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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문화유산 체험학습에 최적화된 스마트폰 APP인 CHELS-App은 단순한 관광지안내 서
비스를 벗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제시되는 퀘스트를 통하여 미션을 즐기면서 학습과 관광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CHELS-App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묘를 대상으로 위치기반 서
비스를 이용한 안내지도와 이벤트 푸쉬기능을 이용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화해설(해설, 사진, 퀴즈, 게임, 카툰)을 
제공하고 이러한 체험을 통한 발도장 기능, 체험일지 작성 기능을 구성하였다.

주제어 : 위치기반서비스, 문화유산, 체험학습, 스마트폰APP, GPS

Abstract  This paper proposed CHELS-App that Smart-phone APP optimized cultural heritage experiential 
learning is configured can learning and sightseeing at the same time with experience the cultural heritage and 
enjoying the mission through quests to take advantage of the Smart-phone.
CHELS-App is provide a guide maps by using the location-based service and cultural commentary(commentary, 
photos, quizzes, games, cartoon) with capability of event push about the Jongmyo Shrine as world heritage, and 
configured with capability of experience diary create and foot stamp through these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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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문화유산 안내서비스는 박물  등에서 PDA 

등의 기기를 여하여 제한된 장소에서만 문자, 음성 

심의 단조로운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답답한 정보제공 

체제 다. 최근 이를 모바일 기반의 최신 IT기술을 활용

하여 별도의 해설사나 안내인 없이 입체 인 문화유산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에서 문화유산에 한 이해

도를 높이고, 체험기회를 확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유산 체험학습에 최 화된 모바일 

앱(Mobile App)을 설계하여 유비쿼터스 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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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창의  체험활

동에 한 동기를 부여하며, 장 체험학습 시 사용자의 

요구에 합한 온라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학부

모, 교사, 학생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HELS-App(Cultural 

Heritage Experiential Learning Smart-phone 

Application)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묘를 

상으로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안내지도와 이벤트 

푸쉬기능을 이용한 장에서의 다양한 문화해설(해설, 

사진, 퀴즈, 게임, 카툰)을 제공하고 이러한 체험을 통한 

발도장 기능, 체험일지 작성 기능을 개발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위치기반서비스(LBS)

LBS(Location Based Service)는 성 신호, 이동통신

망 등을 이용한 기술로 치추  기술, 정보기술, 단말기 

기술, 이동통신망 기술 등을 통합 으로 구성하는 시스

템 구성이 필요하다. 치기반 서비스를 한 기술 체계

는 이동단말기의 치를 악하는 무선측  기술과 서비

스를 한 핵심 기반기술을 제공하는 LBS 서버기술, 그

리고 다양한 LBS 응용기술들을 들 수 있다[1].

스마트폰은 고정되어 사용하는 장치가 아니라 항상 

휴 하고 다니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개인의 치를 폰의 

치와 동일시 하는 치추  서비스  기술이 개발되

고 있다. 스마트폰은 치 인식 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별

도의 장비를 추가하지 않아도 자신의 치를 알 수 있어 

치 추 과 련된 서비스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A-GPS 신호, WI-FI AP, 3G 기지국 ID 

순서로 정 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보를 제공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오차율이 은 치 측 가 성공하면 정

도가 낮은 하  측 는 무시된다.

2.1.1 A–GPS (Assisted GPS)
보통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A–GPS 측  방식은 

GPS 수신기를 내장한 이동 단말기를 통해 성신호와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여 측  서버가 치를 계산한다. 

성신호가 도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추가 인 네트워

크 측 와 측 서버의 계산을 통해 향상된 치 측  서

비스를 제공한다. 실제 단말기의 치 계산과 성 신호 

분석 등을 측  서버를 통해 수행하기 때문에 A–GPS 

방식이라 한다. A–GPS는 재 스마트폰 치측 에 제

공되고 있다 [2, 3].

