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주 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다른5 ,한편으로는 자기 계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여행 상품이 등장하게 되고 레저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 보급률이 늘며 사람들은 손쉽.게 어디서든 사진을 찍어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환경에서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여행 과정 중의 세세한,기록들을 디지털 카메라로 생성하는 일은 자연스러워졌고 그에 따라 자신의 여행 경험과 여행 과정에 생성된,자료들을 관리하길 원하게 되고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자신의 정보와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하고 그런 과정에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맥을 넓히게 되는데 공유되어지는 가장,두드러지고 주목되는 분야는 여행 분야이다 여행 정보에는.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미디어 파일은 물론 자신만의 여행노하우나 지도정보가 포함된다. 이미 구글맵스,네이버등 많은 사이트에서 여행을 위Travbuddy, Flickr,이 논문은 년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2009 (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9- 0083829)

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지도에.서 지역과 경로를 보여주는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여행에 대한 정보와 컨텐츠들을 지도,위에 담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지도 위에서,작동되는 기능을 설명한 뒤 지도 위에서 별, Map Level로 분류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2.2.2.2.

(1) Google Maps처음 본인 계정을 통해 를 시작하여 자신Google Maps이 만들 여행 정보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나면 그림[ 1]의 첫 번째 그림과 같은 지도 창 위에 툴바가 보이게 된다 툴바에는 이동을 위한 손바닥 메뉴부터 차례로. 을 입력할 수 있는 선택 메뉴가Marker, Line, Polygon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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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Computer Science, Yonsei University요 약요 약요 약요 약소셜 미디어 란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Social Media) , , ,인 툴과 플랫폼을 뜻한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위치와 경로 정보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들의 여행정보를 검색하여 보면 위치와 경로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는 지도를 캡처하여 그 위에 직접경로를 그린 뒤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올려서 사진처럼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도를 제공하는 여,행 블로그 사이트에서는 출발 정보와 목적지 정보를 입력하면 지도 위에 목적지와 그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여 같이 보여주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도 위의 정보와 실질적인 여행 정보 즉 사진이나. ,여행자의 메모나 생각 같은 글이 연결되어 보여주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여행기.를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도 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자의 의도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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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그리는 방식은 먼저 라인 툴을 선택한 후 원하는 지점에서부터 클릭을 하여 차례차례 원하는 다른 지점을 클릭해서 그리게 된다 그리고 난 뒤에는 라인 위.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수정 가능하다 그림 는 라인을. [ 2]그린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2) Flickr- map플리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림(flickr.com) Map . [를 보면 자신의 플리커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면2- 14]세계지도 위에 핑크색 점으로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을볼 수 있는데 사진의 정보를 이용하여 지도 위에, GPS사진을 표시해 주고 사용자간에 콘텐츠를 공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단지 사진의.위치만 보여주는 형식으로 제공되며 여행경로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지도 위의 사진.디스플레이에 중점을 두어 컨트롤 의 부재 등의 한계UI를 가지고 있다.

그림 3. Flickr- map

(3) Travbuddy페이스북에 대양한 여행 관련 를 제공 중인 트래브버API디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travbuddy.com) Travel blog있다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 그리고 여행에 다녀와 기록.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서비스는 시작되었다 그림 을.[ ]보면 여행경로를 입력하면 우측 상단에 지도위에 경로정보를 자동으로 보여주고 그와 함께 자신의 생각이나경험을 텍스트로 적을 수 있고 여행 사진을 업로드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경로 정보.를 지도 위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텍스트 형식으로 날짜와 장소를 입력받아 자도위에 시스템에서 선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 여행 경로를 표현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림 4. Travbu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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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선행연구와 비교분석5.

