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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단말기 사용자 수의 증가와 치기반 서비스 기술의 발달로 치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치

정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친구들과 약속을 정하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속을 정하기 해

서는 모든 친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각자 선호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만족할 만

한 최 의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친구의 치를 악하고 사용자와 

친구의 성향을 악하기 해 업 필터링과 인구통계학  정보를 사용하 고, 약속 장소를 선정하기 

해 사용자와 친구의 치를 기반으로 후보 역을 선택하여 약속 장소와 시간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약속을 맺기 한 차를 간소화 할 뿐 아니라 사용자와 친구의 성향에 맞는 약속 장소

를 추천하여 사용자와 친구가 만족 할 수 있는 약속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 장소, 시간 추천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 다.

1. 서론

    사용자는 이동 에도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언제 어

디서나 처리하기를 원한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 은 사

용자의 이동성(mobility)을 지원한다. 최근 모바일 디바이

스가 리 보 됨에 따라 부분의 사용자가 휴 화를 

비롯하여 스마트폰, PDA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보유

하게 되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개인의 정보를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항상 소지하

기 때문에 사용자의 컨텍스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

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1].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한 모바일 랫폼 상에서의 정보를 추천하는 

추천 서비스가 새로이 각  받게 되었다[1,2].

   한 치기반 서비스 기술의 발달로 치 정보를 활

용한 다양한 치정보 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가 등장하고 있다. 그 로 SK텔 콤은 NATE의 

표 지역정보 서비스로 고객의 재 치를 기반으로 주

변 업소의 명칭, 화번호 등 지역기반 정보와 길 찾기 서

비스 제공한다. KTF는 치기반의 맛 집, 주변 정보를 검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9-C1090-0902-0040)

색하여 지도보기, 길안내, 화걸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교통 검색 서비스, 최 가주유소 검색 서비스,  

자녀 안심 귀가 서비스 등이 있다[3].

   재 서비스 인 친구 찾기 서비스는 단순 친구의 

치 정보 제공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용자의 치 기반 

지역 정보 서비스도 치 정보만을 이용한다. 

   다수의 친구들과 약속을 정할 때 친구 찾기 서비스로 

친구의 치를 알고 있더라도 일일이 연락을 하여 장소와 

시간을 결정해야한다. 약속 장소 선정은 사용자, 친구 마

다 선호하는 장소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모두가 선호

할만한 한 약속 장소 선정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해 사용자의 치를 기반으로 개

인화된 약속 장소, 시간을 추천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하 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친구의 치를 악하

고 사용자와 친구의 성향을 악하여 약속 장소와 시간을 

추천하는 개인화된 약속 장소․시간 추천 서비스를 한 

시스템을 설계하 다. 

2. 련연구

2.1 상황인지서비스(Context-Aware Service)

   상황에 한 정의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개체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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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화하여 정의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실체란 

인간, 장소, 사람과 서비스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정보들이 상호작용을 거쳐 참여자의 상황을 

특성화 할 수 있다면 그 정보가 바로 상황정보라 할 수 

있다[4,5]. 

   컨텍스트는 여러 가지로 정의 될 수 있다. Dey는 컨텍

스트를 “사용자와 어 리 이션의 상호작용과 련이 있

는 사람, 장소, 물체의 상황을 특징짓기 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 다[6]. 컨텍스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Chen 등은 컨텍스트를 표1

과 같이 분류하 다[4].

컨텍스트의 종류 시
컴퓨  컨텍스트 네트워크 상황, 하드웨어 정보

사용자 컨텍스트
사용자 로 일, 치, 

주변인물

물리, 환경 

컨텍스트
도, 소음, 온도, 날씨

시간 컨텍스트 시간, 월, 요일, 계

<표 1> Chen 등이 분류한 컨텍스트의 종류와 시

   지난 수년간 사용자 치와 시간 등의 컨텍스트를 이

용한 음식  추천 서비스와[7] 박물  안내 서비스[8], 그 

외에도 여행 가이드, 음악 추천 등 많은 컨텍스트 인지기

반서비스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치기반 컨텍스트 서비스는 사용자 치정보, 사용자 

심정보, 사용자 로그 등을 포함하는 사용자의 상황정보

를 이용한다.

2.1 사용자 치 기반 서비스 

1) 퓨처스코  ‘mincle'

   mincle은 모바일 GPS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의 재 

있는 치를 악하고 주변 지역의 입소문 정보를 검색하

거나 마음에 드는 장소  는 지역 발견 시 사진, 코멘트

를 간단하게 등록하여 다른 유 들과 공유할 수 있는 

SNS 기반의 서비스이다. 재 사용자의 치 정보만을 

가지고 주변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취향, 선호

도와 같은 개인정보 무시하고 같은 치에 있는 모든 사

용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 DoCoMo ‘どこよ’

   どこよ(어디야)는 지인들의 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SNS 기반 치정보 서비스

로 모바일 GPS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과 친구의 치 정

보를 휴 화에 표시한다. 치 정보를 이용하여 친구가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고 메일을 송한다. 재 친구의 

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 일로 메일을 송하여 약속 

장소․시간을 정해야한다. 

