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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 내 ᅳ외 부 완충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 태의 지 오펜 스 기 반 지 정지 역 자동 안내시 스 템

(57) Abstract: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designated
area automatic guidance system on the basis of various
shapes of geo fences having inner and outer buffer zones, the
system comprising: an information management unit includ

100
110 -120 ing a user information management module, a designated

area-general information management module, a designated
사용자정보 ~l l l 사용자정보
관 리모들 데이타 베이스 area-geofence information management module, and a des

ignated area-virtual path information management module;
and a database management unit for managing a user in

지정지역
-112 일반정보 -122 formation database, a designated area-general information

데이타 뻬이스 database, a designated area-geofence information database,
and a designated area-virtual path information database,

지정지역 지정지역
지오펜 스정보 나 113 지오펜 스정보 -123 which are generated or referred by the information manage

관 리모들 데이타 베이스 ment unit, wherein the designated area-geofence information
management module includes the functions of: inquiring a

지정지역 지정지역 designated area name, an image file, and GPS coordinate in
가상경 로정보 가상경 로정보 -124 formation to determine a designated area; determining, for

관 리모들 데이타 베이스 the determined designated area, one geofence shape among a
regular or irregular circular shape, an elliptical shape, a tri
angular shape, a square shape, a pentagon shape, an irregu
lar polygon shape, and a shape in which both ends are open,
in consideration of a surrounding terrain structure of facilit

111 ... User information management module ies to be guided, and configuring a geofence having the de
1 2 ... Designated area-general information management module termined shape; simultaneously configuring all of an inner
113 Designated area-geofence information management module boundary line, an inner buffer zone, a geofence, an outer
114 Designated area-virtual path information management module
121 . -User information database

buffer zone, and an outer boundary line for each specific

122 ... Designated area-general information database GPS coordinates in order to prevent an erroneous recogni
23 Designated area-geofence information database tion due to a GPS error at an edge of the each configured
124 Designated area-virtual path information database geofence; and configuring a multi-level layer geofence hav

ing two or more multi-level layers for effectively guiding the
designated area.

(57) 요약서 :
[다음 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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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내 ᅳ외 부 완충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시스템에 관한 것으 로 , 사용자정
보 관리모들, 지정지역 일반정보 관리모들, 지정지역 지오펜스정보 관리모들, 지정지역 가상경 로정보 관리모들을 포함
하는 정보관리유닛；및 상기 정보관리유닛에서 생성하거나 참조하 는 사용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지역 일반 정보 데
이터베이스, 지정지역 지오펜스정보 데이터베이스 , 지정지역 가상경로정보 테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관
리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지정지역 지오펜스정보 관리모들은, 지정지역 명칭, 이미지파일 및 GPS 좌표 정보를 조회하
여 지정지역을 결정하는 기능; 상기 결정된 지정지역에,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물들의 주변 지형 구조를 고려하여 정형
또는 비정형 원형,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 , 오각형 , 비정형 다각형 및 양 끝이 개방되는 형태 중 어느 하나의 지오펜스
형태를 결정하고, 결정된 형태의 지오펜스를 설정하는 기능; 상기 설정된 각각의 지오펜스 가장자리 에서의 GPS 오차
에 의한 오인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GPS 좌표별로 내곽 경계선, 내부 완충지 대, 지오펜스, 외부 완충 지대, 의곽 경
계선을 동시에 설정하는 기능 ; 및 지정지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2 단계 이상의 다단계 계층을 갖는 다단계 계
층 지오펜스를 설정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명 세서

발 명의 명칭 : 내 ，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 태의 지오펜스

기 반 지 정지 역 자 동안내 시스 템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내 ·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 펜스 기반 지정지 역

자동안내 시스템에 관 한 것이다 .

배경가술
[2] K T 경제연 구소에 의하면 2016 년 3월 기준으로 스마트 폰 보급률이 80% 이상인

국가가 한국 (91%) 외 12개국으로，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 소지품이 되었고,

토 탈 엔터 테인먼트 기기로 진화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3] 최 근 디지 털지 도 상 에 어느 지 정지 역에 대한 가상경 계를 설 정하여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 용자가 가상경 계에 접근하면 관 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 비스를

구 현하기 위 한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오펜스 (geofence) 란 '지 구 , 토양' 등 의

뜻을 표시하는 접두어인 'geo' 와 을타리 를 의 미하는 'fence' 를 결합한 단어로써，

사 전적으로는 '실 제 지 형에 구 획된 가상의 반경(a virtual perimeter for a

real-world)' 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오 펜스는 특정지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100m 공간으로 사전에 정해진 구역이 지오펜스 역할을 한다.

지오펜싱 (geofencing) 은 어원적으로 지 리적(geographic) 과 을타리 (fencing) 의

합성어 이다 . 지 리적으로 울타리 안에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 용자의 진출. 입

여부를 알 려주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 이다 . 이는

위치추 적기슬 중 하나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범 지구 위치

결정시 스템) 를 이용한 인터페 이스라 할 수 있는 데，GPS를 통해

지오펜스 (geofence) 라는 가상의 을타리를 설정해 놓으면 지오펜스 구 역에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 용자가 진 입하거나 , 벗어나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것이

지오펜싱 의 역할이다 .

[4] 디지 털지도 및 지오 펜스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안내하는 위치기반서 비스 (LBS:

Location-Based Service) 는 구글 '애플의 지오펜싱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 슬을 사 용하고 있다. 이는 GPS좌표 (위도，경도 )를 증심으로 하고，

일정한 길 이를 반경으로 하는 원형 및 일정한 형태의 다각형 지오 펜스를

이용한 다 ᅳ그 러나，일반적인 위치기반서 비스는 주변의 지 형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상 업용 GPS신호는 구조 적인 요 인(예를 들어, 인공위성

시간 오차, 인공위성 위치 오차, 전 리층과 대류층의 굴절, 잡음，다중 경로 등 )과
인공위성의 배치 상황에 따른 기하학적인 요 인 및 선택적 유용성 (Selective

Availability- 허가 받지 않은 사 용자들이 일정 한도 내로 정 확성올 얻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인공위성의 시간에 오차를 삽 입하여 95% 의 확를로 최 대 100m 까지

오차가 발생하게 하는 기술) 에 의 한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모바일

정정용지 (규칙 제9 1조) ISA/KR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어느 시설의 지오펜스 가장자리 에 위치할 경우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지오펜 스 내.외를 수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서 ,
정확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가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5] 또한, 최근 사물인터 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블루투스 (Bluetooth) 통신,
근접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 비콘(Beacon) 기술의 발달로
사물간의 통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에
근접 무선통신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용 NFC 태그를 설치해 두고,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NFC 태그에 가까이 접근하여야만 정보가
수신되며, 상세한 정보를 웹 서버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하여 관련 정보를 안내
받고 있다. 그러나 지오펜싱 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안내시스템은
사전에 비용을 들여 NFC 태그 또는 비콘을 설치하여야 하고, 향후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모바일 기기가 웹 서버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및 설명문을 다운로드 할 때, 웹 서버 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시간대에 많은 수의 모바일 기기가
이동통신망에 접속함으로써 업링크 (Up-Link) 및 다운링크 (Down-Link) 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이동통신망의 순간적 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는 데이터 통신비 용,특히 , 외국인이 이용할 경우
데이터 로밍 서비스에 따른 과다한 데이터 통신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과 함께 텍스트 정보를 걸으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주변의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웅하지 못해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구글.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지오펀!싱 API(Geofencing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는
GPS좌표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단순한 원형 및
다각형 구조만 설정이 가능하므로, 지정지역 및 지정지역에 포함된 각종 시설물
또는 시설이 배치된 지형구조를 반영한 위치기반 안내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6]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 가 서로 겹치지 않고, 경계선에서의 GPS수신
신호의 오차를 제어 할 수 있도록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 수단
[7]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자동안내시스템은, 안내하고자 하는 지정지역 및 지정지역에
부속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또는 시설의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설명문,



지오펜스, 지오펜스 계층, 비콘 I D 정보, 가상경로정보를 관리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정보제공 요청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템(SaaS:

Software as a Service) 과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지정지역 안내 앱으로 구성된다.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지정지역 안내 앱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의 요청 또는 승인에 의해
이동통신망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시스템(SaaS: Software as a Service) 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안내하 거나, 클라우드 시스템(SaaS: Software as a Service)

데이터베이스 중 해당 지정지역에 관련된 데이터 모두를 지정지역 안내 앱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 하여, 저장한 후, 이동 시 이동통신 망 및 클라우드
시스템(SaaS: Software as a Service) 을 접속하지 않고, 해당 지정지역의 상세정보

안내가 가능하게 한다. 클라우드 시스템(SaaS: Software as a Service) 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사용자정 보 관리모듈,
안내하고자 하는 지역의 일반 정보를 관리하는 지정지역 일반정보 관리모듈,

