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시트

메리디안 모바일 앱 플랫폼
MERIDIAN MOBILE APP
PLATFORM

• 메리디안 에디터(Meridian Editor) – 메리디안 툴을

간편한 고급 모바일 앱 개발 지원

• 앱메이커(AppMaker) – 메리디안 에디터 내의 모듈

orm
위한 온라인 허브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로서, 커스텀 앱 개발을 지원.
• 지도 및 셀프-가이드 길안내 – 장소 별 지도 및 길안내

메리디안(Meridian)은 아루바 네트웍스의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메리디안 모바일 앱 안에 통합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서 쇼핑몰, 호텔, 카지노, 리조트, 공항, 병원, 컨벤션 센터

해주는 기능

등 일반 소비자 대상 기업이 방문자 서비스 및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 SDK – 지도 및 길안내(NavKit), 지도 상의 실내 위치

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표시(BluDotKit), 근거리 기반 알림(ZoneKit)을

다양한 영업 장소에서 메리디안을 활용하여 지도, 길안내, 장소 별
정보, 근거리 기반 알림과 같은 위치기반 정보를 모바일 앱 사용자들
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리디안 플랫폼의 클라우드 기반 메리디
안 에디터(Meridian Editor)는 SaaS(software-as-a-service)
CMS(content management system)으로서, 해당 장소의 메리
디안 앱 콘텐츠를 저장합니다. 메리디안 에디터의 AppMaker 기능
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화이트라벨(white-label) 앱을 만들 수 있습
니다.
해당 장소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앱이 이미 있을 경우에는, 메리디안
SDK(software development kits)를 사용하여 내비게이션 및
근거리 알림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리디안은 두 가지 방식(화
이트라벨 및 SDK)의 iOS 및 Android 기기용 앱 개발을 모두 지원합
니다.

third-party에 의해 개발된 기존 앱에 추가할 수 있도
록 해주는 툴
• 아루바 로케이션 서비스(Aruba Location Services) –
BLE(Bluetooth Low Energy) 기반 아루바 비콘(Aruba
Beacons)과 같은 모바일 기기 위치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
여 메리디안 앱이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메리디안 에디터(Meridian Editor)
메리디안 에디터를 통해 모바일 앱 안의 모든 메리디안 콘텐츠와 기능
을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장소의 관리자가 모바일 앱 콘텐츠를 직접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편집 및 업데이트, 미리보기를 실행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메리디안 에디터는 SDK 및 화이트라벨 앱 개발을 위한 콘텐츠
를 저장하고, AppViewer라는 컴패니언 앱을 통해 앱을 공식적으로
퍼블리싱하기 전에 기기 상에서 콘텐츠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관리
종합적인 기능의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메리디안 에디
터는 장소 관리자가 단순하고 직관적인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사의
모든 메리디안 콘텐츠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즉각적인 실시간 콘텐츠 업데이트.
• 인터넷 연결이 제공되는 어떤 컴퓨터에서나 액세스 가능.
• 다수 사용자 액세스 가능.
• 클라우드 기반이므로 로컬 소프트웨어 관리가 필요 없음.
• 다양한 언어 지원.

메리디안 모바일 앱은 iOS와 Android 기기에서 모두 작동됩니다.

• Google1 App Engine Datastore 상에 데이터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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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모바일 앱은 사용자들이 박물관의 전시 안내, 리조트의 레
스토랑 메뉴 등 해당 장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
는 검색 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콘텐츠는 직접 만들거나 다양한 외부 소스에서 가져올 수 있습
니다.
• 규격화되고 맞춤화 역시 가능한 앱 페이지 템플릿을 사용하여 이
벤트 캘린더, third-party 웹사이트, 장소 디렉토리를 비롯한 다
양한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 지도 상의 장소 표시를 포함하여 페이지들을 분류, 정리하고 앱
의 다른 페이지 또는 섹션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모바일 앱 내에 여러 장소에 대한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가 앱 실행 후 옵션 목록에서 원하는 장소를 선택
하면 해당 콘텐츠가 표시됩니다.
•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쉽고 간단한 사용 방법

자 기기 설정에 따라 선호 언어로 자동 실행됩니다.

