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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펜싱과 NFC 기술을 이용한 관광 안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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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지오펜싱 기술을 이용하여 관광객이 이동하려는 지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지오펜스 영역 안에 관
광객의 스마트폰이 들어가면 스마트폰의 메일 또는 SMS로 알람을 보내고 해당지역의 상세한 지도를 표시하여 찾아
가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목적지의 박물관 또는 전시물에 도착하면 전시물들마다 NFC 태그를 부착하여 해당 전시
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웹서버로 부터 다운받아서 기존의 단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
여 전시 공간의 미디어화 및 관광객 사이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제어 : 지오펜싱, 위치기반서비스, 근거리무선통신, 무선주파수사물인식, 관광안내시스템

Abstract  In this paper, by using geofencing technology to set the area you want to move tourists. Geofence 
set of tourists in the region enters the smartphone by sending e-mail or SMS alarm to display a detailed map 
of the area to visit assistance. When you arrive at the destination of the museum exhibits or exhibits to the 
NFC tag attached to each corresponding to a web server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exhibits from the 
get-down. Multimedia content using an existing exhibits described. Media of exhibition spac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visitors tour guide system capable was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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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 10억  돌 를 망하는 지 , 바야흐로 스

마트 모바일 시 라 일컫는다. 모바일 시 가 자리잡으

면서 모바일의 요한 특징  하나인 치기반서비스

(LBS)가 핵심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치기반서비스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다양한 기능들이 떠오르고 있는 

재 많은 심을 받고 있는 치기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지오펜싱(geofencing)기술이

다. 지오펜싱은 어원 으로 지리 (geographic)과 울타

리(fencing)의 합성어이다. 지리 으로 울타리 안에 사용

자의 출입 황을 알려주는 API기술이다. 이는 치추

기술  하나인 GPS를 이용한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는

데, GPS를 통해 지오펜스(geofence)라는 가상의 울타리

를 지정해 놓으면 지오펜스 구역에 사용자가 진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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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것이 지오펜싱의 역할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오펜스는 사용자가 특정한 구역 즉, 가

상의 울타리를 의미하며 설정된 지오펜스(GPS 울타리)

안에 사용자가 드나드는 것을 감시하는 기능이 지오펜싱

(geofencing)이다.  재 다양한 실세계 공간의 미디어화

를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표 인 공간이 박

물   미술 과 같은 시공간이다. 특히, 박물   미

술 이 과거 단순 시물의 소장 기능에서 람객 심

의 사회참여 인 문화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 됨에 따라 

시 공간의 미디어화  시공간과 람객 사이 상호

작용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한 기술로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근  무선 통신’(NFC : Near Field 

Communication)기술이다. 

NFC는 13.56MHz 주 수 역을 사용하여  10cm이내

의 거리에서 낮은 력으로 자기기 간의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비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규격으로 

당 송 속도는 최  424kbps이다[1]. 단말 사이에 직

이고, 단순하며, 안 한 데이터 송을 제공한다. 

NFC는 기존 무선 인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이 확장된 것으로 기존의 무선인식기

술은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와 태그를 인식하는 리더가 

분리된 작동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NFC는 하나

의 모듈이 태그와 리더의 기능을 모두 수행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3,4]. 

NFC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 모바일 

기기보 이 격히 확산됨에 따라 기술  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특히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아도 기기 간 상호 

데이터 송이 가능하다는  때문에 RFID 2.0 기술로 

통신업체  융업종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지오펜싱 기술을 이용하여 객이 

이동하려는 지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지오펜스 역 안에 

객의 스마트폰이 들어가면 스마트폰의 메일 는 

SMS로 알람을 보내어 해당지역의 상세한 지도를 표시

하여 찾아가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목 지의 박물  

는 시물에 도착하면 시물들마다 NFC 태그를 부착하

여 해당 시물에 한 자세한 설명을 웹서버로 부터 다

운받아서 기존의 단순 시물에 한 설명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여 시 공간의 미디어화  객 사

이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구축하 다.

2. 관련연구

2.1 지오펜스 기술의 개념

지오펜스는 치기반서비스에 바탕을 둔 치기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기술이다.  

GPS와 지오펜싱의 차이 으로 GPS는 특정 상이 어느 

치에 있는지 특정 치가 주요목 이며, 지오펜싱의 경

우는 특정 치에 한 출입 황을 해 사용된다. 특정

상이 그 치에 있는지 없는지가 요한 요소가 된다. 

