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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기존의 장소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 다른 사용자들의 평점 및 코멘트와 같

은 단편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장소를 추천해준다. 하지만 이런 주관적인 장소 추천 서비

스는 “이제 뭐할까?”, “이제 어디 갈까?”, “저번에 갔던 ‘그 곳’과 비슷한 곳이 이 근처에

는 없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하둡과 머하웃을 통해 유저의 취향과 이동 패턴, 상황적 요인 등을 함

께 재가공하여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장소를 추천해줄 것이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시장의 현황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음식점 및 기타 문화시설 등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위치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며, 또한 장소에 

대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림 1-1 윙스푼]                      [그림 1-2 씨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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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술 발전 현황 

I. 위치 정보 서비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위치정보는 사용자가 속해있는 기지국 단위로만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사용자의 단

말기가 어느 기지국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도의 범

위가 1~2km 내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지국 단위 위치정보 서비스의 기능을 정확하게 

제공받지 못 한다. 하지만,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와 기지국 정보를 결합한 차세대 위

치정보서비스(LBS)는 30 ~ 50m 내에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크게 발전하였다. 

 

II. 빅 데이터와 처리기술  

최근 2년간 생산된 데이터는 인류가 지금까지 생성한 데이터보다 많다고 한다. 이렇듯

이 기술의 발전에 다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와 관련해, 구글이 2003년 GFS(Google File System –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개발한 분산처리 기술)를, 2004년 MapReduce를 논문을 통해 발표하였디. 

당시 오픈소스 검색 엔진인 너치를 개발중이던 더그 커팅, 마이크 카파렐라는 웹 검색에

서 발생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구글 논문을 접한 후, 2005

년에 이를 자바로 구현하여 하둡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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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존 장소 추천 서비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신뢰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 사용자가 현재 있는 곳의 지리를 잘 모를 경우, 과거에 방문했던 곳의 유사한 분위기

와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검색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의 정보를 줄 

수 있다. 

 

 

둘째,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장소 카테고리를 직접 선택하여 나, 나와 유사한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장소를 추천 받는다. 즉, 기존의 어플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장소추천 서비스의 단편적인 정보(위치 정보, 평점)를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나의 패턴, 나와 유사한 이용자, 상황적 요인)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장소 서비스를 제공한

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빅 데이터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팀 명 Hol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3-MAR-07 

 

캡스톤 디자인 I Page 7 of 20 계획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2 연구/개발 내용 

I. 수집하는 자료 이용하여 빅데이터 환경 구축 

사용자의 많은 정보(시간, GPS, 날씨, 성별, 연령 등등)들을 하둡을 이용해서 분산

처리 함으로써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분산처리 과정은 우선 애플

리케이션이 HDFS 클라이언트에게 파일 저장을 요청하면, HDFS 클라이언트는 네임노

드에게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 경로를 생성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 네임노드는 기존의 

존재하지 않는 파일 경로인 경우에만 파일 경로를 생성한 후, 다른 HDFS 클라이언트

가 해당 경로를 수정하지 못하게 락을 건다. 그 후 네임노드는 HDFS 클라이언트에게 

해당 파일을 저장할 데이터노드의 목록을 반환한다. 이러한 데이터노드의 목록이 하

나의 파이프라인을 생성한다. HDFS 클라이언트는 첫 번째 네임노드에게 데이터를 전

송하고 각각의 데이터노드는 전송 받은 데이터를 로컬 디스크에 저장한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중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장애 데이터노드는 파이프라인에서 제거되고, 해당 

데이터는 파이프라인에 있는 다른 정상 데이터노드로 저장된다. 그리고 네임노드는 

블록을 저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노드를 찾아서 배치하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첫 번째 데이터노드는 HDFS 클라이언트에게 파일 저장이 완료되었음을 응

답하고 HDFS 클라이언트는 애플리케이션에게 파일 저장이 완료되었음을 응답한다. 

