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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hicle and marine navigation which are currently being commercialized  provide route guidance 

service by specifying a fixed position as a destination. In the route guidance service of existing 

navigation, if the destination has to be changed in the middle, a new destination must be  designated 

again to obtain the navigation service. However, if the destination can't be designated, it is difficult 

to clearly use it.  

In this paper,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directions in the existing navigation, a new 

navigation specifying moving targets as the destination has been developed to get the directions. A 

proposed system is that a group is made and a group manager is appointed as a destination and then 

a user can get the route guidance based on location of the group manager. In the service way,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p manager and user is one-to-many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user 

and group manager is one-to-one. The proposed technology is able to provide services that the user 

can easily find the moving targets such as the positioning surrogate drivers, tracking routes and 

location among travelers and find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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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T 산업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향상됨과 더불어 고전 산업시

장과 융합된 IT 시장이 활성화를 일으키고 있다. 첨단 IT 기술

을 접목시킨 선박 및 차량 네비게이션 기술은 유통산업을 활발

하게 만드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 서비

스를 지원한다. 네비게이션의 산업적인 활용영역은 선박과 차

량용으로 구분이 될 수 있으나,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개인

용 스마트폰 활용 영역이 커지고 있다.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사

용자에게 목적지에 대한 최단 혹은 최적 경로를 제공해 주는 

도로 및 교통 정보제공시스템이다. 또한 건설과 토목 산업의 발

달로 새롭게 조성된 도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제 거리의 정보 제공서비스로 네이버에 ‘거리뷰’, 다음의 ‘로

드뷰’ 등과 같이 실제 거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

공하고 있다[1,2]. 

차량용 네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물 정보, 빠른 교통 정보를 포함한 길 안내 정보를 제

공한다. 디스플레이 화면은 일반적으로 7~8인치의 크기를 일

반적으로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에 비해 활용하기에는 좋으나,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가 서

비스 가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적인 서비스 가입에 따른 부

담과 간편한 업데이트, 휴대성 등으로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탑

재된 네비게이션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 서

비스는 자동 및 빠른 업데이트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일반 스마트폰의 경우 화면이 차

량용보다는 작아서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중화된 차량용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의 

경우, 고정된 목적지를 지정하여 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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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여러 명이 같이 이동하며 여행을 하는 경우, 하나의 

목적지를 지정하여 이동한다. 하지만 이동 중 목적지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가 다시 목적지를 다시 세팅하여 

길 안내를 받아야 한다. 만약, 고정된 목적지가 없거나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앞의(선두) 차량을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

게 목적지를 지정할 것인가? 실제 가까운 거리 또는 목적지 위

치를 네비게이션으로 활용 못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앞의 차

를 따라가야 한다. 선두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진 경우에는 전화 

통화 및 문자를 통해 부가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것이 현실

에 직면한 문제이고 어려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두차량의 네

비게이션 위치를 목적지로 지정하여 후위에 따르는 차량이 쫓

아 갈 수 있도록 동적 목적지 길 안내 네비게이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 1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술영역의 필요성, 

2장에서는 관련된 상용 기술 및 현황에 대해 논한다. 3장에서

는 시스템 구성 및 구현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4장에서는 실험

을 통한 결과 분석, 5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을 구성하였다. 

II. Literature Review

1. Navigation Map

네비게이션 맵은 아날로그 지도에서 출발하여 IT산업의 발

달로 현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IT 발달과 더불어 1990

년대부터 아날로그 지도에서 디지털 지도로 변환이 시작되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출발하였다. 디

지털화에 따른 변화가 안정된 시기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활용성에 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전자식 아날로그와 디지털

의 조화, 다기능화, 고기능화, 감성적 디자인이 2005년에 초기 

서비스가 완성되어 현재의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바일 서

비스 환경이 구축되었다[1,2]. 

초기 모델은 기술에 의존한 서비스 환경이었으나, 현재는 사

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및 활용성을 고려한 고화질의 화면과 

3D입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 발

전되어 가고 있다. 부가적 서비스로는 정보검색, 교통, 건물, 도

로 등의 정보 제공을 기본으로 현재 실시간 상황정보를 제공하

여 사용자에게 참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적화된 모델 

정보를 제공한다. 

