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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프로젝트는 Tmap을 사용해서 사진의 GPS 정보를 활용한 네비게이션 App이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 및 환경은 GPS가 

탑재된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의 GPS를 활용한 사진 촬영의 경우, 사진에 포함된 경/위도 위치 값을 활용한 네비게이션 기능이

다. 인터넷 및 디지털 사진의 경우 멋진 풍경이나 맛집, 행선지 등의 사진을 보고 장소가 어디인지? 또는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다. 이러한 사진의 촬영 장소는 GPS 정보를 포함하는 사진의 경우, 정적인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만 된다. 이렇게 정적인 지도

의 위치 값을 네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동적으로 쉽게 사진 속 장소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약속장소를 잘 못 찾을 때 현재의 네비게이션 주소를 알면 상대가 기존 네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주소나 상점 등위치 정보를 모를 때 상대에게 약속 장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위치를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그 사진에 포함된 경/위도 위치 값을 활용한 길 안내와 실제 촬영한 이미지를 함께 보면서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키워드: 위치 찾기(Find a location), 사진(Picture),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티맵 API(Tmap API)

I. Introduction

본 프로젝트 활용 대상은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다. 핸드폰

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카메라로 자신이 찍고 싶은 예쁜 경치나 

여행가서 놀러간 사진, 맛 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던 사진, 친구나 

가족들과 놀러가서 찍은 사진 등 사진을 찍고 나서 SNS나 블로그 

등에 올려 공유한다. 다른 사용자들이 SNS나 블로그를 이용하면서 

사진을 보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정확한 위치나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못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프로젝트는 사진에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자동차 경로, 자전거 경로, 보행자 경로를 제공해

주고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App을 개발하였다.

II. Preliminaries

최근 들어 자동차에 네비게이션 옵션을 넣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모바일 네비게이션의 성능이 너무 좋아졌고 휴대폰 역시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차량에 에프터마켓용 네비게

이션을 매립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모바일 네비게이션 시장은 현재 빠른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는 카카오가 록앤올의 김기사를 인수하고 네이버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네비게이션에 거대한 관심 증대와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사업진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토대로 네비게이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이용한 위치 찾기를 제공하고자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와 Tmap을 이용을 해서 개발하였다. 
그림 1과 같이 간단히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가입한 정보를 가지고 그림 2와같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면 메인화면으로 이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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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ng up View Fig. 2. Login View

 

 프로젝트의 첫 번째 탭 메뉴는 그림3과 같이 구성을 하였고 첫 

번째 탭 메뉴는 네비게이션 기능으로 사진 선택 버튼을 클릭 시 

그림4와 같이 자신의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 한 후, 위치 찾기 버튼을 

클릭 시 사진의 GPS정보로 경로가 표시 된다.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경로를 표시 할 수 있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보여 줄 수 있다. 표시한 

경로들을 삭제해주는 경로 삭제 기능이 있다.

Fig. 3. 1Tab 

View Fig. 4. 1Tab Album View 

두 번째 탭 메뉴는 게시판 기능으로 App에 대한 한 줄 평을 쓰는 

기능이다. 그림5와 같이 리스트 형식으로 화면을 구성하였고, 상단에 

어디 갈까 한줄 평 쓰기를 클릭 시 그림 6과 같이 하면에 나오는데 

한줄 평을 쓰면 바로 갱신이 된다.

Fig. 5. 2Tab View 

  

Fig. 6. 2Tab View

  

Fig. 7. 3Tab View 

세 번째 탭 메뉴는 맛 집, 여행지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그림 

7과 같이 화면이 출력되는데 확인 하고 싶은 타이틀을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되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개발한 App은 사진의 GPS 정보로 위치를 찾아 사용자

에게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부가 서비스로 사용자를 고려한 

각종 경로를 제공하고 한줄 평을 이용하여 간단한 커뮤니케이션과 

맛집, 여행지를 제공하였다.
향후, 회원들이 의사소통과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제공을 통하여 사진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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