지정지역의 주변 지형 구조를 고려한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지오펜스
형태, GPS오차를 최대한 보정하기 위한 내곽 경계선 (Inner Border Line), 내부
완층지 대(Inner Buffered Zone), 지오펜스,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

외곽 경계선 (Outer Border Line), 비콘 ID, 다단계 계층 구조정 보를 관리하는
지정지역 지오펜스 정보 관리모듈, 지정지역의 가상 체험경로를 관리하는

지정지역 가상경 로정보 관리모듈을 포함하는 정보관리 유닛이 포함되 며,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지정지역 안내 앱은 사용자 선호 언어-한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의 어느 하나- 설정, TTS
목소리 종류, GPS위치정보 사용 여부, 이동통신 망 연계 또는 독립 실행 여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정하는 환경설정모듈, 지정지역 및 지정지역의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명칭,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설명문, 환경설정에서
정의한 언어로 된 번역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지역안내정보 제공모듈,

지정지역의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정 보, 내곽
경계선 (Inner Border Line), 내부 완층지 대(Inner Buffered Zone), 지오펜스,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 외곽 경계선 (Outer Border Line), 지오펜스 계층

정보, 비콘 I D 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지오펜스정 보 제공모듈,

지정지역의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물 또는 시설들을 가상으로 연결하는
가상경 로정보를 제공하는 경로안내 정보 제공모듈,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해당 지정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지역안내정보 제공모듈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선택하여 조회하는 정보조회 모듈,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경로안내정보 제공모듈 이 제공하는

가상경로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체험하게 하는 가상체험모듈,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을 실제 방문하여 이동하면서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에 접근하면 지역안내정보 제공모듈이 제공하는 정보를 안내 받는
현장실행모듈, 현장실행모듈에서 경유한 시설물 또는 시설의 정보를 관리하는



경유지정보관리 모듈을 포함하는 지역안내유닛이 포함된다.

[8] 일 측에 따르면, 상기 클라우드 시스템(SaaS: Software as a Service) 의

정보관리 유닛에서 생성하거나 참조되 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Data Base Management System) 에 의해 관리되는

사용자정 보 데이터베이스, 지정지역 일반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지역
지오펜스정 보 데이터베이스, 지정지역 가상경 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 유닛이 포함된다.
[9] 일 측에 따르면, 상기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지정지역 안내 앱의

지역안내유닛이 이동통신 망과 독립적인 실행을 위해서 참조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 시스템(SaaS: Software as a Service) 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 중 해당 지정지역 관련 정보만을 추출하여 지정지역 안내 앱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지정지역의 명칭, 면적, 거주인구수,

지정지역을 대표하 는 사진파일, 설명, 지정지역 내 각종 시설물 또는 시설의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한국어로 된 시설물 또는 시설의 특징 설명과 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의 하나로 번역한 설명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지역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지역 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정보 (경도, 위도 ) , 주변의 지형 구조를 감안한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 형태, 외곽 경계선 (Outer Border Line),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 지오펜스, 내부 완층지 대(Inner Buffered Zone),

내곽 경계선 (Inner Border Line), 상위 시설물 ID, 하위 시설물 또는 시설의 ID,

비콘 I D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지오펜스정 보 데이타베이스,

지정지역 관리자가 추천하는 경로를 가상경 로 ID, 가상경 로 명칭, 가상경 로 I D별
가상으로 연결되 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ID, 각 시설물 또는 시설간 거리 및 통과
소요시 간(도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경로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현장실행모듈에서 경유한 시설물 또는 시설의 I D 및 지오펜스 정보, 비콘 I D

정보를 포함하는 경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 유닛이 포함된다.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관리 유닛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이동통신 망과 연계하여 실행할 경우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경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지역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오펜스정 보 데이터베이스, 경로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 시스템(SaaS: Software as a Service) 의 데이터베이스관리 유닛에 의해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동기화를 통해 데이터를 참조한다.

[10] 일 측에 따르면, 상기 지역안내유닛에서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에게
지역안내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GPS신호 수신 프로그램 ,
Wi-Fi, 3G 또는 4G 통신프로 그램, TTS(Text-to-Speech) 프로그램, 디지털 나침반

앱과의 인터페이스를 실행하는 GPS 인터페이스 모듈, (Wi-Fi, 3G/4G)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 , TTS 인터페이스 모듈, 나침반 앱 인터페이스 모듈, 클라우드

시스템(SaaS: Software as a Service) 의 데이터베이스와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 하는 동기화 모듈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유¾ 이 포함된다.

[11]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자동안내시 스템은 다수의 지정지역 안내를 위한 가상의

서버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고, 클라우드

시스템(SaaS: Software as a Service) 의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자 정보 등록단계, 지정지역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지정지역

관련정 보 등록단계, 지정지역 안내 지정지역 안내 앱 등록단계, 지정지역 안내

앱을 자동 설치하는 단계, 지정지역 안내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지정지역
자동안내 단계를 포함한다.

[12] 일 측에 의하면, 상기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자 등록단계 에서는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시 스템을
사용할 시스템 관리자 정보, 각 지정지역 관련 정보를 관리할 지정지역 관리자

정보를 사용자정 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13] 일 측에 의하면, 상기 지정지역 관련정 보 등록단계 에서는 관리하고자 하는

지정지역의 명칭, 개요, 지정지역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담당자, 지정지역 내
시설물 또는 시설의 명칭,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 (경도 및 위도), 시설물
또는 시설의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설명글, 설명글의 외국어 번역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지정지역 관련 정보를 지정지역 일반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14] 일 측에 의하면, 상기 지정지역 안내 앱 등록단계에서는 지정지역 안내 앱을

구글. 애플사 앱 스토어 및 클라우드 시스템에 등록한다.
[15] 일 측에 의하면, 상기 지정지역 안내 앱 설치단계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수동으로 구글.애플사 앱 스토어에 접속하여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해당
지정지역에서 제공하는 특정 Wi-Fi 망에 연결되어 있는 유·무선AP( Access

Point) 장치가 모바일 기기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지정지역 안내 앱 설치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송된 메시지를 확인한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 안내 앱의 설치를 승인하면 자동으로 설치되고, 설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선호 언어 및 이동통신망 연계 또는 독립실행 여부를 설정하는 화면을

조회시킨다.
[16] 일 측에 의하면, 지정지역 자동안내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조회 모드, 지정지역
관리자가 설정한 가상경로를 가상으로 이동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가상체 험모드 및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을 방문하여

이동통신망 연계 또는 이동통신 망을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지정지역의
개요, 지정지역에 부속되 어 있는 시설물 또는 시설을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현장실행모드를 제공한다.
[17]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자동안내시스템은,사용자정보 관리모듈, 지정지역 일반정보
관리모듈, 지정지역 지오펜스정보 관리모듈, 지정지역 가상경로정보
관리모듈을 포함하는 정보관리유닛과,상기 정보관리유닛에서 생성하거나
참조하는 사용자정보 데이터베이스,지정지역 일반 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지역 지오펜스정보 데이터베이스,지정지역 가상경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유닛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지정지역
지오펜스정보 관리모듈은, 지정지역 명칭, 이미지파일 및 GPS좌표(경도, 위도)
정보를 조회하여 지정지역을 결정하는 기능;상기 결정된 지정지역에,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물들의 주변 지리구조를 고려하여 정형 또는 비정형 원형 ,

타원형 ,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비정형 다각형 및 양끝이 개방되는 형태 중
어느 하나의 지오펜스 형태를 결정하고, 결정된 형태의 지오펜스를 설정하는
기능;상기 설정된 각각의 지오펜스 가장자리 에서의 GPS오차에 의한 오인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GPS좌표별로 내곽 경계선, 내부 완층지대,지오펜스, 외부
완층지대, 외곽 경계선을 동시에 설정하는 기능; 및 지정지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2단계 이상의 다단계 계층(Multi-Level or

Grandparent-Parent-Child) 을 갖는 다단계 계층 지오펜스를 설정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18] 일측에 있어서 ,상기 지정지역 가상경로정보 관리모듈은, 지정지역의
가상이동 경로를 따라 가상으로 이동하면서 지정지역에부속되 어 있는 시설물
또는 시설을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경로를 설정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19] 일측에 있어서 ,상기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한 지정지역의 특정 Wi-Fi 망에 연결되어 있는
AP(Access Point) 장치가 모바일 기기를 인식하면,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자동안내시스템 소개 및 설치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기능;상기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상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자동안내시스템의 지정지역 안내 앱의 설치를 허용하면 클라우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정지역 안내 앱을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는 기능 및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 안내 앱의 운영모드를 이동통신망
독립운영을 선택하 였을 경우 상기 지정지역의 최상위 지오펜스의 외곽
경계선(Outer Border Line) 을 경계로 하는 디지털지도와 상기 지정지역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20] 한편,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 내시스템은, 지정지역 안내 앱의 실행환경 -사용자 선호 언어 설정 , TTS
목소리 종류, GPS 위치정보 사용여부, 이동통신 망 연계 운영 또는 독립운영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정하는 환경설정모듈; 지정지역의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명칭,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설명문, 환경설정에서 정의한 언어로
된 번역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지역안내정보 제공모듈; 상기