이 차이 에서 GPS는 특정 치를 표시하기 하여 

[Fig.1]과 같이 ‘ ’ 는 치를 연결하는 ‘선’으로 표

되는 반면에 지오펜싱은 치의 범 를 표시해야 하기에 

[Fig.2]와 같이 ‘면’으로 표 된다. 즉, 으로 구성된 

GPS의 치를 이어 범 나 경계를 만드는 것이 지오펜

싱이다[6].

[Fig. 1] The concept of GPS System

[Fig. 2] The concept of Geofencing

2.2 지오펜스 기술

2.2.1 지오펜스와 마케팅

지오펜싱은 설정된 역 안에 출입 황이 주요목 으

로 사용된다. 재 국내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치정보 

활용 제약 때문에 푸시(push)형태로 치정보를 활용한 

타켓 에는 제약이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안으로 

치기반 체크인 서비스나 무료 Wi-Fi를 엑세스 할 때 

치기반 컨텐츠  쿠폰을 풀(pull)형태로 달하는 방

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구 하기 

해서 지오펜스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Fig.3]은 CJ 

Entertainment의 Wi-Fi Post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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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CJ Entertainment’s Wi-Fi Poster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쇼핑이 로벌 유통업계가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스마트한 마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의 재 치를 악하여 가장 가

까운 매장 치를 알려주거나 필요할 것으로 상되는 

제품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들이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여성의류 랜드 M사는 각 매장 인근을 지나

는 소비자들에게 행사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송하는 서

비스를 하고 있다. 이 회사가 배포한 애 리 이션을 내

려 받은 소비자가 매장 반경 100미터 주변에 들어서면 해

당 매장의 이벤트 정보를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오펜

스를 이용한 마  기법의 성과는  더 확  될 것이

며, 소비자에게 오 라인 매장의 치를 확실히 각인 시

킬 수 있는 이 가장 큰 장 이다. 

지오펜싱을 활용한 마  기법은 유통업체 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서부 슈퍼마켓 체인 인 마이어

는 스마트폰으로 맞춤형 정보와 가상쿠폰을 제공하고 있

고, 의류업체인 노스페이스도 매장 주변과 공원, 스키휴

양지를 심으로 지오펜스 마 을 용하고 있다.

2.2.2 지오펜싱과 안전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안 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로 부모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다.

안 을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식을 안

한 울타리 안에 넣고 싶어 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원하고 있다. 부모뿐만 아니라 사

랑하는 가족, 애인, 친구 등 사랑하는 그들이 험에 빠지

지 않도록 안 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오펜싱

과 안 이 결합된 사례로 아이와 부모를 연결시켜주는 

Evado Flip, ‘VIVOplay’손목시계가 있다. 아이들의 치

를 기반으로 한 VIVOplay는 아이의 손목에 채워서 부모

의 스마트폰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졌다. 이 

시계는 지오펜스와 같은 가상의 경계를 설정하여 손목시

계가 그 경계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내고 동시에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Fig.4]는 Evado 

Flip의 VIVOplay이다[7].

 

     [Fig. 4] Evado Filip’s VIVOplay (Geofence+Care) 

2.2.3 지오펜싱과 소셜 

재는 개방형 SNS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타인의 사

생활을 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다. 지

인뿐만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까지 실시간 구독하는 

시 에 살고 있다. 지역 으로 자신의 치를 심으로 

일정한 역안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는 어

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려주어 울타리 안의 사람들을 연

결시켜주는 것이 치기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이다.

표 인 것은 Banjo는 유 의 주변에서 페이스북, 트

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어 로 

[Fig.5]와 같다. 특히 Banjo의 친구알림 기능은 지오펜싱

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 가 설정한 범  내에서 

소셜 네트워크 상의 친구들이 트윗, 체크인, 사진공유와 

같은 활동을 하면 ‘홍길동님이 가까이에 있습니다’와 같

이 푸쉬 알람기능을 갖고 있다[8]. 

[Fig. 5] Banjo(Geofencing+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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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지오펜싱과 관리

지오펜싱의 주목 은 공간을 리하는 것으로 Simple 

In/Out 보드 기능은 사무실 근무자들의 디지털 출입 

리하는 것이다. [Fig.6] Simple In/Out board이다. 지오펜

싱 기능을 이용하여 사무실 주 에 지오펜스를 설정해 

놓고, 직원들의 스마트폰이 사무실을 출입 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9].