2.1.2 Wi-Fi 기반의 측위 기술

Wi-Fi 기반의 측  기술은 사 에 수집된 AP 정보와 

Wi-Fi 지원 휴 폰으로 수집된 AP를 비교하여 치를 

측 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무선 AP 들로부터 나오는 

를 사 에 수집하여 지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

다. 무선랜 방식의 Wi-Fi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인 하드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측  오차는 약 

50 ~ 100 미터이다 [2, 3].

2.1.3 Cell ID 기반의 측위 기술

이동통신 인 라 기반의 사용자 치 측  기술로 일

반 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측 기술이다. 모바일 단말

기가 이동하는 구간의 기지국 정보를 악하여 해당 기

지국의 치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 단말기의 치를 측

한다. 기존의 인 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비

용이 들지않는 장 이 있다 [4, 5].

단말기가 통화하고 있는 기지국 는 기지국 섹터의 

치정보를 그 로 단말기의 치정보로 인식하기 때문

에 기지국 반경에 따라 오차범 가 결정되며, 단말기가 

기지국 범  경계에 있을 때 상당히 큰 오차 발생한다.

2.1.4 pCell 기반의 측위 기술

pCell 방식은 주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치를 측  

한다. 치측정 상 지역을 정해진 단 로 분할한 pCell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측 요청이 발생할 경우 이동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정보와 pCell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하여 치를 측 하는 방식이다 [4, 5].

pCell 방식의 측 는 기본 정보를 DB화 하여 측 하

기 때문에 기지국의 변동 사항이나 기본 정보의 변동을 

정기 으로 업데이트하여 DB 화 하여야 한다. 기본 데이

터의 변화를 용하지 못하면 치 측  오차율이 커지

기 때문이다.

2.2 스마트폰 관광어플 개발현황

재 국내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은 증권 련,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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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다음과 네이버 등의 지도 련, 기업 홍보용, 버스 

도착시간 안내 등 다양하게 개발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본 에서는 본 연구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어 리 이션

과 가장 유사한  련 어 리 이션을 심으로 개

발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Fig. 1] i-Tour Seoul application

i-Tour 서울 어 리 이션은 서울시에서 외국인 방문

객을 한 치기반 정보서비스인 u-Tour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어 리 이션이다. 「u-Tour」

는 최신 GPS와 WPS(WiFi Positioning System)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재 치를 자동 으로 인식해 주변

의 정보와 식당  숙박 정보 등을 단말기를 통해 보

여주는 서비스이다[6].

즐거운 제주는 제주도 여행을 한 가이드 어 리

이션으로 주요 지에 한 간략한 소개와 부터 

해오는 설화에 하여 짤막한 만화로 설명하고 있다[7].

[Fig. 2] happy Jeju application

춘천 낭만버스는 춘천의 시내버스 정보  춘천을 방

문하고자 하는 객을 해 지도를 제공해주는 서

비스이다[8].

[Fig. 3] romantic bus application of Chuncheon

3. CHELS-App의 기획 및 설계

3.1 CHELS-App의 기획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문화유산 체험학습에 최 화된 

CHELS-App은 단순한 지안내 서비스를 벗어나 스

마트폰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제시되는 퀘스

트를 통하여 미션을 즐기면서 학습과 을 동시에 체

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 다. 

[Fig. 4] menu structure of CHELS-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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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S-App의 기본 구조는 travel, tour information, 

my trail로 구성하 다. Travel 메뉴는 체험지도, 체험학

습, 체험퀘스트, 퀵메뉴로 구성되었고 Tour information

은 정보맵, 정보리스트, 정보창으로 My trail은 포토앨범, 

체험일기, 발도장으로 구성되었다.

CHELS-App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

묘를 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 다. 앱

이 시작되면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체험지도가 실행

되고 사용자의 장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 장에 있지 

않을 경우 체험지도 의 마커를 클릭하여 해당 이벤트

의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며, 이때 발도장은 받을 수 없다.