지정지역의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정보(경도,위도),
지오펜스 정보를 제공하는 지오펜스정보 제공모듈; 상기 지정지역의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물 또는 시설을 연결하는 경로정보를 제공하는

경로안내 정보 제공모듈; 사용자가 상기 지역안내정보 제공모듈이 제공하는
지정지역에 부속되 어 있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목록을 확인하여 어느 시설물
또는 시설을 선택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의 정보를 조회하는 정보조회모듈;
상기 사용자 가 상기 지정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경로안내정보
제공모듈이 제공하는 가상경로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체험하게 하는
가상체험모듈；상기 사용자 가 상기 지정지역을 방문하여 이동하면서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에 접근하면 상기 지역안내정보 제공모듈 이 제공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 받는 현장실행모듈; 상기 현장실행모듈에서 경유한 시설물 또는
시설의 정보를 관리하는 경유지 정보 관리모듈을 포함하는 지역안내유닛 및
상기 지역안내유닛에서 생성하거나 참조하는 선호 언어종류, TTS 목소리 종류,
이동통신망 연계 운영 또는 독립운영 여부, 개발자정보,도움말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상기 지정지역의 명칭, 면적 , 거주
인구수, 지정지역을 대표하는 사진파일, 설명 ,상기 지정지역 내 주요 시설물
또는 시설의 사진파일, 가상현실 동영상, 한국어로 된 시설물 또는 시설의 특징
설명과 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 스페인어 등의 외국어 중의
하나 이상의 언어로 번역한 설명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지역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상기 지정지역 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정보(경도, 위도), 주변 지형구조를 고려한 지오펜스 형태,
외곽경계선(Outer Border Line),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 지오펜스,
내부 완층지 대(Inner Buffered Zone), 내곽 경계선(Inner Border Line), 상위 시설물
ID, 하위 시설물 또는 시설 ID, 비콘 정보 및 ID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지오펜스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지역 관리자가 추천하는 경로를
가상경로 ID, 가상경로 명칭, 가상경로 ID별 연결되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ID, 각
시설물 또는 시설 간 거리 및 통과 소요시 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경로안내 정보 데이터베이스;상기 현장실 행모듈에서 경유한 관심지역의
지오펜스 정보를 포함하는 경유지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유닛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21] 일 측에 있어서 ,상기 가상체험모듈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해당
지정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지정지역 관리자가 설정한 가상경로를 따라
가상으로 이동하여 지정지역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에
가상으로 도달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설물의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환경설정에서 선택한 언어로 준비된 텍스트 정보 및 준비된 텍스트 정보를
TTS(Text-to-Speech)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 변환된 음성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22] 일 측에 있어서 ,상기 정보조회모듈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해당



지정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지정지역 관리자가 등록한 시설물 또는 시설의
목록을 확인하여 어느 시설물 또는 시설을 선택하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의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환경설정에서 선택한 언어로 준비된 텍스트 정보 및
준비된 텍스트 정보를 TTS(Text-to-Speech)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 변환된
음성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23] 일 측에 있어서 ,상기 현장실행모듈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 가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자동안내시스템 중
지정지역 안내 앱의 설치를 허용할 때 운영모드를 이동통신 망 독립으로 지정할
경우 클라우드 시스템이 추출한 해당 지정지역 최상위 지오펜스의 외곽
경계선(Outer Border Line) 을 경계로 하는 디지털지도와 해당 지정지역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는 기능 및 환경설정에서
운영모드를 이동통신 망 연계 실행으로 지정할 경우 클라우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동기화를 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24] 일 측에 있어서 ,상기 현장실행모듈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의 외곽경계선(Outer Border Line),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 지오펜스에 도달할 시, 지정지역의 기상환경 ,
GPS수신장치의 미 작동 상황을 대비하여, 보완 장치로서 시설물에 설치된 비콘
신호를 이중으로 수신하여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 위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인지케 하여, 시설물 또는 시설의 정보를 사용자에게자동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25] 일 측에 있어서 ,상기 현장실행모듈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방문한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에의 진입일시 , 진출일시 , 경유지 GPS좌표정보를 경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기능; 기 경유지를 벗어남과 동시에, 다음 방문지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기 경유지를 새로운 다음 방문지 인식 대상에서 즉시
제외함으로써 , GPS의 오차로 인한 기 경유지와 다음 방문지 에 대한 인식 오류를
제거하는 기능 및 상기 경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기 경유한 시설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또는 시설 중 최단시간에 도달 가능한 시설물 또는
시설을 추출하여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까지의 거리, 방향, 예상소요시 간 정보,
지정지역 내의 시설물 또는 시설 전부를 방문할 때의 총 거리 및 예상 총 시간과

현재까지 경유한총 거리 및 총 소요시간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 주는 기능을
포함한다.

[26] 일 측에 있어서 ,상기 현장실행모듈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이동통신 망 독립운영을 선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 다운로드
받을 지정지역의 최상위 지오펜스 경계와 일치하는 오프라인 디지털지도를

이용하는 기능 및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사용자가 이동통신 망 독립운영을
선택하였을 경우 GPS인터페이스 모듈과 나침반 앱 인터페이스 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27]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는 아래의 효과 중 하나 이상을 가질 수 있다.
[28]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르면,
[29] 첫째,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설정 기능은 다양한

지형구조를 고려하여 각각의 지오펜스가 겹치지 않도록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30] 둘째, GPS좌표 또는 다양한 지오펜스 형태를 중심으로 한 내곽 경계선 (Inner

Border Line), 외부 완층지 대(Inner Buffered Zone),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 외곽 경계선 (Outer Border Line) 을 보완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지오펜스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의 오작동을 방지하여 특정 시설
지오펜 스로의 진출. 입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 및 제어할 수 있다.

[31] 셋째, 최소한 2단계 계층 이상의 다단계 계층 (Multi-Level) 구조로 구성되는
지오펜스 계층 구조는 지정지역의 특징, 지정지역 내 시설물 또는 시설을

계층화하여 체계적인 안내를 할 수 있게 한다.
[32] 넷째, 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비콘을 설치하여 비콘 신호를 지오펜스 정보와

중첩 인지함으로써 상호 보완하여, GPS 오차를 최소화하여 정밀한 안내가
가능하다.

[33] 다섯째,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을 방문하면 지정지역의
관리자가 제공하는 특정 Wi-Fi 망에 접속되어 있는 유.무선 AP(Access Point) 가
사용자가 휴대한 모바일 기기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모바일 기기에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시스템 안내
및 설치 권유 메시지를 전송함 으로써 사용자가 수동으로 ¾을 검색하여
설치하는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며, 이동통신망과 연계 또는 독립 실행을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데이터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4] 여섯째,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 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정 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을 이동하면서 안내를 받을 경우, 기 방문지를 제외
처리함으로써 , 예상치 못한 GPS의 오차로 인한 사용자 방문지 에 대한 자동
인식을 분리 제어 .처리함과 동시에, 기 방문지 를 제외한 최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다음 방문지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알려 줌으로써, 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35] 일곱째, 클라우드 시스템(SaaS: Software as a Service) 을 채택한 단일
시스템으로, 복수개 의 지정지역별 개별(가상)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 스 기반 자동안 내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 및 하나의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자동안 내시스템으로 시스템
유지보수가 간편하여 경제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36]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자동안내시스템의 운영 이미지이다.

[37]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일 실시 예에 의한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 스 기반 자동안 내시스템 중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지정지역 안내 앱의 프레임웍(Framework) 을 도시한 블록도이 다.
[38]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일 실시 예에 의한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 스 기반 자동안 내시스템 중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 이다.

[39]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일 실시 예에 의한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 스 기반 자동안 내시스템 중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지정지역 안내 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 이다.
[40] 도 5는 본 발명에서 정의한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각 지오펜스의 내곽경계선(Inner Board Line), 내부 완층지 대(Inner Buffered Zone).

지오펜스,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 외곽 경계선(Outer Board Line) 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및 다단계 계층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41] 도 6a는 타원형 지오펜스, 도 6b는 5각형 지오펜스의 둘레 길이를 각각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식도들이다.

[42] 도 7a와 도 7b는 본 발명에서 정의한 지오펜스의 계층구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들이다.

[43] 도 8은 도 1에 도시된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 스 기반
자동안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지역을 안내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순서도이다.

