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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을 이용한 학교 찾기 어플리케이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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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School Finding Application in the 
Smar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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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GPS기능과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Google 

map을 이용하여 내 주변 위치(학교)와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내주변 목적지 위치

를 검색할 때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을 통해서 공공 장소 및 목적지를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교 시설은 입학 시험, 각종 자격 시험, 재난시 대피소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 폰

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젊은 층이 아니라도 누구나 어려운 조작 없이 학교의 위치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주요어 : 위치찾기, 최단경로,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폰, 주변 목적지, 장소 찾기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pplication that can help you to find a school near you 

easily using smart phone GPS capabilities and Google map mounted on Android system. 

We use a shortest path algorithm to search near destinations. You can take advantage of 

the developed application when finding public places or destinations. Schools have usually 

been used as places for disaster evacuation, entrance examination, and qualifying 

examination. Even though you are not the young who use the smart phone easily, anyone 

can find a destination school easily with the proposed application of this paper.

KEYWORDS : Location Finding, Shortest Path, Application, Smart Phone, Near Location, 

Place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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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의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할 정도로 급속도로 보급되어 사

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

어인 어플리케이션 또한 편리함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은 주로 일상적 실행들을 주제로 하며,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맥락을 인지한

다는 특성을 지닌다(Kim, 2013).

졸업 후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나 

처음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에 길 찾기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학

이나 진학을 위해 집주변 학교를 찾을 때에도 

어려움에 처하거나 주변에 딱히 운동 시설이 

없는 경우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런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학교를 찾기 위해 스마

트폰의 GPS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내 주

변 학교정보를 확인하거나, 특정 지역의 학교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며 그 외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정보까지 제공하며 즐겨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따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위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있는데 지진이나 재난사태 발생 시 

대피소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

에 있어서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운동장은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

며 체육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어

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가까운 학교를 찾아 운

동 시설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며, 수능 시험

이나 토익 시험등 국가고시 시험장으로도 활용

되고 있다. 투표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교의 위치정보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시간대별 GPS 정보를 축적

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의 이동 경로

를 판단하면 보다 지능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아울러 웹 기반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여 보

다 효과적인 응용어플리케이션의 구현이 가능

하다.

본 논문은 Google map API와 GPS 네트워

킹을 이용하여 가까운 학교를 쉽게 찾을 수 있

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관해 서술한다. 3장에

서는 기능을 구현하기 설계 대해 설명하고 4장

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에 관해서 다루고 

5장에서는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를 서술하며 

결론을 내린다.

관련 연구

본 논문에서는 원하는 학교를 찾기 위해 

Google map API와 GPS 네트워킹을 이용한

다. Google map API는 개발자에게 Google 지

도를 웹페이지에 삽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을 제공하며 이를 간단하게 또는 폭넓은 맞춤

화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구글맵은 상세정보

를 제공해 주는 맵 화면과 인공위성사진을 제공

해 주는 2가지 형태이다. 국내에서는 인공위성 

사진만 서비스되었지만 2008년 후반부터 맵 화

면도 제공하고 있다(Kim and Kim, 2009).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이용한다. 안

드로이드는 자바 언어가 아니다. 개발자의 편의

를 위하여 자바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자바 

언어의 특성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바 언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안드로이드는 단순한 애플리

케이션 계층이 아닌 소프트웨어 전체 스택이라

고 할 수 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포함

하고는 있지만, 그와 함께 하부의 운영체제와 

API 라이브러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둘러싼 소프트웨어 스택 전체를 말한다. 안드로

이드 스택은 리눅스의 커널과 C/C++ 라이브러

리 모음, 런타임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비스 

및 이들의 관리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레

임워크를 통해 노출된다(Ko et al., 2010).

