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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사용자가 관광지의 어떤 관심지점에 근접했는지 사용자에게 능동적으로 알려주는 안드로이드 앱을 소개한다. 안드로

이드는 관심지점에 근접했을 경우에 알람메시지를 발생하는 개발자를 위한 함수를 제공한다. 또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나 네트워크 신호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개발자를 

위한 함수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심지점 근접 상황을 인지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이들 간의 성능을 비교한다.

키워드: 관심지점(point of interest),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안드로이드(Android)

I. Introduction

사용자가 어떤 관심지점 근처에 접근하였는지 인지하는 것은 사용

자에게 알맞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첨성대 근처에 접근하였을 경우에는 

첨성대 관련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흥미 있을 것이다.

근래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어 누구나 하나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특성상 거의 언제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다닌다. 

따라서 관심지점 접근 상황을 인지하는 응용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것이 실용적이다. 나아가서 스마트폰에는 각종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관심지점 접근 

상황을 인지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다.

II. Related works 

사용자가 관심지점 근처에 있는 상황을 인지하는 목적은 사용자에

게 적당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용자의 유형 중에는 관광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관광객에

게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 연구가 무수히 발표되었다. Smirnov 

등[1]은 지역 관광을 지원하는 전자-관광 응용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Singh [2] 등은 Fiji 관광여행정보 시스템을 소개한다. Kaur 등[3]은 

관광객들이 두바이 시내를 여행하는 것을 격려하고, 여행 일정을 

수립하고 여행하는데 드는 노력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스마트 관광 

앱을 개발하였다. 이 스마트 관광 앱은 안내책자,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수립된 개인화된 일정, 관심지점들의 인기도, 

위치 및 개장시간, 지도와 위치기반 대중교통 길안내, 그리고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관광객이 기념물이나 관광명소를 방문할 때, 해당 기념물이나 명소

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면 해설사나 가이드의 서비스를 

받아야한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이드의 역할을 어플리케이션이 

대신하게 되었다. Fatima 등은 관광객에게 가이드로 사용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다 [4]. 이 앱의 특징은 

사용자가 기념물이나 명소의 사진을 찍거나 업로드하면, open-cv를 

이용하여 해당 명소를 인지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구현하는 시스템의 개념도가 그림 1에 보인다. 구현하는 앱에는 

관심지점의 위치정보 등이 기록되고, 지도를 이용한다. 안드로이드 

API인 Location Manager로부터 실시간 위치 정보를 받아와서 어떤 

관심지점 근처에 있는지를 인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Location 

Manager는 GPS와 네트워크 시설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인지한다. 

사용하는 네트워크 시설에는 셀 타우어(Cell Tower)와 WiFi 

AP(access point)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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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onceptual model

I

본 연구에서 구현하는 앱의 개략 설계는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서 앱으로 작동한다. 우선 앱의 

초기 화면에서 소개 화면을 출력하고 메뉴 화면으로 전환한다. 메뉴 

화면에는 일곱 가지의 측정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보여준다. 

사용자가 측정 처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구글 지도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용자 기기의 GPS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GPS가 꺼져 있으면 GPS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켜져 

있으면 값을 읽어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표시해준다. 

근접 관심지점을 인지하는 실험화면 중 하나가 그림 2에 보인다. 

현재위치가 2번 관심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림 3에는 현재지점

에서 목적지를 가는 경로를 추천하여 보여주는 실험화면이 보인다. 

지나온 경로, 관심지점 관련 정보 등을 보이는 실험화면은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Fig. 2. A sample screen-shot Fig. 3. An optimal path

VI. Conclusions

본 논문은 GPS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관심지점에 근접한 상황을 

인지하는 앱을 소개하였다. 관광도시의 일부분을 테스트 영역으로 

설정하여 본 앱의 정확도를 테스트한 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지면이 부족하여, 구현부분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고, 실험분석은 

소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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