사용자가 장에 있을 경우 치기반 이벤트 PUSH 

기능이  설정되어 지정된 POI(Point of Interest)에서 체

험학습 이벤트가 자동으로 PUSH 되면서 체험학습을 진

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Fig. 5] flowchart of CHELS-APP

3.2 위치기반 체험 포인트 구성

종묘에서 체험할 수 있는 주요한 장소는 외 문

(Oedaemun), 삼도(Samdo), 망묘루(mangmyoru), 향 청

(Hyangdaecheong), 재궁(Jaegung), 정 동문(East gate 

of Jeongjeon), 정 (Jeongjeon), 공신당(Gongsindang), 

칠성당(Chilsadang), 묘 (Myodae), 녕  동문(East 

gate of Yeongnyeongjeon), 녕 (Yeongnyeongjeon), 

녕  남문(South gate of Yeongnyeongjeon), 정  악

공청(Akgongcheong of Jeongjeon)으로 설정하 으며, 

이 14개의 장소를 치기반 체험학습을 한 POI로 설정

하여 표 1과 같이 각 POI별 GPS 좌표를 측정하 다.

그림 6은 설정된 POI 좌표를 구 어스 기반에서 확인

한 화면이다.

event

point

name of

point

GPS coordinates

Latitude Longitude

POI_1 Oedaemun  37°34'19.51"N 126°59'40.88"E

POI_2 Samdo  37°34'20.49"N 126°59'40.42"E

POI_3 mangmyoru  37°34'22.19"N 126°59'40.45"E

POI_4
Hyangdae

cheong
 37°34'23.22"N 126°59'41.34"E

POI_5 Jaegung  37°34'26.10"N 126°59'40.64"E

POI_6
East gate of 

Jeongjeon
 37°34'28.55"N 126°59'41.41"E

POI_7 Jeongjeon  37°34'28.29"N 126°59'39.97"E

POI_8 Gongsindang  37°34'27.70"N 126°59'39.13"E

POI_9 Chilsadang  37°34'28.66"N 126°59'36.37"E

POI_10 Myodae  37°34'29.85"N 126°59'36.31"E

POI_11
East gate of

Yeongnyeongjeon 
 37°34'31.95"N 126°59'35.42"E

POI_12 Yeongnyeongjeon  37°34'32.49"N 126°59'34.53"E

POI_13
South gate of

Yeongnyeongjeon 
 37°34'32.30"N 126°59'33.37"E

POI_14
Akgongcheong of 

Jeongjeon
 37°34'25.50"N 126°59'37.67"E

<Table 1> GPS coordinates of the event point

3.3 위치기반 체험학습 이벤트 구성

지정된 POI에서 치기반으로 자동 실행될 체험학습 

이벤트는 해설, 사진, 퀴즈, 게임, 카툰등 으로 다양하게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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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oogle Earth-based Jongmyo POI 
status

○ commentation :　2D 이미지 형태의 사이버 해설사

와 화면 하단의 텍스트 창을 통하여 해당 지 에 

한 문화해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구성

○ photo :　해당 지 의 사진정보를 다양하게 구성하

여 슬라이드 형태로 넘겨 볼 수 있도록 구성

○ quiz :　해당 지 에 한 해설을 듣고 OX 퀴즈, 선

기 퀴즈 등의 문제를 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 game :　해당 지 의 역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 

미니게임(  연주 게임)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재

미있게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cartoon : 해당 지 의 역사  내용을 6컷 이내의 

만화형태로 구성하고 슬라이드 형태로 넘겨 볼 수 

있도록 개발

표 3은 종묘의 설지정된 14개 POI에서 실행될 체험학

습 이벤트를 구성한 내용이다.