3.3.3.3. 에 따른 여행경로 시각화 설계에 따른 여행경로 시각화 설계에 따른 여행경로 시각화 설계에 따른 여행경로 시각화 설계Map LevelMap LevelMap LevelMap Level본 장에서는 스케치를 통해 입력받은 자료를 구글맵에적용하여 여행경로와 콘텐츠들을 표현하여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여행 경험을 본인의 의도대로 표현하는데있어서 앞의 장에서 언급한 선행된 연구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을Map별로 분리하여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Level .사용자들이 여행정보를 공유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스케치 기반으로 하는 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사용자가 새로운 지역을 방문 했을시를 가정. ,하고 자유롭게 위에 스케치로 여행경로를 그리고 수Map정하는데 쉬워야 하며 둘째 사용자의 생각을 자유롭게,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타인이 본인의 여행루트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직관적으로 파악해야만한다 상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시스템은 맵의 축적을 사용자가 일일이 바꿔가면서 여행경험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다시 말해 본 시스.템에서는 상위맵이나 하위맵에서 본인의 여행경험을 표현을 하게 되면 다른 로 자동적으로 매핑이 되어Level손쉽게 본인이 여행했던 지역에 대해 한눈에 파악해 볼수 있다는 것이다 상위맵에 경로 콘텐츠를 표현을 하면. ,하위맵에 자동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매핑이 되는지,또한 반대로 하위맵에서 콘텐츠를 표현을 하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상위맵에 그 위치를 자동으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상위맵 에서 하위맵 으로상위맵 에서 하위맵 으로상위맵 에서 하위맵 으로상위맵 에서 하위맵 으로3.1 (global map) (detail map)3.1 (global map) (detail map)3.1 (global map) (detail map)3.1 (global map) (detail map)연결 방법연결 방법연결 방법연결 방법구글 맵스에서는 줌 레벨을 단계로 보여 줄 수 있지19만 맵의 전체적인 축적을 하고 을 하, zoom out zoom in는데 한계가 있다 앞 절에서도 구글 맵스의 문제점을.지적한 바와 같이 축적을 단순히 맵에서 바꾸는 데에는여행경로와 정보를 한 지도에 표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구글 맵스에서 을 하게 되면 마커들이 중첩되zoom out게 모이게 되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도를 레벨별로 분리하여 각.지점마다 하위맵 을 존재하게 하여 본인이(detail map) ,방문한 지점에 마커를 등록하고 관련 콘텐츠들을 많이붙이게 되면 그 지점을 인식하여 자동적으로 상위맵에서 하위맵 으로 이동하게 하(global map) (detail map)여 사용자가 축적을 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zoom in .이때 상위맵에서 하위노드 적색 로 등록했던 마커는 상( )위노드 녹색 로 바뀌게 되며 상위맵에서 스케치한 여행( ) ,경로와 관련 콘텐츠들은 각각의 태그정보들을 이용하여하위맵에 자동으로 표기가 되고 그려지게 된다 한 지점.에 관련 콘텐츠 사진 동영상 멘트등 들이 많다는 것은( , , )그만큼 그곳을 집중적으로 방문 했다는 가정 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상위맵에서 하위맵으로 연결6.하위맵 에서 상위맵 으로하위맵 에서 상위맵 으로하위맵 에서 상위맵 으로하위맵 에서 상위맵 으로3.2 (detail map) (global map)3.2 (detail map) (global map)3.2 (detail map) (global map)3.2 (detail map) (global map)연결 방법연결 방법연결 방법연결 방법을 별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앞절과 반대로 하Map Level위맵에서 상위맵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하.위맵 에서 방문했던 지점을 표기하게 되면(detail map) ,상위맵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지점인지 표현을 해주게 된다 앞 절과 반대로 사용자가 구체적인 여행지역은 알고.있지만 상위맵 에서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 (global map)지 모를때 사용한다 제한조건으로는 하위맵의 대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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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선택해서 상위맵에 표현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위맵의 중간지점을 대표 장소로 인식하여 상위맵에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림 은 의 중간지점을 인. [ 7] Level2식하여 상위맵인 에서 어느 지점인지 인식하게 되Level1고 의 지점의 대표지점을 상위맵인 에 표, Level1 Level0기하게 된다.

