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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근접 무선 통신 기술(NFC)을 적용하여 박람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와 관람객 

행동 데이터(POB: Point of Behaviors)의 분석을 수행한 사례를 소개한다.  NFC 기술이 박람회 공간에 

적용됨에 따라 관람객은 휴대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전시자는 NFC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관람객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관람객과의 CRM 기회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3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적용된 근접 

무선 통신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의 구축 내용을 소개하고, 수집된 NFC 태그 터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날짜 및 부스 별 관람객 수, 관람객의 박람회 체류시간, 관람객 방문 부스 등의 분석을 수행하고, 

박람회 현장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정보, 박람회 만족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터치 데이터와 교차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연관 규칙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관람객들이 방문한 부스들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한다.

키워드 : 근접 무선 통신, 관광객 행동 시점, 문화 관광 산업, 스마트 관광

Ⅰ. 서  론1)

전시 산업은 개최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 내

수 창출 및 수출 증대, 고용 창출, 관광 수입 증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

구원의 2012년도 관광서비스 혁신 R&D 지원 

사업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었음.

대 및 산업 발전 촉진 등 지역 경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김흥렬, 2012). 특히 박람회의 경우, 기업들

은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시키

기는 데에 주된 목적을 가지고 참가하며, 관람객

은 신제품, 산업 동향, 신기술 등의 다양한 정보

를 습득하거나 관심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

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람회를 방문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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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유망 고객

을 관람객으로 가진다는 점이며, 유망 고객은 공

개적이고도 자발적으로 박람회를 방문하기 때문

에 실질적인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엄완용 등, 2011). 

박람회 주최측은, 박람회를 기획할 때 이를 더

욱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적용을 시도하기도 하는데(Hsi 

and Fait, 2005), 부산광역시는 2007년에 BEXCO

에 유비쿼터스 전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u-티켓/u-게이트, 참관객 관리, u-카탈로그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김광희, 2007). 또한, 2012년 5월

에 개최된 여수 세계 박람회에서는 근접 무선 통

신 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을 이용

하여 모바일 결제, 전시 안내, 미아 방지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박람회 공간에 대

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도입은 박람회의 성

공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행동 분석 관점에서 중

요성을 가지는데, 정보 통신 기술의 도입은 관람

객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행동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관람객 행동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NFC 기술을 이용하여 관람객

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람회 관람 지

원 시스템의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NFC 시스템

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람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며, 관람객 방문 부

스 사이의 연관 규칙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는 단계로 ‘2013 내나

라 여행 박람회’에 적용 계획을 세우고 박람회

의 특징을 고려한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2013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서는 

관람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스 

정보 제공 서비스와 관람객이 다양한 부스를 방

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한다. 두 번째는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적

용하는 단계이다. 2013년 2월 29일부터 3월 3일

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3 내나라 여행 박

람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NFC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한 내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관람객의 

NFC 태그 터치를 통해 시스템에 수집된 관람객 

터치 데이터와 현장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

반으로 관람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한다. 박람회 

내에서 발생한 관람객의 터치 수, 가장 많이 방

문한 부스, 박람회 체류 시간 등에 대한 분석은 

NFC 태그 터치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에서 실시된 관람객 설문 조사 데이터와 결

합하여, 관람객의 특징에 따른 체류 시간, 방문 

부스, 실제 NFC 태그를 터치한 횟수와 박람회의 

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성별, 연령 등에 따른 NFC 태그 터치 수, 체류 

시간, 박람회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NFC 태그 터치를 통해서 획득한 데이터를 

통해 방문한 부스 간의 연관 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Ⅱ. 선행 연구  련 사례

정보 기술을 박람회 공간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이성철과 

이상용(2008)은 유비쿼터스 전시관 지원 시스템

을 설계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사용자 모니터링 

모듈, 연관 규칙 생성 모듈을 기반으로 관람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

공받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김도현 등(2009)은 

전시장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RFID 미들웨어로부

터 획득된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분석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분석 정보를 기업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전정호, 이경전 

(2008)은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전시 공간에서 

모바일 RFID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시 공간 관람 시



 근  무선 통신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 구축  람객 행동 데이터 분석 사례

2013. 8. 113

스템을 사용의 용이성, 정보의 저장 가능성, 정

보의 확장 가능성, 상거래 연계 가능성, CRM 가

능성의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모바일 RFID 기

반의 전시 공간 시스템의 우수성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전시 공간에 RFID와 같은 유비쿼터스 기

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NFC 기술을 활용한 박람회 시스

템을 실제 구현한 사례를 소개한다(Tesoriero et 

al., 2008).  

