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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항법 서비스를 위한 상황인지형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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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로 인하여 대부분의 CDMA망은 다양한 대역폭을 가진 네트워

크 표준들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는 사용자의 위치나 모바일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접속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대역폭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바일 응용 서비스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대역폭의 차이는 곧 서비스 응답 시간의 큰 편차를 야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CANS (Context-Aware framework for mobile Navigation Services)라고 부르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CANS는 휴대폰 상에서 실행되는 CDRG기반 항법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자의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고려하여 적응화시키므로써 모바일 항법서비스를 가능케 한 최초의 상황인지

형 프레임워크이다. 상용 CDMA망 하에서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CANS가 대역폭에 맞추어 컨텐츠를 적응화

하므로써 네트워크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서비스 응답 시간으로 서비스할 수 있음을 보인다.

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Context-Aware Framework
for Mobile Navig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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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cellular network technologies continue to evolve, various network standards coexist in most

CDMA-based cellular networks. This means that mobile device users access mobile services over different

network bandwidths according to the users’ positions or the mobile devices’ network access capabilities.

Such differences of network bandwidths cause big differences in service response times. To address this

problem, we present a framework called CANS (Context-Aware framework for mobile Navigation Services),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user’s network profile to adapt the contents for CDRG(Centrally Determined

Route Guidance) navigation services for cellular phones. To the best of the authors’ knowledge, CANS is

the first context-aware framework to make mobile navigation services more feasible. The experimental results

under commercial CDMA network show that CANS is able to provide similar service response times regard-

less of type of wireless network to which users connect by adapting the contents to network bandwid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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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몇 년 동안 휴대폰과 스마트폰, 포켓 PC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컴퓨팅 환경에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휴대폰은 새로

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자 21세기

모바일 멀티미디어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 기술로 각

광 받게 되었다. 이제 휴대폰은 과거 노트북이나 데

스크톱 컴퓨터와 같은 고성능 기계에서 운용되던 온

라인 멀티미디어 게임과 뱅킹 서비스, e-커머스 응

용, GIS/LBS 관련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휴

대폰 자체만의 컴퓨팅 능력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세는 휴대폰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생

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상업적 활

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융

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 항법 서비스

(navigation service)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유용

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항법 서비스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

전되어 왔으며, 현재 데스크톱 컴퓨터와 자동차, 모

바일 기기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들

이 특정한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찾기 원할 때는 웹

브라우저나 자동차 전용 단말기, 또는 PDA 등을 사

용하여 지도상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만 선택하면 목

적지까지의 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서 사용되는 항법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은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휴대폰은 화면 디스플레이

능력과 네트워크 접속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서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휴대폰 상에 복잡한 컨텐

츠를 표시하는 응용을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1-6]. 또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환경에는

세대가 진화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표준이 공존하

고 있다. 예를 들어, CDMA 기반 이동통신 네트워크

에는 IS-95A, IS-95B, CDMA2000 1x, CDMA2000

1x EVDO, WCDMA 등과 같은 6～7 가지의 네트워

크 표준[7,8]들이 혼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새롭고

높은 대역폭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에서 먼저 개시되는 경우

가 많으며, 이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사용자들은 높

은 대역폭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모바일 서비

스에 접근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에, 산악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사용자는 기존의 낮은 대역

폭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이

러한 사용자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이동통신 네트워

크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응답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른 서비스 응답 시간은 모바일 서비스의 매

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응답 시간의 편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항법 서버(navigation server)는 지도와

경로 정보 등의 항법 서비스에 필요한 컨텐츠를 적응

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5,6]. 하지만,

이렇게 상황 정보(context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적응화하는 기능을 가진 항법 서비스 프레임워크의

연구는 제한적이다[9-1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CANS(Context-Aware frame-

work for mobile Navigation Services)라고 부르는 프

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CANS는 다양한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서 항법

용 컨텐츠를 적응화하기 위하여, OMA(Open Mobile

Alliance)에서 제안한 WAP용 UAProf[12]에서 네트

워크 정보를 담고 있는 네트워크 프로파일(compo-

nent: NetworkCharacteristics)을 고려하도록 설계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용자가

CDMA2000 1x EVDO와 같은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CANS는 고품질 지도와 전체

경로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IS-95B와 같은 낮은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

워크에 접속할 때, CANS는 저품질 지도와 필수 경

로 정보만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CANS는 이러한 고품

질과 저품질 컨텐츠 간의 차이가 항법 서비스의 서비

스 품질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를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UAProf의 모바일 디바이스의 모델