[44] 도 9는 도 8에 도시된 지정지역 관련정 보 등록단계 중 지정지역 일반정보 등록,
지정지역 내부 시설물의 GPS좌표정보 등록, 지정지역 내부 시설물의 지오펜스
설정 , 지정지역 내부 시설물의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및 설명글 등록, 지정지역
내부 가상경 로 등록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순서도이다.

[45] 도 10은 도8에 도시된 지정지역 내부 시설물의 지오펜 스 설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46] 도 11은 도8에 도시된 지정지역 안내 앱을 이용하여 지정지역에 대해 정보조회
가상체 험, 현장실 행 등의 방법으로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에 게
지정지역을 안내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47]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실시 예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만,본 발명이
실시 예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실시 예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 공지된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생략될 수 있다.

[48] 이하, 도 1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49] 참고적 으로,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기반의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시스템 운영개념도이다. 도 2는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시 스템의 지정지역 안내 앱
프레임웍이다.

[50] 여기서 , '지정지역'이라 함은, 특정 지방자치 단체의 관광지 ,특정
지방자치 단체의 연안, 대형 사찰, 대학교 교내, 국립공원, 자연학습지 , 해외
유명관광지 등을 지칭한다.

[51] 도 1을 참조하면,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시스템(10)은, 클라우드 시스템(11)과, 구글. 애플 등의 앱
스토어 (12), LAN 또는 Wi-Fi 를 포함하는 유.무선 인터넷 망(13),

3G/4G/LTE/LTE-A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망 (14), 시스템 관리자
PC(15), 지정지역 정보를 관리하는 복수의 지정지역정보 관리자 PC(16, 17) 및
복수의 사용자 모바일 기기(18, 19)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52] 도 2를 참조하면 지정지역 안내 앱 프레임웍은 3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53] 첫번째 레이어인 디바이스 레이어(Device Layer)(60) 는, 비콘, GPS, Wi-Fi

디바이스를 인지 , 연결을 관장하며 , 사물인터넷(IoT) 또는 비콘 기기(Beacon

Device)(61), 스마트폰 (Smartphone) 또는 GPS 기기(62) 및 Wi-Fi 또는
블루투스 (Bluetooth) 또는 3G/4G 기기(63)을 포함한다.

[54] 두 번째 레이어인 플랫폼 레이어(Platform Layer)(40) 는, 데이터 관장부분 (Data

Repository)(51), 데이터관리 및 분석 (Data Management/Analysis) 부분 (46), 데이터
제공부분인 API 인터페이스 (41)를 포함한다.

[55] 여기서 , 데이터 관장부분 (5 1)은 지정지역의 지역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 (Guide

Information Database)(52), 지정지역의 지오펜스정보 데이터베이스 (Marker &

GeoFence Information Database)(53), 지정지역의 경로안내 정보
데이터베이스 (Track Information Database)(54) 를 포함한다. 또한, 데이터
관장부분 (51) 에서 기기 등록 (Device Registration)(55), 기기 연결(Device

Connectivity)(56) 및 자동 인지 (Auto Recognition)(57) 이 수행된다.
[56] 데이터 해석 및 관리부분 (46) 은 데이터 관장부분 (5 1)의 각종 데이터를 데이터

프로비 져닝(Data Provisioning, Big Data)(4 7 )하고, 각종 데이터를 관리 ,
인지 (Context Data Management and Cognition)(49) 하고, 실시간으로 복잡한 관련
정보들을 분석 및 해석 (Real Time Data Analysis)(48) 하고, 그 결과를
정보조회 모드 (Information Query Mode)(42), 현장실 행모드 (On-Site Working

Mode)(43) 및 가상체 험모드 (Simulation Mode)(45) 에 AIGS API( Artificial

Intelligence Guide System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45) 를 통해 전달하 는

기능을 갖는다.



[57] 세 번째 레이어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30) 는, 디바이스 레이어, 플랫폼
레이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웅용프로그 램들이 구성되는 부분이다.

[58]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 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시스템 중 클라우드 시스템(SaaS: Software as a Service) 의
구성도이고, 도 4는 도 1에 도시된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시스템 중 위치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앱(200) 의 구성도이다.

[59] 도 3을 참조하면,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시스템(10) 중 클라우드 시스템(100) 은 클라우드
시스템(100) 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사용자정보
관리모듈 ( 111), 지정지역의 일반정보를 관리하는 지정지역정보 관리모듈 ( 112),

지정지역의 지오펜스 정보를 관리하는 지정지역 지오펜스 정보 관리모듈 (113),

지정지역 가상경 로정보를 관리하는 지정지역 가상경 로정보 관리모듈 ( 114)을
포함하는 정보관리유닛(110) 및 정보관리유닛(110) 의 각 관리모듈에서

생성하거나 참조되 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데이터베이스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에 의해 관리되는 사용자정 보 데이터베이스 (121),

지정지역 일반정보 데이터베이스 (122), 지정지역 지오펜스정 보
데이터베이스 (123), 지정지역 가상경 로정보 데이터베이스 (124) 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유닛(120) 이 포함된다.

[60] 정보관리유닛(110) 은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 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시스템(10) 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정보, 지오펜스를
설정하고자 하는 지정지역정보, 지정지역의 지오펜스정 보, 지정지역의

가상경로정보를 생성 및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정보관리유닛(110) 은
사용자관리 모듈 ( 111), 지정지역정보 관리모듈 (122), 지정지역 지오펜스정 보
관리모듈 (113), 지정지역 가상경 로정보 관리모듈 (114) 을 포함한다.

[61] 사용자관 리모듈 (111) 은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 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시스템(10) 중 클라우드 시스템(100) 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 관리자 및 지정지역 관리자의 사용자 정보를 사용자정보
데이터베이스 (121) 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사용자정 보 데이터베이스 (121) 는
사용자의 소속기관 명칭, 일련번호, 사용자 성명, 비밀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수신여부, SMS 문자 수신여부를 포함한다.

[62] 지정지역정보 관리모듈 ( 112)은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시스템(10) 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에 게 지정지역의 특징을 안내하려고 하는 지정지역의 관련정 보를
지정지역 일반정보 데이터베이스 (122) 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지정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 (122) 는 지정지역의 특징을 안내하려는 지역 명칭, 지역 면적, 지역

거주 인구수, 지역을 대표하는 사진파일, 지역의 특징 설명, 지역 내 주요

관심지점, 시설물 또는 시설의 이미지 파일, 가상현실 동영상, 시설물 또는



시설의 특징 설명 글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63] 지 정지 역 지오 펜스정 보 관리모듈 ( 113)은 지 정지 역을 대표하는 주요 시설물

또는 시설의 관련정 보를 지정지 역 지오펜 스정보 데이터베이스 (123) 에 등록 한다.

지 정지 역 지오 펜스정 보 데이터베이스 (123) 는 지 정지 역, 지 정지 역 내의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정보 , 지오펜스 형태, 지오 펜스의 내곽경계선, 내부

완층지 대 , 지오 펜스, 외부 완층지 대 , 지오 펜스의 외곽 경계선, 상 위 시설물 또는

시설의 ID, 하 위 시설물 또는 시설의 ID, 비콘 ID 정보 등을 포함한다.

[64] 지 정지 역 가상경 로정보 관리모듈 ( 114)은 지 정지 역 가상경 로정보를 지정지 역

가상경 로정보 데이터베이스 (124) 에 등록 한다. 지 정지 역 가상경 로정보

데이터베이스 (124) 는 지 정지 역 내의 가상경 로 ID, 가상경 로 명칭 , 가상경 로 ID 별

연결되 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ID, 각 ID 간 거리 및 통과 소요시간 (도보 ) 등을

포함한다.

[65] 도 4를 참조하면, 내 .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 역 자동안내 시스 템(10) 중 지 정지 역 안내 앱(200) 은 지 정지 역 안내 앱의

실 행환경을 설정하는 환경설정모듈 (21 1), 지 역안내정보를 제공하는

지 역안내정보 제공모듈 (212), 지 정지 역 내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 및

비콘 ID 정보를 제공하는 지오 펜스정 보 제공모듈 (213), 지 정지 역 내 시설물 또는

시설을 가상으로 연결하는 가상 경로정보를 제공하는 경로 안내정보

제공모듈 (214), 현장실 행모듈 (218) 에서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 진 입 후

관리하는 경유지 정보 관리모듈 (215), 지 정지 역 지 역안내정보를 안내하는

정보조회 모듈 (216), 지 정지 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으로 체험해 보는

가상체 험모듈 (217),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가 지정지 역을 방문하여

실제로 안내를 자동으로 받는 현장실 행모듈 (218) 을 포 함하는

지 역안내유 닛(210) 과 지 역안내유 닛(210) 의 각 모듈에 서 생성하거나 참조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 템(데이터베이스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에 의해 관리되는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221), 지 역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 (222), 지오 펜스정 보 데이터베이스 (223), 경로 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 (224), 경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225) 를 포 함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 유 닛(220) 및 모바일 기기의 기본 기능 인 GPS위치정보

수신기 능과 데이터를 주고 받는 GPS 인터페 이스 모듈 (231), 모바일 기기의 기본

기능 인 Wi-Fi 통 신 기능 , 3G 통신 기능 또는 4G 통신 기능과 데이터를 주고 받는

통신 인터페 이스 모듈 (232), 모바일 기기의 기본 기능 인 TTS(Text-to-Speech)

기능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TTS 인터페 이스 모듈 (233), 이동통신망과 독 립한

운 영을 위한 나침반 앱 인터페 이스모듈 (234), 이동통신 망 연계 운 영을 위한

클 라우드 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모듈 (235) 를 포 함하는

인터페 이스유닛 (230) 을 포 함한다.