 

 

[HDFS의 분산처리 과정] 

 

 

II. 빅데이터 자료 체계화 

머하웃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자료 즉, HDFS에 저장된 데이터에 기계화 학습을 실

시하고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DataModel은 데이터 연산을 위해 모든 선호, 사용자, 그리고 아이템 정보를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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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접근하도록 한다. UserSimilarity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가능한 측정 혹은 연산

을 통해 얼마나 두 사용자의 패턴이 유사한지 파악한다. 

UserNeighborhood는 주어진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 그룹을 알려준다. 추천

기는 모든 컴포넌트를 함께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해준다. 

결과적으로 머하웃을 통해 생산된 가치있는 정보를 웹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

한다. 

 

 

[사용자 기반 추천기 내의 컴포넌트 관계도] 

 

 

III. 모바일 웹앱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 

 

모바일 웹앱의 면모를 갖추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최적화 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기술이 HTML5, CSS, JavaScript로서 웹 표준화에서 점점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이런 

웹 기술을 기반으로 Sencha Touch를 이용해 웹앱을 만든다. 그 후 폰갭을 이용하면 총 

7개의 플랫폼에서 작동시킬 수 있고 각종 API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센차터치는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 좀 더 자유로운 표현과 방대한 기능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폰갭으

로 하나의 소스로 모든 앱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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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APP 웹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HTML  

APP 폰갭 디바이스 모듈 활성화 apk, ipa  

파일 분석 파일 추천장소 제공 JSON  

서버 가상서버 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분석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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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I.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사용자로부터 현재위치 정보(방문 했던 장소, 카테고리의 횟수, 평점, 날씨, 요일, 시간)와 

사용자의 가입 정보(성별, 연령)을 분산된 서버에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한다. 

이때 HDFS에 저장하는 데이터는 물리적으로는 분산된 서버의 로컬 디스크에 저장돼 있지만, 

파일의 읽기, 저장과 같은 제어는 HDFS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 처리한다. 

II. MapReduce 

MapReduce는 map, reduce가 합쳐진 용어로, 두 함수의 조합을 통해 HDFS에 저장되어 

있는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를 병렬 처리를 한다.   

MapReduce 의 Map Method 기능을 수행하는 Mapper는 키와 값으로 구성된 입력 데이터

를 전달받아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류하여 새로운 데이터 목록을 생성한다. 그 후 Reduce 기

능을 수행하는 Reducer가 전달받은 입력 데이터로 집계 연산을 수행한다.  

III. Mahout 

머하웃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확장성을 가진 아파치 기계학습용 오픈소스 라이브러

리이다. MapReduce과정을 통해 병렬 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로그 

우도, 임계치 기반의 이웃, 슬로프-원 추천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IV. Application 

자신이 방문한 장소를 체크인 시 서버에 장소의 좌표와 정보, 현재 시간과 요일, 날씨등이 

저장되고, 검색과 추천을 실행할 때 머하웃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보내주는 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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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많은 사람들이 LBS를 기반의 추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위치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무분별한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소수의 주관적인 평점의 누계로 단순하게 추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이

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본 팀은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취향뿐만 아니라, 나와 유사한 사람의 패턴도 비교 분석하여 내가 원하는 구체적

인 장소를 추천한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고 실용적인 기능

이 될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최적화된 추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어서 

신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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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server 

이름 설명 

EC2 Amazon 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 

OS – Amazon Linux Amazon 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OS 중 하나를 선택 

JDK6 이상 
Hadoop 과 Mahout 은 Java 기반의 Framework 이다. 따라서 

JDK 가 필요하며 JDK6 버전 이상에서 동작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Hadoop 1.1.2 

현재 아파치의 최상위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분산파일 시스템인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산 

처리 시스템인 맵리듀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한다. 

Mahout 0.5 
데이터에 대한 군집,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에 정보를 

전달한다. 

SSH protocol Hadoop 클러스터 간의 내부 통신을 수행한다. 

Tomcat7 
Sencha Touch 로 개발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 사용한다. 