그림 7은 해설과 사진 이벤트를 조합하여 체험학습 이

벤트를 구성한 화면이다. 사이버 문화해설사가 나타나 

간단한 동작과 함께 음성과 텍스트, 사진을 통하여 해당 

지 의 해설을 진행한다. 

course

name

event

point

name of

point
Learning Events

Jaegun

g 

course

POI_1 Oedaemun
commentation

photo

POI_2 Samdo
commentation

photo, quiz

POI_3 mangmyoru
commentation

photo, quiz

POI_4
Hyangdae

cheong

commentation

photo

POI_5 Jaegung
commentation

photo, cartoon

Jeongje

on

course

POI_6
East gate of 

Jeongjeon

commentation

photo

POI_7 Jeongjeon
commentation

photo, game

POI_8 Gongsindang
commentation

photo, quiz

POI_9 Chilsadang
commentation

photo

POI_10 Myodae
commentation

photo, cartoon

Yeongn

yeongje

on

course

POI_11
East gate of

Yeongnyeongjeon 

commentation

photo

POI_12 Yeongnyeongjeon 
commentation

photo, quiz

POI_13
South gate of

Yeongnyeongjeon 

commentation

photo, cartoon

POI_14
Akgongcheong of 

Jeongjeon

commentation

photo, game

<Table 2> composition of the experiential 
learning event 

[Fig. 7] picture of commentation event

그림 8은 퀴즈 이벤트를 구성한 화면으로 사용자가 보

기화면에서 해당하는 상자를 원하는 곳으로 터치&드래

그하여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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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icture of quiz event

그림 9는 게임 이벤트 화면으로 정 악공청에서 음악

을 연주하는 악공에 한 설명을 듣고 이와 련있는 

의 연주게임을 구성하 다. 먼  에서 나오는 소

리와 빛을 보고 그 로 따라서 연주하는 리듬 기억형태

의 게임이다.

[Fig. 9] picture of game event

그림 10은 카툰 이벤트 화면으로 4컷의 만화형태로 구

성하고 슬라이드 형태로 넘겨 볼 수 있도록 하 다.

[Fig. 10] picture of cartoon event

3.3 위치기반 이벤트 PUSH 기능 설계

CHELS-App이 시작되면 그림 11과 같이 치기반 안

내지도가 나타난다. 이 지도는 구 맵의 좌표를 기반으

로 직  제작한 고지도 풍의 종묘 안내지도로써 문화재

의 치와 사용자의 재 치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한 상단메뉴의 코스(재궁, 정 , 녕 )를 선택하면 

해당 코스별로 체험학습 이벤트의 마커가 나타나도록 구

성되어 있다.

치기반의 이벤트 푸쉬기능은 안내지도가 실행되면

서 자동으로 구 된다. 스마트폰을 통하여 A-GPS신호

를 수신받고 사용자의 치를 안내지도에 표시하며 지정

된 POI의 G-Info(GPS/Gyro Information)를 받아서 재

의 치정보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Fig. 11] guide map based on LBS

사용자의 재 치가 지정 POI지 과 매치되면 이벤

트 콘텐츠 DB에서 해당 지 의 자료를 받아서 순차 으

로 이벤트 콘텐츠를 스마트폰 디바이스로 푸쉬하게 된다. 

이때 퀘스트 콘텐츠의 경우 사용자의 입력을 통하여 정

답여부를 확인하는 차를 추가로 거치게 된다.

4. 구현 및 검증

CHELS APP의 개발  실행 환경은 다음과 같다.

○ 개발기종 - iMac

○ 운 체제 - Mac OS X

○ 개발  툴 - iPhone SDK 5

○ 실행환경 - iPhone  iPad와 호환. iOS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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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lowchart of LBS event push function

[Fig. 13] implementation screen of CHELS-APP

체험 장인 종묘에서 APP을 실행하면 사용자가 체험

장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메시지 창이 뜨게 된다. 사용

자의 선택과 GPS수신 값의 확인에 따라 장체험 모드

가 실행된다.