[Fig. 6] Simple In/Out board

2.3 NFC 기술

2.3.1 NFC 기술의 특징

NFC는 당 송속도는 최  424kbps이며, 단말끼리 

인식하는데 복잡한 페어링 차가 필요 없어 1/10  이

하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이 장 이다. NFC는 RFID 기

술을 활용한 비  무선 통신기술로 스마트카드에 비하

여 양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NFC는 

QR코드  다른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과 비교하여 사용

자의 편의성이 높으며, 더욱 다양한 서비스의 지원이 가

능하다. 한 향상된 보안을 제공하며, NFC를 이용한 결

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NFC는 RFID에서 확장된 개

념이라 할 수 있으나, 정보의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도 가

능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여 더욱 풍부한 응용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가능하다. 즉, 모바일 RFID와 일반 RFID

에서는 정보의 읽기만이 가능하여 주요 서비스 분야가 

유통과 물류, 정보 근 등에만 한정되었다면, NFC는 양

방향 읽기/쓰기를 지원함으로써 모바일 고, 컨텐츠 소

비/공유 등으로 서비스 분야가 더욱 다양하다[10]. 

2.3.2 NFC 기술요소

NFC 단말기의 하드웨어는 RF 송수신을 한 NFC 

칩, 보안을 담당하는 SE(Secure Element), NFC 안테나

로 [Fig.7]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NFC 칩은 NFC 기술의 

핵심으로 NFC와 련된 데이터 송수신, 다른 어 리

이션과 하드웨어 제어를 담당한다. NFC 안테나는 

13.56MHz의 RF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며, SE는 보안

을 담당하는 모듈로 결제, 고객정보 리를 한 핵심요

소이다. SE(Secure Element)란 보안 장소(Secure 

Storage)에 하드웨어, 소 트웨어, 인터페이스, 로토콜

이 함께 장된 하나의 복합요소로 NFC 서비스의 핵심 

요소  하나이다[11].

[Fig. 7] NFC Chip and NFC USIM

2.3.3 NFC 동작 모드

NFC의 동작방식은 기능에 따라 Reader/Writer 모드, 

Card Emulation 모드, P2P 모드로 <Table 1>과 같은 특

징을 갖고 있다. Reader/Writer 모드는 카드, RFID 태그, 

스마트 카드, 키오스크 등의 정보를 검색하여 읽고 장

할 수 있는 방식이며, Card Emulation 모드는 NFC 단말

이 카드처럼 동작하는 방식이며, P2P 모드는 기기 간 정

보를 교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명함, 주소록, 사진 

등을 주고받거나 티켓 을 하는데 활용된다. 

<Table 1> NFC Operating Mode
Mode Reader/Writer Card Emulation P2P

Image

2.3.4 문화 관광지에서의 NFC 서비스 

국의 문화 지와 박물 , 미술 , 공공 시회 등

의 시 공간, 그리고 각종 컨벤션 시설에 NFC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츠의 디지털화

와 유비쿼터스화를 진하는 계기가 되며, 련 공 산

업, 솔루션  랫폼 제공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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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오펜스와 NFC 관광안내 시스템

3.1 지오펜스 관광지 길찾기 시스템

지오펜스는 치기반서비스에 바탕을 둔 치기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기술이다. 지오

펜싱의 경우는 특정 치에 한 출입 황을 해 사용된

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용인 MobileAppSqure사의 

Geofence Tracker를 사용하여 방문하려는 목 지와 반

경을 설정 한 후 설정된 ID를 갖는 스마트폰이 지오펜스 

역 안에 들어가면 목 지까지의 길찾기 한 지도를 

메일 는 SMS로 자동으로 송하여 안내하는 시스템

을 용하 다. 

[Fig.8]은 Geofence Tracker에 단말기 등록화면이며, 

[Fig.9]는 목 지의 주소와 지오펜스 울타리 반경과 희망

하는 월별 는 요일별, 시간별로도 지오펜스 울타리의 

입출사항을 이메일 는 화, SMS로도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Fig.10]은 설정된 지오펜스 역 

안에 등록된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 이메일이며, 

[Fig.11]는 구 맵을 이용하여 목 지를 재자신이 있는 

치에서 목 지까지 교통수단별로 길찾기 기능을 이용

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Fig. 8] Registration smartphone geofence tracker

[Fig. 9] Geofence configuration

[Fig. 10] Geofence message received by e-mail 

[Fig. 11] Get directions using Google Maps by 
Transforation

3.2 NFC 박물관 및 전시물 안내 시스템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을 박물   시물 분야에 

용하면 비용 인 측면과 학습의 용이성 등에서 많은 

장 이 있으며, 람객이 큐 이터의 도움 없이도 오디

오 설명, 비디오 람, 더욱 많은 작품에 한 이해를 돕

는 설명과 여유 있는 람시간을 제공해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박물   시물 등에 방문하는 람

객들이 해당 시물에 한 정보를 NFC 태그를 통해 쉽

게 취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시스템이다.  박물   시물을 안내하는 시스템

으로 정보 리용 웹사이트를 [Fig.12]와 같이 구축하 다.

