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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모바일 통신 기술은 유비쿼터스 컴퓨  분야에서 요한 기술  하나이다. 모바일 통신 기술에서 GPS

기술이 발달되고 PDA, 스마트폰등과 같은 다수의 모바일기기에도 GPS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이에 사

용자들은 자신이 치한 곳에서 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통해 여러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기기에 탑재된 GPS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추 하여 이동경로를 악

하는 시스템과 축 된 사용자의 이동경로를 이용하여 이동경로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

의 시스템을 설계한다. 제안하는 서비스는 사용자의 치를 추 하여 사용자가 이동한 이동경로 데이터를 

만들고 서버에 업로드한다. 업로드 된 이동경로 데이터들은 재 치한 곳으로부터 이동할 목 지 까지 

가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추천된다. 제안하는 서비스는 사용자가 잘 모르는 장소를 이동할 때나 목 지까

지 이동경로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가능하다.

 
■ 중심어 :∣유비쿼터스 컴퓨팅∣위치기반서비스∣

Abstract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field of ubiquitous computing is one of important 

technologies. The development of GPS technology in mobile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PDA, the vast majority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lso being equipped with GPS 

functionality. This user where they are located where they are based on the number of through 

services were able to receive information. In this paper, mounted on a mobile device user's 

location using GPS capabilities to track the migration routes and the accumulated user to 

determine the migratory path of the system used to recommend the proposed route of the 

proposed method and system Designs.

The services offered by tracking the location of the user to move the user to route data to 

create and upload to the server. Upload a migration path to move data from where they 

currently reside to the user is recommended to go to your destination. The services offered by 

the users do not know where to travel or go to your destination, etc. If you do not remember 

the path can be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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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기술의 속한 발 으로 인간 생활은 커다란 변

화를 겪고 있으며,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

하지 않고 장소에 상 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속

하여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게 해주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 컴퓨  기술에 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1].

모바일 통신 기술은 유비쿼터스 컴퓨 에서 요한 

기술  하나이다. 모바일기기의 기술이  발 함에 

따라 GPS기능이 탑재된 모바일기기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2]. 한, 모바일기기의 GPS기능을 이용하여 사용

자의 치를 추 하는 기술들과[3-5] 사용자의 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들[6-8]이 연

구되었다. 모바일기기에 GPS기능이 탑재되고 치추

기술이 발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치  장소에 따

른 서비스에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모바일기기의 치추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에게 사용자의 이동경로를 추천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

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치정보를 주기 으로 획득하여 이동경로를 추출한 뒤, 

추출된 이동경로들을 이용하여 이 후 사용자가 재 

치에서 원하는 목 지까지 갈 수 있는 이동경로를 추천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설명한다. 

먼  사용자의 치를 추 하여 이동경로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의 문제 을 찾고 해결방안에 하여 제

시하고, 이동경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

게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명 한다 . 2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설명하는 시스템의 련연구들에 해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사용자의 치를 추 하여 이동경로 데이터

를 생성하는 방법과 만들어진 이동경로 데이터를 사용

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Ⅱ. 관련연구

기존 PC기반의 인터넷 서비스가 모바일에서도 제공

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콘텐츠는 떠오르는 분야 에 

하나이다. 모바일기기의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짐에 따

라 모바일콘텐츠  모바일게임은 사용자가 증하고 

있으며 유율도 매우 높은 수 이다. 한 모바일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인 시간과 장소에 따른 제약 없

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가능하고,  1인 1단말의 특성

으로 인해 개인화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  때문에 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가 차세  주목받는 분야로 격히 성장하고 있다

[9].

