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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카드 키는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뿐 만 아니라, 호텔 측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전 지구적으로는 전기 에너지의 낭비

를 안겨다 준다.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호텔 사용자의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편리한 호텔 이용을 위해 비콘과 연계하여 차별성

을 둔 실용적인 호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

키워드: 비콘(Beacon), 위치기반(LocationBased), 통신기술(Communication)

I. Introduction

호텔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카드 홀더에 끼워 

놓아야 하는데, 이는 매우 불편하다고 사용자들이 느껴왔다. 또한 

사용자가 카드 홀더에 다른 카드를 끼우고 나올 때, 전자제품은 사람이 

없는 빈 방에서 전원이 켜진 상태로 있게 된다. 이는 호텔의 경제적인 

차원에서 매우 큰 손실이다. 또한, 호텔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매우 큰 에너지 낭비이다. 이에 문제성을 느끼고 해결하

려고 노력했다. 적용한 현시대의 기술은 비콘이다. 현 시점에서 GPS의 

정확도는 매우 뛰어나지만, 실내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어느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실내 GPS라고 

불리는 비콘이다. 비콘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호텔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다면 사용자의 객실에 있는지 아닌지 등을 

체크하여 그에 맞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II. Preliminaries

Fig. 1. 에너지원 별 분포

위의 [그래프1]은 호텔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에너지원 별 

분포이다. 전기에너지가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텔에서 전기에너지 사용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전기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호텔의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지구의 에너지 낭비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비콘을 사용해 전기에 대한 접근을 허용/차단해 

주는 것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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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호텔 어플리케이션과의 차별점은 비콘을 통해서 

구현하였다. 그리고 상용화를 위해 기본적인 부가 기능 및 호텔 무인화

를 위한 편리한 기능들을 추가해보았다. 기존의 호텔에서 사용하던 

카드 키를 대체하여 사용자에게 카드 키 분실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주

고, 편리함을 제공한다. 그리고 호텔 무인화를 위해,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어플에서 호텔의 예약 뿐 만 아니라 체크인하여 

모바일 스마트 키를 발급 가능하게 해준다. 이 이외에도 룸서비스 

및 방 청소 등 여러 가지 일을 방 안에서 혹은 방 밖에서 어플 하나로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더했다.

IV. Conclusions

GPS와는 다르게, 비콘과의 연동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 

않다. 비콘 자체를 블루투스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예약 

정보를 넘겨 주고, 넘겨 받을 수 있는, 유지 가능한 서버만 있으면 

된다. 호텔 사업에서 서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호텔에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비콘이다. 비콘은 낮은 가격으로 높은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호텔의 객실마다 한 개씩 비콘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호텔을 한 단계 더 자동화, 무인화 시키고, 

호텔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며, 전 지구적으로 막대한 전기 

에너지의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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