메리디안 에디터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시각화된 디스플
레이를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기술 지원 없이도 모바일 콘텐츠 개발

맞춤 브랜드 및 디자인

및 관리가 가능하며, UI(user-interface)/UE(user-experience)

앱메이커 툴에는 다양한 테마와 유연한 제작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

설계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도 비주얼 레이아웃과 앱 플로우를 만

다. 이를 기반으로 회사 고유의 브랜드를 통합하고, 고객에게 인상적

들 수 있습니다.

인 모바일 앱 경험을 제공하도록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WYSIWG 인터페이스.
• 코딩 지식 필요 없음.
• 빌트인된 비주얼 앱 프리뷰어가 편집 시 업데이트됨.
• 동급최강의 UI/UX 설계.

• 장소 고유 이미지, 로고, 전용 콘텐츠가 포함된 시각적인 메인
메뉴 페이지.
• 장소에 맞는 다양한 테마, 색상, 스타일 선택 가능.
• 동급최고 수준의 UI(user-interface)/UX(user-experience)

메리디안 앱 메이커 (Meridian AppMaker)

디자인을 통해 모바일 앱 사용자들을 위한 직관적인 콘텐츠

메리디안 에디터 내에 있는 앱메이커(AppMaker)는 지도 및 길안

플로우 보장.

내를 비롯한 모바일 앱 개발에 필요한 툴들을 제공합니다. 템플릿 형

사용자 관련 데이터 통합

태의 프레임웍을 사용하여 다양한 장소별 콘텐츠를 제공하는 세련된

앱메이커는 직접 앱 페이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피드(feeds)를 지원합니다. 장소 관리자는 다양한

메리디안을 사용하면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커스텀

외부 소스로부터 관련 비즈니스 정보를 자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이 완성되면, 아루바 전문 서비스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에 요청하여 Apple App StoreSM와 Google Play™ Store2에

또한 iCal 피드, XML, RSS, JSON 피드에서 관련 페이지, 장소

해당 장소의 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표시, 이벤트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의료진
디렉토리, 유통업체의 재고 관리 시스템, 공항에서 최신 비행 정보를

모바일 앱 만들기

제공하는 FlightStats 등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리디안 앱메이커(Meridian AppMaker)는 다양한 시각 형태 옵션

외부 웹 페이지 통합

을 사용하여 모바일 앱 페이지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미지

메리디안 앱 샌드박스(Meridian App Sandbox)는 방문자들이

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페이지, 검색 목록 페이지, 이벤트 페이지, 캘린

메리디안 앱 또는 화이트라벨 앱 내에서 외부 웹 페이지들을 볼 수

더 페이지, 호스티드 웹 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로 엔드유저들에게 정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REST API를 사용하여 이러한 호스티드 웹

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장소 표시, 페이지, 이벤트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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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방문자들이 사무실에서 회의실을 검색하고

방문자들을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 지원

예약하거나, 스포츠 경기장의 본인 좌석에서 식음료를 주문하고,

GPS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특정 장소에서 방향을 찾기란 쉬운

박물관 전시 목록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이 아닙니다. 메리디안 지도 및 셀프-가이드 길안내는 모바일 앱
사용자들에게 실내 및 실외 어디서든 원하는 지점까지의 간편한

효율적인 장소 운영을 위한 앱 분석

경로 탐색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메리디안 에디터에는 리포팅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메리디안 기능은 운영에 필요한 리소스를 절감시키고, 사용자가

