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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휴 화의 고성능화와 네트워크 인 라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속이 가능한 유비쿼

터스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LBS 응용정보 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문자

의 IP Address를 통해 사용자의 Geolocation 데이터를 획득하고 Google Map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치와 주변의 편의시설 치를 지도에 표시하며 편의시설 이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네트

워킹 사이트를 설계하고 구 하 다.

1. 서론

최근 세상은 휴 화로도 블로깅이 가능하다는 

Twitter라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로 화제가 되고 있다. 

휴 화 제조기술과 네트워크 인 라의 발달로 언제 어

디서나 인터넷 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조성됨

에 따라 휴 화로도 블로깅이 가능한 시 가 온 것이다. 

미국의 Twitter는 이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LBS를 

추가하여 사업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1]. LBS란 

"Location Based Service"의 약자로 무선 인터넷 사용자에

게 사용자의 이동 치에 따른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

비스를 의미한다. 를 들어 사람A가 스토랑B에서 식사

를 마치고 휴  화를 통하여 인터넷에 속해 스토랑 

B의 사진과 느낌을  Twitter에 남긴다. 그 Twit(Twitter 

메시지)에는 사람A의 치정보 한 자동으로 포함된다. 

마침 인근에 있던 사람C는 사람A가 남긴 Twit를 보고 

스토랑B에 가기로 결심하고 첨부된 치정보를 참고하여 

목 지에 도착한다. 이 게 LBS가 스토랑 등의 시설에 

한 평가와 의견을 나 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와 결합

된다면 더 큰 시 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동안은 휴 화의 낮은 성능과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의 높은 이용요 으로 련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않았으

나 최근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개선으로 LBS에 기반을 

둔 응용정보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표 으로  SK 

Telecom의 Tmap 서비스와 Daum과 LG Telecom의 합작 

서비스인 내주 엔 등이 있다[2, 3].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LBS기반 응용 서비스에 한 반 인 동향을 살펴보며 

IP Address로 재 사용자의 치를 추 하고 Google 

Map API를 이용하여 주변의 편의 시설을 표시해주고 해

당 시설 정보를 사용자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네

트워킹 사이트를 설계  구 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 국내 LBS

기반 응용정보 서비스 동향과 Google Map API  

Geolocation 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소셜 네트

워킹 사이트 개발을 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4장에서 이

를 구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2.1 국내 LBS기반 응용정보 서비스 동향

SK Telecom의 Tmap 서비스는 휴 폰에 내장된 GPS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재 치를 획득, 자동차뿐만이 아

닌, 도보, 지하철, 버스 등으로 목 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그밖에 약속 장소를 다른 이

용자에게 지도와 함께 메모로 보내거나 표업종을 검색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시설을 알려

주는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한다[2].

LG Telecom과 Daum의 합작 서비스인 내주 엔 서비

스는 사용자의 휴 화가 연결된 Cell Tower를 심으로 

- 381 -

제3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0. 11)



재 치를 획득하여 인근 편의 시설을 업종 별로 분류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상   음식 을 빠르고 쉽게 검

색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사용자와 해당 음식 의 치

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찾아 가는 길이나 이용 시간, 화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3].

<그림 1> 내주 엔(좌)과 Tmap(우) 서비스

  2.2 Google Map API

Google Map은 Ajax기술을 사용하는 Google의 표

인 서비스  하나이다[4]. Google은 단순히 지도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Google Map API를 공개해 

개발자들의 다양하고 독특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Google Map API는 상업  목 이외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별다른 등록정보 없이 Google Map을 사용할 웹

사이트의 URL만 입력하면 Google Map API를 사용할 수 

있는 Map Key를 즉시 발  받을 수 있다. Google Map 

API는 기본 으로 Javascript를 통해 제어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맵에 객체, 이벤트, 컨트롤, 오버 이 등을 추

가함으로써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2.3 Geolocation

Geolocation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휴 기기의 

실제 지리  치를 뜻한다. 그 에서도 IP Address 

Geolocation은 각 역 의  IP Address와 실제 지리  

치가 매핑된 정보가 축 된 데이터베이스에 속하여 

방문자의 IP Address와 매칭 되는 Geolocation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다[5].   Geolocation 데이터에는 국가나 

지역, 도시, 우편번호, 도, 경도, 타임존 등이 포함되며 

IP Address Geolocation 데이터를 제공하는 해외 업체는 

MaxMind, Ip2Location, IPinfoDB, IPligence 등이 있고 국

내에는 nowlo 등이 있다. 데이터의 치정확도는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수 에서는 99.5%, 도시수 에서는 

80%정도를 보이고 있으나 도시수 의 경우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6].

이들 서비스는 사용자의 IP Address를 입력받아 <그림 

2>와 같이 XML형식으로 Geolocation 데이터를 반환한다. 

반환된 XML 데이터는 SAX나 JDOM 등의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가공한 후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 XML형식의 Geolocation 데이터

3.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구성

<그림 3>은 본 시스템에 한 구성도이다. 본 시스템

은 크게 Tomcat 웹서버와 MySQL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

와는 메일 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SMTP 서버, 지도

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Google Map API, 사용자의 

재 치 정보를 제공하기 한 IP Tracking Server와 

연결되어 있다. 클라이언트는 JSP, JavaScript로 구성된 

웹 사이트에 속하게 되고 JSP는 Servlet과 통신하며 사

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Servlet에 요청한다. Servlet은 

MySQL에 속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가져와 그것

을 JSP로 반환하여 JSP는 클라이언트에게 그 정보를 표

시한다.