 

  

3.1.2  Application 

 

  

이름 설명 

Android 4.0 / iOS 6 

이상 

현재 많이 출시되고 있는 디바이스의 OS 버전을 사용하고 Sencha 

Touch 가 작동할 수 있는 버전을 위해 선택 

Sencha Touch 2 OS 에 종속적 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 

Phonegap 
웹 어플리케이션을 디바이스(Android / iOS)에 맞게 빌드를 해주며 

디바이스의 모듈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Google Map API 위치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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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I. 서버 구축 및 유지보수 문제 

하둡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4~5 대의 서버가 필요 하다. 현실적으로 

물리적 서버를 하나만 구축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다. 오늘날 개인 1PC 의 

시대인만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랩탑을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한다. 서버를 구축할 

장소와 AP 를 구매할 여건이 충분치 않다. 그래서 AWS 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 웹 서버를 이용할 계획이다. 

 

II.  GPS 의 정확성 문제 

현재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GPS 는 위성으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한다. GPS 장치 

위에 콘크리트나 쇠로 된 지붕이 막고 있다면 신호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 이처럼 

위성신호가 미약한 경우인 실내 안에서의 GPS 신호 강도는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물론 위성은 높은 곳에 떠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각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파신호를 차폐할 가능성이 있는 지형지물 주변에서는 신호를 잘 

잡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 GPS 기술과 SNS API 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III. 개발 Device 제한 문제 

안드로이드 OS 는 구글에서 제작하지만 Device 의 경우 삼성, LG, HTC,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등 수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단말기들은 

기능이 서로 상이하고, 스펙 및 해상도 면에서 여러 차이를 보이게 된다. 모든 

단말기에 호환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Device 는 3 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단말기에서의 테스트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을 실시한다. 하이브리드 앱의 

장점으로는 유지보수 쉽고,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함으로써 개발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3.2.2  소프트웨어  

I. 빅 데이터 구성 조건 문제 

빅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산처리를 하는 하둡을 사용한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빅 데이터란 볼륨, 속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빅 데이터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팀 명 Hol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3-MAR-07 

 

캡스톤 디자인 I Page 14 of 20 계획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팀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GPS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만을 데이터로 

수집하게 된다면 다양성과 볼륨의 조건을 만족 시키기 어렵다. 

하둡은 빅 데이터에 최적한된 프레임워크로 일반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SNS 의 API 를 이용해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도록 구현할 필요가 있다. 

 

II. 센차터치 사용으로 인한 로딩시간 문제 

하둡을 통해 분석한 데이터를 센차터치와 폰갭을 이용해 웹앱으로 나타낸다. 이때 

로딩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은데 

이런 경우 메모리 문제로 스크립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 있는 프로세서들을 종료해야 제 시간에 실행될 수 있다.  

  

 

III. 센차터치 라이센스 문제 

sencha touch 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형태의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정책으로 소유권을 가진 독점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때 적용되는 commercial software license, 둘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정책으로 GNU GPL License v3 와 호환되는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open source license, 마지막으로 OEM 사용자를 위한 

정책으로 sencha touch 를 이용해 자신만의 상업적인 SDK 를 개발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빌더를 만드는 경우 적용되는 commercial OEM license 이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2.1.1 버전의 GPL 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번째 라이센스 정책을 

따라야만 한다. 따라서 본 팀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수정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의 소스를 공유하여 한다. 

 

 

3.2.3  기타 

I. 초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참여로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 

하지만 초기 HDFS 에는 사용자로부터 얻은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행 초기에는 관리자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HDFS 에 저장할 필요가 있다. 

 

II. 데이터 수집 문제 

 

본 팀의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발적 참여가 미미하여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을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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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록된 사용자의 로그를 다이어리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법, 

어플리케이션과 SNS 를 연동하는 방법, 장시간 이동이 감지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팝업창을 띄워 체크인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시켜 데이터 수집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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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조문기 
- Project leader 

- Mahout 추천, 군집 프로그램 개발 

조희준 - Server 구성 및 MapReduce 프로그램 개발 

박주영 - Server 구성 및 MapReduce 프로그램 개발 

이용석 
- Sencha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버 연동 

- 폰갭 프로그래밍 

오예지 

- UI 디자인 

- 폰갭 프로그래밍 

- