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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ion of Application for Measuring Delivery Location

김병준, 이기영, 이영대, 강정진

Byung-June Kim*, Ki-Young Lee**, Young-Dae Lee***, Jeong-Jin Kang****

요  약 최근 많은 배달어플리캐이션들이 생겨났고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듯 소비자에게 편리한 만

큼 다른 기능인 위치추측 기능을 추가하면 좋을 것 이다. 이렇듯 스마트폰 어플리캐이션은 생활속 편리함을 가지고 오고

있고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장치(GPS)기능과 이동식 네트워크 기능을 응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한다. 현재 배달음식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와 배달원의 거리를 이용한 정적인 정보만

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와 배달원의 거리를 인식하여 해당 배달어플리

캐이션에 배달원의 거리가 사용자의 배달 위치까지의 거리와 배달음식 도착 시간이 나올 수 있는 스마트폰 응용 소프트

웨어를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주요어: 배달앱, 배달원, 배달원위치, 위성항법장치

Abstract Recently, Many deliveries have sprung up and those are beginning to receive much attention from 
consumers. Like this, the application makes our lives more comfortable. Now, the delivery food application uses 
only static information of the user and the users only makes oder. In this thesis, however, the studies suggested 
that designed food application uses the user's location for mesuring a distance of delivery and estimated arrival 
time is displayed in the delivery application and The application provides a graphical view of the  location of 
the user in  real time.

Key Words : Delivery,Delivery Application,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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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 사용자가 5,000만을 넘어섰고 스마트

태블릿 PC 보이 증하며 모든 자동차에 GPS기능이

있는네비게이션이장착되는등LBS (치기반서비스)를

구하기한기반인라가속도로확장되고있다. 더욱이

고도의 LBS 서비스 구을 한 치정보 추기술 이

발하여 이제 반경5m 정도의 고도 LBS 서비스도

가능해 지는 시에 다달았다.[1] 위치기반 서비스는

통신망이나GPS 등을통해얻은위치정보를바탕으로

사용자의 위치에 적합한 정보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이런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 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지리적위치정보가내장된모바일어플리캐이션을

활용하면필요한정보와서비스를개발할수있다.[2]

그림1과 같이 최근 배달어플리캐이션이 새로 런칭

되고 사용자는 패스트푸드, 한식, 중식 등을 음식을

배달로 주문시키고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음식점의

번호를 알아야만 전화해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Design and Implemention of Application for Measuring  Delivery Location

- 32 -

수있었지만현재는음식배달어플리케이션을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하고 주문이 가능 하다.

그림 1. 실제사용 UI

Fig 1. Example of UI

현재 출시 중인 어플리케이션 중에 1등인 배달

어플리케이션을보자면다음그림1과같이배달시킬수

있는음식은많지만배달원의위치를확인할수있는

View는존재하지않는것을알수있다. 수많은 배달

어플리캐이션이 있는데 그 배달 어플리캐이션은

주문만가능하지 실제로 배달원의 거리는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기존에 있는

어플리캐이션과는다르게배달원의위치를알려주는

GPS를 이용한 View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좀더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에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배달원의 거리와 배달 도착

시작을 알려주어서 소비자들의 배달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달어플

리캐이션에 대해서생각을하게 되었고 부모님들의

맞벌이, 사회적 변화에따라서 배달음식의 편리함이

높아짐에따라 어디어디서든시켜먹을수 있는배달

음식의 중요성과 주문량은 높아만 가는데 본 논문

에서는 배달음식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고 논문의

목적은 스마트폰 기반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배달음식 위치에 다양한실감형콘텐츠를 제공하고,

배달에 걸리는 시간 정보를 사용자간에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Ⅱ. 관련연구

1.위치기반 서비스의 정의 및 배경

위치기반 서비스는 이동통신망이나 위성신호 등을

이용하여모바일단말의위치를측정하고, 측정한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서

이동통신망 기술, 위치추적 기술, 단말기 기술 및 정보

기술과의 통합기술로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위치기반 서비스의

연구 시초는 적외선 액티브 배지 시스템이다. 1994년

에릭슨 유로폴리탄 (Ericsson-Europolitan)과 요르겐

요한슨(Jörgen Johansson)에 의해 GSM에 최초로 위치

기반 서비스 를 실험하였고, 1995년에는 노키아의 직원

티모 란타 라이넌(Timo Rantalainen)에 의해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초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탑재한 모바일

장비는 1999년에 출시한 팜Ⅶ이다. “Two of the

inthe-box”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여 ZIP 코드

수준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소니

이택(Sony-Etak)사에서는 “Weather.com” 이라 는

어플리캐이션과 “Metro Traffic”이라는 어플리캐이션을

개발하여 날씨정보및 광역 교통정보를서비스하였다

[1].

2 위치기반 서비스의 특징 및 구성

위치기반서비스는측위기술(LDT:Location Detec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2].

GPS 수신기 그리고 WLAN기반 측위 솔루션 방식

등의 위치를 측위 방식을 조합하여 단말기의 위치

값을측정하는방식이다. 그림 1은 혼합측위방식과

WLAN기반 측위 솔루션을 이용한 측위방식의 한

서비스업체인 Skyhook Wireless사의 사이트 화면

이다. 현재스마트폰에서는주로혼합측위방식을사용

하는데 3G망이나Wi-Fi를이용하여우선순위를두어

비교적 오차가 적은 3G망을 신호를 이용하고 실내

측위및 3G 신호가 원활히되지않을때 Wi-Fi망을

이용하여 측위서비스를 한다. WLAN기반의 측위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업체들을 나타낸다.