3) 미츠이 물산 ‘iMapFan'

   사용자의 약속과 만남을 도와주는 지도 메신  서비스

로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장소’를 지도와 채 으로 서로 

달한다. 사용자의 치와 친구 치가 동시에 표시되고 

상 가 있는 장소까지 화살표와 거리가 표시 된다. 실시간

으로 동일화면 상에서 채 을 즐기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서로의 장소나 움직임을 확인 가능하다. 약속 장소

로 이동하기 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사용자의 선호에 

맞는 약속 장소 선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4) SKT 'T-Map Life'

   재 사용자 치 심으로 주변 맛집  교통 상황정

보와 생활 정보, 테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치 종합 서비

스로 길안내 서비스와 연동해 한번에 이용 가능하다. 치 

정보를 이용하여 치 내에 있는 주변 맛집을 제공하는데  

사용자의 치만을 가지고 맛집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용

자의 취향, 선호도 등을 반 한 사용자 맞춤 정보 안내라

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심으로 

선정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3 추천 시스템

   추천 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이란 웹 사이트, 

화, 서 , 음악 등 과다하게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사용

자의 취향이나 심에 맞는 개인화된 정보를 선택 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천 시스템의 표 인 기법은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인구통계학  필터링

(demographic filtering), 내용기반 필터링(content-based 

filtering)등과 다양한 추천 기법을 융합한 추천(hybrid 

recommender)방법이 있다.

   력  필터링은 방 한 양의 정보 에서 특정 항목

에 해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의 선호 값을 알고자 할 

때,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선호도

가 유사한 사용자군을 분류하고 유사한 사용자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항목을 추천하는 방법이다[9]. 

력  필터링 과정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피어

슨 상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보안 코사

인 유사도(Adjust Cosine Similarity) 방법 등이 있다. 

한 유사성이 높은 이웃을 선정하는 법에는 사용자간의 유

사도 값이 정해진 기  이상인 값들의 이웃들만 선정하여 

측하는 Thresolding방법과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와 

유사성이 높은 n명을 이웃으로 사용하여 측하는 Best 

n-neighborhood 방법이 있다.

   업 필터링은 일반 으로 사용자들이 동질 인 평가 

결과를 보이는 항목군에 해 상 으로 높은 측력을 

보이며, 데이터가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기법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측력을 보이는 장 을 가지고 있다[10].

   인구 통계학  필터링은 추천 상 사용자의 나이, 성

별, 직업 등 인구 통계학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을 수행

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치 정보와 서버에서 수집된 주변 장

소 정보, 개인 선호 정보, 친구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고 업 필터링의 Best n-neighborhood 방

법과 인구통계학  필터링을 사용하여 약속 장소를 추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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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 스 템  설계

   본 시스템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와 친구의 치정

보, 사용자의 개인정보, 사용자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사

용자와 친구의 성향을 악, 유사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최

의 약속 장소․시간을 추천하는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림 1) 체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본 연구의 시스템 구조를 보인다. 본 시스

템은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약속 장소를 추천하는 추천시

스템 서버, 장소에 한 세부 정보가 장되는 장소 

DBMS, 경도와 도 치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치정

보 서버, 사용자 이력을 수집할 수 있는 이력수집 에이

트로 구성된다. 

   단말기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결과를 수신한다. 이력 수

집 에이 트는 사용자의 심 장소, 선호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직  웹에서 입력하는 방법과 선호도를 

자동 수집하는 방법이 있다. 장소 DBMS는 장소에 한 

치 정보와 장소의 분류(커피 , 식당, 사무실 등), 만약 

식당이라면 식당에서 는 음식에 종류 등의 세부 정보로 

구성된다. 치정보 서버는 사용자의 치 정보를 얻기 

해 본 서비스와는 별개로 이미 작성된 서버를 의미한다.

   (그림 2)는 약속 장소 추천 시스템 서버 구성도이다. 

(그림 2) 약속 장소 추천 시스템 서버 구성도 

    사용자, 친구 정보 추출 모듈에서는 사용자  친구의 

성향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정보 필터링 기술을 용하는 

개인화 기술이 요구된다. 개인 성향 악에서 개인정보로

는 사용자의 성별, 직업, 나이, 거주지 등이 사용되고, 사

용자 데이터로는 개인별 선호 약속장소 정보가 이용된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약속장소 정보는 사용자의 심 장소

로 시스템에 장 된다.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특징에 따라 새로운 

군집화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사용자는 성별, 나

이, 직업, 거주지 등의 인구통계학  정보와 선호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통해 사용자는 각 요소별로 군집

화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군집화된 네트워크 내

의 유사도를 통해 선호 장소를 측 할 수 있다. (그림 3)

은 user 1의 인구통계학  정보를 가지고 군집화된 네트

워크를 형성한 이다. 

