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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위치 기반의 지식 공유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효

과적인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위치 기반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인 위치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사용자를 

판단하여 응답후보자를 고려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본 서비스는 실제환경에서 국내외 서버로부터 질의를 요청하였고 콜백 

시간이 최대 2.6초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

키워드: 위치(Locaiton), 지식공유서비스(Knowledge sharing Service),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I. Introduction

질의형 지식 공유 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개인과 개인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네이트 판과 같은 서비스들이 국내에서 

서비스 중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질문 형식으로 

요청하고, 답변 형식으로 제공 받는다. 

기존 서비스들은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 알고 있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맥 중심의 서비스이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질문이 노출되기 

때문에, 피드백에 대한 유무, 정확도 그리고 응답시간의 신뢰성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때때로 특정 지역의 온라인 지도정보가 부족하거나, 그 지역의 

현지인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낯선 지역에서도 주변 현지인들

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치 기반 질의형 

지식 공유 서비스를 제안한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를 소개한다. 3장은 위치 기반 지식 공유 서비스

를 제안하고, 실제 구현 및 성능평가를 설명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논한다.

II. Related works

본 서비스는 위치정보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응답후보자들의 

선정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참조되어 설계되어졌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위치추적, 긴급구조와 같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불법수집이

나 정보 유출 등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사용자에게 하나의 위협요소

이다[1][2][3]. 

노스웨스턴 대학 복잡계 네트워크 연구소의 휴대전화 사용자의 

활동 범위 조사 연구의 결과인 6마일을 토대로 질의를 전달하는 

범위를 사용자를 기준으로 반경 5km로 구현하였다[4].

따라서, 위치기반 질의형 지식공유 서비스의 목표는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질의된 지식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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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Question 

Form Knowledge Sharing Service Based on 

Location

Fig. 1 Question Form Knowledge Sharing Service 

Based on Location Architecture

1. Design

질의형 위치 기반 지식 공유 서비스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림 1에서 단계별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질의는 위치정보와 함께 서버로 전송되고, 서버에서는 

사용자DB에서 질의자에게 가까운 위치로 등록된순으로, 응답후보자

들의 정확도 및 신뢰도 순, 질의허용시간 등으로 10명이 선정된다. 

선정된 후보 리스트에게 요청된 지식이 질의된다. 이후 사용자들이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2. Implementation

실제 환경에서 위치기반 질의형 지식 공유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그림 2 (a)는 구현된 클라이언트의 메인화면이며, (b)는 응답후보자 

리스트가 표현된 화면, (c)는 위치를 선택하는 화면, (d)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화면이다.

(a) main view
(b) candidate 

select view

(c) location 

view

(d) 

communicati

on view

Fig 2. Client of Question Form Knowledge Sharing service based 

on Location

3. performance

성능측정은 Pingdom툴을 사용하여, 한국 충주, 미국 텍사스, 오스

트레일리아 멜버른,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질의요청 쿼리를 전송하였

고, 클라이언트에 요청된 질의가 오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고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Location

Stockho

m, 

Sweden

Dallas, 

Texas, 

USA

Melbourn

e, 

Australia

Chungju, 

Korea

Time 2606ms 1759ms 2515ms 870ms

Table 1. Performance of Question Request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위치 기반 질의형 지식 공유 서비스를 설계하고 

직접 구현하였다. 성능평가의 결과값으로 해외에서 질의 콜백 시간이 

최대 2.6초 정도로 원활하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낯선 지역에서도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증가에 따른 DB 효율성 및 사용된 

응답후보자선택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입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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