은 모바일 사용자들이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러

본인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지점을 즉각 찾아갈 수

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소 관리자는 방문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있도록 해줌으로써 방문자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식수”라는 단어 검색 쿼리가 증
가한다면, 스타디움 관리자는 공용 식수 시설과 음료수 자동판매
기, 생수 판매점을 추가할 것입니다.
• 기본 앱 분석에는 사용자 지정 기간 내의 페이지 뷰, 방문 수,
앱 사용, 액티비티가 포함됩니다.
• 인기 검색 쿼리, 길안내 경로, 앱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섹

• 기존 층별 평면도와 건축 레이아웃을 벡터 기반의 모바일 앱
친화적 렌더링으로 변환. 3
• 방문자가 해당 장소 내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에 검색
가능한 장소 표시 추가.
• 지도 상에 방문자들의 이동 방향을 규정하는 경로 설정.
• 해당 장소의 레이아웃 변경 시, 간편하게 경로 및 장소 표시
콘텐츠 수정.

션 등을 알려줍니다.
주요 지점에 콘텐츠 추가

지도 및 셀프-가이드 길안내

장소 관리자는 각 주요 지점에 대한 설명과 정보를 추가하여, 방문자

메리디안 플랫폼은 해당 장소의 지도를 주요 지점 방향 안내와 함께

들이 추가적인 관련 콘텐츠에 액세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바일 앱 안에 간단히 통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도와 지도

앱 사용자들은 앱 내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지도 상에서 바

콘텐츠는 메리디안 에디터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서 쉽게 만들고

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는 지도에 나와 있는 장소 표시 타이틀 또는 아이콘을 탭
(tap)하여 특정 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장소 표시 아이콘(레스토랑, 화장실, 주차장, 안내
데스크, 비상구 등)을 사용하여 주요 지점들을 나타낼 수 있습
니다.
•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통해 각 장소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비주
얼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맞춤 키워드는 사용자가 특정 지점을 원활하게 검색하고, 동일
한 명칭을 가진 장소가 여럿 있을 경우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줍
니다.
• 포맷화된 텍스트 설명은 앱 내에서 각 주요 지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웹 사이트와 같은 연락처 정보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앱에서 직접 해당 장소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주요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에 외부 데이터
소스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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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디안 SDK(sOftWaRe deVelOpMeNt KIts)

존 기반(Zone-based) 고객 인게이지먼트
메리디안 플랫폼은 또한 방문자의 매장 내 위치, 프라이버시, 취향에

메리디안 SDK는 메리디안 기능을 기존 모바일 앱에 통합할 수 있도

따른 푸시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해 로케이션 컨텍스트를 사용합

록 해줍니다. 이것은 이미 모바일 앱을 보유하고 있으나, 메리디안 지

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 길안내, 근거리 기반 푸시 알림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상적입니다.
메리디안 SDK를 사용하려면 내부 또는 third-party 모바일 앱 개
발 리소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Meridian SDK 옵션
• NavKit – 메리디안 지도 및 길안내 통합.
• BluDotKit – 위치 인식 실내 측위와 지도 및 길안내 통
합. 아루바 비콘 기반 로케이션 서비스 필요.

• 메리디안 에디터로 지도 상에서 존(zones)을 만들고, 각 존 별로
특정 사용자 액션/캠페인을 지정합니다.
•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모바일 앱을 보유한 사용자가 푸시 알림 수신을 위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사전동의(opt-in)를 지정합니다.
• 사용자가 특정 존에 들어오면, 앱이 실행되면서 해당 장소와 관련
맞춤 콘텐츠가 푸시 알림으로 수신됩니다.

• ZoneKit – 특정 액션이 결합된 근거리 기반 푸시 알림과 지도
상의 특정 장소 통합. 아루바 비콘 기반 로케이션 서비스 필요.

