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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한식과 관광지 추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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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sal of Personalized Recommendation for Korean Food and 
Tour Using Beac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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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콘(Beacon)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표적인 사물인터넷(IoT) 설비로 근거리 정보 전달, 모바일 위치서비스, 쇼핑, 마케

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광위치 기반 추천 정보 제공 서비스를 바탕

으로, 비콘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의 관심 또는, 선호도 등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즉,

관광객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 주는 정보 대행자의 역할을 한다.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능

형 관광 추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콘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한식과 관광지 추천 관

리 시스템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비콘, 한식, 관광지, 추천 시스템, 개인

Abstract Beacon is a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that can automatically recognize the smart device in the 
short distance and transmit the necessary data, Beacon is a representative Internet of Things (IoT) facilit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uti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short-distance information 
delivery, mobile location service, shopping, and marketing, and is constantly evolving. In this paper, it is based 
on tourist site-based recommendation information service. A system is proposed that recommends customize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user's interest, preference, etc. by incorporating beacon technology. In other words, 
it acts as an information agent that informs tourists of desired information.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ourists,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telligent tourism recommendation system. The personalized Korean food 
and tourism recommendation management system using the beacon technology proposed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provide high-quality services not only to foreigners visiting Korea but also to Korean tourists.

Key words : Beacon, Korean Food, Tourist Destination, Recommendation Management, Pers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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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모바일 기기를 한두 개 정도는

소유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발전 및 확산으로 교통,

금융, 가전 등 우리생활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역시 많은 발전으로 관광지의 정보, 위

치, 관광객의 수요변화 등 O2O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

으며 관련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객의 맞춤형 코스와 계

절에 맞는 음식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를 찾는

1000만 이상의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 관광지에서 해당

계절에 맞는 음식과 선호 관광지를 개인 성향에 특화된

추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비콘은 근거리 송수신

무선 통신장치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용으로 동

선이 끊어지지 않고 사용자의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이용자의 사용패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적인 장치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전시회나 야구장,

길안내,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관

광지에서도 이러한 비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용

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콘 기술을 활용한

관광지 추천과 함께 계절에 따른 한식 추천은 관광객들

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며, 동영상과 사진 등 다양

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흥미와 관

심을 부여하여 관광지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방문했을 때, 비콘

이 관광객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계절별 한식과 주변 관

광지를 자동으로 추천한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입력

정보, 즉 한식의 취향, 선호 음식, SNS 정보들을 바탕

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비콘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한다. 단순

단방향 비콘으로 정보 수신 시스템이 아니라, 양방향

정보 교환을 통하여 사용자의 관광지 맞춤형 정보를 얻

을 수 있어 개인 친화형 맞춤 서비스로 관광객의 만족

도를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안 서비스 플랫

폼은 서비스 제공자, 웹서버, 관광객으로 구성되며 서로

독립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유지

보수 및 관광객 취향에 맞추어 빠르게 대처하여 관광객

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가능 할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

한 우리나라에서는 관광객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가 깃

든 한식을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음식과 관광지 추천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제안 서비스 플랫폼은 국

내 관광 활성화로 지방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은 특정 관광지에 제한된 것이 아닌 다

양한 관광지와 관광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Ⅱ장에서 관련

연구 및 문헌을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제안 서비스 시

스템의 구현 방법을 설명하였다. Ⅳ장과 Ⅴ장 에서는

제안 서비스 시스템의 설계구현과 기대 효과 및 결론으

로 이루어진다.