2. Navigation Map Software

국내의 경우, 네비게이션의 부가가치를 기업이 인식하고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많은 업체가 생겼다. 대표적인 업

체로 팅크웨어, 만도 맵 앤소프트를 들 수 있다. 팅크웨어의 아

이나비와 만도 앱 앤소프트의 맵피와 지니의 경우 국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독보적이다. 만도 앤소프트의 지

니와 맵피는 네비게이션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맵 소프트

웨어와 전자지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전자지도를 약 70만개

의 소프트웨어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팅크웨어의 아이나비는 

전자지도와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자체개발하여 생산하고 있고, 

새로운 업체로 미오맵과 루센맵의 (주)시터스, 엔나비맵의 

(주)SK에너지, 아틀란맵의 (주)파인디지털 등이 있다. 또한 국

외의 경우, 미국의 나브텍과 내덜란드 텔레아틀라스가 세계 전

자 지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2,3,4,5]. 

이러한 네비게이션 시장 속에서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

기 위한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전자 검색 및 활용 습관,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이 다양화되고 있다. 

다음은 국내 대표적인 맵 소프트웨어이다[1,2].

(1) 만도 맵 앤소프트웨어(맵피/지니)

 ￭ 국내 시장점유율 60% 차지

 ￭ PDA 전용기 탑재

 ￭ 최근 명치, 업종, 114 등 편리한 검색 기능

 ￭ 경로관리기능, TPEG

 ￭ 지하철, 라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 서비스

 ￭ 3D 상세화면, 사용자 맞춤서비스 제공

(2) 팅크웨어(아이나비)

 ￭ 자체 단말기 제작업체

 ￭ 최근 명칭, 업종, 114 등 편리한 검색기능

 ￭ 경로관리기능, TPEG

 ￭ 게임, 노래방 등 다양한 부가기능 서비스

 ￭ 3D 상세화면, 지능형 맵매칭

(3) 파일디지털(아틀란)

 ￭ 파인디지털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신개념 맵

 ￭ HD급 고화질 맵 제공

 ￭ 위치검색, 경로,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 2D + 3D, 2D + 2D 등 완벽한 화면 분할

(4) SK 에너지(엔나비)

 ￭ 최근 엔나비라는 브랜드로 시장공략

 ￭ TPEG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에 중점

 ￭ TTS(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

 ￭ 주요소에서의 콘텐츠 공급계획

(5) 시터스(루센맵/미오맵/포켓나비)

 ￭ 최근 윈도우 환경에 적합한 루센맵을 개발하여 큰 인기를 

받은 업체

 ￭ PDA, PMP, 전용기, PC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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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주의 / 돌발상황 등 실시간 정보

 ￭ 3D 상세화면, 실제 이정표안내 등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 서비스

 ￭ 인공지능 기능 서비스로 운전자의 성향, 신호 등에 따라 

경로 안내서비스

3. Navigation Map Software on a Smart Phone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의 기본 지도 서비스는 구글맵을 

활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제조 업체에 따라 제공되는 맵앱은 서

로 다르게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오픈 App 스토어를 

활용하여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폰 네비게

이션 개발 API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네이버 지도서비스이다[6]. 네이버 지도는 2008

년 6월에 서비스가 시작되어 거리 및 항공뷰를 포함한 자전거/

도보 길찾기 서비스 오픈되어 오늘날의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2015년에는 맵피와 제휴를 하여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형도를 포함한 지도 보기,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500m, 1km, 2km 의 동심원을 그려서 특정 

시설물을 검색, 기상 상황/풍속/방사능의 날씨 정보, 위성사진, 

항공뷰, 거리뷰, 거리측정, 길 찾기 등이다. 네이버 지도의 네비

게이션 기능은 현재 beta 버전으로 안전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

다. 

두 번째로, 다음 지도서비스이다[7]. 2009년 다음 지도로 

서비스가 시작되어 기존에 인수한 콩나물 맵에서 제공되던 고

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인 스카이뷰, 거리를 보여주는 구글맵

의 스트리트뷰를 벤치마킹한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의 로드뷰는 구글의 스트리트뷰와 네이버 지도의 거리뷰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스카이뷰는 구글맵과 네이버 지

도처럼 위성사진이 아닌 항공사진을 제공하면서 높은 화질을 

제공한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3D 지도, 지형도, 자전거 지도, 

지적편집도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구글 지도서비스이다. 구글 지도는 2005년 2월

에 서비스가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국가안보를 포함한 산업적인 

문제가 있어 국내 지형 정보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

다. 그래서 한국 지역은 SK 플래닛의 지도를 받아 서비스하고 

있으며, 대부분 구글 지도의 부가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은 2010년에 지도 반출을 거부당한 

뒤 2016년 6월 반출을 다시 신청했으나 아직은 서비스가 허용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구글 맵을 활용한 지도 서비스와 네

비게이션 서비스를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이러

한 문제로 인해 지도 서비스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Tmap의 API를 활용하여 제안 기술을 구현하였다. 