과 디스플레이 크기 등을 담고 있는 하드웨어 프로파

일(component: HardwarePlatform)도 고려하여 디

바이스의 하드웨어 사양에 최적으로 적응화된 컨텐

츠를 제공하고 있다.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효율성을 명확히 보이기 위

해 실제 상용 CDMA망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였

다. 이 실험의 결과는 CANS가 네트워크 대역폭에

관계없이 균등한 응답 시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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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러한 실험 결과는 상황인지형 모바일

폰 기반 항법 서비스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기존의 컨텐츠 적응화와 프로파일

관련 연구 그리고 항법시스템과 관련된 기술들에 대

해 알아본다. 아울러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술하고 있

다. 3장에서는 CANS의 구조와 서비스에 필요한 지

도 생성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있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고, 5장에서는 이 논문의 내용을 요

약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 CANS 설계

2.1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컨텐츠 적응화 및

프로파일 관련 연구와 항법시스템 관련 기술들에 대

해서 살펴본다.

컨텐츠 적응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기술은 사

용자의 주위 상황을 효율적으로 표현하여 적응화 과

정에서 이용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

용자 프로파일 기술의 근간이 되는 것이 W3C[13]

Independent Group의 CC/PP(Composite Capability/

Preference Profiles)이다. CC/PP는 RDF를 이용하

여 각 컨퍼넌트(component)에 대한 속성(attributes)

들로 사용자 정보 및 선호도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CC/PP는 상호교환 및 확장은 용이하지만 복

잡한 프로파일 구성에는 부적합하며 각 속성에 대한

제약사항을 기술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사항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RDF Schema를 이용하여 해결한 프

로파일이 UAProf(User Agent Profile)[12]이다.

UAProf는 OMA(Open Mobile alliance)에서 제안한

WAP용 모바일 디바이스 프로파일이며 기본적으로

HardwarePlatform, SoftwarePlatform, Network

Characteristics, BrowserUA, WAPCharacteristics

과 같은 5개의 컨퍼넌트(component)를 제안하고 있

다. 이 중에서 HardwarePlatform컨퍼넌트는 디바이

스 타입, 모델 번호, 화면크기 등과 같은 속성

(attributes)들로 구성되어 하드웨어 특성을 기술하

고 있다. 한편, NetworkCharacteristics컨퍼넌트는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

는 속성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컨퍼넌트들은 컨

텐츠 적응화에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교섭 및 적응화를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프로파일로는 UPS(Universal

Profiling Schema)[14]가 있다. UPS는 INRIA의

OPERA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이 역시 CC/PP를 기반

으로 RDF, RDF Schema를 이용하여 프로파일을 기

술한다. UPS는 Client Profile Schema, Document

Instance Profile Schema, Resource Profile Schema,

Adaptation Method Profile Schema, Client

Resource Schema, Network Profile Schema등로 구

성되어있다. 이렇게 UPS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적

응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정의되어있고 이를 기반

으로한 응용 시스템도[1,2,14,15]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해 컨텐츠를 적응시켜

모바일 항법서비스에 적용한 예는 없다.

ISO/TC204 WG11[16]에서는 특정 위치에서 목적

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제공하는 두 가지 종류의 경로

안내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중앙경

로안내(CDRG: centrally determined route guid-

ance) 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경로안내(LDRG:

locally determined route guidance) 기법이다. 전자

의 경우 클라이언트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네트워크

를 통해 센터에 보내게 되는데, 센터에서는 목적지까

지의 최적 경로를 계산한 다음 경로 정보를 클라이언

트에 전송한다. 즉, CDRG기반 서비스인 경우에는

센터 내에서 계산된 최적 경로와 지도를 클라이언트

에 전송해주어야 하며 이는 클라이언트가 지도 데이

타베이스와 도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단지 출발지와 목

적지만을 센터에 보내 주고, 버퍼지도(buffered

map)라고 부르는 지도와 최적 경로를 함께 받게 된

다. 버퍼지도란 주어진 경로를 바탕으로 경로에서 일

정거리 내에 있는 점, 폴리라인, 폴리곤만을 검색하

여 구성된 지도를 의미하며 지도를 내장하고 있지

않는 단말기를 위한 CDRG기반 항법 서비스에 필수

적인 요소이다. CDRG 기법을 이동통신 네트워크 환

경에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와 경로

정보의 크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수초 이내

에 버퍼지도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

한 생성시간과 단축과 함께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른

응답 시간의 편차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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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수 요건을 CANS가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이 논문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2.2 서비스 시나리오