그림 하위맵에서 상위맵으로 연결7.콘텐츠의 표현 및 확인 방법콘텐츠의 표현 및 확인 방법콘텐츠의 표현 및 확인 방법콘텐츠의 표현 및 확인 방법3.33.33.33.3사용자가 상에서 여행경로를 스케치 한 이후Travel View에 관련 콘텐츠들을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콘텐츠.들이라 함은 여행지점 이미지 동영상 여행정보를 의미, , ,한다 이런 콘텐츠들이 여행경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여행 경로를 스케치하여한 상태에서beautification ± 픽셀이네에서 마우스 이10벤트가 발생시에만 관련 콘텐츠들이 등록하게 설계되어있다 여행 이미지를 에서 등록하게. ' Information mode'되면 이미지 태그정보를 이용해 이미지를 분류해서 Map에 등록이 되게 설계되어 있다 현재는 사람과 비사람으.로만 분류되서 이미지가 마커를 지점으로 위 아래로만-분류되서 등록이 되지만 추후 세분화시켜서 이미지를 여러 방향으로 분류시켜서 저장 시킬수 있도록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게 설계 되어 있다.여행경로 스케치 기법여행경로 스케치 기법여행경로 스케치 기법여행경로 스케치 기법3.43.43.43.4차원 를 이용하여 스케치한 여행경로를3 Bezier Curve부드러운 곡선으로 변경하여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여,행경로를 볼수 있게 하였다 베지에 제어점은 마우스를.드래그앤 드롭하여 만들어진 포인트들에서 (point*3+1)로 계산 되었다 스케치 기반으로 입력받을 경우 입력이.편한만큼 정밀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준선을 표시하여 보다 정확한 스케치가 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가 적용된 곡선8. Bezier Curve시스템 구성 및 인터페이스시스템 구성 및 인터페이스시스템 구성 및 인터페이스시스템 구성 및 인터페이스4.4.4.4.사용자로부터 에서 스케치기반 인터페이'Drawing mode'스를 통한 여행경로를 입력받고 그려진 비행경로를,를 적용하여 한다 이후에 여Bezier Curve beautification .행지점 에 대한 정보를 마우스의 움직임으로 받(Marker)아 이전에 그려진 여행경로와의 연산을 통하여 위에Path마커가 등록되게 된다 여행정보 또한 스케치한 와. Path연산을 통하여 등록하게 되며 스케줄 관리표를 통하여,여행 스케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Information mode'로 전환하여 이전모드에서 등록한 각 여행지점에 대한이미지를 붙이게 된다 이미지는 태그정보를 이용하여.사람과 비사람으로 분류되어 위에 여행이미지가 붙Map게 된다 사람은 마커위에 비사람은 마커 아래로 나열된.다 한 마커에 여러 장의 이미지와 여행정보를 입력하게.되면 그 마커는 상위노드 녹색 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 ,하위맵 를 확인해 볼수 있게 된다 이후 각(detail map) .마커와 하위맵 이미지 스케줄을 확인해보면서 사용자가, ,등록한 여행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시스템 구성도9.그림 는 입력부에 해당되는 화면으로 대부분의[ 10] View ,이벤트는 마우스제어로 이루어진다 상위맵. (global map)에 여행경로를 한 다음에 하단에 버sketch Bezier curve튼을 이용해 을 하게 된다 마커를 처음에beautification .등록 할 때는 하위노드인 적색이 표시 되지만 그 마커,위에 여러 가지의 콘텐츠를 등록하게 되면 해당 마커는상위노드인 녹색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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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맵과 하위맵에 등록하는 여행정보는 여행 스케줄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지점으로 바로 이동 할 수 있다 스케치가 종료되고 마.커등록과 여행정보 등록 이미지 등록이 끝나고 나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 하단에 있는 타이머 축을.이동하여 적절한 타이머를 준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 등록한 순서대로 여행 일정이 처음부터,플레이되게 된다.

그림 시스템 인터페이스10.사용자 평가사용자 평가사용자 평가사용자 평가5.5.5.5.

(1) Scenario & Severity Ratings디지털 맵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의 전반적인 기능을활용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것을 평가자,들이 실시하게 한다 이를 통해 평가자들은 평가 항목에.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등급을 부여한다.항목에 대한 결과가 유용성 문제와는 거리가 먼 문① 제 점(5 )외관상으로만 드러나는 문제 점(4 )② 크게 중요하지 않은 유용성 문제 점(3 )③ 중요하게 판단되는 유용성 문제 점(2 )④ 사용상의 심각한 유용성 문제 점(1 )⑤이 중 의 세 가지로 판명되면 만족스러운 결과로~① ③판단하며 총점에 대한 평균 역시 이 수준을 유지하면,사용자 평가 결과는 성공으로 판단한다HCI .만약 등급으로 판명된 항목에 대해서는 고칠 필요가④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각한 유용성 문제인 등급으, ⑤로 판명되는 항목은 제거하거나 반드시 고쳐야하는 인터페이스로 간주하게 된다.

(2) Heuristic Evaluation & Debriefing시나리오가 끝나면 준비된 평가 항목의 설문지를 배우,한 후 이것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의 표, . [은 설문지의 평가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표의 평4- 3] .가 항목 중 까지의 평가 항목을 이용하여 평( ) ( )Ⅰ ∼ Ⅷ가가 이루어졌다

표 평가 항목[ 1] Heuristic Evaluation

그림 결과11. Heuristic Evaluation결론결론결론결론6.6.6.6.전 세계의 수많은 네티즌들은 페이스북으로 서로의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블로그를 통해 시간 국경 언어를 초월, ,해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트위터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생각을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이슈를 확인한다, .더욱이 와 같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폰 넷북4G ,등의 개인용 휴대 기기의 등장으로 어디서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만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소셜 네트워크 기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이중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는 무(LBS)한한 가치를 가지고 실용화되고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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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등 회사를 통해Google, Yahoo, Naver, Daum맵 기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지도와 미리.저장된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서비스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아직 디지털 맵 기반의 서비스 기술을 사용자가 활,용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이 중 사용자가 디지털 맵 위.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의 문제점을 지Google Maps적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제안하였다 을 로 분리하여 디스플레이지 해. Map Level줌으로써 사용자는 익숙치 않은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다.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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