처음 클라이언트가 본 시스템에 속하면 웹서버는 클

라이언트 IP를 IP Tracking Server에 보내게 되고 이를 

XML형식으로 사용자의 치정보를 반환한다. 그러면 웹

서버는 JDOM 라이 러리를 이용해 XML을 싱하여 얻

은 치정보( 도와 경도)를 기반으로 본 시스템의 DB에

서 그 반경 내의 편의시설의 치를 검색한 뒤 Google 

Map API를 이용해 지도상에 사용자의  치와 상

치를 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비 번호를 분실했

을 경우에는 서버는 재 비 번호를 기화하고 임시 비

번호를 랜덤함수로 생성해 외부 SMTP 서버를 이용하

여 메일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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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구성도

  3.2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정보가 장되는 User, 편의시

설 정보가 장되는 Site, 리뷰 정보가 장되는 Review, 

코멘트 정보가 장되는 Comment로 총 4개의 테이블이 

존재한다. <그림 4>는 본 데이터베이스의 EER 다이어그

램이다. 

Site테이블은 편의시설에 한 기본정보가 장되는 테

이블로 siteID를 기본 키로 하며 name(편의시설명), 

description(시설정보), category(시설종류), address(주소), 

latitude(경도), longitude( 도), 잘못된 정보가 쓰여 있을 

경우 신고여부를 알려주는 flag로 필드가 구성되어 있다. 

Review테이블은 편의시설에 한 리뷰가 장되는 테이

블로 reviewID를 기본 키로 하며 Site.siteID와 

User.username을 외래 키로 하는 siteID와 postedBy 필드

와 title(제목), rating(별 ), review(본문), postedDate(작

성일), flag(신고여부)의 필드로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다. 

Comment테이블은 기본 키인 commentID, 외래 키인 

reviewID(Review.reviewID) postedBy(User.username)과 

comment(본문), flag(신고여부), postedDate(작성일)의 필

드로 테이블이 구성되어있다. User테이블은 username을 

기본 키로 유 의 벨을 알려주는 level(최고 리자는 0, 

간 리자는 1, 일반회원은 2)과 password, email, phone

등 유 의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는 필드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4> EER 다이어그램

4. 구  

  4.1 개발환경

본 시스템은 도우 비스타 환경에서 Photoshop CS3, 

Net Beans, Java, Google Map API를 사용하여 구 되었

다. Photoshop의 경우 주로 웹페이지의 이아웃과 이미

지 제작에 사용되었고 Net Beans는 JSP, Servlet작성에 

사용되었으며 Google Map API는 웹 사이트상 지도 구

에 사용되었다. 그 외에 웹 서버는 비스타 환경에 Tomcat 

6.0.20을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 5.1을 사용하

다.

  4.2 기능  인터페이스

웹사이트는 크게 홈, 사용자페이지, 설정, 리자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는 ‘홈’ 페이지의 모습이다. 홈에

서는 재 사용자의 치를 추 하여 지도상에 재 치

를 표시하여주고 인근 상 정보를 보여 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장소 추가나 리

뷰/코멘트 작성  신고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비 번호를 분실 시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입력

하여 새로운 임시 비 번호를 이메일로 발송 받을 수 있

다. 이메일주소는 DB상에서 Unique로 설정되어 복된 

이메일 주소로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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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홈’ 페이지

<그림 6>은 리뷰 페이지로 해당시설에 한 정보를 리

뷰와 코멘트를 남김으로써 서로 공유할 수 있다. 해당 시

설의 별 은 사용자가 남긴 리뷰의 별  평균을 구해 표

시되며 ‘홈’ 페이지에서는 이 평 이 높은 순으로 편의시

설이 나열 된다. 사용자 페이지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그동안 자신이 작성한 리뷰와 코멘트 목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설정메뉴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

고 공개여부에 한 체크도 가능하다. 그리고 비 변호 변

경도 가능하다. 리자메뉴는 간 리자와 최고 리자에 

따라 메뉴 구성이 다르다. 간 리자의 경우 신고 처리된 

리뷰와 코멘트를 보고 성 여부를 단,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신고취소를 할 수 있다. 최고 리자는  기능

에 더해 신고 처리된 편의시설을 리할 수 있고  간

리자 임명  해제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그림 6> ‘리뷰’ 페이지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치를 IP Address로 추

하여 재 치를 알아낸 뒤 DB에 장되어 있는 그 

주변의 편의시설을 검색하여 이를 지도상에 표시해주며 

편의시설 정보  리뷰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설계  구 하 다. 기존의 LBS기반 부가정보 

제공 서비스는 편의시설에 한 단순한 시설정보 나열정

도에 그쳐 사용자의 피드백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본 논

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그러한 시설정보를 더해 사용자

의 피드백을 극 수용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와 결합하여 보다 실제 이용자로부터의 좀 더 다양하고 

살아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 했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IP Address만이 아닌 GPS나 휴 폰 Cell 

Tower로부터 재 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과 어

느 모바일 웹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한 웹 사이트 최 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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