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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정보 검색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나 선호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로 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받는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선호도 조

사의 방법으로 GPS로그 파일을 이용한다. GPS로그는 사용자의 모든 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

록이므로 이를 분석하면 개인의 선호도와 숨어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GPS로그를 관리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용량 이동 객체 분산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인 GALIS를 응용한 GPS로

그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며, 프로토타입 구현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인다. 

 

1. 서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이동 통신 기기의 발전 및 

보급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를 검색하려는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보 검색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나 

선호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개별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나 선호도 등을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  

본 논문에서는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선호도 조사의 

방법으로 GPS 로그 파일을 이용한다. 이는 사용자의 

모든 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므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선호도와 숨어 있는 패턴을 

발견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2].  

GPS 로그는 GPS 모듈을 추출된 후에 정제과정을 

거쳐 미리 정해놓은 위치에 적재된다. GPS 로그 저장과 

관리를 위한 기법으로 대용량 이동 객체의 분산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GALIS (Gracefully Aging 

Location Information System)를 응용하여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실제의 움직임과 가장 유사한 움직임을 

가진 객체를 생성하여 GPS 로그를 나타낼 수 있으며, 

모바일 플랫폼인 구글사(Google)의   안드로이드 

(Android)와 윈도우(Windows) 서버를 연계하여 

구현한다. 또한 데이터 분량의 감소를 통해 제안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명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개인화 

서비스, 객체 생성 알고리즘 및 GALIS 에 대해 

기술하고, 3 장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기술한다. 4 장에서 구현 및 실험을 수행 하며, 

마지막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객체 생성 알고리즘 

 

GSTD[3], Brinkhoff[4], Oporto[5] 알고리즘은 실생

활 객체의 움직임을 묘사하여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알고리즘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와 

차이가 있지만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어려운 요인은 

다음과 같다[6]. 

① 영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②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시간, 노력, 

처리 비용이 요구된다. 

③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

이 있다. 

④ 이동 객체의 정보는 계속 변하는 데이터이므로 한

번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 세계와 가장 유사한 객체를 생성하고, 이동

객체의 빈도수를 이용하여 선호도를 나타내도록 한다. 

 

2.1.1 GSTD(Generate Spatio Temporal Data) 

 

GSTD(Generate Spatio Temporal Data) 알고리즘은 

공간분포, 데이터개수, 이동속도, 방향, 정규분포, 가우

스 분포 변수를 사용하여 이동객체를 생성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 객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빌딩이나 학교와 같은 구조물(Infra Structure)개념을 도

입하여, 구조물의 크기도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 가까운 형태로 이동 객체를 생성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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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동객체는 특정 분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동 

객체의 속성이 고려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GSTD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만든 이동객체는 3가지 통

계학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 할 수 있다. (그림1)은 3가

지 분포 유형이다.  

 
(그림1)  (a)Uniform  (b)Gaussian  (c)Skewness       

 

2.1.2 Brinkhoff 

 

Brinkhoff 알고리즘은 초기시작 위치와 도착위치를 변

수로 받은 후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객

체를 생성된다. 이때, 네트워크 연결이 진행할 수 있는 

연결과 진행할 수 없는 연결이 있을 수 있고, 객체의 이

동 방향이 유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외

부 객체(external object)라는 방해 요소를 사용하여 적

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생성되는 객체는 등속 운동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있어서 객체의 속도의 변화에 대

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2)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간에 따라 객체가 생

성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2) 연속 시간 동안 이동 객체의 생성 

 

2.1.3 Oporto 

 

Oporto 알고리즘은 물고기떼가 폭풍 지역에 있는 동

안은 피하고, 프랑크톤이 풍부한 지역을 향해 움직인다

는 모습을 착안하여 모델링한 방법이다. 물고기떼는 이

동 객체로 표현될 수 있다. 객체는 선호하는 지역을 향

해 움직이고 비선호 지역을 피하도록 생성된다. 객체들

이 생성될 때, 공간적 속성의 수, 시간의 변화, 위치, 방

향, 크기 모양등 변수를 사용해서 현실 세계와 같은 시

나리오를 만들 수 있으나, 이동에 대한 공간제약이 고려

되지 않는다. 