[66] 지 역안내유 닛(210) 은 지 정지 역 안내 앱의 실 행환경을 설정하고, 사전에 설정된

지정지 역 지 역안내정보 , 지 정지 역 지오 펜스정 보 , 지 정지 역 경로안내 정보를



정보조회 모듈, 가상 체험모듈, 현장실 행모듈에 제공하고,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가 지정지 역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 가상체 험을 하거나 ,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경유지를 통과할 경우 기 경유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225) 에 기록 한다. 이를 위해 , 지 역안내유닛(210) 은

환경설정모듈 (21 1), 지 역안내정보 제공모듈 (212), 지오 펜스정 보 제공모듈 (213),

경로 안내정보 제공모듈 (214), 경유지 정보 관리모듈 (215), 정보조회모듈 (216),

가상체 험모듈 (217), 현장실 행모듈 (218) 을 포함한다.

[67] 환경설정모듈 (21 1)은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가 지정지 역 안내 앱을

모바일 기기에 설치 후 , 지정지 역 안내 앱의 실 행 환경을 설정하여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221) 에 저장한다.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221) 는 언어종류, TTS

목소리 종류, 이동통신 망 연계 또는 독 립 운 영여부, 개발자정보 , 도움말 등을

포함하고 있다.

[68] 정보조회 모듈 (216) 은 지 역안내정보 제공모듈 (212) 을 이용하여 지정지 역 안내

앱 생성시 등록되 어 있는 지 역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 (222) 의 내용을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사용자 에게 이미지 , 가상현실 동 영상,

텍스트, 음성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221) 의 언어설정을

확인하여 해당 언어에 해당하는 설명글을 텍스트로 제공함과 동시에 TTS

인터페이스 모듈 (233) 을 통해 음성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 지 역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 (222) 는 특징을 안내하려는 지정지 역의

명칭 , 면적 , 거주 인구수, 지 역을 대표하는 사진파일, 설명 , 지정지 역 내 주요

시설물 또는 시설 , 각 시설물 또는 시설의 이미지 파일, 가상현실 동 영상,

한국어로 된 시설물 또는 시설의 특징 설명과 , 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 랑스어, 독 일어, 스페인어 등의 외국어로 번역한 설명문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69] 가상체 험모듈 (217) 은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가 가상체 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가 가상체 험모듈 (217) 을 실 행하고,

경로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 (224) 에서 경로를 선택하면 경로안내정보

제공모듈 (214) 이 지정지 역 안내 앱 생성시 등록되어 있는 경로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 (224) 의 선택한 가상경 로를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의 디지털

지도상에 해당 지 역을 표시하고 가상으로 이동을 실시한다. 가상 이동 중

GPS좌표정 보가 지정지 역 안내 앱 생성시 등록되어 있는 지오펜 스정보

데이터베이스 (223) 의 어느 지오펜스의 외곽경계선, 외부완층 지대, 지오펜스,

내부완층지 대, 내곽 경계선을 통과하는 시 점에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지 역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 (222) 의 내용을 지 역안내정보

제공모듈 (212) 를 통해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에 게 이미지 , 가상현실

동 영상 , 텍스트, 음성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221) 의

언어설정을 확인하여 해당 언어에 해당하는 설명글을 텍스트로 제공함과

동시에 TTS 인터페이스 모듈 (233) 을 통해 음성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에 게 원하는 언어로 제공한다. 경로안내 정보 데이터베이스 (224) 는

지정지 역 내부 의 가상경 로 ID, 가상경 로 명칭 , 가상경 로 ID별 연결되는 시설물

또는 시설ID, 각 시설물 또는 시설간 거리 및 통과 소요시 간(도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한 지오펜 스정보 데이터 베이스 (223) 는 지정지 역 내부 의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정보 , 지오펜스 형태, 내곽경계선, 내부 완층지대, 지오펜스,

외부 완층지대, 외곽 경계선, 상 위 시설물 또는 시설의 ID, 하위 시설물 또는

시설의 ID, 비콘 ID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70] 현장실 행모듈 (218) 은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가 현장에 도착 시 모바일

기기에 지정지 역 안내 앱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해당 지정지 역을 방문하여

이동을 시작하면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가 디지털 지도와

해당지 역의 GPS좌표 정보를 참조하고 GPS 인터페이스 모듈 (231) 을 통해 사용자

휴 대기기의 GPS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 제공 받은 GPS좌표정보가

지정지 역 안내 앱 생성시 등록되어 있는 지오펜 스정보 데이터베이스 (223) 의

어느 지오펜 스 지정경계선 및 내부 완층지대를 통과 시 이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지 역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 (222) 의 내용을

지 역안내정보 제공모듈 (212) 를 통해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에 게 사진,

가상현실 동 영상 , 텍스트 , 음성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이때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221) 의 언어설정을 확인하 여 해당 언어에 해당하는 설명글을

텍스트로 제공함과 동시에 TTS 인터페이스 모듈 (233) 을 통해 음성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에 게 해당 언어로 제공한다.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가 어느 지오펜스의 내곽경계선, 내부완층 지대, 지오펜스, 외부완층 지대,

외곽경계선을 차 례로 통과하면 지오펜스 정보 제공모듈 (213) 을 이용하여

지오펜 스정보 데이터베이스 (223) 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물 또는 시설을 검색하여

방향정 보 및 거리정보를 제공하고, 기 경유한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을 경유지

정보 관리모듈 (215) 를 통해 경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225) 에 기 경유지로 이를
기록 한다. 또 한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221) 의 운 영모드를 확인하여

이동통신 망과 무관한 독 립모드 일 경우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가 이동을

시작하면 나침반 앱 인터페이스 모듈 (234) 및 GPS 인터페이스 모듈 (231) 을 통해

정확한 방향정보를 제시하고, 운 영모드가 이동통신망에 연계일 경우 , 클 라우드

시스 템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모듈 (235) 을 통해 클라우드 시스 템의 해당 지정

지 역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지 역 안내 앱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를 실 행한다. 경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225) 는 모바일 기기를 휴 대한

사용자가 경유한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 진 입일시 , 통과일시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71] 도 5는 내 .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계층구조 를 갖는

지오펜스, 각 시설물 또는 시설의 내곽 경계선, 내부 완층지대, 지오펜스, 외부

완층지 대, 외곽 경계선을 포함하는 완층지 대 개념을 도시한 모식도 이며 , 도 6a와

도 6b는 지오펜스 둘 레 길이를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들로서 , 도



6a는 타원형 지오펜스, 도 6b는 5각형 지오펜스의 둘레 길이를 각각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식도들이다.도7a와 도 7b는 본 발명에서 정의한 지정지역 내
시설물 또는 시설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다단계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72] 도 5를 참조하면, 지정지역의 최상위 지오펜스 (Grandparent geofence or Level 0

geofence)(300) 는, 예를 들어,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 (Parent

geofence or Level 1 geofence)(301),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 (Child geofence or Level 2 geofence)(302) 및 지정지역의 시설물의 또는
시설의 하위 시설 지오펜스 (Grandson geofence or Level 3 geofence)(303) 와 같이
계층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각 계층구조의 지오펜스는 시설물의 외곽
경계선(Outer Border Line)(3 11), 시설물의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312), 시설물의 지오펜스 (geofence)(313), 시설물의 내부 완층지대(Inner

Buffered Zone)(314) 및 시설물의 내곽 경계선(Inner Border Line)(3 1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73] 그리고, 도 6a와 도 6b를 참조하면, 타원형 지오펜스와 5각형 지오펜스의 둘레
길이를 산출할 수 있다.

[74] 한편, 도 7a는 지정지역의 자원별 뷰로서 수준 4로 계층화 될 수 있고, 도 7b는
안내하고자 하는 특별 코스별 뷰로서 수준 5로 구성된다.