사용자의 지리  치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기반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컴퓨 의 요한 응용으

로, 여러 치 감지기술과 다양한 시험  상용 서비스

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사용자의 치이동 데이터를 학

습하여 미래의 치 이동 경로를 측하는 기법을 제안

한 연구가 있다[10]. 이 연구는 사용자의 치를 알아내

고 치 데이터를 축 하고 분석하여 사용자의 이동경

로를 측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사용자가 움직

이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사용자가 항상 움

직이는 것만은 아니다. 특정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도 

있고, 이동  움직임을 멈출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기 인 사용자의 치추 으로 사용자의 이동을 감

지하고 사용자가 멈춰있을 때의 치정보는 폐기하고 

이동하 을 때의 치만 장하여 사용자의 이동경로

를 장한다. 그리하여 이동경로의 시간/거리를 분석하

여 다른 사용자에게 추천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Ⅲ. 이동경로 추천 시스템

1. 이동경로 추천 서비스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이동경로 추천 서비스

의 개요이다. 제안하는 이동경로 추천 시스템은 서버의 

개념으로 클라이언트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된다. 여러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서 주기

으로 GPS 값과 시간을 수집하고, 각 사용자들의 이

동경로를 데이터로 장한다. 재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의 재 치를 이용하여 주변 치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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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고, 제안하는 추천 방법을 통해 목 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검색하고, 구  맵을 이용하여 추천해 주는 서

비스 이다.

그림 1. 이동경로 추천 서비스의 개요

2. 이동경로 추천 시스템 설계

1.1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이동경로 추천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동경로 추천 시스템의 구성

도는 [그림 2]와 같다. 사용자는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

을 통해 시스템을 이용한다. 시스템에는 사용자 정보 

리부, 이동경로 리부, 추천 모듈, 구  맵 연동 리

부 가 존재한다.

사용자 정보 리부: 재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리 한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각 사용자마다 이동경로 

데이터가 각각 리되기 해 각 사용자 정보 한 따

로 리된다.

이동경로 리부: 일정 시간마다 주기 으로 사용자

의 재 치를 갱신하고, 임계값 이상의 치 이동이 

있을 경우에 사용자의 이동경로가 데이터로 장된다.

추천 모듈: 사용자들의 치정보 갱신으로 만들어진 

이동경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 사용자에게 추천을 

처리한다. 재 사용자의 치 주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동경로들을 검색 한 뒤, 목 지 주변까지의 이

동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검색한다. 추천 방법

은 앞서 말한 이동시간과 노드 수의 두 가지 경우이다.

구  맵 연동 리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목 지까

지의 추천 이동경로를 구  맵에 합성하는 일을 수행한

다.

3. 사용자 이동경로 분석

2.1 사용자의 이동여부 판단

사용자가 이동하기 시작하여 목 지에 도착하는 것

을 하나의 이동경로 데이터로 간주한다.

모바일기기의 GPS기능을 이용하여 매 일정시간마다 

사용자의 치를 획득한다. 사용자의 치의 변동이 있

다면 사용자가 이동을 시작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시

간마다 획득한 사용자의 치를 장한다. 사용자의 

치 변동이 없게 되어 사용자가 이동을 멈춘 것으로 간

주되면 사용자가 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장된 치 

값들을 하나의 이동경로 데이터로 장한다.

그림 3. 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이동거리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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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정해진 매 시간마다 사용자의 이동거리를 

그래 로 그려놓은 것이다. 가로의 t는 시간을 의미하

며 세로의 d는 사용자의 이 치에서 재 치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한 각각의 L1∼L15까지의 들은 

각각의 시간에서 사용자의 치를 의미한다.  그래

에서 사용자가 선보다 큰 이동거리의 값이 나오면 사

용자가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의 치를 장

하기 시작한다. 일정 시간 사용자가 이동을 멈추면 t`에

서 t``까지의  이동거리를 하나의 데이터로 장을 한

다. 이 때 사용자가 이동한 거리와 이동시간을 같이 

장을 하게 되는데 이동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동시간 = t`  ̀ - t  ̀                        (1)

그리하여 하나의 이동거리 데이터가 모바일기기를 

통해 서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데이터에는 L5∼L13

의 치정보들과 이동시간이 장이 된다.

4. 이동경로 추천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동경로 추천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용자의 재 치를 갱신하고, 주변 치

에서 이동경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로 확인된 이동경로 데이터 에서 목 지까지의 

경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로 재 사용

자의 주변 치에서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목 지까지

의 경로가 존재하는 이동경로들을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으로 추천한다.