(그림3)은 물고기 떼가 선호하는 지역을 향하여 움직

이고, 비 선호 지역을 피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다. 

<표1>은 각 객체 생성 알고리즘에 대한 비교이다. 

 

 
(그림3) 선호 지역에 따른 물고기 떼의 움직임 

 

<표1> 객체 생성 알고리즘 비교 

 GSTD Brinkhoff Oporto 

특징 
통계학 분포

사용 

네트워크 

기반 

물고기떼 모습을 

모델링 

이동속도 O X X 

방향 X O O 

구조물 

표현 
O X O 

객체생성 X X O 

 

2.2 GALIS 아키텍처 

 

GALIS[7]의 아키텍처는 (그림4)와 같다. 새로운 이동

객체가 있을 때 main DB에 이동객체를 등록하고 현재 

위치 정보를 SLDS(Short-term Location Data 

Subsystem)에서 처리하고 과거의 위치 정보를 처리하

는 LLDS(Long-term Location Data Subsystem)을 이용

하여 분산 대용량 이동객체 관리 시스템이다.  

 

 
(그림4) GALIS의 전체 Architecture 

 

3.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3.1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제안된 프레임 워크는 (그림5)과 같이 SOA(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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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ed Architecture)모델의 3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 특정 도메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자(Service Provider : S/P)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요구자(Service 

Ruquester : S/R),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요구

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 매치메이커

(Service Matchmaker : S/M)로 구성 된다. S/M은 S/R의 

요청에 따라 현재 사용자의 위치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S/P를 찾고, S/P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중개자의 핵심 

모듈이다. 매치 메이킹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

누어 진행된다. ① S/P 적합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

들의 정보를 광고한다. ② S/R 서비스를 S/M에게 요청

한다. ③ S/M 적합한 서비스 제공자를 찾은 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S/R에게 제공한다. 

매치메이커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달리 모든 서비

스 수행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S/R 에게 적합한 서

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그 이후의 서비스 

수행 업무는 서비스 S/P와 S/R 사이에 진행되도록 한

다. 즉 매치 메이커는 서비스 발견의 업무만 수행하고 

중계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그림5)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구상도 

 

(그림6)은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이며, 연구 영역을 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개인 GPS 로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다.  

 

 
(그림6)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Architecture 

 

3.1.1 이동 객체 움직임 

 

아래의 (그림7)는 GPS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간을 

크게 3개로 나누었다. Place는 관심영역과 비 관심영역

을 모두 포함한 공간이며, ROI(Region Of Interest)는 객

체가 관심을 가지고 선호하는 지역으로 관심영역DB에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다. NROI는 선호하지 않는 영역으

로 관심영역DB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공간이다. (그림

8)은 시간 변화에 따른 GPS로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

림이다. GPS로그의 각 움직임은 점으로 표현되며, 시간

에 따라 생성되는 움직임은 이동하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8]. 

 

 
(그림7) GPS로그 분석을 위한 영역 

 

 
(그림8) GPS로그의 시간에 따른 움직임 

 

3.1.2  STDP(Short-Term Data Processer)  

 

(그림 9)은 STDP(Short-Term Data Processer)의 구조 

이며, (그림 10)은 STDP 의 시퀀스이다. ①-④ 은 GPS 

로그 추출 과정으로 GPS 혹은 Simulator 을 통해 받은 

GPS 로그를 Location Receiver 로부터 수신하여 MAP 

API 을 통해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 추출 과정이다. ⑤ 

GPS 로그는 Location Manager 로 전달되어 ⑥-⑧ 의 

정제과정을 거쳐 ROI 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ROI 일 

경우, ⑨ STD 를 STD DB 에 저장한다. 이때 NROI 이면 

저장하지 않고 필터링 한다. (그림 11)은 시간 개념을 

포함한 공간 STD 의 움직임이다. 관심영역에 포함되는 

STD 에 대해서만 STD DB 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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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STDP Architecture 

 

 
(그림10) STDP 시퀀스 

 

 
(그림 11) 시공간 STD 움직임 

 

3.1.3  LTDP(Long-Term Data Processer)  

 

(그림 12)은 LTDP(Long-Term Data Processer)의 

구조이며, (그림 13)은 LTDP 의 시퀀스이다. ①-④ 

STDP 에서 GPS 로그를 ⑤-⑥ LTDP 로 전송한다. 