이러한측위기술은 시스템의구성및오차 범위마다

적용해야 할 서비스 모델에 따라 구성을 해야한다.

즉실내나실외에따라그리고허용오차범위에 따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Culture Technology (JCCT)

Vol. 3, No. 2, pp.31-35, May. 31, 2017. pISSN 2288-0879, eISSN 2288-2618

- 33 -

그림 2. 시스템 설계도

Fig. 2. System Architecture

적용해야 할 측위 기술을 선정해야 한다[2].

3. 스마트 폰의 GPS 관련 특성

현재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 폰은 GPS 모듈을

갖추고 있으며, GPS 수신기는 4개 이상의 위성으로

부터 수신 받은 신호를 이용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측정해 스마트 폰 사용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3]. GPS 시스템의 정확도를 감소시키는 오차로는

위성의 궤도/시계오차, 전리층/대류권 영향오차,

기하학적 정밀도 오차, 다중경로 오차 등이 있다.

대체로 50m에서 150m까지 위치 측정 오차가 존재

한다[4].

4. 구글 맵(Google Map)

스마트폰의 기본 Application 중에 구글 지도가

있다. 이 구글 지도는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지정하면현재위치로부터목적지위치까지의거리가

표시가되며각이동수단별로의경로와도착시간을

알 수 있다[5]. Google Map은 Google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로써 지도 콘텐츠 제공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개발자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

Open API 를 제공하고 있다. Google Maps API를

이용하면다양한분야의사용자가구축한웹사이트에

Google Map을 불러 오고, 기존의 콘텐츠와 연동

이 가능하게 된다[6].

Ⅲ.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그림2와같이본설계도는어플리케이션의설계도로

기본 어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동작을 구조로 설계

한 것 이다. 유저 Info User와 Info Map와 Share

Moudule로 나누어 져있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User List에서 Make a Oder을 실행하면 User List

에서 Info User을 확인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App

에서는 info map을 가져와야하는데 Location

Based안에 저장되어있는 map을 가져온다. map과

배달원의 Gps를확인하고이것을 Location-Based와

Categorid Stores Data에 저장하고 이것을 네트웍을

이용하여 User List에 알려주는 형식이다. 그리고

지형지물을 계산하여 Cook Time을 계산하고

Arrive Time까지 계산해서 Share Moudule을

통해서 User List에 알려준다.Share Module에서는

View sharing system에서 배달원의 위치를 알려

주고기본저장되어있는기본맵의정보를공유한다.

Share Moudle에서는 GPS 수신기, 즉 상대방의

스마트폰의 위치를 미리 받아와서 등록하여 위치를

표시한다. 그리고 WLAN기반 측위 솔루션 방식

등의 위치를 측위방식을 조합하여 단말기의 위치

값을 측정하고 User List 와 Info Map을 이용해서

배달원의위치를실시간으로알려주는것으로사용자가

배달원의 위치를 실시간 Search하여 이루어진다.

Location-Based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Map을 기반

으로 한다.

1. 시스템 구현

본 논문의 시스템은 Microsoft Windows 10

Hom Premium K 64bit 운영체제에서구현되어졌으며,

Android Studio2.1를 이용하였다. 본논문의시스템을

구현함에있어 Android Minimum Required SDK는

API 21 : Android 5.0(Lollipop)으로 구현하였다.

시스템의 메인화면은 음식배달이 있어야 하지만

이미배달음식을시키는것에는많은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므로메인화면인배달음식주문화면은나타내지

않을것이며, 본논문의취지인배달거리를측정하는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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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배달원의 배달위치

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 배달의 과정 UI

Fig. 3. Processing of Delivery UI

2. 구현 결과

본논문에서 실험하고자한 배달시키는사용자와

배달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위치를 나타내 줌

으로서 GPS를 이용하여 화면에 사용자 화면에

배달원의거리가나타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림3과 같이 배달원의 도착시간과 배달원의 위치를

나타내준다. 배달의과정을보기위해배달원은자전거로

실험하였고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듯 하지만 평균속도로 계산을 할 것 이어서

배달 도착 시간은 오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것은 인터넷연결망의 속도와 WIFI의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Ⅳ. 성능평가

구현에 있어서 4가지의 그림으로 나타 내였다.

구글 GPS를 기반으로 하였고 처음 검색 단계에서

집근처에있는신갈역을검색하였다. 그리고음식을

주문할 곳을선정한뒤 검색을 하고검색단계에서

출발하는 곳과 도착할 곳을 빨간색 선으로 배달

시작점과 도착 점 경로를 이어준다. 그 뒤에 검색

오른쪽배너에있는시간배너를 누르면실시간으로

배달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출발 단계

에서 도착 단계까지 빨간색 선이 줄어드는

UserView는 고정으로 보여주면서 배달원이 점점

도착지점으로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배너

에서는 도착예정 시간을 거리당 오토바이 평균 속

도로 나타내어 알려 주는 데 아직까지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배달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는시대에소비자들에게어떻게하면좀더좋은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였고 구글

GPS와사용자의스마트폰을연결하여서배달어플리

캐이션을통해배달을시킬때좀더섬세한서비스를

제안 하였으며 이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보완해야할점은사용자가원하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배달원의 속도가 일정해야

하고교통의체증도알 수 없기 때문에 외생변수가

존재한다고생각한다. 그렇기에여기서 말하는도착

시간은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시간을

계산을하여도착시간을알려준다. GPS가WIFI환경일때는

연결은 되었으나 GPS상에서 한 점에서 머무르는

현상이 발견되어서 이것의 잘못된 프로그램을

고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SimpleMap이지만 좀더 섬세한 UI을 개발하여서

사용자에게좀더편리한접근을할수있도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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