박람회를 방문한 관람객의 행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엄완용 

등(2011)은 ‘2011 대구 경북 국제관광박람회’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적 특성, 관람 행태

적 특성, 만족도, 박람회 평가 등에 대한 설문 조

사를 수행하여 관람객이 인식하는 박람회의 서비

스 속성에 대한 평가가 박람회 개최 목적 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였다. 정민규 등

(2011)은 ‘2010년 유아 교육 박람회’에 방문한 관

람객을 대상으로 관찰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데

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전시 관람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윤성규 등(2006)은 박물관 관람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립 중앙 박물관의 단

위 전시실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행태와 

동선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

럼 기존 관람객의 행동 분석 연구는 설문 조사 또

는 직접 관찰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된 것이 

대부분인데, 본 연구는 박람회에 도입된 NFC 기

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수집된 관람객

의 태그 터치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관람객의 행

동을 파악한다(Minamikawa et al., 2007).

본 연구에서 NFC 기술을 박람회 지원 시스템

에 적용한 이유는 전시자는 NFC 태그를 저비용

으로 손쉽게 부착하여 원하는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고, 관람객은 자신의 휴대 단말을 태

그에 간단하게 터치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등, NFC 기술을 통해 전시자와 관람객과의 이음

매 없는(Seamless)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

기 때문이다(전정호 등, 2012). 특히, 2009년에 삼

성전자와 구글이 합작하여 NFC 모듈이 탑재된 

“Nexus S”를 출시한 이후로, NFC 기술을 탑재한 

휴대 단말의 보급률이 점차 높아지고2) 있다는 점

은 본 연구에서 NFC 기술을 박람회에 적용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NFC 기술을 관광 공간에 적용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체코의 폰스키브로트 수도원

에서는 여행객들에게 수도원 곳곳을 설명하기 위

해 NFC 기반 여행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SCM Journal, 2013), 일본 도쿄에서도 긴자 

거리를 유비쿼터스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NFC 태그를 설치하여 태그를 터치하면 편의 시

설 정보, 쇼핑 정보, 재난 경보, 교통 정보 등의 

주변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스페인 관광 공사에

서는 NFC 휴대 단말을 관광객들에게 대여하고, 

NFC 태그를 단말로 터치하면 관광객들에게 도시

의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Brown, 

2011). NFC 기술이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전시 

공간에 적용된 사례로서, 영국의 런던 박물관과 

도크랜드 박물관에서는 2011년에 NFC 관람 시스

템을 도입하여 관람객이 NFC 태그를 휴대 단말

로 터치하면, 전시 작품 정보 획득, 상품권 구입, 

전시 예약, 사회 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공유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국내에서도 ㈜러브이즈터치가 2011년 10월

에 김준식 작가 개인전에서 NFC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였고, 2012년 10월부터 국립 중앙 박물관

의 ‘반가사유상실’과 ‘금관실’에 NFC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Clark, 2012), 한남대

학교 미술관 등 각종 전시회와 갤러리에 NFC 서

비스를 적용해오고 있다.

