의 객 

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에 한 연구 역시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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