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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스마트폰 상에서 이용 가능한 실용 인 치 기반 서비스로 개인 맞춤형 소극장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해 GPS 수신기를 내장한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한 학로 소극장 안내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이 시스템은 GPS를 이용하

여 사용자의 재 치를 자동으로 악하고 이를 지도에 맵핑하여 표시한다. 한 악된 사용자의 재 치를 심으로 가까운 극장  공

연에 한 개인 맞춤형 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하도록 설계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은 장 실험을 통한 보정 작업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효과 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최 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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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practical location-based services that provide users with personalized theater guide services on smart 

phones. In this research, we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a smart theater guide system for Deahakro, Seoul based on smart phones 

incorporating GPS. This system first identifies the current position using GPS, and maps the current position onto the map. It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provide users with personalized information service about the plays and the theaters nearby the current position. It is 

also optimized to be useful effectively by performing on-si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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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치 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는 사용자의 

치 변화에 따라 그 변화를 자동 인식하고 그 치에 합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1-3]. 최근 

들어 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치 기반 서비스 방안이 연

구되고 있다 [7, 9-10]. 지 까지의 이 분야의 연구들은 

PDA와 외장 GPS 등을 기반으로 실험 인 수 에서 이루어

져 왔으나 치 기반 서비스의 실용화를 해서는 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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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최신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실용 인 서비스 개발

이 필요하다. 한 스마트폰 역시 활성화를 해서는 다양

하고 실용 인 응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스마트폰 상에서 실용 으로 이용 가능

한 치 인식 기반의 개인 맞춤형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 GPS 자동 치 인식 기

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학로 소극장 안내 시스템

을 개발하 다. 

재 학로(서울시 종로구 혜화동)는 많은 연극이나 뮤

지컬, 시회 등과 갤러리들이 있으나  장에서 쉽게 공연 

 치 정보를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치 

인식 기술과 스마트폰 기술을 결합하여 주변의 원하는 공연

을 장에서 검색할 뿐 아니라 해당 공연장으로 자동 안내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을 해결

DOI: 10.3745/KIPSTD.2010.17D.1.053



54  정보처리학회논문지 D 제17-D권 제1호(2010.2)

(그림 2) 기능 다이어그램

하는데 을 두어 설계하 다. 첫 번째 문제 은 GPS 수

신기로부터 받아온 좌표를 지도 이미지상의 각 지 을 맵핑

하기 한 GPS 모듈을 완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한된 

자원의 스마트폰 상에서 사용자의 재 치를 심으로 가

까운 극장  공연에 한 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하고 안

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개인별 취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안내 시스템에서는 GPS 수신기를 내장한 스마트폰(삼

성 T-옴니아)을 사용하여 구 하 으며 이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GPS의 치 정보를 이용한 스마트폰 기반의 소극장 

안내 시스템

2) 스마트폰 기반의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3) 검색, 주변 극장 안내를 통한 소극장과 공연에 한 

안내

4) 고와 Box Office(TOP 5)를 이용한 공연 홍보  공

연 추천

5) 블로그를 이용한 개인화 서비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서 기술하고 3장에서는 시스템의 설계에 해서 소개한

다. 4장에서는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한 구 에 해

서 기술한다. 5장에서는 실험  토의에 해서 기술하고 6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치 인식 소 트웨어 개발을 한 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치 인식 애 리 이션의 빠른 로토타입을 지원해

주는 임워크와 툴킷은 [3]에서 연구되었다. 휴 폰과 무

선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휴 용 컴퓨  장치의 사용은 

[4, 5]에서 연구되었으며 [6]에서는 PDA/GPS　안내 시스템 

개발을 한 랫폼이 개발되었다.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최신의 치 기반 서비스에 해서는 [2]에 소개되어 있다. 

치 인식을 기반으로 하며 개발된  안내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Cyberguide'는 상황에 맞는 정보를 사용자들

에게 제공해 주는 창기 포켓 자 여행 가이드 시스템이

다[7]. 기에는 실내 여행을 해 개발 되었고, 그 후 GPS

를 이용하여 야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확장하 다. 

[8-9, 12]에서는 [7]의 아이디어를 기 로 하여 치 인식 

기반의 모바일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 다. 이 연구들은 

PDA를 기반으로 하여 치 인식 기반 안내 서비스를 지원

하는데 을 맞췄다. 한 [10]에서는 치 인식 기반 안

내 시스템으로 버스 안내를 한  PDA 기반 시스템이  개

발되었다. 