2) 시장 조사 기업인 Visiongain은 NFC의 보급률에 
대하여 2015년에 세계 휴대전화 사용자의 47%인, 

약 8억 1,700만 명이 NFC 모듈이 탑재된 휴대 전
화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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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나라 여행 박람회의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

본 장에서는 ‘2013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적

용된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을 구현한 사

례를 소개한다.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은 

총 3가지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관람객이 NFC 태그를 터치했을 때, 관람객의 휴

대 단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둘째, 각 부스

에 설치된 NFC 태그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셋째, 관람객이 NFC 태그 터치 시 관람객의 터

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1>과 같이, 먼저 태그 관리자

가 태그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태그 등록 및 

정보를 관리하고, 관람객이 NFC 휴대 단말로 각 

부스에 설치된 NFC 태그를 터치하면, 관람객 휴

대 단말에서 서비스 URL을 전송 받아 관련 서

비스를 제공하며, 관람객의 터치 기록은 터치 정

보 수집 시스템에 저장된다. 이 때, 태그 관리 시

스템을 통해 등록된 NFC 태그의 정보는 반복하

여 수정이 가능하다. 

관람객

② NFC 탑재 폰으로 터치

⑤ 태그 터치
기록 전송

③ 서비스 URL 제공

④ 서비스 제공

① 태그 등록
및 관리

태그 관리
시스템

터치 정보
수집 시스템

NFC
태그

관람객 서비스
제공 시스템

스탬프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그림 1> 내나라 여행 박람회 시스템 운  로세스

3.1 람객 제공 서비스 

3.1.1 모바일 스탬  서비스 

일반적으로 많은 관광지에서 종이에 도장을 

찍는 방식의 스탬프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기 때

문에 관람객들이 스탬프를 획득하는 행위가 어

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

되어, 모바일 기반의 스탬프 투어 서비스를 기획

하였다. 이 서비스는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휴대 

단말을 통해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모바

일 스탬프 투어’라는 명칭으로 제공되었다. 각 

부스에 설치된 NFC 태그를 관람객이 소지한 

NFC 휴대 단말로 터치하여 부스 명칭이 새겨진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관람

객이 획득한 스탬프를 터치하면 해당 부스의 정

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구현하였다. 

따라서 관람객은 자신의 휴대 단말에서 모바일 

스탬프를 획득함과 동시에 방문한 부스의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모바일 스탬  서비스

3.1.2 부스 정보 제공 서비스 

NFC 기술의 가장 큰 이점은 ‘터치’라는 간단

한 행동만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관람객이 직관적인 터치 행동을 통

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박람회에 방문한 관람객들은 각 부스에 설치된 

NFC 태그를 자신의 휴대 단말로 터치하여 부스

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다. 

또한 NFC 태그는 기존의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기존 박람회에

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포하는 팜플렛,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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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자 등의 제한된 정보 제공 형태를 넘어 동

영상 제공, 사회 연결망 서비스 연계, 실시간 후

기 확인 등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획한 부스 정보 제공 서

비스는 각 지역의 유명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웹 페이지와 각 지역의 문화 관광 안내 홈페이

지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제공하였으며, 홍보 동

영상도 함께 제공하도록 구현하였다<그림 3>.

<그림 3> 부스 정보 제공 서비스

3.2 태그 리 시스템 

태그 관리 시스템은 태그 발급 기능과 태그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관리 기능으로 구성되

어 있다. 태그 발급 기능은 새로운 태그를 발급

할 수 있는 기능인데, 태그를 발급하게 되면 태

그의 고유 URL이 생성되어, 모바일 스탬프 서비

스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며, 동시에 정보 제공 서

비스를 위한 콘텐츠를 등록하도록 구현되었다. 

또한 한번 발급된 태그는 이를 관리하고 콘텐츠

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는 태그 관리 시스템에서 태그 발급

을 위한 정보 입력 화면으로, 발급 가능한 태그 

유형을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민간단체, 여

행사, 호텔 및 리조트, 기타 등의 6가지로 구분

하고 부스 이름, 부스 로고 이미지, 홈페이지 주

소, 동영상 주소, 부스 소개글,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관련 정보는 최대 

3개의 이미지와 설명까지 입력 가능하며, 부스

에 해당하는 지역 정보 또는 관광지 정보를 이

미지와 함께 첨부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발급된 태그의 정보는 태그 정보 목록 페이지

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는데, 수정 버

튼을 누르면 발급할 때 입력했던 모든 정보를 수

정할 수 있다. 또한 태그 ID, 태그 설명, 태그 등록

인, 총 태그 터치 수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4> 태그 발   부스 정보 입력 화면