휴대폰과 위치 측위 기술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

휴대폰 기반 항법 서비스가 가능해진 상황이며 아울

러, 휴대폰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휴대폰을 사

용하여 특정 목적지에 대한 경로를 탐색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만일 어떤

사용자가 특정 목적지에 대한 경로를 탐색하기 원한

다면, 그 사용자는 휴대폰에 미리 다운로드받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키워드나 주소, 또는 직접 지도

위의 위치를 선택하는 기법 등을 사용하여 원하는

목적지를 전송하면(그림 1의 ①), 서버는 목적지 목

록을 생성하여 전송한다(그림 1의 ②). 사용자는 목

적지 목록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하게 되고, 응용

프로그램은 이 목적지와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포함

되어 있는 요청(request)을 서버로 전송한다(그림 1

의 ③). 그러면 서버는 목적지에 대한 최적 경로를

계산한다. 이 경로 정보는 다시 해당 경로의 버퍼지

도를 생성하기 위해 버퍼지도서버에 보내진 후 그

경로주변의 버퍼지도를 생성한다.(그림 1의 ④). 이

렇게 생성된 경로정보와 버퍼지도를 다운로드받은

후(그림 1의⑤),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은 1-2초

간격으로 단말기에 내장된 MS-Based GPS[17] 또

버퍼지도서버버퍼지도서버

경로탐색서버경로탐색서버

POI 
검색서버

POI 
검색서버

벡터지도
데이타베이스

벡터지도
데이타베이스

도로네트워크
데이타베이스

도로네트워크
데이타베이스

POI
데이타베이스

POI
데이타베이스

CANS클라이언트

POI 목록요청

POI 목록

경로탐색요청

버퍼지도요청

경로 + 적응화된지도

(with UAProf)

1

2

3

4

5

그림 1. 서비스 흐름도

는 외장 GPS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기 시작하고,

사용자에게 지도화면과 함께 음성으로 목적지를 안

내한다. 주행 중 경로이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항법

서비스 중에 추가로 다운로드 되는 정보는 없다. 이

는 과도한 통신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항법 서비스

중에는 네트워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

며, 경로이탈이 일어나게 되면 네트워크에 재접속한

다. 이러한 경로이탈시에는 이탈이 일어난 위치에서

재접속된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해 적응화 과정이 다

시 이루어져서 새롭게 적응화된 컨텐츠가 다운로드

된 후 서비스가 재게 된다.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지만, 휴대폰은 처리 능력과

저장 용량, 접속한 네트워크의 대역폭 등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러한 휴대폰 기반 항법 서비스를 설계

및 구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휴대폰의 처리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

에 휴대폰 상에 지도와 같은 복잡한 컨텐츠를 표시하

는 것이 어렵다. 또한, 차량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1-2초 간격으로 지도를 리프레시(refresh)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의 저장형태 및 크기가

이러한 제약조건에 맞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지도 제작 회사는 통신 단말

기에 지도 데이타베이스를 배포할 경우에 부딪히게

되는 사용권(license) 문제와 업그레이드 문제로 인

해 그들의 지도를 휴대폰에 저장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의 새로운 모델이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통한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이것을 지도 데이타베이스가 아닌 MP3

와 같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정한 휴대

폰이 지도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공간을 확

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 데이타베이스는 휴대

폰에 저장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극히 일부 모델

의 휴대폰에만 저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에

비해 매우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매우 좁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위치나 휴대폰의 네트워크 접속 기능에 따라 네트워

크 대역폭이 서로 다르게 된다. 예를 들어, EV-DO가

가능한 지역에 있고, EV-DO접속기능이 있는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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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평균 400에서

700Kbps, 최대 2.4Mbps의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IS-95B와 같은 낮은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용

자의 경우에는 보통의 처리 속도가 15-30Kbps에 불

과하다. 이것은 이러한 이질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항법 서비스가 동일한 고품질 지도와 경로 정보를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논문에서

는 CANS라고 불리는 휴대폰 기반 상황인지형 항법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CANS는 휴

대폰 기반 항법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CANS는 주어

진 경로를 기반으로 하여 이동통신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된 벡터포맷의 버퍼지도를 신속히 제공하여

서비스 응답시간을 최소화한다. 두 번째, 이러한 버

퍼지도 생성시 하드웨어 프로파일과 네트워크 프로

파일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적응화된 버퍼지

도를 생성한다.