[75] 도 7a를 참고하면, 지정지역의 자원별 뷰는, 지정지역의 최 상위 계층
지오펜스 (Level 0, 자원 View)(401) 는, 지정지역의 시설 - 1(Level 1, 자원
View)(41 1), 지정지역의 시설 - 2(Level 1, 자원 View)(412), 지정지역의 시설물 -
1(Level 1, 자원 View)(413), 지정지역의 시설 - 3(Level 1, 자원 View)(414) 및
지정지역의 시설 - 4(Level 1, 자원 View)(415) 가 1단계이다.그리고 지정지역의
시설물 - 1 의 시설 - 1(Level 2, 자원 View)(421), 지정지역의 시설물 - 1의 시설 -
2(Level 2, 자원 View)(422), 지정지역의 시설물 - 1의 시설 - 3(Level 2, 자원
View)(423) 이 2단계가 된다. 그리고 지정지역의 시설 - 2의 하부 시설 - 1(Level 3,

자원 View)(431), 지정지역의 시설 - 2의 하부 시설 - 2(Level 3, 자원 View)(432),

지정지역의 시설 - 2의 하부 시설 - 3(Level 3, 자원 View)(433) 이 3단계가 되어서 ,
총 4단계로 계층화 된다.

[76] 도 7b를 참고하면, 안내하고자 하는 특별 코스별 뷰는, 지정지역의 최 상위 계층
지오펜스 (Level 0, 코스 View)(501) 이 0단계가 되고, 지정지역의 안내코스 -
1(Level 1, 코스 View)(511), 지정지역의 안내코스 - 2(Level 1, 코스 View)(512),

지정지역의 안내코스 - 3(Level 1, 코스 View)(513) 이 1단계, 지정지역의 시설 -
1(Level 2, 코스 View)(521), 522: 지정지역의 시설 - 2(Level 2, 코스 View)(522),

지정지역의 시설물 - 1(Level 2, 코스 View)(523), 지정지역의 시설 - 3(Level 2,

코스 View)(524), 지정지역의 시설 - 4(Level 2, 코스 View)(525) 가 2단계,
지정지역의 시설물 - 1의 시설 - 1(Level 3, 코스 View)(531), 지정지역의 시설물 -
1 의 시설 - 2(Level 3, 코스 View)(532), 지정지역의 시설물 - 1 의 시설 - 3(Level 3,



코스 View)(533) 이 3단계, 지정지역의 시설 - 2의 하부 시설 - 1(Level 4, 코스
View)(541), 지정지역의 시설 - 2의 하부 시설 - 2(Level 4, 코스 View)(542),

지정지역의 시설 - 2의 하부 시설 - 3(Level 4, 코스 View)(543) 이 4 단계가 되어, 총
5 단계로 계층화 된다.

[77]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에 의한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자동안내 시스템(10)을 이용한 지정지역 및 지정지역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를 설정하는 방법과 지정지역 안내

방법을 도 8 내지 도 11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78] 참고적 으로, 도 8은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 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지역을 안내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순서도이다.도 8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등록단계, 지정지역의 제반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 지정지역 안내 앱을
생성하여 구글. 애플의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단계, 지정지역 안내 앱을 자동으로
설치하는 단계, 지정지역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도 9는 도 8에 도시된 지정지역 관련정보 등록단계 중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 등록, 지오펜스 설정 , 시설물 또는 시설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및 설명
등록, 시설물 또는 시설을 가상으로 연결하는 가상경로등록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순서도이다.또한, 도 10 은 도 8에 도시된 지오펜스 설정단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순서도이다.또한, 도 11은 도8에 도시된 지정지역 자동
안내단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79] 도 8을 참조하면, 우선,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다 (1000).

클라우드 시스템사용자 정보 등록단계 (1000) 는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자의
사용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자
등록단계 (1000) 는 정보관리유닛(110) 의 사용자 정보 관리모듈(111) 을 통해
시스템 사용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관리유닛(120) 의 사용자정보
데이터베이스(121) 에 저장한다.

[80]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자 정보 등록단계 (1000) 이후에는, 지정지역 관련정보를
등록한다 (2000). 지정지역 관련정보 등록단계 (2000) 는 지정지역 관련정 보,
지정지역 지오펜스정 보, 지정지역 가상경 로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구체적으로 지정지역 관련정보 등록단계 (2000) 는 지정지역 및 내부 시설물의
일반정보 등록기 능(2100), 지정지역 및 내부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정 보
등록기능(2200), 지정지역 내부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 설정기능(2300),

시설물 또는 시설의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및 설명 등록기능(2400), 지정지역
내부 가상경로 등록기능(2500) 을 포함한다. 지정지역정보 등록기능(2100),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정보 등록기능(2200) 및 시설물 또는 시설의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및 설명글 등록기능(2400) 은 정보관리유닛(110) 의
지정지역정보 관리모듈( 112)를 통해 데이터베이스관리 유닛(120) 의
지정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122) 에 저장한다. 또한 지정지역 내부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 펜스 설정기능(2300) 은 정보관리유 닛(110) 의 지정지 역

지오펜스 정보 관리모듈 (113) 을 통해 데이터베이스관리유 닛(120) 의 지정지 역

지오 펜스정 보 데이터베이스 (123) 에 저장 한다. 또한, 지 정지 역 내부 가상경 로

등록 기능(2500) 은 정보관리유 닛(110) 의 지정지 역가상 정보 관리모듈 (114) 을

통해 데이터베이스관리유 닛(120) 의 지정지 역 가상 정보 데이터베이스 (124) 에

저장 한다. 또 한 보다 구 체적으로 지정지 역 내부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

설정기능(2300) 은 시설물 또는 시설의 명칭 , 사진, 가상현실 동 영상 및

GPS좌표정보를 조 회(2301) 하 여 계층화 구성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필요성 이

없으면 GPS좌표간 최단거리 추출기 능(2307) 을 수 행하고, 필요성 이 있으면

계층화 구성 대상 시설물 또는 시설을 결정하고 (2302), 계층화 구성 대상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간 최단거리를 추출하여 (2303) 계층화 구성 대상 내

GPS좌표별 반지름 길 이를 결정하고 (2304) 계층화 구성의 중심 점이 될 GPS좌표

및 반지름 길 이를 결정하고 (2305) 계층화 시설물 또는 시설로 등록한다 (2306).

계층화 구성 이 완료되면 지정지 역 내 시설물 또는 시설(계층화된 시설물 또는

시설 포함) 의 GPS좌표간 최단거리를 추출하여 (2307) 시 설물 또는 시설의 반지름

길 이를 결정한다 (2308). 각각의 시설물 또는 시설을 주 변 지 형구조를 고 려하 여

지오 펜스의 유 형을 결정하 여 타원형이면 중심 점을 기준으로 결정된 반지름
길 이를 x 축의 양의 방향 및 음의 방향을 축으로 하는 초 점을 결정한다 (2310).

여기서 , 타원형의 내곽의 둘 레는 도 6의 a를 참조하여 결정된다. 시설물 또는

시설의 양 끝 이 개방된 형태의 지오펜스 가 필요 한 관심지 점에 대해서는

완층지 대(Buffered Zone) 의 방향을 결정한다 (2311). 지오 펜스의 형태가

직각삼각형 일 경우 결정된 반지름 길 이를 이용하여 관심지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형 둘 레를 결정하고 임의의 점을 결정한다 (2312). 지오 펜스의 형태가 사각 형일

경우 대각선 길 이를 결정하고 (23 13), GPS좌표상의 4지 점을 결정한다 (23 14).

지오 펜스의 유 형이 오각형 일 경우 도 10 6의 b를 참조하여 GPS좌표 (0 값 ) 및

반지름 이용 C , D , E 값 결정하고 (2315), 선분 BE를 이용 원주를 5등분한 지 점을

결정한다 (2316). 이후 에는 내곽 경계선, 내부 완층지 대 , 외부 완층지 대 , 외곽

경계선을 결정하 여 완층지 대(Buffered Zone) 의 폭을 결정하고 (2317), GPS좌표 별

지오 펜스를 설정한다 (2318). 지 정지 역의 지오 펜스를 결정하기 위하 여 그룹화된

시설물 또는 시설 및 개별 시설물 또는 시설의 위도 및 경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추출하고 (23 19), 내곽 경계선 , 내부 완층지 대 , 외부 완층지 대 , 외곽

경계선을 갖는 지정지 역 지오 펜스를 설정한다 (2320).