3. 설  계 

3.1 로그램 구조

이 로그램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GPS 모듈과 서비스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GPS 모듈은 GPS 수신기로부터 

도, 경도 좌표 값을 받아, 이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재 치를 결정한다. 즉, GPS의 치 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의 학로 소극장 정보를 사용하여 치 인식 서비스를 제

공한다. “내 치” 페이지에서는 GPS 모듈을 통해 얻은 사

용자의 재 치와,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극장 

정보를 비교하여, 사용자가 재 있는 곳과 근처의 극장들

을 찾아 지도에 나타내 다. 그 밖에 ‘검색’이나 ‘블로그’, ‘

고’에 련된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이용하

여 사용자가 원하는 극장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블로그

를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로그램 구조

3.2 주요 기능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그림 2)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

는 제한된 자원의 스마트폰 상에서 사용자의 재 치를 

심으로 가까운 극장  공연에 한 안내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

하 다.

1) 재 치 기반의 소극장 안내 시스템

GPS로부터 받은 실제 좌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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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도 이미지에서의 좌표 값과 도와 

경도 값 간의 계

치를 심으로 주변 극장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특정 

극장을 선택하면 그곳까지 경로를 통해 사용자를 해당 치

로 자동 안내한다.

2)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로 툴바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사

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툴바를 포함한 부

분의 인터페이스를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하 다.

3) 검색을 통한 소극장과 공연에 한 안내

통합검색을 이용하여 극장이름, 공연제목 뿐 아니라 출연 

배우나 공연의 장르 등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공연에 한 반 인 정보(장

소, 시간, 출연 배우, 가격 등)를 제공하고, 극장 부근의 지

도를 통해 해당 치를 안내한다. 

4) 고와 Box Office를 이용한 공연 홍보와 추천

화면 환 시 고 포스터를 이용하여 공연을 홍보하고 

포스터를 클릭하면 공연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배우, 

공연에 한 기사를 통하여 공연 정보에 근할 수 있고, 

Box Office를 제공함으로써 인기 있는 연극을 추천한다.

5) 로그인 기능을 이용한 개인별 블로그

공연평과 후기 등을 작성하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로그인을 통해 자

신만의 블로그에 을 쓰고 읽을 수 있으며 다른 회원과의 

공유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블로그

에서 기록된 내용은 해당 연극 정보검색과 연동되어 사용자

들의 평가를 검색결과에 반 하도록 하 다. 

3.3 GPS 좌표와 지도 이미지 맵핑 

GPS 모듈에서는 지도 이미지의 좌측 최상단과 앙, 우측 

최하단의 세 을 기 으로, GPS 수신기로부터 받아온 

재 치의 도, 경도 값을 지도 이미지에서의 픽셀 값으로 

변환하여 기 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지도에 표시해 다. 

지도 이미지에서는 Y-축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그 좌표

의 값이 증가하는 것에 반해, 실제 지구 북반구에서는 GPS 

좌표가 X-축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경도와 도 

값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주의한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지도 이미지 X-축에 한 픽셀 당 경도의 값과 Y-축에 

한 픽셀 당 도의 값을 계산하여 GPS 수신기로부터의 좌

표 값을 픽셀 치 값으로 환산해 지도에 맵핑하게 된다. 

지도상의 픽셀 좌표 (0, 0)과 (m, n)에 응되는 도 경

도가 각각 와 이라고 가정하면 도 경도 (x, 

y)에 응되는 지도상의 픽셀 좌표 (px, py)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를 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지도의 크기가 1091 × 904픽

셀이라고 하면, 지도 이미지의 좌측 최상단, 정 가운데, 우측 

최하단의 픽셀 좌표는 각각 (0,0), (545.5, 452), (1091, 904)이

다. 이 세 지 의 실제 도 경도 값을 측정하여 각 픽셀의 

좌표와 매치 시킨다. 그림 4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로의 세 지 의 실제 좌표 값은 다음과 같이 지도 좌표와 

매치된다. 

(127.000896, 37.35)    => (0,0)

(127.00216, 37.349216) => (545.5, 452)

(127.003424, 37.348432) => (1091, 904)

학로 웃찾사 용  앞에서 GPS 수신기로부터 받은 

경도 값은 127.001698, 도 값은 37.348995이고 이 좌표 값

을 지도 이미지 일에서의 픽셀 값으로 바꾸면 (392, 592)

라는 픽셀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 좌표 값이 지도 이미지 

상에서 표시 되어지는 재 사용자의 치가 된다.