Android의 application은 activity, intent 

receiver, service, content provider 총 4 가

지로 구현할 수 있다. Activity 생명주기를 가

지는 응용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화면을 지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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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용자에게 View 와 Event 응답으로 이루

어진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모바일은 PC처럼 

화면이 크지 않기에 여러창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모든 Activity 는 화면 전

체를 사용하되,  각 응용프로그램 마다 존재하

는 History Stack을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실행 상태를 보존한다. Intent Receiver는 모

바일 내에서 화면과 화면 사이를 이동할 때 사

용되는 이벤트 핸들러이다. 다른 Activity로 이

동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받으며, 이벤트 발생 

시, 새로운 Activity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Service는 UI 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실행되는 코드이다. 기본적으로 Android는 여러 

응용프로그램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동작하도록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Service를 이용하여 이전 상태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도록 한다. Content Provider는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의 보관소로, 다른 Application에

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가져오는 작업을 가능

하게 한다. Android application 의 가장 기본적

인 구성 단위는 Activity로 View와 ViewGroup 

클래스를 이용하여 트리 구조의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제공한다(Cho and Park, 2010).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또는 범 지구위치결정시스템

은 현재 완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유일한 범 지

구위성항법시스템이다.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되

었으며, 공식 명칭은 NAVSTAR GPS 

(NAVSTAR는 약자가 아님 그러나 종종 

NAVigation System with Timing And 

Ranging 이라고 하기도 한다)이다. 무기 유도, 

항법, 측량, 지도제작, 측지, 시각동기 등의 군

용 및 민간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GPS에

서는 중궤도를 도는 24개(실제는 그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마이크로파를 GPS 수

신기에서 수신하여 수신기의 위치벡터를 결정

한다. GPS 위성은 미국 공군 제50우주비행단

에서 관리하고 있다. 노후 위성의 교체와 새로

운 위성 발사 등 유지와 연구,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약 7억5천만 달러에 이른다. 그러

나 GPS는 전 세계에서 무료로 사용가능하다. 

GPS는 위성의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기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GPS 위성은 신호

를 지구상에 보내기만 하며 GPS 수신기는 그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GPS 시스템은 사용자의 숫자에 제한이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GPS 시스템은 항해나 국방 관련 분야 외에도 

자동차 네비게이션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

고 있다. GPS가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

하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전송받

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나무나 건

물과 같은 장애물이 존재하거나 위성이 고르게 

배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GPS 

위치는 편중 오차를 생성한다. 또한 신호 송수

신시 잡음이 추가된다(Moon et al., 2012; 

Nam et al., 2014). “Anytime, Anywhere, 

Any-device” 개념을 도입한 모바일 GIS는 

모바일 환경과 GIS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GIS로서 사용자가 필요한 공간 정보(즉, 모바

일 GIS DB)를 휴대용 장치에 유․무선통신을 통

해 미리 또는 실시간으로 제공받아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동 중에 검색, 갱신,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바

일 GIS는 초기에 모바일용 컴퓨터에 한정되었

으나, 현재는 기존의 GIS 시스템을 휴대용 단

말기로 이식시켜 놓은 것 이외에 모바일 컴퓨

터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바일 GIS는 GPS 기

술, 소형 컴퓨팅 기술, 무선 통신 기술과 GIS 

소프트웨어의 플랫폼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

(Kim and Kim, 2011a; 2011b).

본 연구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로 교통 약자

를 위한 목적지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 교통약자의 통행특성분석을 통한 

교통약자의 보행속도, 환승횟수, 선호시설, 선호

수단 등의 다양한 속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저

상버스, 지하철) 서비스시간 존재 하에 효율적

인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론을 검토하고 있다

(Kim and Kim, 2009; Lee et al., 2013).

또한 위치 기반 정보를 이용한 연구는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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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IT 

관련 기술자의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

정이다.

어플리케이션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은 그림 1과 같이 최대 6단계 레벨의 깊이로 

구성 및 설계된다. 메인화면에서 바로 다섯 개

의 메뉴중 하나로 이동할 수 있다. 학교 찾기에

서는 지역(구)를 선택하고 초, 중, 고중에 하나

를 선택하고 해당 학교를 선택하면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지도 위치 및 학교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 주변 

학교에서는 GPS를 이용한 현재 위치를 띄우고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의 학교 위치를 지

도에 마킹 해준다. 즐겨찾기는 퀵 메뉴로 즐겨

찾기에 저장된 학교 정보를 리스트 뷰로 화면

에 보여주며, 선택시 상세 정보를 띄워준다. 게

시판은 모바일 웹 게시판을 직접 연결하여 이

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및 공지, 불편 사항 등을 

작성하여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

고, 앱 정보에서는 지원하는 버전정보와 개발자 

정보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는 설계한 시스템 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

FIGURE 1. Application structure

FIGURE 2. Proposed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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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SDK 