참고 적으로 현재의 구글. 애플의 지오펜싱 API 는 특정 GPS좌표 값을 중심으로

하고 특정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원형 및 단순한 다각형 지오펜스 설정만

가능하여 주변의 지 형구조를 반 영한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설정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정형 .비정형 원형 , 타원형 ,

정형 .비정형 다각 형 , 양 끝 이 개방된 형태의 지오펜스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한 현재의 위치기반서 비스 (LBS: Location Based Service) 의 심각 한 문 제 점으로



지오펜스의 가장자리에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가 위치할 경우,
GPS (위성항법장치) 의 오차에 의해 사용자의 위치가 지오펜 스 내.외를 수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정확한 안내를 하기가 어렵다.그러나 본 발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를 설정하는

기능과 완층지 대를 설정하는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지오펜 스 설정방법은, 시설물 또는 시설의 외곽 경계선 (3 11), 외부
완층지대(312), 지오펜스 (313), 내부 완층지대(314), 내곽 경계선 (315) 은
지오펜스의 가장자리 에 사용자 단말기 가 위치할 경우 GPS (위성항법장치 )의
오차에 의해 사용자의 위치가 지오펜스 내.외를 수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정확한 안내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 지정지역 내 시설물 또는 시설에 대해 다단계 (Multi-Level) 계층화를
가능하게 한다. 지정지역의 계층화는 수준 1또는 Grandparent(300), 수준 2 또는
Parent(301), 수준 3 또는 Child(302), 수준 4 또는 Grandson(303) 으로 표시된다.
이는 도 7a 및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정지역의 자원별 뷰a는 수준 4로
계층화 될 수 있지만, 안내하고자 하는 특별 코스별 뷰b는 수준 5로 구성하여야
효과적인 안내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화된 설정기법이다.

[82] 지정지역 관련정보 등록단계 (2000) 이후에는, 지정지역 안내 앱을
등록한다 (3000). 지정지역 안내 앱 등록 단계는 애플.구글사의 앱 스토어 또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등록한다.

[83] 지정지역 안내 앱 등록단계 (3000) 이후에는,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 안내 앱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설치한다 (4000). 지정지역 안내 앱
설치단계(4000) 는 애플.구글사의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여 설치하거나,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에 도착하여 지정 지역의 특정 비콘 신호나
지정지역 관리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AP(Access Point) 장치가 모바일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발송하는 설치 안내 메시지를 수신 받아 확인 후 설치를
승인하면 특정Wi-Fi 망을 지원하는 유.무선 AP(Access Point) 장치를 통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자동으로 설치한다. 설치 후, 선호

언어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 프랑스어, 스페인 등의 언어 중
어느 하나로 자동 혹은 수동으로 설정하고, 지정 지역안내 ¾의 운영환경을
이동통신 망 연계모드 또는 독립모드로 설정한다.

[84] 지정지역 안내 앱 설치단계(4000) 이후에는,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의
지정지역 안내 앱을 자동으로 실행한 후,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가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 및 비콘 ID정보를 자동으 로 인식하여,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안내한다 (5000).

[85] 지정지역 안내 단계(5000) 는 정보조회 모드, 가상체 험모드, 현장실 행모드를
제공한다. 현장실행 모드에서는 관심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경유지 정보
관리모듈 (215) 을 이용하여 경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225) 를 기록한다.
구체적으로 지정지역 안내 단계(5000) 는 모바일 기기의 GPS수신장치 및 비콘



신호 수신장 치를 실행한다(5001). 안내 시스템 실행모드가 현장실 행모드 이면서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221) 의 운영모드가 이동통신 망 독립모드일 경우에는
클라우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모듈(235) 을 통해 클라우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나침반 앱
인터페이스 모듈(234) 및 지역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222) 에 저장되어 있는
지정지역 최상위 지오펜스 를 경계로 하는 독립된 디지털 지도를 포함하는
나침반 앱을 구동시킨다(5001). 이동통신 망 연계모드일 경우에는 클라우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모듈(235) 을 통해 클라우드 시스템의 데이터와
동기화를 수행하고, 디지털지도를 구동시킨다(5002). 그 이후에는
현장실 행모듈 (218) 을 통해 지정지역 지오펜스 정보를 확인하여 (5003), 해당
지정지역의 특징을 안내하고, 최초 출발지 를 확인한다(5004).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이동을 시작하면 이동 방향이 자동으로 결정되고 가장 빠른
시간에 도달 가능한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까지 의 거리를 자동
계산한다 (5005). 사용자 가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의 외곽경계선(Outer

Border Line),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 지오펜스, 내부 완층지 대(Inner

Buffered Zone), 내곽경계선(Inner Border Line) 에 도달하면, 시설물의 비콘
신호와 함께 서로 보완하여 이를 자동으로 인지하고(5006), 시설물 또는 시설의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5007). 이때 환경정보데이터베이스(221) 의
언어설정을 확인하여 해당 언어 텍스트 정보를 TTS 인터페이스 모듈(233) 을
통해 자동으로 음성정보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시설물 또는 시설의
내곽경계선(Inner Border Line), 내부 완층지 대(Inner Buffered Zone), 지오펜스,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 외곽 경계선(Outer Border Line) 을 차례로
통과하면 (5008), 경유지 정보관리모듈(215) 을 통해 경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225) 에 기 방문지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다음 시설물 또는
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 기 방문지 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정지역 내부 의 시설물 또는 시설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5005) 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지정지역 안내 앱의 실행모드가 정보조회 모드일 경우, 지정지역 내의

지정지역의 목록을 조회한다(5009). 지정지역의 목록에 서 지정지역을
선택하여 (5010),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을 표현하는 이미지정보, 가상현실
동영상 및 환경정보데이터베이스(221) 의 언어설정을 확인하여 해당 언어 텍스트
정보와 해당 텍스트 정보를 TTS 인터페이스 모듈(233) 을 통해 음성정보로
변환하여 동시에 제공한다. 지정지역 안내 앱의 실행모드가 가상체험모드일
경우 경로안내 정보 제공모듈 (214) 을 통해 경로안내 데이터베이스(224) 의
가상경로 목록을 조회하고(5011), 조회된 가상경로 목록에서 해당 경로를
선택하여 (5012), 가상체 험을 실행한다(5013). 가상체험모드는 선택된
가상경로의 각 시설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 가상으로 GPS좌표를 이동시켜 각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에 진입.진출 시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을 가상으로



이동하면서 사전에 등록된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을 표현하는 이미지정보,
가상현실 동영상 및 환경정보데이터베이스(221) 의 언어설정을 확인하여 해당
언어 텍스트 정보와 해당 텍스트 정보를 TTS 인터페이스 모듈(233) 을 통해
음성정보로 변환하여 동시에 제공한다.
본 실시 예들에 따르면,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환경에서 어느 지정지역 및

해당 지정지역에 부속되 어 있는 복수개 의 시설물 또는 시설의 상세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에 게 자동으로 안내하기 위해 해당 지정지역의
중심 GPS좌표(경도,위도) 및 지정지역에 위치한 각종 시설물 또는 시설의 중심
GPS좌표(경도,위도)를 등록하고, 등록된 각종 시설물 또는 시설의 주변 지형
구조를 고려하여 인근의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가 겹치지 않도록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를 설정하고,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GPS오차를 자체적으로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오펜스에 내.외곽
경계선(Inner/Outer Border Line) 을 획정하여 내.외부 완층지 대(Inner/Outer

Buffered Zone) 를 설정하고, 추가로 아주 정밀한 위치안내 제어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또는 시설에 설치된 근거리통신이 가능한 무선통 신장치 인
비콘(Beacon) 으로부터 발송되는 무선신호를 수신하여 해당 지정지역에 대해
자동으로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자동안내 기능은 정보조회 기능, 가상체 험기능, 현장실 행기능을 갖는다.
정보조회 기능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원격지에서 , 즉, 해당
지정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지정지역 및 부속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또는
시설 목록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의 일반정보,
가상현실 동영상, 사진정보, 상세 안내 텍스트정보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 가상체험기능은 해당 지정지역 정보 관리자 가 설정한 추천
코스를 따라 가상으로 이동하면서 추천코스에 포함된 각종 시설물 또는 시설의

일반정보, 가상현실 동영상, 사진정보, 상세 안내 텍스트정보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현장실행기능은 이동통신망과 연계하여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미리 설정된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에 접근하면
지오펜 스정보 및 비콘에서 발신하는 비콘ID정보가 수신되면 자동으로 해당
시설물의 일반정보, 가상현실 동영상, 사진정보, 상세 안내 텍스트정보를
보여주면서 들려준다. 그리고 어느 시설물 또는 시설을 이탈하면 즉,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의 내곽경계선(Inner Border Line), 외부 완층지 대(Inner Buffered

Zone), 지오펜스,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 및 외곽경계선(Outer

Border Line) 을 차례로 통과하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은 경유지로 지정하고, 기
경유지를 제외한 시설물 또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도달 가능한
시설물 또는 시설을 추출하여 방향, 거리 및 예상 소요시 간을 제시한다.
현장실행기능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내가 가능하다.
독립적인 안내를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 안내 앱을
최초 실행 시 공공 Wi-Fi 망 또는 이동통신 망에 접속하여 해당 지정지역의 최상위



지오펜스 외곽경계선을 경계로 하는 디지털지도를 다운로드 받은 후 Wi-Fi

통신장치 , 3G/4G 데이터 통신 장치의 작동을 중단시 키고 실행한다.