<그림 5> 태그 리 시스템의 태그 리 화면

3.3 터치 정보 수집 시스템 

<그림 6>은 터치 정보 수집 시스템 화면으로

서, 터치 정보 수집 시스템은 관람객이 터치한 

정보를 수집하여 태그별, 일별, 시간별, 관람객

별 터치 데이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다. 특히, 관람객별 터치 정보의 확인은 

태그를 터치한 관람객의 모바일 브라우저의 쿠

키 값을 저장하여 각각의 관람객이 관람하면서 

터치한 태그에 대한 기록까지 확인이 가능하도

록 하였고, 결국 이를 통해 개별 관람객이 방문

한 부스의 수와 방문 시간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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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3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용된 태그

(좌: 스탠딩형, 우: 스티커형)

<그림 6> 터치 정보 수집 시스템 화면

터치 정보 수집 시스템은 태그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구현되어, 관람객이 태그를 터치하면 

태그 관리 시스템에서 우선적으로 터치 데이터를 

획득 및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는 터치 정보 수

집 시스템을 통해 가공되어 보여지며, 터치 기록

은 그래프 형태로 표현된다. 또한 데이터 값이 엑

셀 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

3.4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의 장 용

본 연구팀은 ‘2013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서 시

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참여 단체 담당자

에게 사전에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태그 터치 시 

관람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스 및 지역 관광지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총 60개 참여 단체의 정보

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내나라 여행 박람회의 

NFC 태그는 총 60개의 부스에 설치되었고, 업체 

당 2개의 태그(총 120개)를 스탠딩형 태그와 스티

커형 태그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그림 7>.

박람회 내에서 관람객들이 처음에는 NFC 태

그를 터치할 때, 다소 어색해하는 모습이 보였으

나, 한번 터치 경험을 한 관람객은 이후에 자연

스럽게 태그를 터치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

는 관람객들이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낯설고 두려워 하지만, 경험 후 그 가치를 느끼

고 부담감이 줄어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8> 내나라 여행 박람회 람객의 NFC 태그 

터치 모습

Ⅳ. 데이터 분석  결과

4.1 데이터 획득 과정 

본 연구에서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람객의 터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고려해야 했던 

부분은 관람객들이 터치를 적극적이고 자연스럽

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팀은 모바일 스탬프를 10개 이상 획득하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관람객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였다. 

NFC 기술을 적용한 박람회의 사례가 국내에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NFC 기술이 일

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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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어떤 장소 또는 사물에 부착된 NFC 태그를 

터치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대

해서는 학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NFC 

서비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람객의 휴대 단말에서 NFC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과 서비스 이용 방법,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는 홍보물을 박람회 입구에

서 관람객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제공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설문 조사 

대상 유효 표본 수 500명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서비스를 이

용하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관람객에게만 제한적

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주로 관람

객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시간인 오전 11시~1시 

사이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 NFC 서비스

의 이용을 권장하였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

람객의 수가 높아지면 홍보를 잠시 중단하는 식

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후 설문조사에 응하는 

관람객을 조절하여 문화상품권을 배포하였다. 

4.2 NFC 박람회 지원 시스템을 통한 터치 

데이터 

NFC 박람회 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터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날짜 

별 터치 및 방문자 수, 가장 많은 터치가 일어난 

부스, 시간대 별 터치 및 방문자 수, 관람객의 박

람회 체류 시간 등이다. 박람회가 개최되는 4일 

동안 총 12,550회의 터치가 발생되었으며, 총 1,106

명이 태그를 터치한 것으로 기록되었다<그림 9>. 