III. Moving Destination Navigation

System

1. System Configuration

제안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

공한다. 네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유동적인 타켓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경로를 표시한다.  

시스템 구성 요소로는 유동적인 목적지 스마트폰, 네비게이

션 안내를 받는 스마트폰, 상호 위치 정보를 관리해 주는 서버,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림 1에서는 제안 시스템의 개요도로서 User1과 User2가 

Floating Destination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길 안내를 받는

다. 이러한 정보는 Management Server와 스마트폰(User1/ 

User2/Floating Destination)의 통신으로 위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여 상호 위치 정보를 공유하여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Fig. 1. System Overview

￭ User1/User2 : Floating Destination을 목적지로 위치 추

적하여 길 안내를 받는 매체

￭ Floating Destination : User1과 User2가 가야할 목적지

로서 길 안내 유동 타겟

￭ Management Server : User1과 User2, Floating 

Destination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 주는 Server

2. Managing registration of Group and User

2.1 Floating Destination 

유동적인 목적지는 실제 움직이는 매체로서 다른 사용자를 

이끄는 사용자다. 이 사용자를 타겟으로 그룹 멤버 등록이 이루

어져야한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룹을 이끄는 

사용자의 그룹 등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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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up Registration

그룹 등록 절차는 그림 2와 같이 그룹 관리자의 사용자 영역

과 서버 영역으로 구분된다. 

사용자 영역의 그룹 관리 정보는 사용자의 고유 정보를 추출 

및 생성하는 단계이다. 추출한 정보를 서버에 등록하여 여러 그

룹과의 고유 식별코드를 등록한다. 등록은 인증 시스템에 의해 

고유코드 및 시스템 안전성을 위해 고유 식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인증된 그룹 매체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

어 관리된다. 그룹 등록 관리를 위한 단계별 처리 절차는 다음

과 같다. 

① (G), 그룹 고유 식별정보 생성

② (G), 그룹 관리자 식별코드 추출

③ (G), 그룹 및 관리자 식별 코드 전송

   (그룹 관리 영역 → 서버 영역)

④ (S), 그룹 고유 식별 정보 인증 시스템에 전송

⑤ (C), 그룹 고유 식별 정보 고유성 인증 처리

⑥ (C), 인증 처리 결과를 전송하여 인증 완료

⑦ (S), 그룹 등록

   (인증된 그룹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인증에 오류가 

발생한 그룹 정보는 피드백하여 인증 처리)

⑧ (S),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그룹 생성

⑨ (S), 등록완료 처리

   ((S)→(G), 그룹 관리자에게 등록 완료 전송)

▪ (G) : 그룹 관리 영역

▪ (S) : 서버 영역

▪ (C) : 인증 서버

2.2 User Management

사용자 등록은 이미 등록된 그룹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요

청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림 3과 같이 첫 번째 처리부분은 사용

자에 대한 인증 영역으로 식별되고 인증된 사용자에 한하여 서

비스가 이루어진다. 인증된 사용자는 그룹 하위 멤버로서 관리

되고 그룹과 인터페이스를 형성하여 서비스가 진행된다. 

Fig. 3. User Registration  

사용자 등록 단계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고유 식별코드 추출 및 생성

② 사용자 고유 식별코드 전송

   ((U)→(S), 서버에 전송)

③ 사용자 인증 및 그룹 정보 전송

   ((S)→(U), 그룹정보)

   ((C), 사용자 식별코드로 사용자의 고유성을 인증하고 무

결성을 검증)

④ (U) 그룹 정보 확인

   (그룹 정보를 확인하고 멤버 요청 그룹 선택)

⑤ (U), 멤버 요청 그룹 ID 전송

   (멤버 요청 정보를 서버에 전송)

⑥ (S), 그룹 관리자에게 멤버 요청 

   (서버는 임시 멤버 등록하고 그룹 관리자에게 멤버 요청)

⑦ (G), 그룹 관리자는 사용자의 식별코드 확인

⑧ (G), 사용자 멤버 관리

   (식별된 멤버는 그룹 멤버 등록, 미식별된 사용자는 접근 

제한하고 임시 멤버 삭제 요청)

⑨ (S), 사용자 관리

   (그룹 관리자의 요청 결과에 따른 사용자 임시멤버 삭제 

및 등록)

