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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기존의 핸드폰과 다르게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탑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

하여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의 여러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스마

트 폰 이용자간의 위치 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모형의 시스템인 WeWhere

를 제안한다. 이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측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 서비스

를 활용하여, 현재 위치를 서버로 보내고 다시 서버에서 현 사용자와 연결된 다른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가져와 자신의 스마트폰에 표시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전세계적

으로 대략 20만명이 제안된 WeWhere를 서버의 과부하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중심어 :∣위치추적∣스마트폰∣iPhone∣Android∣Windows Phone 7∣WeWhere∣

Abstract
According that smart phones have been widely used, their users can easily access various

information around the devices through location information services equipped to the smart

phone devi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WeWhere which is a system of client-server model

for providing the current location among several smart phone users in real time. A client-side

smartphone user send to a server his/her current location obtained by applying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provided from smart phones and receive location information of all

smartphone users connected to the user from the server. The all location information is

displayed on a smartphone of a user in client-side and users can track location of their related

users. All most 200,000 persons in the world have used the proposed system, WeWhere,

normally without overloading of a server system.

■ keyword :∣Tracking Location∣SmartPhone∣iPhone∣Android∣Windows Phone 7∣We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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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 이동통신 산업에서 스마트폰(Smart Phone)을

‘개방형 운영체제(Open Operating Systems)가 탑재된

이동통신 단말기’라고 정의 한다[1]. 다시 말해 스마트

폰은 휴대폰에 컴퓨터와 같은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휴

대폰 기능과 컴퓨터 지원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폰으로

써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같이 E-Mail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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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웹브라우징, 뱅킹, 게임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

용자가 직접 추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미국의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iPhone)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도 스마트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PDA

가 먼저 있었고, 그 뒤로는 미국의 RIM사에서 만든

BlackBerry가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업무를

좀 더 편하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어 사업하는 사람들

에게 각광받았다. 그 뒤 국내에서는 삼성에서 만든 옴

니아를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스마트폰이 등장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른 스마트폰들보다 애플의 iOS를

사용한 iPhone과 구글의 Android를 사용한 스마트 폰

들이 스마트폰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스

마트폰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스마트

폰의 특징과 응용(Application)을 들 수가 있다. 우선 스

마트 폰은 앞에서 말했듯이 기존의 휴대폰처럼 정해진

기능이 들어간 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컴퓨

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자유

롭게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는 대부분 현재 우리 생활

에 필요한 내용을 가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자라면 한 번씩은 사용했

을법한 E-Mail을 들 수가 있다. 기존에는 E-Mail의 내

용을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만 확인이 가능했지만 지금

은 어디서나 E-Mail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외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나, 몸무게 관리

등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응용 프로그램도 있다[2].

KT에서 2010년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표 1]에

서 보는바와 같이 iPhone 가입자의 97.6%가앱스토어

(AppStore)에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58%의 가입자는

거의 매일 앱스토어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기 1달간은 응용 프로그램구입에 평균 $12.8를 소비

하며, 향후 $5.4를 응용 프로그램 구입예산으로 설정하

였다[3]. 스마트폰의 사용기간이 24개월이라고 할 때,

2년 동안총 $ 137라는 비용을 모바일응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자

체의 기능성과 타 스마트폰과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표 1. 앱스토어 방문빈도
AppStore 방문 빈도 비율(%)

주 1회 미만 방문 2.4%
주 1회 방문 4.5%

주 2~3회 방문 17.2%
주 4~5회 방문 15.4%
거의 매일 방문 58.1%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핸드폰 기능 외에 위치정

보 서비스, 모션센서 서비스 Wi-Fi 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 특히위치정보 서비스

를 주목할 만한데,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현재 스

마트폰 단말기가 어느곳에 있는지를 파악하여길찾기

및 주변 정보 찾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족

이나 연인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면 가족이나

연인에게 사고가 생겼을 경우 바로 사고 현장을 찾을

수 있으며, 기타여러 가지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효과

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널리 알려진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오빠믿지

[4]” 서비스가 있으나, 이 서비스에서는 1:1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오빠믿지” 보

다 약 3개월 앞서 2010년 7월부터 서비스를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나와 있고 앞으로나올스마트폰의 위치정

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다중사

용자 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즉, 제안 시스템에서는 1:n의 다중사용자의 위치 추

적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

언트-서버 모델의 위치추적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스마

트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

를 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서버로 전송하고 자신과

관련된 다른 사용자의 위치정보를역으로 전송받아 한

화면에 출력함으로서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현재나

와 있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서비스의 구조와 위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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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제 3장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폰간의 실시간 위

치정보 추적 서비스를 실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한다. 제 4장에서는 실험및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

로 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

을 제시한다.

