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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화로 인해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다. 치 정보 

서비스를 사용하기 해 GPS 모듈을 이용하는데 이는 력 소모가 매우 크다. 다수의 GPS 모듈이 있

는 그룹 상황에서 그룹의 헤더를 정하고 헤더의 치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력 

소모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해 클라우드 기반 GPS 데이터 Sharing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 에 사회 

계 그룹을 등록하고 그룹원들의 치 정보 데이터를 수신하고 거리/방 각/속도를 기 으로 그룹 상

황을 감지한다. 그룹 상황 감지를 해 Depth First Search(DFS)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생성된 그룹에서 

배터리 잔여량이 제일 많은 그룹원을 헤더로 정한다. 헤더의 배터리 잔여량에 따라 치 정보 데이터 

수집 횟수를 응 으로 용한다. 시스템을 용한다면 그룹 상황에서의 그룹원의 력 감소 효과와 

더불어  교통의 치 데이터 공공화가 된다면 사용자의 치 정보 데이터 신  교통의 데이

터를 신할 수 있고 사회 계 그룹원들 간의 계를 수치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1) 배경 

   최근 스마트폰의 화로 인해 사용자는 다양하고 편

리한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치 기반 서

비스는 사람의 행동을 표 하는데 주 된 데이터  하나

이다. 재 치에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스마트폰의 치 정보 데이터가 필요하다.[1] 2014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모바일 사용자의 76.2%가 

치 기반 서비스를 사용한다[2].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항상 

치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은 력 소모가 매우 크다. 

성에서 1패킷 당 속도 50bps로 크기 1500 byte의 데이터

를 송하기 때문이다.[3]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모듈 

별 력 소모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GPS 모듈이 네트워크 

모듈에 비해 약 4.5배의 력을 더 소모한다.[4] 따라서 활

동 패턴 분석 혹은 이상 패턴 감지 등의 GPS 모듈이 항

상 활성화 되어야 하는 라이 로그 서비스에서는 치기

반 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활용도 미약하다.

  2) 사례연구

   GPS 모듈의 과도한 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기 해 

크게 두 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  교신 자

   첫 번째로 하드웨어 에서 직 으로 GPS 모듈 

칩을 력으로 개발하는 연구이다. [5,6] 하드웨어 칩이 

새로 개발되면 어떠한 상황에라도 비종속 으로 작동하지

만 기존 기기에 바로 용할 수 없다. 새로운 연구를 바로 

용하기 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 단 이다.

  두 번째로는 상황인지 기술 등을 활용하여 GPS의 사용

량을 이는 방법이다. [7,8] GPS 데이터의 수집 빈도를 

응 으로 바꾸는 방법은 력 소모 감소의 효과는 있을

지 모르나 손실되는 데이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GPS 모듈의 력에 한 연구가 

있었지만 부분이 단일 GPS 모듈의 력에 한 연구

다. 이에 해 다수의 GPS 모듈로부터 그룹을 정하고 

그룹원 모두의 치 정보 데이터를 표 한 명의 치 정

보 데이터로 신하고 공유하면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론 으로 계산한 연구가 있다[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한 그룹으로 같이 치 데이터를 수집하

는 경우 그룹 상황을 인지하여 그룹  한 명의 데이터를 

그룹 체 데이터로 공유하는 시스템  기법을 제안한다.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으로 응  

력 GPS 수집 주기 시스템에 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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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구조도

시스템은 모바일 에이 트와 서버로 구성되며 서버는 세

부 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분석기로 구성된다. 자세한 구조

도는 그림 1에 있다.

(그림 1) 클라우드 기반 력 GPS Data Sharing 시스

템 구조도

    

모바일 에이 트는 치 정보 데이터를 수신하고 사용자

의 정보와 치 데이터를 함께 서버로 송한다.

Mobile Agents

GPS Module
성으로부터 직  치 데이터를 

수신하는 모듈

User

Information

사용자를 별하기 한 정보. 아

이디와 비 번호로 구성되어있다.

Battery 재 배터리 잔여 용량. 

Social Group

Manager

사용자가 속해있는 사회 계 그룹

을 사 에 등록하는 모듈

ex) XX연구실 

GPS data

Acquisition

Time Controller

그룹 헤더로 정해진 기기는 배터리 

잔량에 따라 GPS 데이터 수집 횟

수를 정한다.

표 1 Mobile Agents 모듈 

    

    데이터베이스는 각종 데이터들이 장되는 곳이다. 

Database

User

Information

사용자의 정보를 장하는 데이터베

이스. 아이디, 비 번호가 구성되어

있다.

Social Group

Information

사회 계 그룹 정보를 장하는 데

이터베이스. 계 이름, 그룹원 정보

를 장한다.

Group History

그룹 내역을 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일정 시간 그룹지어 있던 시간과 그

룹원을 장한다.