아루바 로케이션 서비스
아루바 비콘(Aruba Beacons)을 기반으로 한 아루바 로케이션 서비
스(Aruba Location Services)를 추가하여 컨텍스트 기반 기기 위치
측위(positioning)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가
메리디안 모바일 앱에 통합되어 사용자에게 보다 정교한 위치 기반 서
비스와 개인화된 모바일 인게이지먼트를 제공합니다.
파란 점 길안내
로케이션 컨텍스트(Location Context)는 지도 상에서 모바일 앱
사용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란 점을 보여줌으로써 지도 및 길안내
서비스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출발지점을 입력할 필요 없이, 현재
위치에서부터 경로 검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GPS 수준의 실내 길안내 서비스 구현.
• 사용자 현재 위치에서부터 원하는 곳까지 경로 안내.
• 지도 상에 파란 점 표시.
장소 관리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존으로 사용자가 들어오면, 푸시 알림 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로비에 들어선 방문자에게 환영 메시지와
예약된 진료실 안내를 푸시 알림으로 전송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
니다. 또는 병원 방문자가 조제실 근처에 들어섰을 때 처방전 수령
알림을 전송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기존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설정된 존에 들어왔을 때,
방문자의 이전 내역에 따라 개인화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해당 장소 지도 상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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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백화점 매장에서는 고객이 선호 제품 매장에서 세 번째 방문
할 경우,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매장
내 구두 프로모션, 아우터웨어 프로모션 등의 형태로 고객의 이전 방문
내역과 제품 선호에 따라 구성 가능합니다.

• REST API로 메리디안 데이터 액세스(표준화된 데이터 액세스
방식).
• 샌드박스 API를 통해 호스팅된 웹 페이지가 메리디안 환경과
연동될 수 있으며, 메리디안 앱 기능을 표준 사양 세트 이상으로
확장 가능. 호스팅된 웹 페이지들이 앱의 다른 부분들과 동일한

• 게스트 모바일 기기에 푸시 알림 메시지 전송. 앱이 실행되지
않고 있어도 전송 가능.
• 기존 로열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개인화된 위치

룩앤필(look and feel)을 갖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 요구사항
메리디안 에디터는 Chrome 및 기타 현대적인 WebKit 브라우
저 내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기반 메시지 전송.
• 해당 장소 주변에 거대한 존들을 만들고, 방문자가 해당 장소로
들어올 때 푸시 알림 전송.

오늘날 많은 스마트폰들이 WebKit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메리디안 에디터 일부 기능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제공

• 해당 장소 내부에 작은 존들을 만들고, 보다 타겟화된 근거리
기반 메시지 전송.

되는 것 이상의 연산 능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메리디안 에디터

• 앱을 실행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구성하고, 사용자들을 모바일

을 권장합니다.

앱 내에서 사전정의된 관련 페이지, 지점, 이벤트로 유도.
• 항상 브로드캐스트 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마케팅
일정에 따라 브로드캐스트 되도록 할 것인지에 따라 메시지
빈도 설정.

를 사용한 콘텐츠 관리 작업 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용할 것

데이터 피드
• RSS
• XML
• JSON
• iCal (이벤트만)
• FlightStats (이벤트만)

사양

AppMaker 및 SDK 운영체제
• iOS는 Objective-C, iOS 7 이상 지원.

Meridian Editor
• 로케이션 또는 조직 당 다수의 사용자 지원.
• 조직 당 다수의 장소 로케이션 지원. (사용자 실시간 물리적 위치
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을 자동 로딩)
• OAuth를 통한 사용자 계정 통합. 이를 통해 방문자들이 간단한
브라우저 형태 API를 사용하여 third-party 계정에 로그인 가
능.

• Android는 Java, API 레벨 15 이상 지원.
AppMaker 언어 지원
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 스페인
어, 아랍어
맵(Map) 파일 사양 (변환용)
고해상도 PDF, JPEG, PNG, TIF 및 DWG 파일 (파일 확장 및
구조적 정확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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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바 화이트라벨 전문 서비스 필요.
전문 서비스 매핑 구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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