 

 

[Fig. 12] Museums and Exhibits website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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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서버 부분 개발환경

서버부분의 개발환경은 운 체제는 MS-Windows 

2008 Server, 데이터베이스로는 MS-SQL 2008 Server, 

웹 로그램으로는 JSP, 웹서버로는 IIS7.5를 사용하

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하고, 클라이언트는 이에 

근하는 쿼리 결과를 JSONObject 형태로 넘겨받는 

로세스를 정의하 다. 시스템의 기능은 시  리, 카

테고리 리, 시물 리, 공지사항 리, 사용자 리, 

Tag 리, 정보 리, 게시  리, 리자 정보 리

로 정의된다. 

3.2.2 클라이언트 부분 개발

클라이언트 부분은 모바일 운 체제인 안드로이드 환

경에서 로그래  되었으며, 재활용성을 향상하기 하

여 3가지 이아웃을 템 이트화하여 리자의 요청 

시, 소스 로그램에서 변수를 변경하는 것을 어 리

이션의 디자인 변경과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1) 최 실행 : 최  실행 시 서버에 속하여 기기에 

설치된 클라이언트 버 과 서버의 클라이언트 버 을 비

교하여 일치하지 않으면 콘텐츠 일 다운로드하고, 일

치하며 즉시 실행된다.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면 기기의 

SD카드에 장된 콘텐츠 일들과 콘텐츠 정보가 담긴 

Manhae.dnc(박물  의 아이디.dnc) 일을 싱하여 콘

텐츠 내용을 클래스화하여 장된다. [Fig.13]은 최 실

행 순서도이다.

[Fig. 13] First Execution Flowchart

(2) 미디어 호출 : 동 상  음성 콘텐츠의 경우 장 

공간이 많이 요구 되므로 스트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

하며, 클라이언트의 호출을 서버에서 스트리  형태로 

응답하면, 클라이언트에서는 RTSP(Real Time 

Streaming Protocol) 포맷으로 동 상 자료를 수신하여 

재생 한다.[Fig.14]는 미디어 호출 순서도 이다.

[Fig. 14] Call Media Flowchart 

(3) NFC 태그 호출 : 박물  는 시물에 부착된 

NFC 태그에 클라이언트 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근  시키면, 클라이언트에서 NFC 태그의 고유 값인 

UID를 읽고, 서버에 UID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청 한다.

서버는 UID에 해당되는 Item의 ID값으로 Log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클라이언트는 송받은 Item_ID값을 

이용하여 해당 Activity로 화면을 환한다. [Fig.15]는 

NFC 태그 호출 순서도이다.

[Fig. 15] NFC Tag Call Flowchart 

3.2.3 NFC 하드웨어 부분 개발

NFC 리더기로는 CCID(Chip Card Interface Device)

방식인 ACR122U를 사용하 다. ACR122U는 동작범

가 70mm이내, RF태그 읽기/쓰기 속도가 212Kbps, 

424Kbps로 호환규격으로는 ISO14443A와 B,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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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18092, Mifare, Felica, CE, FCC, RoHS이다.

스마트 카드와 련된 국제표 인 PC/SC(Personal 

Computer/Smart Card) API를 사용하여 로그래  하

으며, 이 때 태그로 보내지게 될 데이터는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단 로 송되며, 

PS/SC API 함수 에 SCardTransmit()함수를 사용하여 

APDU 커멘드를 송하여 제어한다. [Fig.16]은 NFC 리

더기와 SDK, 태그인 Mifare 4KB용이다.

  

[Fig. 16] NFC Reader and SDK and Tag(Mifare 
4KB)

4. 결론

지오펜스와 NFC 기술을 이용한  안내 시스템은 

객이 목 지 주소를 설정하면 설정된 목 지를 심

으로 반경 10마일의 지오펜스를 설정하여, 스마트폰이 

지오펜스 역에 입장하게 되면 메일 는 SMS로 알림

을 송하게 된다. 송된 메일 는 SMS 안에는 목 지

까지 갈 수 있는 길 찾기를 구  맵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NFC는 박물  는 시물의 하단에 스티커 형태의 

NFC 태그를 부착하고 해당 역에 스마트폰을 근  시키

면 시물의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 하

다. 오늘날 부분의 안내는 가이드 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데 문화 콘텐츠를 기획, 공 , 리하는 업

무의 비 을 높여 내실 있는 문화  콘텐츠가 지속

으로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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