(그림 4) GPS 좌표와 이미지 맵핑

4. 시스템 주요 기능 구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서는 먼  (그림 5)와 같이 

PC에서 액티  싱크(ActiveSync)를 이용하여 학로 소극

장 안내 로그램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실행 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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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연 련 기사 

(그림 5) 시스템 구조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시킨다. 이를 통해 데이터

베이스 서버로부터 학로 소극장과 공연에 련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다운받는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극장이름, 극

장 화번호, 극장의 치좌표, 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 제

목, 출연 배우, 상  날짜  시간, 가격 등의 정보를 장하

고 있다. 로그램은 다운받은 데이터베이스와 GPS 수신기

를 통해 받은 재 치의 도, 경도 값을 이용하여 사용

자에게 재 치를 기반으로 하여 련 안내 서비스를 제

공한다.

본 시스템 Visual Studio 2005, Microsoft .NET Framework

와 Windows Mobile 6 SDK[11]를 기반으로 C# 언어로 구

하 으며 각 부분에 한 구체 인 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는 이 로그램의 시작 페이지로 Top5와 공

연 련 기사를 볼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6)에서와 

같이 각 기사를 클릭하면 실제 기사화된 내용을 스마트폰 

상에서도 볼 수 있고, 단축 버튼을 이용하여 련 극장정보

와 련 공연 정보 페이지로 바로 갈 수도 있다. Top5는 

재 공연  인기 있는 연극 5개를 추천하며, 각 연극을 클

릭하면 련 공연  극장 정보 제공하여 보다 쉽게 람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고는 2가지 방식으로 구 하 는데 첫 번째 방식은 메

인 페이지의 화면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선호도 필드

를 정렬하여 Top5 목록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페이지 이동 사이에 고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툴바에서 

‘검색’ 버튼과 ‘help’ 버튼을 클릭 하면 페이지 이동시 랜덤 

함수를 호출하여 고로 지정된 5개 공연  하나의 공연 

포스터를 2 간 보여  후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 다. 

사용자가 고를 클릭하면 공연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자

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구 하 다.

(2) 내 치 기반 서비스

툴바에서 내 치 버튼을 클릭하면 재 치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치 정보를 제공하기 해 GPS 수신

기로부터 재 치의 도, 경도 값을 받아온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지도에 재 치를 표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극장의 치 정보와 재 치 정보를 비교하

여 재 치에서 가까운 극장 리스트를 보여 다. 그  

사용자가 심이 있는 극장을 선택하면 해당 극장에서 하는 

공연에 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선택된 곳으로 이동 경로 

 이동하는 과정을 계속 으로 표시하도록 구 하 다.  

재 치를 지도상에 표시하기 해서 GPS 수신기로부

터 받아온 도, 경도 값을 지도 이미지상의 해당 지 을 

맵핑하기 한 GPS 모듈을 구 하 다. 이 모듈은 T-옴니

아를 한 Windows Mobile 6 SDK[11]에서 제공하는 GPS 

API를 이용하여 구 하 다. 이 모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GPS를 이용한 도 경도 실측 모듈

이 모듈은 GPS API를 이용하여 구 하 으며 재 치

의 도 경도 값을 표시해 다. 이 모듈을 이용하여 지도상

의 기  즉 픽셀 좌표 (0, 0)과 (m, n)에 응되는 도 

경도 값을 실제 해당 지 에 가서 실측하 다.

• 지도상의 이미지 맵핑 모듈 

이 모듈은 실측 모듈을 이용하여 측정된 기 의 실제 

도 경도 값을 기 으로 하여 3.3 에서 설명한 것처럼 

GPS로부터 받은 사용자의 재 치( 도, 경도) 값을 지도

상의 픽셀 값으로 변환하여 지도상에 표시한다. (그림 7)은 

실제 상황에서 빨간 으로 표시된 재 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내 치 구  

(3) 통합 검색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해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극장이름, 공연제목, 출연배우, 장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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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블로그 구  

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공연에 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8)과 같이, 검색 페이지에서 특정 단어로 검

색하면 그 단어와 련된 모든 공연을 보여주고 그  특정

한 공연을 선택하면 “공연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공연 

제목, 포스터, 극장, 상연 시간,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 극장 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극장의 치 지도와 공연 

정보를 보여 다. 

(그림 8)과 같이 콤보박스에서 통합 검색을 선택하여 키워

드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공연이름, 극장이름, 공연장

르, 배우 등의 필드에서 키워드를 검색한다. 키워드로 검색

된 공연정보를 리스트뷰(listview)에 열거하여, 사용자가 원

하는 정보를 선택하도록 구 하 다. 극장, 공연 검색은 데

이터베이스의 필드를 극장이름과 공연이름으로 국한시켜 사

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로 검색하여 공연정보를 나열하도록 

하 다. 사용자가 리스트 된 공연정보  하나를 선택하여 

치정보 버튼을 르면, 선택된 항목의 극장이름으로 데이

터베이스에서 추출하여 해당 극장의 치 정보를 가져와 극

장의 주변 지도를 보여 다. 