앞으로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CANS의 적

응화 기능과 함께 버퍼지도 생성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할 것이다.

3. CANS프레임워크

3.1 시스템 구조

CANS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2에 나타나있다.

CANS는 크게 POI(point-of-interest) 검색서버, 경

로탐색서버, 그리고 버퍼지도서버와 같은 세 개의 모

듈로 구성되어있다. POI 검색서버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키워드 또는 주소에 대해 POI 데이타베이

스로부터 검색하여 결과를 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

버퍼지도서버버퍼지도서버

경로탐색서버경로탐색서버

POI검색서버POI검색서버

도로네트워크
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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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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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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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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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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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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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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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P-HTTP

WAP

그림 2. CANS의 구조도

고 있다. POI검색서버는 주어진 키워드 또는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POI목록을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 화면에 표출된 POI목

록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CANS로 다시 전송한다. 이때 사용자의 현재 위치

및 출발지, 목적지에 대한 정보 외에 클라이언트 측의

상황정보, 즉 디바이스의 모델명, 화면 크기, 지원 색

상수 그리고 네트워크 종류 등의 정보가 UAProf기반

프로파일에 담겨져 WAP 게이트웨이로 전송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요청이 WAP게이트웨이에

서 다시 응용 서버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HTTP

요청으로 변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HTTP 요청으

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UAProf의 프로파일 정보는

물론 WAP게이트웨이에서 추가된 이동통신 사업자

에 종속적인 네트워크 정보가 HTTP 헤더에 포함된

다. 이 요청은 그림 2와 같이 HTTP Proxy를 통해

최종적으로 응용서버 즉, CANS에게 CC/PP-HTTP

(CC/PP Exchange Protocol over HTTP)[12]를 이용

하여 전송된다. HTTP 요청에 포함되어 전송된 상황

정보는 HTTP헤더를 파싱하여 쉽게 추출하여 이용

할 수 있다. 표 1은 이러한 HTTP_USER_AGENT

표 1. HTTP_USER_AGENT에 대한 설명

필 드 설 명

예) HTTP_USER_AGENT: AAABCDDEEFFGGHH

HIIIJJKKLLMMMMMMMM;N;O;P;Q;R

AAA 이동통신사업자(SKT, KTF, LGT등

B

네트워크 타입(1:95a/b, 2:SK web,

3:스팅거, 4:95c WAP, 5:EVDO,

6:WCDMA or HSDPA(R4),

7:CDMA2000 1x Rel.A, 8:WCDMA

or HSDPA(R5), 9:HSUPA(R6),

A:GSM, B:GPRS, C:EDGE)

C
단말기 타입(cellular phone, PDA,

Smart phone, etc.)

DD 단말기 제조업체

EE 제조업체별 단말기 모델

FF 브라우져 제조사

GG 브라우져 버전

HHHIII LCD가로/세로 픽셀수

JJKK LCD가로/세로 문자수

LL LCD 지원색상수

MMMMMMMM 휴대폰 번호

N;O;P;Q;R
위치관련정보 및 MCC(Mobile

Countr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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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CANS는 이러한 상황정보 중에서 UAProf의 하드웨

어 프로파일(component: HardwarePlatform)과 네트

워크 프로파일(component: NetworkCharacteristics)

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지도를 적응화시킨다.

현재는 이 두 컨퍼넌트만을 고려하여 적응화시키지

만 향후 항법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즉, 기상

정보, 사용자의 특이기호 등의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을 확장할 계획이다.

사용자의 요청과 함께 목적지와 출발지 정보는 바

로 경로탐색서버에 전달되고 경로탐색서버에서 해

당 목적지까지의 최적의 경로를 계산한다. 계산된 경

로는 다시 버퍼지도서버로 상황정보와 함께 전달된

다. 버퍼지도서버는 사용자가 접속한 네트워크의 대

역폭에 따라 지도를 적응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듈

이다. 요청을 받은 후 버퍼지도서버는 상황정보를

HTTP헤더로 부터 추출하여 사용자가 접속한 네트

워크 종류 및 단말기 모델, 화면크기, 지원색상수를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된 단말기의 화면크기를 바탕으로 버