버전 4.0을 탑재하여 최소 지원하는 버전을 코

드명 아이스크림 샌드위치(ICS) 버전 이상에서 

구동 되도록 하였다. Google map의 기능을 활

용하기 위해 Google API를 탑재하여 구글맵 

v2버전을 사용한다. 학교의 정보를 관리하기위

해 안드로이드 기본 내장 SQL인 SQLite를 사

용하여 좌표 정보와 학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Linux server에 PHP와 

MySql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시판을 구축하여 

어플리케이션에서 게시판으로 직접적으로 접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학교 찾기 어플리케이션

을 실행하게 되면 그림 3과 같이 학교 찾기, 내 

주변 학교, 즐겨찾기, 게시판, 앱 정보 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난다.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서 학교찾기 버튼을 누

르면 그림 4의 화면으로 이동한다. 그림 4에서

는 부산시의 각 구들의 리스트를 보여준다.

학교 검색의 대분류를 구별로 나누어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모든 

구를 리스트로 보여준다. 여기서 임의의 구를 

누르면 그림 5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

난다.

그림 5는 전단계인 그림 4에서 구를 선택 한 

후 해당 구내의 학교 종류에 따라 사용자가 쉽

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각 학교를 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나누어 놓았

다. 선택된 각각의 대, 중분류 정보를 이용해 

적합한 학교의 정보를 리스트로 보여주게 된다. 

사용자가 이러한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본 논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학교 위치 데

이터 내역이 어플리케이션 내의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되어있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쿼리문을 

이용하여 해당 학교 정보를 불러온다. 그림 6은 

해당 학교 정보 리스트이다.

학교 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정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SQLlite를 

이용한다. DB 구축 형태는 학교 분류별 부산시 

구군별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교 리스트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사용자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서 쿼리문으로 불러온 간단한 학교 정보와 선

FIGURE 3. Program main 

screen

FIGURE 4. Busan region list 

selection screen

FIGURE 5. School category 

selecti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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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학교의 위치를 Google map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각 학교들의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그림 6과 같이 학교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즐겨찾기 버튼을 누를 경우“즐겨찾기 추가 완

료”라는 토스트 메시지와 함께 해당 학교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여 활용 할 수 있다. 본 구글

맵 API들에는 안드로이드의 위치 기반 서비스

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들이 들어 있다. 구글 맵 

패키지에는 화면에 맵을 표시하고, 맵과 사용자

의 상호작용을 처리하고, 맵 위에 사용자 정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등의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이 패키지 사용의 첫 단계는 

맵을 표시하는 일이다. 맵 표시에는 mapView 

뷰 클래스를 사용해야 한다. mapView를 사용하

려면 그 전에 구글에서 맵 API키를 발급받아야 

한다. 안드로이드가 구글 맵 서비스들과 소통하

여 맵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맵 API 키가 

필요하다(Kim and Kim, 2011a; 2011b). 

그림 7과 같이 즐겨찾기에 추가된 학교의 정

FIGURE 8. Bulletin board source code

FIGURE 6. School list 

selection screen

FIGURE 7. Bookmark list 

screen



Implementation of School Finding Application in the Smart Phone108

보는 즐겨찾기 메뉴를 통해 등록된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사용자가 즐겨찾기를 

추가한 학교들을 리스트뷰 형식으로 보여준다. 

즐겨찾기에 등록된 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경우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정보를 보여준다. 

그림 8은 위치(학교)찾기 어플리케이션에서 

핵심 코드인 구글 맵 상에서의 마커를 찍는 코

드이다. 이 코드에서는 먼저 경도와 위도를 데

이터베이스에서 쿼리문으로 읽어들인다. 그런 

다음 객체를 생성하여 구글맵 클래스를 사용하

여 맵을 불어온다. 그리고 마커에 대한 설정을 

하여 구글맵에서 마커를 터치 하였을 경우 학

교의 이름이 나오도록 한다.

그림 9는 게시판 소스 코드이다. 게시판은 

안드로이드 WebView 기능을 활용하여 어플리

케이션 프로그램에 모바일 웹 게시판을 연결하

도록 한다. 모바일 웹 게시판은 테스트를 위해 

웹 서버 시스템을 호스팅받고 제로보드xe를 이

용하여, 모바일 전용 게시판을 제작하였다. 