Ⅱ. 관련연구

국내외 시장 경제는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

서 사용자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서비스 관광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1] 관광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은 과거

30년 전만 해도 주변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관광경험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IoT), SNS, 모바일의 대중화 및 인터넷 기반의 앱 커

머스 등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광정보를 수집 할

수 있게 되었다. [2]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도래 하면

서 위치 기반 기술을 이용한 실용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비콘을 활용한 실내 및 실외 위치

기반 서비스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예상하고 제공해 주는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다. [3]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광객은 모바일로부터 제공되는

관광지에 관한 정보 탐색, 위치 확인, 마케팅 정보등

사용자는 모바일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4]

그림 1 블루투스 비콘(BLE Beacon)의 동작 원리

Fig. 1 Principle of operation of Bluetooth beacons

그림 1은 비콘의 동작원리는 나타낸다. 신호 범위내

로 수신기를 가진 사용자가 위치 할 경우 특정 ID를 비

콘 매니져 서비스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전달 받은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3, pp.267-273, August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69 -

ID가 등록되어 있으면 비콘의 위치에 설정된 정보를 수

신기로 전송한다. [5][6] 비콘은 블루투스 4.0기반의 근

거리 무선통신 장치로 최대 70m까지 통신을 할 수 있

으며, 또한, 비콘은 특정 장소에서 신호를 전송하고 알

리는 것이 주목적이다. NFC처럼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가까이 가져가 태그할 필요 없으며 비콘이 설치 된 상

점이나 레스토랑을 지나가기만 해도 데이터 송신과 수

신이 가능하다. [7][8] 현재의 관광정보는 관광객이 어

떤 장소를 선호하는지 웹과 SNS 통해서 확인 할 수 있

다. 이러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실시간으로 관광정보

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관광객 맞춤형 정보

는 개인의 행동정보들을 수집하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를 추천하는 기법과 그 기법을 활용한 정보시스템

을 개발해야 한다. [9] 또한, 사용자 개인의 취향과 인

구통계학으로 유사성을 보이는 정보들을 가지고 관광

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추천해야 한다.[9] 세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규모는확대되고있다.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Based Service: LBS)가 새로운 서비스로 주

목 받고 있으며 위치기반서비스 앱은 스마트폰에 내재

되어 있는 위성장치를 통해 현재 위치를 인식하고 사용

자 위치에 따라 특정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최근

위치기반서비스 앱은 다수의 사용자가 상호연계 되어

있어, 사용자의 현재위치나 예상 가능한 위치를 통해

가까운 장소에 정보제공하고 있다. [10] 또한 관광객을

위한 추천 맛집 시스템은 상황 정보 수집을 통해 사용

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현재의 시간대를 파악한다. 그

후 맛집 DB(데이타베이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의 이동수단에 따라 관광지 장소의 추천 맛집 정보 데

이터를 일차적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계절별 제철음식,

관광객의 선호되는 음식, 시간대별 선호되는 음식 등의

조건 등을 통해 이차적으로 맛집을 선별하여 추천하게

된다. [11] 관광산업에서 재방문 의도는 관광지를 구성

하고 있는 하위 속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관광

지를 다시 방문할 의사를 의미한다. 많은 연구에서 고

객만족은 재방문 의도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12] 우리나라 외국관광객의 만족 중에서

한류는 한식에 대한 관심과 TV드라마 및 영화의 영향

으로 한국 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문화 상품 중 전통음식은 한 나라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한식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12] 이에 따라 관광의 매개체로 활용한 한식은 지

방의 특색과 새로운 한식의 개발로 음식관광이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13][14] 한식의 좋은 스토리

텔링은 관광객 측면에서 구매에 대한 가치를 높여 부가

가치를 창출시키고, 스토리텔링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방문동기를 갖게 된다. 또한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은 강

력한 관광객의 유인력을 지니게 된다. [15] 따라서, 단

순한 '맛집 투어'가 아닌 식재료의 생산지역과 이를 재

배한 농민의 정성, 음식에 담겨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

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줄 수 있다.[16][17] 한식은 고객만족이 선행 되어야 지

인에게 추천한다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식

당을 이용하는 내 외국인의 기호와 욕구를 파악해야 한

다. 그리고 메뉴계획 및 관리는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

잡고 동시에 한식당의 긍정적인 효과로 재방문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18] 따라서 우리 한식의 이미지는

세계외식시장의 실제 소비자들에게 인지되는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한식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한식

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포지셔닝으로

나타내야 하며[16][19] 한식과 관광지의 정보를 숙지하

고 전통과 현대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표현 되도록 개발

이 필요하다. 내·외국인에게 차별화를 부여할 수 있는

향토음식 및 관광지 스토리텔링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18][20]

Ⅲ. 제안시스템

본 논문은 관광지에서의 음식이 관광지역 이미지 향

상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음식체험 프로그

램을 증가시켜 문화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관광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제안하게 되었다.