▪ (G) : 그룹 관리 영역

▪ (S) : 서버 영역

▪ (C) : 인증 서버

▪ (U) : 사용자

2.3 Management Database

사용자 및 그룹 관리를 위한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고유 식별

코드 값으로 ID가 세팅된다. 매체 식별을 위한 고유 코드 값을 

중심으로 시스템 프로세스를 위해 매체별 위치 정보가 관리된

다.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테이블과 그룹 테이블, 그룹별 위치 

관리 테이블로 기본 구성된다. 실제 시스템 프로세싱에서는 그

룹을 중심으로 멤버를 관리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및 그룹, 프로세싱을 위한 위치 관리 테이블 구성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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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Name Attribute Value Size

User ID User phone number 11Byte

Group ID
Group Manager 

phone number
11Byte

User Name Another name 20Byte

Class Type User or Group 1Byte

Table 1. User Table 

Field Name Attribute Value Size

User ID User phone number 11Byte

Group ID
Group Manager 

phone number
11Byte

First User ID Another name 11Byte

Second User ID Another name 11Byte

Third User ID Another name 11Byte

Four User ID Another name 11Byte

Five User ID Another name 11Byte

Counter Group Member Counter 1Byte

Table 2. Group Table 

Field Name longitude Position latitude Position

Group ID
Group Manager 

longitude Value

Group Manager 

latitude Value

First User ID
Member

longitude Value

Member latitude 

Value

Second User ID
Member

longitude Value

Member latitude 

Value

Third User ID
Member

longitude Value

Member latitude 

Value

Four User ID
Member

longitude Value

Member latitude 

Value

Five User ID
Member

longitude Value

Member latitude 

Value

Table 3. Processing Table 

시스템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표 1/2/3과 같이 테스

트를 위한 기본 항목만을 생성하여 운영한다. 사용자 및 그룹 

식별을 위한 식별코드 및 인증은 접속자의 스마트폰 번호를 활

용하여 고유 값으로 활용한다.  

3. Function Processing

그룹 멤버 관리를 위해서는 그림 4와 같이 사용자의 전화번

호가 자동으로 추출되어 서버에 전송된다. 전송된 사용자의 전

화번호는 사용자 고유 식별코드로 활용한다. 

Fig. 4. Member Management

서버에서는 사용자의 고유 식별코드인 전화번호의 데이터 

포맷을 검증하고 개설된 그룹에 멤버 요청을 한다. 요청한 정보

를 멤버 관리자가 인증을 하고 인증된 사용자에 한하여 그룹의 

멤버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등록된 멤버는 자신의 GPS를 활용하여 현재의 위치 값을 서

버에 전송하여 다른 멤버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에서

와 같이 등록된 멤버 관리를 위해 그룹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상호 위치 정보 공유를 위해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그룹 관리자 영역에서는 현재 관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위치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한 정보는 서버에 전송되

고 전송된 위치 정보는 그룹 ID를 식별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

에 등록한다. 또한 서버로부터 전송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확

인하여 지도에 위치를 세팅한다. 

사용자 영역에서는 관리자의 위치 정보와 이외 사용자의 위

치 정보를 서버로부터 전송 받아 지도에 위치 정보를 세팅한다. 

관리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경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길 안내 로드맵을 지원받는다. 이외 사용자는 위치 값만을 지도

에 표시하여 위치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킹한다. 

Fig. 5. Real-Time Position Process

• Position Change Check : 사용자와 그룹 관리자의 위치 

변화를 실시간 체크

• User Position Check : 사용자의 위치 변화를 체크 

• Position Information Receive : 사용자와 그룹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받음

• Position Information Send : 사용자와 그룹 사용자의 위

치 정보를 보냄

• User Position Setting : 사용자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

• Manager Route Setting : 사용자가 관리자의 위치에 가기 

위한 길 안내 경로를 지도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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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Time Position Extraction :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

치 정보를 추출

IV. Performance Test and Analysis

1. Performance Test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모바일 안드로이드 

SDK 4.1버전, Tmap을 활용하여 네비게이션을 구현하였다

[8,9]. 서버는 아파치/톰캣 8.0,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11g로 

세팅하여 테스트하였다. 

구현 테스트는 그룹 사용자를 등록하고 그룹 관리자의 위치

의 정보를 받아 각 사용자에게 네비게이션 경로를 전송한다. 경

로 추적 네비게이션이 시작되면 그림 6의 (a)와 같이 출발지를 

초기 시작점으로 잡고 관리자의 위치를 목적지로 경로 추적이 

시작된다. 초기 출발지는 “S” 포인트, 목적지를 “F”으로 지도

에 표시하고 그룹 사용자의 추적 위치에 인덱스 포인트를 잡는

다. 인덱스 포인트는 그림6과 같이 ‘❶’,‘❷’,‘❸’,‘❹’,‘❺’로 표시

한다. 사용자 ‘❶’은 그룹 관리자로서 그림 6의 ‘S’ 포인트이다.