퍼지도의 넓이()를 결정하여 지도컨텐츠를 적응화

시킨다. 단말기 제조업체와 모델 그리고 지원색상수

를 고려하여 알맞은 색상 팔레트를 선택하여 단말기

화면에서의 지도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버퍼

지도서버는 결정된 네트워크 종류를 바탕으로 해당

네트워크 대역폭에 가장 알맞은 크기의 지도를 제공

하므로 써 서비스 응답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

한다. 이를 위해 CANS는 네트워크 대역폭 정보를

기반으로 세 가지 모드의 지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FM(full map)모드, SM(simple map)모드,

TbT(Turn by Turn)모드가 그것이다. FM모드는 지

도의 폴리곤층(polygon layer), 폴리라인층(polyline

layer), POI층(point-of-interest layer)의 데이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세 가지 모드 중에서 가장 정

교하고 정보가 풍부한 모드이다. 한편, SM모드는 폴

리라인층과 POI층의 데이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TbT모드는 POI층만을 포함하게 된다.

버퍼지도서버는 경로탐색서버로부터 넘겨받은

최적경로를 바탕으로 경로주변에서 특정거리 이내

에 있는 폴리곤, 폴리라인, POI들만을 포함하는 버퍼

지도를 생성한다. 자세한 버퍼지도 생성과정은 다음

절에서 기술한다.

3.2 버퍼지도 서버

CDRG기반 항법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비스되기 때문에 응답시간이 서비스에 중요한 관

건이 된다. 버퍼지도를 생성하기 위한 단순(naїve)

알고리즘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어진 경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폴리라인에 대

해 버퍼폴리라인(buffered polyline, BP)을 계산

한다.

2. 모든 BP들을 병합하여 버퍼폴리곤을 생성한다.

3. 생성된 버퍼폴리곤을 바탕으로 버퍼폴리곤 내

에 속하는 점, 폴리라인, 폴리곤들을 벡터지도

데이타베이스에서 검색하여 버퍼지도를 생성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단순 알고리즘은 를 BP

의 개수라 할 때  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CDRG기반 항법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

면 항법 서비스를 위한 버퍼폴리곤의 경우 수 만개에

이르는 BP들을 모두 병합해야하고 이렇게 생성된 버

퍼폴리곤을 바탕으로 지도 데이타베이스를 대상으

로 검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

한 시간제약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CANS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상황을 역화일(in-

verted file)과 해싱기법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극복하고 있다. 버퍼지도 생성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구조를 먼저 설명한다.

3.2.1 지도 자료구조

CANS프레임워크에서 지도는 고정크기의 격자구

조를 저장되어있으며 각각의 격자는 열우선 방문순

서(column-wise scan order)[18]를 따라 번호가 할

당되어있다. 이 번호는 공식(1)을 이용하여 부여되었

으며 격자에 속하는 지도 객체를 해싱기법으로 신속

히 검색할 때 사용된다.

 ⌊
 ⌋⌊

 ⌋ (1)

여기서 는 격자의 한 변의 크기이고 는 격자의

총 개수이다.

지도는 점층, 폴리라인층, 폴리곤층과 같이 총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마다 개의 격자로 구

성되어있다. 벡터지도 데이타베이스 구조를 보다 형

식적으로 표현하면 공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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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각각의 격자 는 세 개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있

는데 이는 점집합  , 폴리라인집합  , 폴리곤집합

이다. 이러한 구성은 공식(3～6)에 나타나 있다.

  ≤ ≤ (3)

     (4)

    (5)

     (6)

또한, 각각의  , 는 MBR(Minimum Bounding

Rectangle)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버퍼지도 생성 과

정을 가속화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각각의 

는 공식(7)과 같이 표현되며 도 같은 형태로 표현

된다.

         ≤ ≤  (7)

여기서, 은 폴리라인의 데이타베이스내의 전체

개수이며 은 폴리라인을 구성하는 점들의 개수이

다. 는 2차원 좌표를 의미한다. 지도 구조와 알고리

즘 설명에 쓰인 심볼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그림 3은 지도의 격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간결한 표현을 위해 그림 4에서 폴리라인층의 저장

구조만 도시하고 있다.