Ⅱ.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서비스 구조
위치 정보 서비스는 대부분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다[5]. GPS는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

이 '현재의 위치'를 시시각각 알려주어 목적지까지 인

도해 주는 시스템이다. 비행기나 배, 차량 등의 운행에

널리 이용될뿐만 아니라토목의 측량이나등산길안내

등에도 유용하다. 스마트폰은 이러한 GPS 모듈을 기

본으로 장착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현재의 위치를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소가건물 안, 지하 등 대부분 GPS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 있기때문에 이러한 GPS을 활용한 위치 정보제

공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GPS정보가 수신되지 않을 때 다음의 2가지 경우를 살

펴보게 된다.

첫째, 스마트폰이 Wi-Fi에 연결되어 있는지 둘째,

Wi-Fi에 연결되어 있지않고 3G 네트워크에만 연결되

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Wi-Fi가 연결되어 있을때는 접

속하고 있는 Wi-Fi 송신기의 위치를 현재의 위치로 설

정하고, Wi-Fi가 연결되어 있지않을때는 3G네트워크

가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가 현재의 위치가 된다. 다음

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Windows Phone 7에서의 현

재의 위치를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한다.

1. 아이폰과 아이패드 현재 위치 가져오기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경우 핵심 위치 프레임워크

(Core Location Framework)가 장비의 현재의 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게 알려 주게 된다[6].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스마트폰에 있는 셀룰러 네트워

크, Wi-Fi 또는 GPS의 삼각측정으로 하드웨어의 현재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즉 사용자는 제공되어 지는 프

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현재의 위치 업데이트 주기 및 정

확도를조정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정확한 위

치 측정 및 빈번한 갱신은 전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명을 단축하는 제 1등 공신이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현재의 위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다. [그림 1]의 (a)는 위치 정보 서

비스를 지정한후위치정보갱신을 실행하는 부분이고,

[그림 1]의 (b)는 지정한조건에따른 위치갱신이발생

하였을 때 호출되어 응용 프로그램에게 위치정보를 전

송하게 된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최적의 위치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직접 셀룰러 네트워크,

Wi-Fi, GPS중어느정보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지않

아도 하드웨어 장비 자체적으로 최적의 제공자

(Provider)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손쉽게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 iOS 위치정보 서비스 지정 방법

(b) iOS 위치정보 갱신에 따른 호출 및 결과
그림 1. 아이폰과 아이패드 위치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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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드로이드폰 현재 위치 가져오기
안드로이드 폰(Android Phone)의 경우 스마트폰을

제작하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폰과

같이 셀룰러네트워크, Wi-Fi, GPS를 이용하여 위치정

보를 제공해 준다[7]. 하지만 아이폰과는 다르게 장치

내에서 최적의 공급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제공해 주

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최적의 공급자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문제는 스마트

폰의 활동범위가 고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예를 사용자가 건물 안에 있고, Wi-Fi가 연결되

어 있지않을때는셀룰러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재의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이때 오차 범위는 몇 미터에서

부터 몇 킬로미터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가

Wi-Fi에 접속하게 되면 기존의 셀룰러 네트워크를 활

용한 위치 정보보다 좀 더 정확한 Wi-Fi송신기의 위치

를 내위치로 잡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몇 미터에서 몇

십미터로 줄어들게 된다. 이때 사용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GPS가 연결되었을 때는 Wi-Fi에서 위치정보를

가져오지않고 GPS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아오게 된다.

