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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여행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탬프 투어링 서비스는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기념이 되어주고 있지만, 스탬프를 받기 위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점과 여행지의 주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행자의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유명 관광지 및 추천 명소 등에 NFC 태그를 설치하고 간단한 태깅만으로 스탬프를 수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또한 이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되는 정보와 평가를 이용해 사용자별 맞춤 여행 코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

고 재미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키워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스탬프 투어(Stamp Tour), 여행 애플리케이션
(Travel 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 설계(Application Design)

I. 서 론

최근 많은 여행지에서 여행의 재미를 더하고 여행객들이 직접 

기념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는 스탬프 투어가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여행객들이 직접 방문한 여행지에서 스탬프를 받아서 

기념으로 삼게 하는 서비스로 이용률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하지

만 이 서비스는 지면으로 제공되는 지도와 팸플릿에 의존하기 때문

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곳의 위치정보와 주변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여행지에 대한 여행자의 실제 

만족도와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의 요구에 맞춘 

피드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명 관광지 

및 추천 명소 등에 NFC(근거리 무선통신, 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를 설치하여 스마트 기기에 내장된 NFC 컨트롤러를 이용해 간단한 

태깅만으로 스탬프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집된 사용자 

정보 및 평가를 통해 보다 검증된 사용자별 맞춤 여행 코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고 재미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투어리즘과 모바일 디바이스

최근 국내외 스마트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이
에 따른 개인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의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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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많은 현대인들이 ‘힐링’ 문화를 추구

하고 있다. 특히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와 인간관계 속에서 여행

을 통해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최근 여행업계에서는 일명 ‘모바일 여행

족’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있다[1]. 하지

만, 대부분의 여행 애플리케이션은 GPS(위성항법장치, Global 
Positioning System), Wi-Fi(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 Wireless 
Fidelity) 등 위치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편의시설 정보만

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 성별, 나이, 여행 목적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2][3]. 또한 현재 시중에 나온 스탬

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특정 인증 절차나 제한 없이 사용자 

임의로 스탬프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을 통한 성취감과 재미

가 반감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 타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

Fig. 1. Other Stamps Tour Applications

 

반면, 본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가입 정보를 통해 이러한 개인 

특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여행지 방문 빈도수 및 사용 만족 5점 

측도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NFC 태깅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여행지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통해 성취감과 재미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반 기술 및 서비스

2.1 NFC 

본 애플리케이션은 휴대 단말 장치에 내장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NFC를 기반으로 한 여행 애플리케이션으로, P2P(Peer-to-Peer), 
Reader/Writer, Card Emulation 등, NFC의 세 가지 동작 모드 중 

Reader/Writer 모드를 사용한다[4]. 
Reader/Writer 모드는 NFC 단말기에서 태그의 정보를 읽고 수

정할 수 있는 모드로, 본 애플리케이션은 여행지에 미리 설치된 태그

를 태깅함으로써 스탬프를 발급받고, 저장되어 있는 URL 주소의 

웹사이트로 접근하여 여행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2.2 구글 API

구글 API란 Google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로, 외부 서비스에서 

Maps API를 요청하면 지도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준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API로부터 맵 서비스를 제공받

아 지도를 사용자 모바일에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사용자가 선택한 여행 목적지의 위치를 표시한다. 여행 목적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각 목적지에 대한 위도와 경도 값을 사전에 

저장해 두고 그 값을 통해 지도상에 표시한다.

III. 본 론

1. 시스템 구성

본 애플리케이션은 NFC를 기본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스탬프 수

집과 여행정보 등을 제공하고, 사용자 및 평가 정보 수집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그림 2와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사용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NFC 타입 1 태그[5] 스티커를 

이용하여 NFC 태그 ID를 불러와 데이터베이스로 ID 값을 전송하

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송 받은 ID 값에 매칭 되는 URL 정보를 

사용자의 화면에 출력해 사용자가 URL을 통해 여행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시스템 구조