3.2.2 버퍼지도 생성 알고리즘

CANS의 버퍼지도 생성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

이디어는 과도한 생성시간을 줄이기 위해 역화일과

해싱기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CANS의 버퍼지도 생

성 알고리즘은 역화일의 개념에 따라 하나의 BP집합

과 여러 개의 격자집합들로 구성된 역색인(inverted

index)을 생성한다. 여기서 BP집합(BP set)은 주어

표 2. 심볼과 그 정의

심볼 정의













지도 데이타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격자의 개수

격자 id

개의 폴리곤으로 구성된 집합

개의 폴리라인으로 구성된 집합

개의 점들로 구성된 집합

3 7 11 15

2 6 10 14

1 9 13

p1

p2
p3

p4 L7,1p6

p7 p8

p9

p10 p11

p12
p13

p14

L4,1

L3,1
L7,2 L11,1 L11,2

L15,1

L14,1

p5

5

4 8 12 16

w

그림 3. 지도의 격자 구조

그림 4. 폴리라인층의 저장구조

진 경로의 각각의 폴리라인에 대해 버퍼폴리라인들

을 생성하여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림 7에 나타난 바

와 같이 BP집합의 각 요소는 하나의 격자집합(cell

set)과 연관되어있다. 또한, 이 격자집합은 BP가 겹

쳐지는 격자 ID들의 목록이다.

이러한 역색인이 생성되면 공식(1)을 이용한 해싱

기법으로 격자집합에 있는 ID들만을 대상으로 데이

타베이스를 검색하므로 써 버퍼지도를 생성하게 된

다. 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되어있다.

1. 주어진 경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폴리라인에 대

해 버퍼폴리라인(buffered polyline, BP)을 계산

한다. 그림 5는 BP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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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 역색인 생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Input:

   : 주어진 경로의 폴리라인 집합
d: 경로로 부터의 거리

    : BP집합(BP set)

        ∈ : 격자집합(cell set)
Begin

For (i=1; i<=n; i++) Do

로 부터 만큼 떨어진 버퍼폴리라인  를 계산한다.
공식(1)을 이용하여 와 겹쳐진 격자들을 결정한다.

이 격자들의 ID를 해당  집합에 삽입한다.
End For

End

알고리즘 1. 역색인 알고리즘

그림 5. BP의 예

한 BP들이 모여 그림 6과 같은 BP집합을 구성

한다.

2. 각 BP에 대해, BP가 겹쳐지는 격자들의 ID를

공식(1)의 해싱함수  를 이용하여 결정하

면서 그림 7과 같은 역색인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그림 7의 첫 번째 나타나 있는 경우

해당 버퍼폴리라인이 3번 격자와 4번 격자에 겹

쳐있으므로 격자집합 {3, 4}와 연관되어있다.

같은 방법으로 일곱 번째 요소인 의 경우는

각각, 11, 14, 15번 격자와 겹쳐져 있는 상태이므

로 격자집합 { 11, 14, 15 }와 연관되어있다.

3. 이렇게 생성된 역색인을 이용하여 격자 ID들

내에 있는 지리(geometry) 객체들만을 대상으

로 해당 BP와 겹쳐지는지를 검사하면서 버퍼

지도를 생성한다.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서 역색인이 생성되며 이

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면 알고리즘 1과 같다. 아울러

알고리즘 2는 버퍼지도 생성알고리즘을 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알고리즘 1의 9행

3 7 11 15

14

13

BP3BP2

BP4

BP6

4 8 12 16

BP8

BP1

BP5

2 6 10

1 5 9

BP7

그림 6. BP집합의 예

그림 7. 역색인

에서 해싱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알고리즘 2의

20, 28행에서 MBR을 이용한 검색을 통하여 검색 효

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8은 이렇게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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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2 : 역색인을 이용하여 버퍼지도 생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Input:

 : 알고리즘 1에서 생성된 BP집합

 : 알고리즘 1에서 생성된 격자집합

 : 생성될 버퍼지도의 모드

Begin
set  ← empty;
set  ← empty;

// 먼저 검색 대상이 될 격자id들을 에 모은다.
For each   in  Do

For each  in   Do;

If  ∈  then

를 에 추가한다.
End If

End For
// 에 포함된 격자들만을 대상으로 검색한다.

For each   in  Do

If ≡ Then // FM모드인 경우에만 폴리곤층을 포함시킨다.
For each    in   Do
If   overlap   Then

 를 에 포함.
End If

End For

End If

26
If ≡  ≡ Then
// FM모드 또는SM모드라면 폴리라인층을 포함시킨다.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For each  in  Do
If   overlap   Then

 를 에 포함.

End If
End For

End If

// POI층은 항상 포함시킨다.
For each  in   Do
If   in   Then

 를 에 포함.
End If

End For

End For

알고리즘 2. 버퍼지도 생성 알고리즘

버퍼지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알고리즘 1의 입력

으로 주어지는 경로로 부터의 거리 는 HTTP_

USER_AGENT헤더에서 추출한 단말기 하드웨어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즉, 화면크기가 클수록

많은 영역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큰 값을 갖게 된다.