(그림 3) user 1의 인구통계학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을 형성한 

   GPS에서 수신되는 사용자와 친구의 분석된 치 정보

를 통해 약속 장소로 선정될 수 있는 치 역을 선택하

게 된다. 이때 친구의 치가 사용자의 치와 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단말기에서 사용자에게 친구와 약속을 잡기 해 사용

자로부터 떨어진 정도의 MAX 값을 입력 받는다. 입력된 

MAX값 보다 사용자의 거리로부터 계산된 결과 이동 소

요 시간이 더 걸릴 경우는 MAX값 이상 떨어진 친구의 

치는 약속 장소 선정에서 제외한다. (그림 4)는 약속 장

소로 선정될 수 있는 후보 장소를 나타낸다. 원으로 표시

된 곳이 사용자와 친구의 치를 나타낸다. 최 으로 사용

자, 친구의 치를 포함하는 다각형 내부에 치하고 있는 

장소가 추천에 사용하게 되는 후보 장소로 선정된다. 이때 

다각형의 선정에 있어서 각 사용자의 이동 시간을 기 으

로 다각형을 형성한다. 다각형은 사용자의 치와 친구의 

치를 악하고 사용자로부터 받은 MAX값을 사용한다. 

MAX값 이하의 사용자, 친구가 이동 시간을 포함하는 다

각형을 형성하게 된다. 선정된 후보 장소 이외의 장소에 

해서는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동 소요 시간이 최

치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 에서 제외된다.

   후보 장소로 선정된 역에 해서 선호 장소를 측

한다. 이때, 사용자와 친구의 군집화된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하여 공통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공통으로 형

성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친구의 선호 장소를 

측한다. 한 시스템에 장된 심 장소를 이용하여 

업 필터링을 통해 유사 사용자를 추출하고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측되는 장소를 찾는다. 분석된 사용자, 친구의 

성향을 통해 선정된 후보 장소 내부의 최 의 약속 장소

를 추천한다.

(그림 4) 사용자와 친구의 치를 통해 선정된 후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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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단말기에서 사용자의 ID와 치 정보를 약속 

장소 추천 시스템 서버에게 송한다. 사용자를 인증하고 

요청한 친구 목록에 한 치를 얻을 수 있도록 허가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단한다. 사용자의 치를 계산하여 

사용자, 친구 치 맵핑 모듈에서 후보 장소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후보 장소들 내부에 치한 장소에 한 정

보를 추출하여 사용자와 친구의 선호도 정보를 이용하여 

Best n-neighborhood 방법과 인구통계학  방법으로 각 

장소에 한 선호도 수를 측한다. 측된 선호도를 정

렬하여 약속 장소로 추천할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한다.  

최 의 선호도를 보이는 장소에 한 정보와 각 친구들의 

추천된 장소까지 이동 시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여 최

로 걸리는 시간을 사용자에게 결과를 달한다. 

4. 시 나리오

   사용자가 약속 추천 서비스를 요청하여 약속을 추천 

받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약속 추천 서비스 처리 흐름도

① 사용자는 단말기를 통해 친구의 목록에서 친구를 선택

하여 친구 검색 요청을 하고 사용자의 ID를 송한다.

② 서버는 허가된 요청이면 친구에게 ID 정보와 치 정

보를 요청한다.

③ 친구의 ID와 치 정보를 송 받는다.

④ 사용자의 치와 친구의 치를 악하여 치 맵핑 

모듈로 송한다.

⑤ 허용 장소 내에 있는 장소를 장소 DB에 요청한다.

⑥ 장소 후보 리스트를 추천 모듈로 달한다.

⑦ 사용자와 친구의 로 일을 요청하고 결과를 송 받

는다.

⑧ 사용자, 친구의 유사도를 측정 선호도 값을 측하고 

측된 선호도를 정렬하여 최 의 장소 결과를 송한다.

⑨ 선정된 장소 해서 각 친구에 한 이동 시 소요 시

간을 요청하고 결과를 받는다.

⑩ 측정된 친구가 추천 장소까지 이동 시 소요되는 최

로 시간인 소요 시간과 추천 장소 정보를 사용자에 

송한다. 

⑪ 사용자는 서버에서 추천 받은 약속 장소와 시간에 

해서 친구에게 약속 요청을 송한다.

⑫ 서버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송한다.

⑬ 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약속 가능 여부를 송하여 약

속을 맺게 된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치기반 개인화된 

약속 장소․시간 추천 서비스를 한 시스템 설계하 다.  

사용자와 친구의 유사도를 구하기 해 업 필터링과 인

구통계학  정보를 사용하 고, 약속 장소를 선정하기 

해 사용자와 친구의 치를 기반으로 후보 역을 선택하

여 약속장소 추천을 가능하도록 하 다. 한 추천 받은 

약속 장소와 시간을 동시에 여러 친구에게 송함으로써 

약속을 맺기 한 차를 간소화하 다.

   향후 연구로 본 시스템을 구 하여 실험하고 사용자 

만족도 분석 실험을 통해 설계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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