[Fig. 14] implementation screen 2 of CHELS- 
APP

체험 장 이동시는 그림 14와 같이 이동 구간에 해당

하는 맵이 연동되어 화면에 디스 이 되며 사용자의 

치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5] event push screen of CHELS-APP

장에서 이동 에 APP은 계속해서 GPS 좌표를 인

지하다가 지정된 POI의 이벤트 포인트의 범 에 근하

게 되면 그림 15와 같이 해당 이벤트를 자동으로 PUSH 

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는는 이벤트에 한 소개를 듣고 

이를 수행하며 APP을 진행하게 된다.

event

point

GPS coordinates test 1 test 1 test 1

Latitude Longitude event 5m event 5m event 5m

POI_1  37°34'19.51"N126°59'40.88"E OK 98.2 OK 99.4 OK 98.5

POI_2  37°34'20.49"N126°59'40.42"E OK 99.5 OK 98.9 OK 98.3

POI_3  37°34'22.19"N126°59'40.45"E OK 99.7 OK 99.6 OK 99.3

POI_4  37°34'23.22"N126°59'41.34"E OK 98.9 OK 98.6 OK 98.5

POI_5  37°34'26.10"N126°59'40.64"E OK 99.8 OK 99.5 OK 99.2

POI_6  37°34'28.55"N126°59'41.41"E OK 98.9 OK 98.6 OK 98.7

POI_7  37°34'28.29"N126°59'39.97"E OK 99.7 OK 99.3 OK 99.3

POI_8  37°34'27.70"N126°59'39.13"E OK 99.8 OK 98.2 OK 98.3

POI_9  37°34'28.66"N126°59'36.37"E OK 98.8 OK 98.4 OK 98.9

POI_10  37°34'29.85"N126°59'36.31"E OK 99.6 OK 99.2 OK 98.8

POI_11  37°34'31.95"N126°59'35.42"E OK 99.3 OK 98.5 OK 99.2

POI_12  37°34'32.49"N126°59'34.53"E OK 98.6 OK 98.3 OK 99.3

POI_13  37°34'32.30"N126°59'33.37"E OK 98.2 OK 99.1 OK 99.4

POI_14  37°34'25.50"N126°59'37.67"E OK 98.4 OK 98.5 OK 99.2

<Table 3> test result of event point

제작된 APP에 한 필드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벤트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GPS값을 인지하여 해당 이벤트를 

발생하는 지에 한 테스트를 3차에 걸쳐 실시하 다.

지정된 POI에서 해당 이벤트의 PUSH의 작동은 14개 

지  모두에서 정상 으로 작동되었으며, 이벤트 발생지

의 설정된 POI지  5m범  내에서 근 률을 각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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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포인트별로 20회씩 확인한 결과 평균 99.1%의 근

률을 보 다.

표 3은 한 포인트별 이벤트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문화유산 체험학습에 최 화된 

스마트폰 APP인 CHELS-App은 단순한 지안내 서

비스를 벗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체험하

고 제시되는 퀘스트를 통하여 미션을 즐기면서 학습과 

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CHELS- 

App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묘를 상으

로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안내지도와 이벤트 푸쉬기

능을 이용한 장에서의 다양한 문화해설(해설, 사진, 퀴

즈, 게임, 카툰)을 제공하고 이러한 체험을 통한 발도장 

기능, 체험일지 작성 기능을 개발하 다.

제작된 APP에 한 필드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벤트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GPS값을 인지하여 해당 이벤트를 

발생하는 지에 한 테스트를 3차에 걸쳐 실시하 고, 지

정된 POI에서 해당 이벤트의 PUSH의 작동은 14개 지  

모두에서 정상 으로 작동되었으며, 이벤트 발생지 의 

설정된 POI지  5m범  내에서 근 률을 확인한 결과 

평균 99.1%의 근 률을 보 다.

향후에는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체험학습 상지를 

추가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자들이 장체험학습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증강

실을 이용한 장체험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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