또한, 알고리즘 2에서 사용되는  역시 HTTP_

USER_AGENT헤더에서 추출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되어 넘겨받은 것이다. 상황정

보에 포함되어있는 네트워크 정보가 IS- 95A/B와

같은 저 대역폭 네트워크라면 버퍼지도서버는 POI층

만을 포함시켜 TbT모드의 버퍼지도를 생성한다. 반

면, CDMA 2000 1x 네트워크라면 폴리라인층과 POI

층을 포함한 SM모드의 버퍼지도를 생성하게 된다.

그림 9는 CANS의 접근방법이 서로 다른 대역폭

의 네트워크에 지도를 효과적으로 적응화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그림 9의 FM모드의

버퍼지도는 약 40Km의 경로를 따라 생성된 것인데

24KB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를 IS-95A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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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버퍼지도의 실제 예

적응화된

지도

대역폭

망종류

2Mbps이상64~144Kbps14.4~64Kbps

CDMA2000 1x EV-DO이상
IS-95C,

CDMA2000 1x
IS-95A/B

TbT모드 SM(simple map)모드 FM(full map)모드

그림 9. 적응화된 지도의 예

속한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게 되면 20여초 이상 소요

되지만 TbT모드의 버퍼지도로 적응화하면 6KB정

도의 크기로 줄게 되고 다운로드에 소요되는 시간도

5초정도로 절감되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

다. 비록 지도의 크기가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바로

항법서비스의 질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 이는 그림 9의 3가지 모드의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모드에서 표출되는 정보의 양은 동일하

게 생성하게끔 설계되었고, 특히 TbT모드의 경우 회

전정보, 잔여거리 및 도로번호등과 같은 부가정보를

화면에 표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큰 어려움 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CANS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적응 능

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실제 CDMA망 하

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는 다음 절에서

제시한다.

4. 성능 측정

CANS는 C/C++를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실험

은 Intel Xeon 2.8GHz와 1GB 메인메모리로 구성된

HP ProLiant DL360에서 RedHat Linux 7.3을 기반

으로 수행하였다. 클라이언트 측 응용프로그램은

WI-TOP[19], WIPI[20], Brew[21], Symbian[22],

J2ME MIDP[23]등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 기반으로

구현되었으며 이중에서 실험은 WIPI기반 응용프로

그램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WIPI가 현재 국내

CDMA망 하에서 실험하기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CANS의 적응화 능력을 실험하기에 앞서

버퍼지도 생성 알고리즘 효율을 먼저 측정하였다.

4.1 버퍼지도 생성 알고리즘의 성능

CANS의 버퍼지도 생성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

하기 위해 표 3과 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단순알고리

즘과 비교하였다. 비교 척도는 생성된 버퍼지도의 크

기와 생성 시간으로서 각 시나리오를 100번 실행하

여 평균치를 구하였다.

그림 10에 나타난바와 같이 CANS가 생성한 버퍼

지도가 약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성시간

을 줄이기 위해 지리 객체 자체가 아닌 해당 MB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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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버퍼지도의 평균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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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버퍼지도 생성시간

표 4. 적응화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

시나리오
적응화된

버퍼지도
출발지 목적지 평균 거리

B1

B2

B3

C1

C2

C3

D1

D2

D3

FM모드

SM모드

TbT모드

FM모드

SM모드

TbT모드

FM모드

SM모드

TbT모드

CDMA2000 1x-EVDO접속이 가능한 서울지역

CDMA2000 1x접속이 가능한 서울지역

IS-95A접속이 가능한 서울근교

CDMA2000 1x-EVDO접속이 가능한 서울지역

CDMA2000 1x접속이 가능한 서울지역

IS-95A접속이 가능한 서울근교

CDMA2000 1x-EVDO접속이 가능한 서울지역

CDMA2000 1x접속이 가능한 서울지역

IS-95A접속이 가능한 서울근교

수원역

수원역

수원역

대전역

대전역

대전역

부산역

부산역

부산역

46km

45km

47km

166km

169km

165km

406km

409km

405km

표 3. 버퍼지도 생성 실험에 쓰인 시나리오

시나리오 경로길이
경로를 구성하는

의 개수
버퍼 폭 

A1

A2

A3

A4

A5

약 10Km

약 100Km

약 200Km

약 300Km

약 400Km

50～100

800～1,500

1,800～2,000

2,000～2,500

3,500～4,000

50m

50m

50m

50m

50m

이용하여 검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CANS가 근

소하게 큰 버퍼지도 크기를 생성하고는 있지만 그림

11과 같이 생성시간에 있어서는 약 7배가량 빠른 속

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A1부터 A3까지의 시나리

오 상에서는 5초 이내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

장 긴 구간인 시나리오 A5하에서도 11초 이내의 응

답속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CANS의 적응화 능력

CANS의 적응화 능력을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 단

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닌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변경

