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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세계적으로 관광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서울 

관광 역시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외래 관광객 유치 규모 세계 7위이자 국제회의 개최 규모로는 3

년 연속 세계 3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의 관광 산업 성장세에 비해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

객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한정적이며, 그마저도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

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편의 기능을 포함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카테고리별로 

관광지, 식당, 숙박, 쇼핑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행사, 환율 정보와 번역, 지도,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보와 기능들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구현하였다. 

키워드: 외국 관광객(foreign tourists), 서울 관광(Seoul tourism), 관광 애플리케이션(tourism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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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서울의 외래 관광객 유치 규모가 커지고[1]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관련 상품들이 개발되고, 그에 맞춘 애플리케이

션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그중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은 한정적이다[2][3]. 또한, 외국

인이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사용 비율은 다른 애플리케이

션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유는 외국어 지원 부재, 편의성 부재,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업데이트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SEOULLO‘ 애플리케이션은 

외국어(영어)를 지원하고, 번역, 환율, 길찾기 등의 서비스 역시 각 

애플리케이션을 매번 실행하지 않도록 본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능들을 

통합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깔끔하고 세련된 UI/UX를 기반

으로 서울을 관광하는 동안 필요한 서비스들을 매력적이면서도 접근성 

높게 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II. Preliminaries

기존의 여행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관광지의 목록을 제공해주거나, 

위치와 길 찾기, 이벤트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기능 등을 주로 제공해준

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공식 관광 앱인 ‘i Tour Seoul’과 한국관광공사

에서 만든 ‘Visit Korea’이 있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에는 상기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필요한 모든 기능들

이 담겨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SEOULLO’는 보다 편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각 기능을 경량화하면서  통합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모바일 개발 플랫폼인 Firebase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 Google Cloud Platform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였고여

러 API들을 활용했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애플리케이션은 서울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더욱 쉽고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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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여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이다. Fig. 1은 개발된 애플리케

이션에 대한 구조도이다.

Fig. 1. SEOULLO Structure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Guest 모드

로 로그인하도록 구현하였다. 메인 화면에서는 6개의 메뉴로 해당하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estaurant] 메뉴에서는 구글 

API에 음식점에 관한 요청을 보내고 이에 대한 응답 메시지와 평점, 

리뷰 등의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불러와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하고 

상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상세정보 화면에서 관광지의 

위치, 오픈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로그인한 사용자는 평점과 리뷰를 

남길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서울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 알아두면 

좋은 상식을 담아놓은 ‘Notification’과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개최하

고 있거나 개최 예정인 축제를 알려주는 ‘Event’ 탭도 존재한다.

어느 화면에서든 왼쪽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면 

번역, 환율,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도에서는 Google의 

Places API와 Directions API를 이용한 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번역]은 Naver Papago, [환율]은 Yahoo Finance API를 

이용하였다. [길찾기]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을 중심으로 길을 안내

하는 특징이 있으며 내비게이션 버튼 외에 위에서 언급한 관광지 

상세정보 화면에서도 바로 목적지가 설정되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본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이다.

Fig. 2. UX and Service of SEOULLO

IV. Conclusions

외국인들을 위한 모바일 기반 서울 여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인 

‘SEOULLO'은 사용자들이 여행하기 전에 서울에 대한 정보를 얻어 

알찬 여행을 미리 계획할 수 있게 해주며, 여행 중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즐겁고 유익한 서울 여행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 앱의 

사용이 활성화되면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 수의 증가와 재방문율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일일 단위의 계획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신만의 스케줄 

기능을 구현하여 길 찾기, 동선 확인, 여행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사용자들 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편리한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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