(a) Start Display

  

(b) Execute Display

Fig. 6. Performance Testing

그림 6의 실행 화면은 사용자 ‘❶’(그룹 관리자)의 작동 환경

에서 그룹 전체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위치가 중복된 경우 겹쳐

서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화면을 확대하면 

구분이 되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2. Performance Analysis

실험 결과 그림 6과 같이 구현 테스트를 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 7과 같은 경로 이탈의 위치 추적의 오류 범위를 보완한 

결과이다. 

그림 7은 실제 사용자 ‘❷’가 목적지인 그룹 관리자의 위치

를 추적하여 경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안내를 받아 운영하고 있

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용자 ‘❷’가 그룹 관리자의 네비게이션 

경로에는 경로를 이탈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사용자 ‘❷’의 경로 

이탈 현상은 GPS에서 제공한 경로와 지도에서의 길 안내 경로

에서의 오류 범위이다. 일반적인 네비게이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범위로서 지도 표시된 경로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오

류 범위를 최소화한다. 

Fig. 7. Tracking Error 

positionCheck = |naviRoad.MiniDistance

                           - userMap_Distance| ;

if (positionCheck <= 20.000) 

{

  userMap.position = naviRoad.position; 

  userMap.Reflash();

}

위치 추적 오류 범위를 20m로 하여 지도상의 경로와 이탈되어 

표시되는 사용자 아이콘의 경우 실제 위치 값과 경로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20m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

하고 20m 이하의 경우에는 오류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판단한다. 

20m 라는 기준 값은 실제 시험 결과를 토대로 추출한 것이다. 

타겟의 위치 경로는 두 가지 영역으로 표시하여 테스트 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단순히 자신의 경위도 값을 추출하여 지도에 표시한 

경우이다. 이 경우 정상적인 위치 값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80%

이상의 오류결과를 얻었고 오차 범위는 약 5 ~ 18.5m 영역이었

다. 그러나 경로 안내의 경우에는 경로를 기반으로 포지션이 표시

되어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를 얻었다. 시스템 운영에서 

사용자 아이콘의 위치 값은 단순 위치 값을 추출하여 표시한 경우

로서 오차 범위 조정 기능을 적용하였다. 

다음은 사용자 수에 따른 네비게이션 반응 시간이다. 그림 8은 

사용자 1명부터 5명까지 운영했을 때, 시스템 반응 속도이다. 

Fig. 8. Rea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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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공학적인 분석으로 사용자가 적을 때 높은 반응 속

도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본 실험 결과는 사용자 수에 따른 처리 

속도 저하의 원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GPS 송신과 수신에 대한 

반응결과에 많은 영향이 있었다. 

기존의 고정된 목적지 네비게이션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

동 목적지 네비게이션의 성능에서는 고정 네비게이션의 경우 

목적지에 대한 경로에 자신의 위치 값을 표시하면서 운영하여 

시간적인 목적지 경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없으나, 실제 유동 

목적지의 경우 계속 움직이는 특성과 빠른 경로 안내 기능으로

서, 경로 안내의 방향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

다. 또한 실시간으로 목적지의 경로를 새롭게 GPS를 통해 추적 

및 요청으로 반응 속도가 많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V.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유동 타겟을 네비게이션의 목

적지로 정하여 모바일 길 안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모바일 네

비게이션의 운영 환경에 맞도록 설계 및 운영하여 기존의 고정 

목적지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및 어려운 상황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환경을 구현하였다. 

본 제안 모델은 여러 사람과 동행하여 목적지 이동의 경우, 

목적지 좌표를 지정할 수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대리 운전의 경우에 2인 1조로 운영하여 대리 운전자

와 픽업자로 운영한다. 픽업자는 대리운전자가 시야에서 벋어

나지 않도록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시야에서 놓쳤을 

때는 전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매체 활용의 번거로움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특별한 목적지 없이 이동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목적지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타겟

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본 제안 서비스는 개인의 위치라는 사적 정보를 다룬다. 서

비스를 위한 일시적인 데이터 활용과 개인 정보 활용 등의 동

의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고 GPS의 원활한 

서비스, 해당 업체별 네비게이션 API의 명확한 서비스가 지원

된다면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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