이번 박람회에 방문한 관람객이 총 10만 7,886명

으로 기록된 것과 비교하여 본다면 총 방문객의 

1.03%가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한된 인센

티브의 제공으로 부득이하게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서비스의 이용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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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태그 터치 수  방문자 수

먼저, 1인당 평균 10번 안팎의 태그 터치가 일

어난 것으로 분석되며<그림 10>, 가장 많은 터

치 수를 기록한 2013년 3월 1일의 터치 수는 관

람객 1인당 평균 12.5개로 분석되었다. 1인당 평

균 태그 터치 수 기록은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서비스

의 스탬프 획득 개수와 관련된다. 즉, 인센티브

를 받을 수 있는 스탬프의 획득 기준 개수를 10

개 이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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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0.0

8.0

6.0

4.0

2.0

0.0

8.6

12.5

9.9
8.7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1인당 평균 터치 태그수

<그림 10> 1인당 평균 태그 터치 수

<그림 11>은 날짜 별 각 부스의 평균 태그 터

치 및 방문자 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2>는 

날짜 별 가장 많은 터치가 일어난 부스와 가장 많

은 방문자를 기록한 부스를 보여주고 있다. 총 60

개의 부스에 설치된 태그의 평균 터치 수와 방문

자 수는 3월 1일에 가장 많았으며, 각 부스당 평

균 96번의 터치와 72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2월 28일과 3월 1일에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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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주제관>에서 3월 2일과 3일에는 <인천광역

시>에서 가장 많은 터치 수와 방문자 수를 기록

하였다. <내나라 주제관>과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터치가 일어난 이유로는 다양한 변수

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스 위치 측면에서 파악하

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즉, <내나라 주제

관>과 <인천광역시> 부스는 박람회장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터치와 방문

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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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스 별 평균 태그 터치  방문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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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최다 태그 터치  방문 부스

박람회 체류 시간은 ‘2013 내나라 여행 박람회’

에 적용된 NFC 시스템의 핵심적인 변수로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산출 방법

이 정교하지 못하여 정확한 산출이 어려웠던 변

수이다. 기존의 체류 시간 측정 방법은 설문을 이

용하여 관람객에게 체류 시간을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관람객의 기억에 의

존하여 체류 시간을 분석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가 존재한다. 또한 어느 시간대에 많은 관람객이 

입장하여 퇴장하였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용된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은 입장 및 퇴장 시에 

NFC 태그를 터치하도록 하여 그 차이를 계산하

여 체류 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박람회 체

류 시간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106명(22.3%)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0분 이상~30분 미만’이 102명(21.5%), ‘1시간 이

상~1시간 30분 미만’이 91명(19.2%)으로 나타났

다. 박람회 평균 체류 시간 분석은 박람회 프로그

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각 

부스 별 체류시간의 분석은 부스 구성 및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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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람객 체류시간

4.3 터치 데이터와 설문 조사를 통한 교차분석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서비스의 궁극적 목표

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여 박람회의 질적 성장

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NFC 태그 터치로 

획득한 관람객 행동 데이터 외에도 관람객의 만

족도 조사와 인구통계학적 정보 등 NFC 터치 데

이터를 통해서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를 획득하

기 위하여 시스템 이용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

보는 NFC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태그 터치 데이

터와 결합하여 다양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선호하

는 부스, 박람회 체류 시간 등에 대한 분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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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따라서 터치 데이터와 설문 데이터의 교

차 분석으로 더욱 풍부한 관람객 행동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박람회 주최자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박람회를 효과적으로 기

획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박람회의 질적 성장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설문 조사는 한국실험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설계하고 수행하였으며,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을 이용한 관람객 1,106명 중 533명이 설

문 조사에 응하였다. SPSS 13.0 for Window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와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빈도 분석, 차이 검정, 상관

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구 분 내용

조사 대상 2013 ‘내나라 여행 박람회’ 관람객

조사 지역 코엑스 3층(C홀, D1홀)

조사 기간 개최 기간(2013년 2월 28일 ~ 3월 3일)

표본수
475부(회수한 설문 표본 수: 533부)

(응답 불성실, 참가업체 관계자, 태그 
기록 없음 등으로 58부 제외)

<표 1> 설문 조사 표본 설계

변수/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00 42.1

여성 275 57.9

합계 475 100

연령

10대 51 10.7

20대 215 45.3

30대 109 22.6

40대 61 12.8

50대 이상 38 8.0

무응답 1 0.2

합계 475 100

<표 2> 표본의 인  정보

<표 3>은 성별에 따른 박람회 체류 시간, 방

문 부스의 개수, 박람회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 박람회 체류 시간은 남성 보다는 

여성이 조금 길게 머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방

문 부스 개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은 부

스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

나 박람회 만족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박람

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N Mean
Std. 

