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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폰의 보급과 서비스 분야의 확대로 다양한 서비스와 모델들이 연구 개발되어 지고 있다. 그
중 RFID 종류 중 하나로, 13.56Mhz 주파수 대역에서 비 접촉식으로 근거리 통신 종류 하나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기존 모바일 전자태그(RFID)를 확장시킨 응용개념으로 초단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스마트

폰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한다.
본 논문에서는 NFC를 활용하여 박물관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하며, NFC 태그를 통하여 박물관 배주 전시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며 작가의 관련 작품이나 기타 유용한 다른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여 NFC의 활용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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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 등장과 빠른 보급으로 서비스 분야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이 연구 개발에 따른 많은 생활

이 변화 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폰에는

NFC(Near Filed Communication) 기능이 장착되어진

기기들이 출시되어 지고 있다. 
NFC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류

중 하나로, 13.56Mhz 주파수 대역에서 비 접촉식으로

근거리 통신 종류인 NFC는 기존 모바일 전자태그

(RFID)를 확장시킨 응용개념으로 초단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스마트 폰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한

다. NFC의 기능의 하나로 NFC 태그를 통하여 읽은

태그 값을 통하여 태그 값을 저장해둔 정보를 손쉽게

읽어 들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기능

이라고 할 수 있다[1].
본 논문에서는 NFC를 활용하여 박물관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하며, NFC 태그를 통하여 박물관 배주

전시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며

작가의 관련 작품이나 기타 유용한 다른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여 NFC의 활용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시스템 구성

기존의 박물관 서비스 시스템은 첫째, 작품 번호를

통하여 전시 작품의 조회가 이루어지는 반면 NFC 태
그는 태그 값을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작품의 정보로

제공한다. 둘째, 관련 작품에 대한 카테고리를 제공하

여 사용자가 좀 더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연결 하

여 준다. 셋째, NFC의 스마트 기기끼리의 데이터를

주고 받는 기능을 통해 3G, Wi-Fi, LTE 등을 거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시스템 구상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태그값을

전달 받은 스마트 기기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이후 데

이터를 불러와 데이터에 대한 태그 정보를 만든 다음

NFC의 기능이 있는 다른 스마트 기기와 데이터를 전

송하여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 하도록 하도록 하며

JSP를 통하여 웹페이지 서비스 또 한 가능하도록 한

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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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는 Wi-Fi나 블루투스 등 기존의 근거리 통신

과는 달리 접촉이라는 물리적이고 직관적인 사용자

이용방식을 통해 구현되는데 이를 안드로이드 빔

(Android Beam)을 통해서 물리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기능을 통해 자신이 받은 태그

값은 NDEF Message 거쳐 다른 스마트기기의

P2P(Peer to Peer)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된

다. 그림 2은 서버에서 받은 미디어 데이터를

provider 역할을 하는 스마트 기기는 데이터를 캡슐

화 시켜 NFC를 통해 receiver로 전송을 하는 구조로

P2P 통신을 한다[2]

그림 2. NFC 태그 값을 통한 데이터 화면

Ⅲ. 구현 및 분석

NFC 태그는 비접촉식 스마트카드 ISO 14443A의 표

준[4] 기반 RF 인터페이스 태그를 사용하여 읽은 태

그값 NDEF(NFC Data Exchange Format)값을 읽는다. 
읽은 NDEF의 값을 만족하는 Apache Tomcat를 사용

한 Server의 MS-SQL의 TABLE 값을 XML 파일로

Parsing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여 준다. 
그림 2.는 NFC태그 값을 읽어 태그 값에 저장된

작품으로 이동하며 큐레이터 보이스 기능과 관련 작

품 카테고리로 이동하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3].

그림 3.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 하는 모습

 
그림 3.은 두 대의 스마트 기기가 NFC 태그 정보

를 전달하고 난 후 두 대의 스마트폰이 같은 데이터

를 공유 하는 모습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NFC 기능을 적용하여 박물관의 정

보를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NFC 태그값을 읽어 들여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

른 스마트폰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

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NFC의 태그로거의 기능과 P2P 기

능을 활용하여 박물관 시스템을 연구 하였지만 차후

로 연구를 확장시켜 서로의 연락처, 사진, 동영상등을

편리하게 공유를 하며 자신의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

을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직 통

신 거리의 제약성과 보안성의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

결 한다면 모바일 기기를 통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

한 개발에 연구 개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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