이동통신 망과 독립하 여 실행하는 경우에는 GPS장치에서 제공하는 현재
위치정보와 나침반 앱에서 제공하는 방위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목적지의 방향,
거리, 소요시 간 산출 등을 수행한다.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이동 시

일정한 각도를 초과하여 방향을 전환할 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음 목적지의

수정된 방향, 거리,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안내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 스 기반

자동안내시스템을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실시 예들이 비록 한정된 실시 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라면 하기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사용자정 보 관리모듈, 지정지역 일반정보 관리모듈, 지정지역

지오펜스정 보 관리모듈, 지정지역 가상경 로정보 관리모듈을
포함하는 정보관리 유닛;
상기 정보관리 유닛에서 생성하거나 참조하는 사용자정 보
데이터베이스, 지정지역 일반 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지역
지오펜스정 보 데이터베이스, 지정지역 가상경 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 유닛；
을 포함하고,
상기 지정지역 지오펜 스정보 관리모듈은,
지정지역 명칭, 이미지파일 및 GPS좌표(경도, 위도) 정보를
조회하여 지정지역을 결정하는 기능;

상기 결정된 지정지역에,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물들의 주변 지형
구조를 고려하여 정형 또는 비정형 원형 , 타원형 ,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비정형 다각형 및 양 끝이 개방되는 형태 중 어느 하나의
지오펜 스 형태를 결정하고, 결정된 형태의 지오펜 스를 설정하는

기능;
상기 설정된 각각의 지오펜스 가장자리 에서의 GPS오차에 의한
오인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GPS좌표별로 내곽 경계선, 내부
완층지대,지오펜스, 외부 완층지대, 외곽 경계선을 동시에
설정하는 기능; 및
지정지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2단계 이상의 다단계
계층(Multi-Level or Grandparent-Parent-Child) 을 갖는 다단계 계층
지오펜 스를 설정하는 기능;
을 포함하는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지정지역 가상경 로정보 관리모듈은,
지정지역의 가상이 동 경로를 따라 가상으로 이동하면서
지정지역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 또는 시설을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경로를 설정하는 기능;
을 포함하는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한 지정지역의 특정 Wi-Fi 망에
연결되어 있는 AP( Access Point) 장치가 모바일 기기를 인식하면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시스템 소개 및 설치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기능 ;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내.외부

완층지 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 시스템 중 지정지역 안내 앱의 설치를 허용하면 클라우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정지역 안내 앱을 상기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는 기능 ; 및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 안내 앱의 운영모드를

이동통신 망 독 립 운영으로 선택하 였을 경우 상기 지정지역의
최상위 지오펜스의 외곽 경계선(Outer Border Line) 을 경계로 하는
디지털지도와 상기 지정지역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는 기능 ;
을 포함하는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시스템.
[청구항 4] 지정지역 안내 앱의 실행환경-사용자 선호 언어 설정, TTS 목소리

종류, 이동통신 망 연계 운영 또는 독립운 영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정하는 환경설정모듈; 지정지역의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명칭,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 설명문 , 환경설정에서 정의한
언어로 된 번역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지역안내정보

제공모듈; 상기 지정지역의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정보(경도 ,위도), 지오펜스 정보를 제공하는

지오펜스정 보 제공모듈; 안내하고자 하는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을 연결하는 경로정보를 제공하는 경로안내정보 제공모듈;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상기 지역안내정보 제공모듈이
제공하는 지정지역에 부속되 어 있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목록을

확인하여 어느 시설물 또는 시설을 선택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의 정보를 조회하는 정보조회 모듈;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상기 지정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경로안내정보 제공모듈이 제공하는 가상경로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체험하게 하는 가상체 험모듈;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상기 지정지역을 방문하여 이동하면서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에 접근하면 상기 지역안내정보 제공모듈 이 제공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 받는 현장실 행모듈 ；상기 현장실행모듈에서 경유한

시설물 또는 시설의 정보를 관리하는 경유지 정보 관리모듈을

포함하는 지역안내유닛; 및

상기 지역안내유닛에서 생성하거나 참조하는 선호 언어종류,
TTS 목소리 종류, 이동통신망 연계 운영 또는 독 립운영 여부,

개발자정 보 , 도움말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상기 지정지역의 명칭, 면적 , 거주 인구수,
지정지역을 대표하는 사진파일, 설명,상기 지정지역 내 주요
시설물 또는 시설의 사진파일, 가상현실 동영상, 한국어로 된
시설물 또는 시설의 특징 설명과 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 스페인어 등의 외국어 중의 하나 이상의 언어로
번역한 설명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지역안내정보 데이터베이스;상기 지정지역 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의 GPS좌표정보(경도, 위도), 주변 지형구조를 고려한
지오펜스 형태, 외곽경계선(Outer Border Line),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 지오펜스, 내부 완층지 대(Inner

Buffered Zone), 내곽 경계선(Inner Border Line), 상위 시설물 ID,

하위 시설물 또는 시설 ID, 비콘 정보 및 ID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지오펜스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지역 관리자가
추천하는 경로를 가상경로 ID, 가상경로 명칭, 가상경로 ID별
연결되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ID, 각 시설물 또는 시설 간 거리 및
통과 소요시 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경로안내 정보
데이터베이스;상기 현장실 행모듈에서 경유한 관심지역의
지오펜스 정보를 포함하는 경유지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유닛;
을 포함하는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시스템.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
상기 가상체험모듈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해당 지정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지정지역 관리자가 설정한 가상경로를 따라 가상으로 이동하여
지정지역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에
가상으로 도달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설물의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환경설정에서 선택한 언어로 준비된 텍스트 정보 및
준비된 텍스트 정보를 TTS(Text-to-Speech)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 변환된 음성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
을 포함하는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시스템.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
상기 정보조회모듈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해당 지정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지정지역 관리자가 등록한 시설물 또는 시설의 목록을 확인하여
어느 시설물 또는 시설을 선택하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의 사진,
가상현실 동영상, 환경설정에서 선택한 언어로 준비된 텍스트



정보 및 준비된 텍스트 정보를 TTS(Text-to-Speech)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 변환된 음성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
을 포함하는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자동안내시스템.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
상기 현장실행모듈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사용자가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자동안내시스템 중 지정지역 안내

앱의 설치를 허용할 때 운영모드를 이동통신망 독립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지정지역 최상위 지오펜스의 외곽 경계선(Outer Border

Line) 을 경계로 하는 디지털지도와 해당 지정지역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는 기능; 및
환경설정에서 운영모드를 이동통신 망 연계 실행으로 지정할 경우
클라우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하는

기능;
을 포함하는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자동안내시스템.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 ,
상기 현장실행모듈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사용자가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의
외곽경계선(Outer Border Line), 외부 완층지 대(Outer Buffered

Zone), 지오펜스, 내부 완층지대(Inner Buffered Zone),

내곽경계선(Inner Border Line) 에 도달할 시, 지정지역의 기상환경 ,
GPS수신장치의 미 작동 상황을 대비하여, 보완 장치로서
시설물에 설치된 비콘 신호를 동시에 수신하여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 위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인지케 하여, 시설물 또는
시설의 정보를 사용자에게자동으로 제공하는 기능;
을 포함하는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자동안내시스템.

[청구항 9] 제 4항에 있어서 ,
상기 현장실행모듈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사용자가 방문한 지정지역의 시설물 또는
시설의 지오펜스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에의
진입일시 , 진출일시 , 경유지 GPS좌표정보를 경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기능;
기 경유지를 벗어남과 동시에, 다음 방문지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기 경유지를 새로운 다음 방문지 인식 대상에서 즉시
제외함으로써 , GPS의 오차로 인한 기 경유지와 다음 방문지 에



대한 인식 오류를 제거하는 기능 ; 및

상기 경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기 경유한 시설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또는 시설 중 최단시간에 도달 가능한

시설물 또는 시설을 추출하여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까지 의 거리,

방향, 예상소요시 간 정보 , 지정지역 내의 시설물 또는 시설 전부를

방문할 때의 총 거리 및 예상 총 시간과 현재까지 경유한 총 거리
및 총 소요시 간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 주는 기능 ;

을 포함하는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시스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

상기 현장실행모듈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한 사용자가 지정지역 안내 앱의 운영모드를

이동통신 망 독 립 운영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 다운로드 받은 지정지역의 최상위 지오펜스 경계와
일치하는 오프라인 디지털지도와 GPS인터페이스 모듈과 나침반

앱 인터페이스 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기능 ;
을 포함하는 내.외부 완층지대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지오펜스

기반 지정지역 자동안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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