Deviation
T Sig

박람회 
체류시간

남성 200 69.6250 52.90567
-.206 .837

여성 275 70.6473 53.88839

박람회 
만족도

남성 185 1.7568 .73000
-3.018 .003

*

여성 265 1.9547 .61378

방문부스
개수

남성 200 12.58 3.862
1.482 .139

여성 275 12.10 2.852

<표 3>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 P < 0.05.

<표 4>는 연령에 따른 박람회 체류 시간, 박람

회 만족도, 방문 부스 개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로, 박람회 체류 시간, 박람회 만족도, 방문 부

스 수에는 연령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가 

박람회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박람회 만족도에서는 1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부스 개수는 50대에

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체류 시간이 긴 

집단이 방문 부스의 개수가 많은 것은 예측 가능

하나, 체류 시간과 만족도의 관계는 상관관계 분

석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는 박람회 체류 시간, 방문 부스 개수, 

박람회 만족도, NFC 기술 선호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먼저, 박람회 체류 시간과 방문 부스 개수 사

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NFC 기술 선호도와 박람회 만족도 간에도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체류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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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N Mean Std. Deviation F Scheffe Dunnett

박람회 체류 시간

10대(a) 51 38.5294 38.77904

5.871** -
e > a, c, d

b > a

20대(b) 215 72.9256 52.68398

30대(c) 109 67.2661 57.19648

40대(d) 61 65.2623 47.92108

50대(e) 38 100.1579 58.00817

박람회 만족도

10대(a) 47 1.4894 .54662

5.391** a < b, c -

20대(b) 208 1.8990 .66260

30대(c) 103 2.0194 .67127

40대(d) 58 1.8448 .72067

50대(e) 33 1.8788 .59987

방문 부스 개수

10대(a) 51 11.98 2.140

5.827** - -

20대(b) 215 11.75 1.858

30대(c) 109 12.70 4.354

40대(d) 61 12.59 3.437

50대(e) 38 14.32 5.818

** P < 0.01.

<표 4>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Mean Std. Deviation

Inter-Construct Correlations

박람회 
체류 시간

방문 
부스 개수

박람회 만족도
NFC 기술 
선호도

박람회 체류 시간 70.2168 53.42309 1.00

방문 부스 개수 12.30 3.320 .211** 1.00

박람회 만족도 1.8733 .67037 .021 .038 1.00

NFC 기술선호도 1.15 .465 .022 .020 .182** 1.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

<표 5> 박람회 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

길수록 방문한 부스의 수는 많고, NFC 기술 선

호도가 높을수록 박람회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박람회 체류 시간과 박

람회 만족도 간, NFC 기술 선호도와 체류 시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박

람회 체류 시간이 길다고 해서 박람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거나 NFC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

다고 해서 박람회 체류 시간이 긴 것은 아닌 것

으로 해석된다. 

4.4 방문 부스의 연 규칙 분석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관람객 터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람객 행동 분석

이 가능한데, 이때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관람객 

행동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Prasetyo et 

al., 2002).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는 군

집화(Clustering) 기법, 연관 규칙(Association rule) 

기법, 분류(Classification) 기법 등이 있다(Wu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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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본 연구에서는 R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관

람객이 방문한 부스 데이터를 토대로 연관 분석

을 수행하였다. R 프로그래밍은 다양한 통계 기

법과 수치 해석 기법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제작

한 패키지를 추가하여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Zhao, 2012). <그림 14>는 R 프로그래밍을 활용

한 Data Mining/Processing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

낸 것이다.

분석서버 데이터 마트 사용자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 가공처리

자료분석

관람객 분석모듈

리포팅 모듈

.

.

.

