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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의 GPS 센서와 Google Map,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의 최저가 업소

를 맵에 표기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하

였으며 안드로이드 GPS 센서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의 위치 주변의 최저가 업소들을 표기한다. 또한 사용

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업소의 업종을 선택하면 맵에 선택한 업종과 같은 업소들의 위치에 마커를 표시하고 

마커를 클릭 시 업소명, 대표메뉴, 가격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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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청년 37%가 

생활비 부족으로 끼니를 거른 적 있다는 조사 결과는 그림 1과 같다[1]. 

그림 1에서 지속적으로 굶지는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떨어져 

끼니를 걸러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년들 225명 중 절반(52.0%)

가량은 식사를 못 할 때 과자 등으로 해결한다고 했으며, 36%는 

그냥 굶는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비 절감을 위한 한 가지 

전략으로 음식의 가격이 다른 업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착한 

가격 업소의 정보를 이용한다면 식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Fig. 1. Survey Result of the Dong-A ilbo and Job Korea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PS 센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위치와 일치하

는 주변의 최저가 제공 업소들을 검색하여 그 위치를 지도에 마커로 

표시한다. 마커를 클릭하면 해당 업소명, 대표메뉴, 가격 정보를 제공하

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II.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최저가 업소 검색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Fig. 2.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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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최저가 업소 현황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JSON 방식으로 파싱하여 실시간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한다.

III. 시스템 구현 

최저가 업소 검색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림 3과 같이 회원가입과 

로그인 모듈을 구현하였다.

Fig. 3. Member registration and login module 

implementation result.

회원가입 시에는 휴대폰 번호로 본인을 인증하는 기능을 구현하였

다.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이 되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로그인 화면에서는 회원가입을 완료한 이메일과 비밀번

호를 입력하고 Login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4의 최저가 업소들의 

위치 정보를 볼 수 있는 구글 맵 화면으로 이동한다. 그림 4에서는 

구글 맵과 GPS 센서, 콤보박스를 활용하여 업종 구분에 맞는 사용자 

주변의 최저가 업소 위치를 맵에 마커로 표시하였다. 이때 사용자 

주변 위치의 업소는 사용자 위치의 시도, 시군에 존재하는 업소들이다. 

구글 맵에 나타난 최저가 업소 마커를 클릭하면 해당 업소명과 대표 

음식, 가격이 표시된다.

Fig. 4. Google map implementation result.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의 GPS 센서와 Google Map, 공공데이터

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최저가 업소를 검색하여 맵에 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사용자 주변에서 근거리에 있는 최저가 

업소를 검색하도록 구현하였으며,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회원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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