이러한 추출과정을 통해 얻은 GPS 로그는 하루 단위로 

S/M 서버의 LTDP Receiver 모듈로 전송된다. ⑦ LTD 

DB 에 저장되고, ⑧-⑩ 사용자가 정의한 Daily 설정에 

따라 Shifting 하는 정제 과정 후 LTD 를 LTD DB 에 

저장한다. 

(그림 14)은 시간 개념을 포함한 공간 LTD 의 

움직임이다. LTDP 에서는 ROI 과 NROI 을 포함한 하루 

단위의 GPS 로그를 관리한다. 

 

 
(그림12) LTDP Architecture 

 

 
(그림13) LTDP 시퀀스 

 

 
(그림 14) 시공간 LTD 움직임 

 

4. 구현 및 실험 

 

시스템 구현을 위해 펜티엄4 CPU3.0Ghz, 2GByte 메

모리로 구성된 컴퓨터에서 Microsoft사의 Visual 

Studio2005을 사용하여, GPS로그를 생성하였고, STDP

는 이클립스(Eclipse) 개발툴을 사용하여 구글사의 안드

로이드로 구현하였다. STD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

스는 SQLite를 사용한다. LTD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는 Microsoft사의 MS-SQL Server 2005를 이용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GPS로그는 30초당 1

회씩 수집한다. 하루 수집되는 데이터의 숫자는 2 * 

60(분) * 24(시간) = 2,880 개이며, 실험을 위해서 7일간

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그림15)은 객체 생성 알고리

즘을 통해서 GPS 로그를 생성하여, 지형 정보를 모델

링하고 표현하기 위한 KML(Keyhole Markup Language) 

[9]파일 형태로 변환한 것이다. (그림16)은 실행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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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다. 

 

 
(그림15) 생성된 GPS 로그 

 

 
(그림16) 실행 메인 화면 

 

 (그림17)은 ROI의 여부에 따라 필터링 되지 않은 첫 

번째 날의 GPS 로그를 지도에 표시하였다. 

 

 
(그림17) 필터링 전 GPS로그 표시화면 

 

실험을 위해서 <표2>와 같이 ROI를 등록하였다. 기준

지점의 <경도, 위도>와 원하는 반경을 함께 저장한다. 

(그림18)은 N개의 ROI를 등록하기 위한 화면이다. ROI

의 경도 와 위도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거나, 지도

에서 찾을 수 있으며, 반경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다. 

 

<표2> ROI 등록 

 

 
(그림18) ROI 등록 화면 

 

<표3>은 등록된 ROI의 여부에 따라 ROI에 속한 일

주일 분의 GPS로그 데이터의 숫자이다.  

 

<표3> GPS로그 데이터 

 

 

(그림19) ROI의 여부에 따라 필터링 된 첫 번째 날

의 GPS로그를 지도에 표시하였다.  필터링 된 데이

터 숫자는 총 291개 이며, 남아 있는 GPS로그 데이

터는 총 2,579개이다. 

 

 
(그림19) 필터링 후 GPS로그 표시화면 

 

(그림20)은 생성된 일주일치의 데이터를 ROI 여부에 

따라 필터링 된 결과 줄어든 데이터 감소율에 대한 그

래프이다. GPS로그 데이터는 평균 13.3%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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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데이터 감소율 

 

 (그림21)은 ROI에 접근한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하여 

접근이 많은 영역에 대해 높은 순위를 부여한 결과 화

면이다. 

 

 
(그림21) 관심영역 선호도  

 

5. 결론 

 

사용자들의 요구와 선호도에 따라 정보를 분석하여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많은 연

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S로그를 

활용하여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는 과정을 증명하였다. 

STDP에서 ROI의 여부에 따라 GPS로그를 필터링 한다. 

이때, 실험을 통해 데이터가 평균 13.3%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LTDP에서는 하루 단위의 GPS로그를 서버

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 처리한다.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시스템의 유용성과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증명하

였다.  

본 시스템에서 GPS 로그를 바탕으로 관심영역의 접

근 개인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향

후 과제로 GPS로그를 바탕으로 숨어 있는 패턴을 연구

하여 사용자의 미래 패턴을 예측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의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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