관광객 정보 데이터

터치 데이터

R batch 작업결과

• 기초특성 분석결과조회
• (Chart, Report 등)
• 터치 특성 분석결과조

회
• 연관성 분석결과 조회

분석 도구데이터 Import
(RODBC package)

R 분석결과
Export

결과 조회

R Package

…
…

<그림 14> Data Mining/Processing 시스템 구성

연관 규칙 분석 결과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

은 <표 6>과 같다.

기준 설명

지지도
(Support)

- 두 태그 A와 B의 지지도는 전체 터치 
항목 중 항목 A와 B가 동시에 포함되
는 터치 세트의 비율

- P(A∩B) / P(A) =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터치 수 / 전체 터치 수

신뢰도
(confidence)

 P(A∩B) / P(A) = 태그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는 터치 수 / 태그 A를 포함하는 
터치 수

향상도
(Life)

 향상도는 태그 A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태그 B를 터치할 확률 대비 태그 
A가 주어졌을 때의 태그 B의 터치 확
률의 증가 비율

 P(A∩B) / (P(A) P(B)) = P(B|A) / 
P(B) = 신뢰도 / P(B)

 태그 A와 태그 B의 터치가 상호 관련이 
없는 경우 향상도는 1이고, 향상도가 
1보다 크면 우연적 기회보다 우수하다
는 뜻이며, 추천하는 것이 좋음

<표 6> 연 규칙 분석 단 기

‘2013 내나라 여행 박람회’의 태그 터치 데이

터를 기반으로 수행한 연관 규칙 분석의 R 프로

그래밍은 <그림 15>와 같이 코딩하였으며, 지지

도 값과 신뢰도 값을 파라미터로 조절하면서 분

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5> 연 성 분석을 한 R-script code

본 연구에서는 지지도 0.05, 신뢰도 80% 이상

으로 조절하여 분석을 시행한 결과 총 27개의 

규칙이 발견되었다. 27개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규칙의 경

우, ‘충청남도 논산시’의 부스와 ‘충청남도 서천

군’ 부스를 방문한 사람은 ‘문화관광도시 공주’ 

부스를 방문할 확률이 85%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6>.

<그림 16> 연  규칙 분석 결과

연관 규칙 분석 결과는 R 프로그래밍을 이용하

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가 가능한데(Zhang, 

2000), <그림 17>은 분석 결과를 ‘Grouped Matrix-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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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의 방법으로 시각화 한 화면이다. LHS 

(Left Hand Side)는 조건을 나타내며, RHS(Right 

Hand Side)는 최종 방문 부스를 표시한다. 즉, 

LHS의 조건에 대해 RHS의 부스가 어느 정보의 

연관성이 있는지 다른 조건, 다른 부스와 비교하

는 것이다. 그림에서 원의 크기는 지지도를 나타

내며, 색상의 밝기는 향상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

어, LHS의 조건에서 첫 번째 규칙인 “(서산시 + 

1)”이 의미하는 것은 서산시 부스와 또 하나의 다

른 부스를 방문한다는 조건을 나타낸다. 이 조건

을 가진 방문객은 RHS의 첫 번째 부스인 충청남

도 홍성군을 방문할 것이며, 이 규칙의 지지도는 

그림에 나타난 규칙 중 가장 높다고 해석된다. 또

한 LHS의 네 번째 조건인 “(경상남도 거제시 + 

1)”은 경상남도 거제시 부스와 또 하나의 다른 부

스를 방문한 관람객이 전라남도 진도군 부스를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그래프에 

나타난 규칙들 중 향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림 17> Grouped Matrix-based 

Visualization

<그림 18>은 분석 결과를 ‘Graph-based Visualization’

의 방법으로 시각화한 화면이다. 각각의 원은 부스

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원이 하나의 규칙을 나타낸다. 규칙을 

표시한 원의 크기는 지지도를 나타내고 색상의 밝

기는 향상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우측 상단에 

위치한 규칙의 경우, “충청남도 논산시 부스와 충청

남도 서천군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은 문화관광도

시 공주 부스를 방문할 것이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때 지지도는 다소 높은 편이나 향상도는 낮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8> Graph-based Visualization