그림 10의 소스 코드는 구글맵을 활용하기 

이전에 현재 구글맵의 기능을 활용할지 여부와 

기본 provider 생성에 대한 소스 코드이다. 고

도, 높이 값, provider 기본정보는 활용하지 않

으며, 위치 정보를 받아오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전원 소비량에 대한 정보는 활용하도록 설정하

였다. 그 후 새롭게 provider를 생성하여 위치 

정보를 이용하도록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자신

이 찾은 목표 지점에 대한 최단 경로 기능을 

설계한다. 최단 경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최단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가

중치 그래프(weighted graph)를 이용한다. 

최적거리 탐색 문제는 출발지에서 경유지를 

거쳐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경로의 목표 

FIGURE 10. Google map setting

FIGURE 9. Program code that displays a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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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최근의 경로 탐색 

알고리즘은 최적경로에 대한 정보로서 거리와 

평균 소요 시간, 도로 정보 등을 채택하고 있으

며, 기본적으로 사용자 선택에 따라 2~3개의 

추천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최적경

로 비용 선정의 기준, 즉. 최단시간/거리/혹은 

도로 정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목적지 경로를 찾는 기능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 경로를 찾는데 

있어서 최적 경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

공한다. 이때 여러 가지 복합 요소를 고려하기 

보다 다익스트라(Dijkstra) 알고리즘과 같이 최

단거리 중심으로 경로를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것 만으로도 사용자에게 최단 거리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목적지 도착 시간을 줄여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최단 경로를 찾기 위하여 목적지까지를 다익

스트라 알고리즘과 같이 그래프 형태로 그려서 

최종 경로를 찾게된다. 최종 경로가 찾아지면 

사용자가 찾아가게 될 경로를 지도상에 표시하

도록 한다. 그림 11은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구현한 코드의 일부분이다.

실제 맵에서 경로를 찾기 위하여 노드들은 

중요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차 지점을 중심으

로 설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최종 경로로 

가는 최단 거리를 찾도록 한다. 

동작 실험

그림 5의 화면에서 보았던 내 주변 학교 버

튼을 선택할 경우 그림 12와 같이 Google 

map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학교에 대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 주변 학교 맵 정보를 찾기 위하여 두 가

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네

트워킹을 이용한 현재 위치 추적 방법과 또 다

른 하나는 GPS를 이용하여 현재위치를 추적 

하는 방법이다. 현재 본인 주변에 있는 학교들

이 구글맵과 데이터 네트워크 및 GPS 기능을 

통하여 마커가 된다. 마킹된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해당 학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여 쉽

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에서 게시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림 

13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게시판은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의와 건의사항을 공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며, 오류 등등 

개발자와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이다. 그림 14는 네이버 지

도에서“학교”라는 단어로 동래구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특정학교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을 경

우 지도상에는 특정 학교이름이 나오지는 않지

만 동래구 지역의 학교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기능의 경우는 그림 14

FIGURE 11. The shortest path algorithm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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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서 구글 지도 앱을 이용한“학교”검색 

결과이다. 특정학교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을 경

우 지도상에는 특정 학교이름이 나오지는 않지

만 특정 지역의 학교를 표시해주고 있다. 실제 

학교가 아닌 위치에 마킹되지 않고 정확한 학

교의 위치에만 마킹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FIGURE 12. Near location 

map

FIGURE 13. Bulletin board 

screen

FIGURE 14. Google map 

search result

FIGURE 15. Near Location 

Search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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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학교 위치 정보만 보

았을 때 정확도 면에서는 구글 지도 앱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oogle map API, GPS와 데

이터 네트워킹을 이용하여 가까운 학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최대 6단계 

레벨의 깊이로 구성 및 설계된다. 또한, 경로를 

탐색할 때 최단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능

을 설계했다.

메인화면에서 바로 다섯 개의 메뉴중 하나로 

이동할 수 있다. 학교 찾기에서는 지역(구)를 

선택하고 초, 중, 고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학교를 선택하면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지도 위

치 및 학교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등의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실제 학교가 아닌 위치에 마킹되지 않고 정

확한 학교의 위치에만 마킹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만 보았을 때 정확도 면에서는 네

이버 지도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여러 국가시험 고사장으로 이용되는 학교를 

검색 및 주변 학교를 검색하는 기능을 설계했

다.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의 경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더불어 학교만 찾는 기능뿐만 아니라 학

교를 찾는 동시에 주변에 간단한 대중교통 정

보를 삽입하여 학교를 찾아 가는데 편리한 완

벽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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