음식과 연관된 관광은 음식을 통해 즐거움을 찾으며,

요리학교, 식료품점, 독특한 음식 이벤트 및 와이너리와

레스토랑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관광은 고급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방문지역에서

특이하고 기억할만한 음식 경험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문화관광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비콘을 활용한 음식과 관광지 추천은 앞으로 관광지에

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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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콘을 활용한 한식과 관광지 추천 개념도

Fig. 2 Recommendation of Korean Food and

Tourism Using Beacon

그림 2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있을 때 한식정보DB

와 관광지정보 DB로부터 서비스 플랫폼에서 정보를 수

집하고 비콘 메니저 클라이언트에 송신하여 관광객에

게 계절에 맞는 한식과 관광지 추천정보를 송신한다.

서비스 플랫폼에서 관광객이 다른 정보를 원할 때 다시

추천정보를 송신한다.

그림 3 제안하는 서비스 플랫폼

Fig. 3 Suggested Service Platform

관광지에서 관광객(User)이 비콘을 이용한 서비스는

그림 3과 같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를 통해 비콘의

신호를 받아 관광지추천과 계절별 한식의 추천을 스마

트 기기를 소유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구조이다. 한식

레스토랑은 계절별 한식추천과 외국관광객이 좋아하는

한식을 준비하고 그 정보를 W.A.S 송신하고 데이터베

이스로 구축한다. 그리고 Beacon Manager service

server 송신하고 근처 관광지를 추천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W.A.S에서 관리하고 관광객에

게 비콘을 이용한 향토음식 및 인기있는 한식정보를 제

공한다. 이러한 구조에 스마트 기기를 소유한 관광객과

비콘 신호를 발생하는 사업장 내에도 실시간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를 그림3과 같이 구축되어야 한다. 관광지

내의 직원 및 레스토랑은 관광객이 관광지에 진입하였

는지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기본자료를 통해 관

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사용자 설명 기술

User(Tourist): 계절별 한식의 정보와 관광지 정보가

필요한 인터페이스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또는 기계를 관광객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다. 비콘을 설치한 사업장의 정보를 수시로 받는다.

Beacon Manager Service Server: 관광지 안의 상점

이나 레스토랑의 정보를 관광객에게 송신한다.

W.A.S(web application server): 매일 또는 일정시간

에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최종적으로 관광객에

게 추천 관광정보 결과를 전송하고 관광지와 한식연관

모든 결과를 DB에 저장한다.

한식, 관광지 추천: 관광지와 한식DB를 통해 관광객이

원하는 정보를 매칭 하여 정보Agent에 보내준다.

Collaboration Fittering을통해자동으로예측하고추천한다.

그림 4 한식과 관광지 관련 토핑맵

Fig. 4 Topping map for Korean food & tourist attractions

그림 4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와 한식을 토

핑맵으로 표현하였다. 한식은 모던한식, 궁중한식, 향토

음식, 분식으로 나누어 도식화 하였고 관광지는 서울근

교의 자주 찾는 관광지로 표현 하였다.

한식DB & 관광DB: 관광객에게 관광정보를 공유되

고 통합이 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관리되는 Data집합을

말한다.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과 관광지 연관 정

보로 하여 관광 키워드에 저장한다. 필요시 추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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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원한다.