이때의 오차 범위는 몇 미터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는 위치 제공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제공하

는 방식은 개발자 및 사용자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 제

공 및 스마트폰의불필요한 자원을낭비하지않게 되어

배터리의 수명을길게 한다. 하지만 안드로이드폰의 경

우는 이러한 자동적인 위치정보 제공자를 제공하지 않

기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자동으로 위치 제공자를 변경

하는 로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자동으로 위치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림 2]와 같이 구성

하였다. 위치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면 안드로이드폰는

우선적으로 GPS 공급자를 활성화 한다. 네트워크공급

자가 먼저 활성화 할 경우 GPS 공급자가 활성화 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이다. 건물 안에서와 같이 GPS가 작

동되지않을 환경에서도 임의적으로 GPS 공급자를 활

성화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갈

경우 GPS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안드

로이드 폰일 경우 항상 GPS 와 네트워크 위치 정보를

같이 받게 된다. 그런 후에 GPS에서 오는 위치정보가

없거나 쓰레기 값이 오면 네트워크에서 오는 위치정보

를 가지고 현재위치를 추정하고, GPS에서부터 위치정

보가 올 때는 GPS의 위치정보를 현재의 위치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그림 2. 안드로이드폰에서 자동 위치 제공 방법

3. 윈도우 폰7 현재 위치 가져오기
윈도우폰7(Windows Phone 7)의 경우에도 현재의 위

치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은 GPS, Wi-Fi, 셀룰러네트워

크 3가지다 제공한다[8]. 단 아이폰의 경우와 같이 자동

으로 위의 3가지 경우를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방식이

아닌 low, high라는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현재의 위치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하였다.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적은 정확도는 높으나 기본적

으로배터리 소모가높다. 반면 Wi-Fi나전화 기지국을

통한 셀룰러네트워크 경우에는 정확도는 낮으나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낮다. 원도우폰7은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그림 3]과 같이 low로 설정하면 Wi-Fi나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위치정보를 가져오고, high로 설정하면

GPS 기반의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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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윈도우폰7에서 위치 정보 서비스

Ⅲ.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1. 1:n 위치 추적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위치 추적 서비스를 구현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방식

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림 4]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와

같이 단일기종의 스마트폰이 아닌다양한 스마트폰 간

에 위치를 추적하거나혹은일반 PC 및 기타단말기를

통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각 스마트폰에서 현재

의 위치를 서버(Sever)로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요청한

사용자와 관련된 다른 사용자들의 현재의 위치를 요청

한 클라이언트인 단말기로 보내게 된다. 이때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해당 단말기 측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진다.

스마트폰과 서버간의 통신은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9]를 사용한다. SOAP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S(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등을 사

용하여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10]기반

의 메시지를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형태의

프로토콜(Protocol)이다. SOAP은 HTTP 기반 통신이

기 때문에 기존 원격 기술들에 비해 프록시(Proxy)와

방화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쉽게 통신이 가능하고, 플

랫폼(Platform)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독립적이고 간단

하며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1]. 따라서 다양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스마트폰의네트워크연결로서 가장 적당하다. 또

한 플랫폼및 프로그래밍언어에독립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윈도우폰7에서 서버로

통신할때서버는 여러 가지 통신 모듈을 만들 필요 없

이 한 가지 웹서비스(WebServices)만 제공하면 된다.

그림 4. 스마트폰에서 위치 추적 시스템 구성도 

스마트폰과 서버간의 통신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우선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응용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단말기로부터 최적의 위치 공급자를 선택하

여 현재의 위치정보를 가져오게 된다. 다음과정으로 사

용자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이 되어 있지않을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 위치만을디스플레이 하게 되고 로그인 되

어 있을 경우 서버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보내게 된

다.

서버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받게 되면 위치정

보를획득한 시간별로 위치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동시

에 사용자와 연결된 다른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검색하

여 다시 스마트폰으로 각각의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XML 데이터로 구조화 하여 전송하게 된다.