Fig. 2. System Architecture

태그 내 정보 서버 내 매칭 정보

TAG ID Travel_Name URL Coordinate

001 경복궁
http://JStourApp.c

om/001

35.81905,

127.8733

002 흥인지문
http://JStourApp.c

om/002

37.579906,

126.977041

003 광희사거리
http://JStourApp.c

om/003

35.078833,

126.76453

표 1. NFC 태그 내 정보 및 매칭 정보

Table. 1. NFC Tag ID and each Match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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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2.1 시스템 설계

그림 3과 같이 사용자가 본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면, 자동 로그

인 여부에 따라 회원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사용자 

로그인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 및 코스를 선택

하게 되고 사용자 특성 정보(동반인, 여행 목적 등)를 입력하게 된다. 
여행이 시작되면 Google Map을 통해 목적지 및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NFC Tag 스티커의 위치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목적지로 이동하여 Tagging을 하게 되면 목적지와 NFC ID 값의 

일치 여부에 따라 스탬프 발급 및 만족도를 나타내는 5점 척도 화면

이 출력된다. 후에 최종 목적지 여부에 따라 위의 프로세스를 반복하

거나,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DB에 저장하고 시스템을 종료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 흐름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은 후에 데이

터 분석 작업을 통해 사용자 특성별 추천 코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 시스템 흐름도

Fig. 3. System Flowchart

2.2 DB 설계

그림 4는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를 ERD(개
체-관계 모델, Entity Relationship Diagram) 개념 모델로 나타낸 

것으로써, ‘사용자 ID’를 Primary Key로 가지는 사용자의 이름, 
성별, 나이, 이메일을 애트리뷰트로 가지는 “사용자 정보” 테이블, 
여행지 명, 정보 URL, 위치 좌표 정보와 '태그 ID'의 Primary Key
를 애트리뷰트로 가지는 "여행지 정보" 테이블, 이 각각의 PK들을 

외래 키(Foreign  key)로 갖고, 이와 함께 날짜, 동반인 정보, 여행 

목적, 만족도 점수 등을 포함하며 '여행 데이터 ID'를 기본 키로 

가지는 "사용자 특성 정보" 테이블이 있다. 이 테이블의 각각의 튜플

은 하나의 여행 케이스로 식별될 수 있으며, 이 테이블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 DB 논리 ERD

Fig. 4. DB Logical ERD

3.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은 NFC 태깅을 

이용하여 지면 방식의 스탬프 투어를 모바일 디바이스로 옮겨 애플

리케이션 형태로 제시한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웹서버와 웹 컨테이

너,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기능을 가지고 이는 톰캣(Tomcat)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현을 하도록 한다. 다음 그림 5는 지정한 여행지

에 도착해서 태그를 리딩 하였을 때 팝업 되는 스탬프 발급 화면 

및 부가 정보 URL 표시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5. 스탬프 화면

Fig. 5. Stamp View

 

그림 6은 사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NFC 태깅을 하면 나타나

는 팝업 창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명소별 관람 정보 및 교통정보, 
주변 정보 등을 나타낸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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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명소 정보화면

Fig. 6. Information View of Tourist Attractions

본론에서 언급한 시스템 설계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이 계속적으로 

구동되면, 그동안 입력받았던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 내 “사용자 

특성 정보”에 축적되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들을 통해 후에 

계절별, 연령별, 목적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자 맞춤형 명소를 

추천해 줄 수 있게 된다. 다음 그림 7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코스를 제공해 주는 화면이다. 

그림 7. 맞춤형 코스 제공 화면

Fig. 7. View of Customized Courses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여행자의 편의성과 재미를 고려한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지면 스탬프 투

어 방식 및 애플리케이션의 단점을 NFC를 이용하여, 첫째, 사용자

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휴대성을 높이고, 둘째,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곳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셋째, 목적지와 주변 정보를 URL로 연결 가능한 페이지에

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고, 넷째,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이나 상황

에 맞게 추천 코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선하였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

획”에 따른 융합 과제에 걸맞는 사업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범 부처 차원에서 창조견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정보

를 축적할 때가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정보를 수동으로 

분석하여 추천 코스를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사용

자가 직접 코스를 입력할 수 있거나 여행지에 대한 메모,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하고, 축적된 정보 

분석에 협업 및 정보 필터링 기술을 접목시켜 사용자 특성에 맞는 

코스를 자동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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