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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Bluetooth Low Energy)을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실내 위치기반 관련기술 

블루투스 송수신기를 내장한 beacon은 사용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블루투스와 송수신 하여  

거리를 측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한다. 

Beacon ? 

Beacon이란 

실내/외에서  
정확한 위치확인 

사용자의  
정확한 동선 파악  

제품의 정보를 근처  
사용자에게 PUSH 제공 PUSH 



NFC RFID BEACON 

인식거리 최대 10cm 최대 3m 최대 50m 

전송속도 보통 느림 빠름 

인식반경 한정된 방향성 한정된 방향성 자유 방향성 

실내 위치 확인 불가능 불가능 가능 

지원 단말 NFC 탑재 단말 별도의 리더기 필요 
Bluetooth 4.0 이상 모든  

단말 지원 가능 
(Android , iOS 기능 지원) 

활용방안 
결제, 정보 공유 , 

(교통카드, 광고판) 
물품추적, 정보 조회  

(하이패스, 사물 인식 tag) 

결제, 정보 조회 ,  
물품추적 , 데이터 교환 

(박물관 , 마트 , 의료, 극장 
등 실 내/외 모두 활용 가능)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 차이점 

Beacon이란 



Dream Beacon 

정확한 위치 

PUSH 알림 

자동 연결 

다양한 호환성 

Low energy 

높은 보안 

Small 

DreamBeacon 소개 



Dream Beacon 의 특징 

DreamBeacon 소개 



Dream Beacon 의 특징 

DreamBeacon 소개 



Beacon web 기반 원격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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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_ 박물관 및 전시장 

활용방안 



활용방안 _ 미아 방지  

활용방안 

50m 



활용방안 _ 안심 택시 

활용방안 

인증택시
입니다. 



활용방안 _ 상점 홍보 

활용방안 



활용방안 _ 옥외 광고 

활용방안 

광고 PUSH 
고객정보 수집 



구축사례 박물관이 살아있다(남산N 타워)  [2014.09] 

 

구축사례 

• 과학적 원리와 기발핚 아이디어’로 구현핚 환상적 착

시의 세계를 체험핛 수 있는 신개념 체험 박물관 

• N서울타워에 어울릴만핚 위트 있는 이색 공간, 아이들

의 상상력을 자극해 ‘무핚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재미있는 교육 박물관 

• 실시간 전시물 가이드 시스템 구축 

  (사진, Text , audio 제공. 사진 촬영 예시 제공 )  

•추석 이벤트 시스템 구축 

  ( 송편 재료 찾기 이벤트 )  

•박물관은 살아있다 전용 App. 개발 

 GUIDE & EVENT 

DreamBeacon 



구축사례 예산옛이야기축제 [2014.09] 

 

• 축제 소개 

• 미션소개 게시판 

  미션참여방법/ 공지사항/ 담첨자 및 경품수령방법 공지 

• 발도장 미션(Beacon 연동) 

  미션장소 근처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발도장이 찍히는 미션 

• OX퀴즈 미션/ 후기게시글작성 미션 

 Beacon H/W 부착현장  Beacon 수행화면 

 Application 주요기능 

구축사례 



 

제안사 소개 



Customers & Partners 

 

은

Premium Customers 

Premium Partners 



Contact US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3-41 성산빌딩 3,5층 

Tel. 070-7860-1509  Fax. 02-3487-6291 

김정기 팀장 

E-mail. info@c-ondream.com 

Home. http://www.c-ondream.com 

            http://art.c-on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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