스마트폰에서는 현재의 위치를 서버로 전송한 후에

결과값으로친구로 설정한 모든 다른 사용자의 위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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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XML 데이터로 결과값을 받기때문에 이러한 정

보를 화면에 사용자와함께다른 사용자의 위치를 표시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10초 단위로 반복함

으로서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을

때 실시간으로 다른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충전량을 고려하

여 10초 단위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그림 5. 스마트폰과 서버간 통신

2. 위치 추적을 위한 부가 서비스
제안한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은 SOAP와

XML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종류 및

프로그래밍 언어와 상관없이 단일 서버에서 이루어진

다. 따라서 제안한 시스템에서의 확장성 및 재사용성은

매우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스마트폰의 특성

에따라 기능의차이는 있으나기본적인 다중사용자중

심의 위치 추적기능은 동일하기때문에 제안한 시스템

모델은 매우 유연성 있게 변형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

서는 Push Notification[12]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이폰

에 대해 접속하지않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강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였

고, 멀티태스킹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일반

적인 대기 상태(슬림모드)일 때 배터리의 소모를 적게

하기 위하여 현재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만의 위치정보

를 갱신하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Ⅳ.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축 결과물은 현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버전으로 “WeWhere"란 이름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윈도우폰7 버전은 현

재 개발 중에 있다. 사용자와 서버간의 데이터 통신은

[그림 6]과 [그림 7]과 같이 SOAP으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DataSet형태로 받는다. [그림 6]은 클라이언트인

사용자에서 서버로 정보를송신하는 SOAP으로매개변

수로는 사용자 ID, 현재의 위치 정보인 위도(Latitude),

경도(Longitude), 위치가발생된 시간(Regdate)를 보내

게 된다.

실험은 충북대에서 실행하였으며 실험 데이터로는

스마트폰에서 현재 로그인된 아이디 “szell", 스마트폰

에서 받은 위치정보(충북대학교)인 위도 ”36.628576“,

경도 ”127.461411“와 위치 정보가 발생한 시간인

”2010-12-07 17:49:57.000“ 이다.

그림 6. WebServices 위치정보 전송

[그림 7]은 서버로부터 받은 모든 사용자의 위치 정

보로, DataSet으로 구성된 XML 데이터 결과 값이다.

헤더 부분은 각각의 파라미터의 형 타입을 정의하고

<Table> 태그 부터는 각각의 사용자 정보를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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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은 사용자 ID, 이름, 위도, 경도, 위치가 발생된

시간을 표시한다. 각각의 사용자데이터는별개로 보내

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현재의 위치를 서버로

전송하는 [그림 6]의 호출이 발생하였을 때 결과 값으

로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준다.

그림 7. 서버로 부터 받은 위치정보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된 위치 추적 서비스인 “WeWhere"

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 각각 [그림 8]과 [그림 9]

와 같이 제공된다. 현재 WeWhere에서는 사용자와 각

각의 사용자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GoogleMap의 지도데이터와함께서비스되며, 다른 사

람이 실시간으로 접속되어 있을때는녹색핀으로 그렇

지 않을 때는 빨간색 핀으로 구별하였다.

[그림 8]에서 보는봐와 같이 아이폰용 "WeWhere"를

여러 대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테스트 한 결과 지도상

에 상대방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친구목록에서는 현재 떨어진 거리 및 접속

한 시간또는최종 접속 시간을 표시해 주고 화면 하단

에는 사용자들의 위치정보인 위도, 경도를 우편번호및

지번 주소로 변환하여 알려 주며, 간단한 메시지를 보

낼 수 있는 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9]의 안드로이드용 “WeWhere"는역시 아이폰

과 연동하여 상대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8. 아이폰용 “WeWhere" 화면 

그림 9. 아이폰용 “WeWher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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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과제
현재 스마트폰 위치 정보 서비스 (WeWhere)를 2010

년 8월경부터 아이폰 버전으로 10월경 부터는 안드로

이드 버전을 서비스 하고 있다. 현재 사용자는 전세계

적으로 대략 20만명이며. 하루에 약 200만건의 위치정

보가 서버의 과부하 없이 사용자간에 교환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론

적인 관점에서 보다 더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 할 필요

가 있다.

위치추적 서비스는 사생활 침해라는 부정적인 입장

과 가족과 연인등의 자신과관련된 사람에게 무슨일이

생겼을때손쉽게 위험으로부터벗어날수 있고, 잘모

르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날 때 위치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부정적인입장보다는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

으로 지낼수 있는순기능을 강조하고, 악용될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서비스는

생활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한 스마트폰 위치 추적 서비스는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생활의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좀 더 효과적으

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위치추적서비스가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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