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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의 GPS 센서와 구글 맵 기반의 음식점 정보제공  연동이 자유로운 어플리케이션

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내장 센서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30m 안의 음식점 정보는 초록색 반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구글 맵에서 마커는 메뉴별로 다르

게 하여 카테고리마다 마커가 다르게 표시된다. 또한, 상단에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메뉴별로 필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크게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분식, 후식, 패스트푸드 등으로 분류되어 사용자 주위에 있

는 음식집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키워드: Various types of restaurants, Android Sensor, GPS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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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우리

나라 1인 가구는 그림 1과 같이 2016년 기준 539만8000가구로 

집계됐다[1]. 전체 가구 수(1936만8000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7.9%로 가장 크다. 1인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에는 약 764만 가구, 2045년에는 약 810만 가구로 전체가구에 

36.3%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 증가는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간편식(HMR), 간편식(FF) 

등과 같은 시장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Fig. 1. 연도별 1인 가구 수 및 추계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른 1인 가구의 품목별 유통채널 비중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료품, 가공식품의 경우는 편의점이 높게 나타나

고 있고 편의점에서는 주식이 아닌 커피, 우유, 물과 같은 음료가 

6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음식 

소비형태는 편의점이 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3]. 

본 논문에서는 1인 가구가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하대 후문의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사용자 근처에 있는 인하대 

후문 근방 음식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

다.

II. 음식점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설계 

본 논문에서는 현재 위치 GPS를 활용하여 인하대 후문 음식점 

관련 어플리케이션과 서버 또는 스마트기기 간의 데이터 연동이 

자유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2]. 안드로이드의 GPS를 이용하

여 한식, 일식, 중식, 패스트푸드 등의 음식점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위치 데이터를 서버와 연동하여 사용자 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안드로이드의 GPS 

센서를 이용한 현재 위치 반경 30m 음식점 종류 와 위치 및 서버 

부분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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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chitecture

III. 음식점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구현 

그림 3과 같이 앱을 실행시키면 앱이 GPS를 받아서 현재 위치와 

현재 위치에서 반경 30m쯤까지 거리를 표시해주고, 표시된 부분은 

반투명 녹색 부분으로 지정한다. 구글 맵에 각 마커들은 메뉴의 종류를 

표시한 것으로, 카테고리마다 마커가 다르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단에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메뉴별로 필터를 

가능하게 하여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Fig. 3. 현재 위치의 반경 30m 내의 음식점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스플래시를 이용하여 앱을 실행하면 어떤 앱인지 

표시해주고 GPS를 받아서 현재 위치와 현재 위치에서 반경 30m쯤까

지 거리가 표시되게 되어 있 어서 가까운 곳의 음식점을 찾도록 

도와준다. 마커는 메뉴별로 다르게 해서 카테고리마다 마커다 다르게 

표시되는 형식이다. 또 상단에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메뉴별로 

필터를 가능하게 해서 편하게 주위에 있는 원하는 음식집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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