그림 5. 한식, 관광지 추천알고리즘

Fig 5. Korean food & tourism recommendation algorithm

그림 5는 관광객의 모바일에 한식과 관광지 정보를

전송하는 알고리즘이다

관광객이 관광지에 진입하였을 때 모바일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 한다. 챗봇 시스템으로 성별과 연령을 입력

하고 그림4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10가지 한식과 관광

지를 추천한다.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력한 후에 비콘

을 설치한 업장에서 기본 및 개인 맞춤형 추천 한식과

관광지를 W,A,S와 비콘 메니져를 통해 전달받는다. 또

한 다른 추천 한식과 관광지 정보를 W.A.S에서 관광객

에게 송신 할 수 있다.

Ⅳ. 설계 구현

다음은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도착하여 비콘 어플을

활용하는 예를 보여준다.

그림 6 모바일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 수신 추천 한식과

관광지 구현

Fig. 6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or Korean

food & tourism using beacons & mobile Bluetooth

그림 6은 관광객이 ‘이태원 관광지’에 진입하였을

때 모바일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Locate Becons을

누르고 비콘 설치 업장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모바일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 수신 추천 한식과 관광

지 구현

Fig. 7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or Korean food

& tourism using beacons & mobile Bluetooth

그림 7은 Beacon Transmitter를 통해붉은 점으로표

시된 비콘 설치업장을확인한 후음식추천리스트와 관

광지추천 리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8 모바일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 수신 추천

한식과 관광지 구현

Fig. 8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or Korean food &

tourism using beacons & mobile Bluetooth

그림 8은 관광객이 선택한 ‘경리단길 한식’ 업장의

위치와 근처 추천 ‘경리단길’ 관광지를 구현하였고

W.A.S로부터 다른 ‘인사동거리’ 관광지와 한식 추천을

구현하였다.

사용자가 관광지에 진입한 후 개인 정보를 입력 후

비콘을 설치한 업장에서 개인 맞춤형 한식과 관광지 정

보는 외국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에게 스마트한 관광

정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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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최근 SNS를 통해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다. 음식 관

련 영상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관광지 또한 쉽게 접

하게 된다. 비콘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관광은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예상되므로 국내에서는 비콘을 활용한 프

로모션 사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입장

에서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가 있어 활용하려 하

나 사용자는 비콘 관련 메시지를 선별하여 받을 수 없

기 때문에 스팸성 메시지의 비율이 많아지게 된다. 앞

으로 비콘 메시지가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

템 개발로 편리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비콘을 이용한

일반적인 서비스는 업장 근처에 고객이 접근하면 할인

쿠폰이나 광고 문자를 발행하여 고객에게 재방문을 유

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콘을 이용

한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에게 만족도와 소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외국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한식의 취향과 계절에 맞는 한식을 DB로 구

축되어 만족 할 만 한 정보를 제공 받는 서비스를 원할

것이다. 본 논문은 비콘 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개인

맞춤형 한식과 관광지를 DB로 구축하여 계절에 맞는

한식과 관광지를 자동으로 추천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제안된 비콘에 기초한 서

비스 플랫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단방

향의 비콘이 아닌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 받아서 관광지

와 개인정보에 부합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관광객

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둘째, 제안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자, 웹서버, 관광객으로 구성되어 서로 독립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유지보

수 및 관광객 취향에 맞추어 빠르게 대처하고 사용자에

특화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에게 언제나 계절맞춤형

한식을 추천 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식추천

과 관광지 추천정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

의 활성화와 지방경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재 제안된 시스템과 유사한 비콘 시스템 플랫폼은 대학

교내 식당가에 설치되어 보완될 사항과 문제점을 점검

하며 피드백을 받고 있다. 앞으로 제안된 비콘을 이용

한 한식과 관광지 추천 관리 시스템을 폭넓게 활용하여

한식의 건강성을 부각하고 한식에 대한 음식관광이 더

많아 지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우리나라 관광의 활성화를 촉진 시키기 위해

서는 정부의 일관된 관광정책과 IT기반의 중심으로 나

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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