[그림 8] 검색 페이지의 구  

(4) 블로그 

람한 공연에 한 평가와 리뷰를 공유하기 하여 블로

그를 제공한다. 먼  블로그를 사용하기 해서는 회원가입

과 로그인을 해야 한다. 블로그(blog)를 통하여 람했던 연

극에 하여 별  형태의 평가와 코멘트 형태의 평가를 기

록할 수 있다. 한 (그림 9)에서 보인 것처럼 “Our Space”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극에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My space” 공간을 통해 자신만의 블로그 기능 역

시 가질 수 있다. 블로그에서 기록했던 내용은 블로그 페이

지뿐만 아니라 해당 연극 정보검색과 연동하여 사용자들의 

평가를 반 하도록 하 다. 공연정보를 검색하면 공연정보 

페이지 하단에 공연평과 별 을 함께 리스트 해 사용자로 

하여  공연에 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블로그 기능을 이용하기 해서는 사용자는 먼  회원가

입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데이터베이스에 등

록해야한다. 블로그의 쓰기 페이지에서 입력받은 제목, 공

연이름, 별 , 그림 일의 경로, 텍스트 일 형태로 장 한 

‘  내용’의 경로를 데이터베이스에 쓴이의 아이디와 함께 

장한다. 블로그의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My 

space”를 선택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필드에서 로그인한 ID

와 일치하는 포스트의 목록만 리스트 하고 “Our space”를 

선택하는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모든 포스트를 리

스트 한다. 항목을 선택한 후 읽기 혹은 삭제버튼을 이용하

여 해당 내용을 읽거나 자신의 을 삭제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5. 실험  토의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지도들에 해서 GPS를 이용한 

도 경도 실측 모듈을 이용하여 지도상의 기  즉 픽셀 

좌표 (0, 0)과 (m, n)에 응되는 도 경도 값을 실제 해당 

지 에 가서 실측하 다. 그러나 재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는 약 5～10m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지

에서의 도 경도 값이 정확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미세하

게 지속 으로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  지

을 반복 으로 3회씩 실측하 으며 실측된 데이터들을 기

반으로 하여 지도상의 이미지 맵핑의 정확성을 실험하 다. 

지도상의 이미지 맵핑의 정확성은 크게 두 가지의 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 번째는 실측된 기 의 정확도이며 

두 번째는 사용자의 재 지 에서의 도 경도 값의 정확

도이다. 재 사용되는 GPS는 이 두 값 모두 약 5～10m 정

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측된 각 

기 에 해서 사용자의 재 치를 지도상에 맵핑하여 

표시하는 과정을 학로의 주요 20여개 지 에 해서 수행

하 으며 실제 상황과 가장 유사한 이미지 맵핑 자료를 선

택하는 과정을 반복 으로 수행하여 이미지 맵핑의 정확성

을 실제 상황에 근 하도록 보정하 다. 특히 건물 사이의 

좁은 길에서 정확한 치 표시를 해 학로 내의 20여개 

지 에서 실험을 통한 보정 작업을 수행하 다. 

한 치 인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에 한 

장 실험을 통해서 재 치 표시 등의 반응 속도를 3  이

내로 유지되도록 로그램의 수행 속도를 지속 으로 최

화 하 으며 실제 장에서의 사용을 통해서 그 기능을 보

완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최 화 하 다.  

본 연구를 련 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7]에서 개

발된 Cyberguide는 GPS를 이용한 PDA 기반 자 여행 가

이드 시스템 로토타입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7]의 

아이디어를 기 로 하여 [8-9, 12]에서는 치인식 기반의 

모바일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 으며 한 [10]에서는 

치 인식 기반의 버스안내를 한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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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부분의 시스템들은 PDA와 외장 GPS를 이용하여 

로토타입 형태로 개발되어 실제상황에서 사용되기에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의 치 기반 서비스는 [2]에서처럼 최근에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치 기반 시스템은 

GPS 치 인식 기술과 최신의 스마트폰 기술을 결합하여 

개발되었으며 로토타입 시스템이 아닌 학로와 같은 실

제 상황에서 실용 으로 이용 가능한 개인 맞춤형 치 기

반 시스템을 개발했다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한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장에서의 지속 인 테스트와 보정  최

화 작업을 통해서 실용화에 근 하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용되고 있는 GPS를 내장한 스마

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재 치를 

심으로 가까운 극장  공연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

내 시스템을 개발하 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은 키워드 

검색과 개인별 블로그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치 인식 기술과 최

신의 스마트폰 기술을 결합하여 실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실용 인 치 기반 안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한 본 연구는 서울시의 교통 등과 같은 다른 치 인

식 서비스와 연계된다면 사용자의 편리성을 보다 극 화 시

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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