1. 최단시간 목 지까지의 경로

2. 다수의 치 갱신이 이루어진 경로 

1.의 경우에는 목 지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이며, 2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치이동이 

이루어진 경우로 여행 시에 다양한 이동을 할 수 있도

록 도와  수 있다.

그림 4. 이동경로 추천의 예시

[그림 4]는 이동경로 추천의 를 보여 다. 사용자가 

[그림 4]의 A라는 치에서 이동경로를 추천받기 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스템에서 A 치에서의 일정 범

 안에 있는 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동경로를 

검색한다. A 치에서 a∼d의 4가지 이동경로가 검색되

었고 사용자가 B라는 목 지를 지정하면 a∼d까지의 

이동경로  B의 주변 치에서 촬 한 사진을 포함한 

이동경로로 추천 목록이 어든다. 최종 으로 a와 b의 

이동경로가 사용자에게 추천이 된다. 만약, 사용자가 한 

번에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동경로가 있다면, 

앞서 설명한 두가지 추천 방법  사용자의 선택에 따

라 정렬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자 자신이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 목

지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찾거나, 가장 많은 곳을 

경유하는 경로를 찾을 수 있다.

5. 시스템 수행 절차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동경로 추천 시스템의 수행

차는 [그림 5]와 같이 이동경로 데이터를 구성하여 

장하는 과정과 [그림 6]과 같이 장된 데이터를 이

용하여 목 지까지의 이동경로를 추천하는 과정으로 

나 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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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스템 수행 절차 : 이동경로 데이터 구성

먼  이동경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과정은 [그림 5]

와 같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재 치  재 시

간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가져와 기 노드로 장한

다. 이후 주기 으로 치정보를 갱신하여 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그림 3]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임계 값 이상의 변동이 있을 시에 이동으로 간주하

고 다음 노드로 장하게 된다. 이후 치정보를 갱신

하는 과정부터 반복수행 함으로써 노드를 장하고, 

일정시간 이동이 없을 시에 장된 노드들을 하나의 

이동경로로 장하게 된다. 

그림 6. 시스템 수행 절차 : 이동경로 추천

[그림 5]의 과정을 통해 이동경로들이 장된 이후 

사용자에게 목 지까지의 이동경로를 추천하는 과정

은 [그림 6]과 같다. 먼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재 치를 송하면 재 치와 가까운 주변 노드를 

검색한다. 사용자가 목 지를 설정하면 목 지와 가까

운 주변 노드를 검색한다. 재 치 주변 노드와 목

지 주변노드를 포함한 이동경로들을 검색한다. 사용자

는 추천받고자 하는 우선순 를 선택한다. 추천 방법

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목 지까지 갈 수 있는 최단시

간으로 추천하는 방법과 다수의 치 갱신으로 노드수

가 많인 순서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나 어진다. 사용

자는 추천받은 이동경로를 통해 목 지까지 빠른 시간

에 도착하거나, 여러 장소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사용자가 이 에 자신이 이

동한 경로를 확인하여 비슷한 장소로의 이동을 기억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치를 추 하여 이동경로 

데이터를 만들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이동경로를 추천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설명하 다. 논문에서는 사용

자의 치 값을 이용하여 이동경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에 

하여 설명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재 

치에서 목 지로 이동할 때에 다른 사용자들의 이동

경로를 참고하여 잘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동경로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를 제안하여 주기 때문에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신뢰성이 높아진다.

축척된 이동경로 데이터는 여러 모바일 시스템에서 

사용가능 할 것이다. 를 들면 모바일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로그를 분석하는 시스템 등으로 

응용하여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제안한 시스템에는 개인정보에 한 언 을 하지 않

았으나 사용자의 이동경로 로그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

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 후 자신의 이동경로 정

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을 경우 공유를 지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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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의 이동여부

를 단 할 때 임계치의 정확한 값을 찾기 해 구 을 

통해 실험을 실시하여 사용자의 이동을 단하기 해 

당한 값을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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