4.5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사

본 연구팀은 ‘2013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NFC 태그 터치 데이터 분석, 설문 조사 데이터

와의 교차 분석, 방문 부스의 연관 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2013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태그 터치 데이

터를 획득한 결과, 4일의 박람회 기간 동안 총 

1,106명이 참가하여 12,550회의 터치 수가 발생하

였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둘째 날인 2013년 3월 

1일에 터치 수가 가장 많았으며, 터치가 가장 많

이 일어난 부스를 파악하고, 관람객의 체류 시간

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 박람회에서

는 전체 관람객 수의 파악만이 가능했었다면, 본 

연구를 통해서 부스 방문자의 상대적 차이와 관

람객 체류 시간의 분포 등을 NFC 시스템을 통해 

분석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관람

객은 NFC 태그를 터치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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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태그 터치 수를 관람객이 정보를 획득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박람회에 

방문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획득했는지에 대한 

파악도 가능할 것이다. 각 부스에 방문한 관람자 

수와 정보 획득 수, 관람객 체류 시간 등의 정보

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부스 관리자가 따로 주의 

깊게 체크하지 않으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

보들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터치 데이터와 설문 조사를 교차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박람회 체류 

시간과 방문 부스의 개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박람회 체류 시간과 방

문 부스의 개수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박람회 체류 시간과 방

문 부스의 수, NFC 기술에 대한 선호도와 박람

회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를 통해 터치 데이터와 관람객 특성을 

결합하여 설문 조사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

를 획득하여 좀 더 밀도 있는 관람객의 행동 분

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방문 부

스 간의 연관 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27개

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문 부스 간 연관 

관계 분석은 박람회에 추천 서비스의 도입을 가

능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방문 동선 설계 등

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이 효과

적으로 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

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NFC 기반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의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구축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집된 관람객 터치 데이터 분석, 관람객 특징에 

따른 교차 분석, 방문 부스 간 연관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는 박람회에 NFC 기술을 적용함

으로써, 관람객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람객

의 행동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수집하여 사업참여

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박철우 등, 2003). 먼저, 박람

회 주최측은 NFC 기반 박람회 지원 시스템을 통

해 관람객에게 자신의 휴대 단말로 관련 정보를 

획득 및 저장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박람회의 

구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람

객 측면에서는 박람회에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

하여 팜플렛이나 안내 책자를 수집해야 하는 번

거로움을 없애고 자신의 휴대 단말로 간편하게 

태그를 터치하는 행동을 통해 동영상, 실시간 후

기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 접근을 가능

하게 한다. 박람회 참여 업체는 관람객과의 CRM

이 가능할 것인데, 관람객은 전시 상품 및 서비

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태그를 터치하게 되고, NFC 터치를 통해 획득된 

관람객의 기본 정보를 통해 전시업체는 고객 CRM

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대다수의 관람

객은 NFC 기술을 생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관람

객에게 NFC 기능 설정 방법이나 사용법을 설명

해야 했으며, NFC 시스템 사용이 인센티브의 제

공 여부에 따라 좌우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는데, 이는 적절한 인센티브와 홍보가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촉매제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박람회 분야에 적용되어 관람

객 행동 시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NFC 

기반 시스템은 박람회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

에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에도 

NFC 태그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돕는 

시스템을 연구한 사례도 있으며(박철, 유재현, 

2006), 인천 문학 구장에는 각 좌석에 NFC 태그

가 설치되어 터치하면 음식의 주문 등이 가능한 

서비스가 시도되었다. 대형 이벤트, 중소 상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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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앞으로 각 분야의 핵심 서비스 및 사업 

참여자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NFC 서비스 및 시스템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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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troduces a case of NFC (Near Field Communication)–based exhibition support system 

for analyzing visitors’ POB (Point of Behavior) data gathered from the system. The application of N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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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alyze data about behaviors of visitors. The NFC-based exhibition support system is a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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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nd association rules among booths are extracted. Furthermore, the tag touch data are integrated 

with the survey data for catching the demographics-base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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