해가며 상용 CDMA망 하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각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점

을 선정하여 평균거리를 40～400km까지 변화시키

면서 세 그룹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상세한 시나

리오는 표 4에 나타내었다. 시나리오 B는 경로의 길

이가 40km정도 되도록 설정하여 실험하였으며 시나

리오 C와 D는 각각 170km정도와 400km정도의 경로

가 되도록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생성된 버퍼지

도의 평균크기와 평균 응답 시간을 측정하였다. 동일

한 시나리오를 10번 반복하여 평균치를 제시하였다.

이 시간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연결이 설정되어

CANS에게 그 요청을 전송한 후, 그 결과로서 최적

경로와 버퍼지도를 모두 다운로드 받고 연결을 해제

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 총 응답시간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B1, C1, D1하에서 버퍼지도의 평균 크기

는 각각 15KB, 54KB, 154KB정도였으며 FM모드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나리오보다 최고 5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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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시나리오 B3, C3,

D3의 경우 TbT모드의 버퍼지도를 생성한 경우이고

각 시나리오 그룹에서 가장 작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한다. 아울러 그림

12에 시나리오별 버퍼지도의 평균 크기와 그림 13에

평균 응답시간을 제시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시

표 5. 시나리오별 실험 결과

시나리오
적응화된

버퍼지도

버퍼지도의

평균 크기

평균 응답

시간

B1

B2

B3

C1

C2

C3

D1

D2

D3

FM모드

SM모드

TbT모드

FM모드

SM모드

TbT모드

FM모드

SM모드

TbT모드

15KB

8KB

5KB

54KB

37KB

18KB

154KB

87KB

33KB

7.2sec

7.3sec

7.3sec

9.1sec

9.5sec

9.4sec

11.2sec

11.3sec

12.3sec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 2 3

시나리오 번호

평
균

 지
도

 크
기

(K
B

)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 D

그림 12. 시나리오별 버퍼지도 평균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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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나리오별 평균 응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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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ANS의 적응화 능력

간의 편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림 12의 지도 크

기는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그림 13에서

는 균일한 응답시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CANS가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 버퍼지도

를 적응화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로서 서비

스 응답시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

여주고 있다.

CANS의 적응화 효과를 보다 명확히 보이기 위해

CANS의 적응화 기능을 적용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

았을 때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14의 막대 중 "CANS

미적용“은 CANS의 적응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평균 서비스 응답시간이며 또 다른 막대는

CANS의 적응화 기능을 적용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시나리오 D3하에서의 응

답시간은 약 45초로서 시나리오 D1의 결과와의 차이

가 무려 33.8초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CANS를 적용한 경우는 균일한 서비스 응답시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이동통신 네트워크 환경에서 양질의 모바일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만 한

다. 특히, 이동통신 네트워크상에 혼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표준들은 서비스 응답시간의 커다란 편차

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는 양질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서

CANS (Context-Aware Framework for mobile

Navigation Services)라는 상황인지형 모바일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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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CANS

는 항법 서비스에 필요한 컨텐츠를 생성할 때 사용자

의 상황정보, 특히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고려하여 사

용자가 접속한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 컨텐츠를 적

응화한다. 즉, 사용자가 접속한 네트워크의 대역폭

차이에 따른 서비스 응답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법서비스에 필요한 버퍼지도를 해당 대역폭에 맞

추어 적응시키는 것이다.

CANS의 적응화 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

해 실제 상용 CDMA망 환경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실험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해 CANS는 다양

한 네트워크 대역폭에 적응하여 서비스 응답시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색인과 해싱기법을 적용하여 과도한 버퍼지도 생

성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CANS가 모바일 항법 서비스

에 적합한 상황인지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입증하였

다. 향후, CANS에는 네트워크 프로파일 뿐만 아니

라 경로의 선형구조, 경로주변의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시각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정보들을 고려하는

기능이 추가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정보들은 버퍼

지도의 크기와 생성시간을 보다 최적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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