GPS data

치 정보 데이터를 장하는 데이

터베이스. 시간, 도, 경도, 속도, 정

확도, 사용자, 그룹내역을 장한다.

표 2 Database 모듈 

    분석기는 치 정보 데이터를 모아 처리를 통하여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룹 상황을 단하고 그룹의 헤더를 

정한 뒤 헤더의 배터리 잔량에 따라 수집 횟수를 응

으로 정한다. 

Analyzer

GPS data

Aggregator

재 시 의 등록된 사용자들로부

터 치 정보 련 데이터를 불러

오는 모듈.

GPS data 

Preprocessing

치 정보 데이터의 처리를 통하

여 데이터를 보정하는 모듈

Group Conext

Detector

정제된 치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

여 거리/속도/방 각을 기 으로 그

룹 상황을 단하는 모듈

Adaptive

Sampling

Rate Controller

탐지된 그룹 상황에서 배터리가 제

일 많은 사람을 헤더로 정한다. 그 

후 헤더의 배터리 잔량에 따라 헤

더에서 다음 치 정보 데이터를 

수신할 횟수를 정한다.

표 3 Analyzer 모듈 

  2) 그룹 상황 인지 알고리즘 제안

그룹 상황을 인지하기 해 그림 2와 같은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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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epth First Search(DFS) 알고리즘

(그림 2) 그룹 상황 인지 알고리즘 순서도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동한다.

1. GPS 데이터 수신

2. 거리/방 각/속도를 기 으로 새 그룹 생성

3. 생성된 그룹으로부터 배터리 잔여량이 제일 많은 사람

을 헤더로 선정

4. 헤더의 배터리 잔여량을 기 으로 헤더의 치 정보 수

집 횟수를 설정

    거리는 물리 인 거리(m), 방 각은 그룹원이 이동한 

방향(°), 속도는 재 그룹원의 순간속도(m/s)이다

  (1) 그룹 생성 알고리즘

    그룹 생성 알고리즘으로 Depth First Search 알고리즘

(DFS)을 사용한다. DFS를 사용하는 이유는 계 그래 에

서 서로 연결된 그룹의 번호를 도출해주기 때문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노드 0,1, 그리고 2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3과 4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2와 3, 4 는 서로 연

결되어 있지 않다. 이 때 연결되어있는 노드끼리 같은 번

호를 매긴다. 각 사람을 노드, 사람간의 계를 링크로 설

정하고 거리/방 각/속도 별 그래 를 생성한 뒤 DFS 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2) 그룹 상황 인지 알고리즘 조건 설정

    그룹 상황을 인지하기 한 조건들로 거리/방 각/속

도를 설정한다. 첫째로 거리는 물리 으로 거리가 먼 경우

에는 그룹 상황이라고 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방 각은 거리가 가깝다 하더라도 가는 방향이 다른 경우

에는 그룹 상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속도로

써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더라도 속도

에서 차이가 나면 그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를 들어 한 

그룹은 걸어서 북쪽으로 가고 있고 다른 한 그룹은 자동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는 경우에 어느 순간 만났다고 하

지만 이들이 같은 그룹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그룹 상황에서 그룹의 헤더 선정 

    그룹의 헤더는 그 그룹을 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헤더는 기본 으로 재 그룹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같은 사회 계 그룹원들 에서 배터리 잔여량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설정한다. 

  (4) 그룹 헤더의 배터리 잔여량에 따른 응  수집 횟

수 설정

     헤더의 배터리 잔량에 따라 헤더의 치 정보 수집 

횟수를 정한다. 임의 으로 90% 이상에서는 5회, 60% 이

상에서는 4회, 30% 이상에서는 3회를 수집한다. 더 많이 

수집하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이 수집할 경우 수집 도 에 

헤어져 다른 그룹이 되는 경우 기민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GPS 모듈이 있는 상황에서 거

리/방 각/속도를 기 으로 그룹 상황이라 단하고 그룹

상황인 경우 그룹의 헤더를 정하여 일정 시간 동안 그룹 

헤더의 치 정보 데이터로 해당 그룹의 치 정보 데이

터를 신하는 시스템  그 알고리즘에 하여 제안했다. 

    활용 방안으로 차후  교통(버스 혹은 지하철)의 

치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공개될 경우 사용자의 데이터

를  교통의 데이터로 신하여 력 소모를 일 수 

있고 지하철의 경우 GPS의 특성으로 치 정보 데이터를 

받기 쉽지 않은데 이를 지하철의 치 정보 데이터로 

체할 수 있다. 한 등록되어 있는 사회 계 그룹의 경우 

그룹원들 간의 사회  계를 수치화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사항으로 첫 째로는 성과 통신하기 때문

에 치 정보 데이터의 신뢰도가 불안정한 을 보정해야 

하며 두 번째로사회 계 그룹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

도 그룹원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효율이 떨

어진다. 마지막으로 그룹 상황 인지 알고리즘의 조건 별 

임계치 등을 연구를 통해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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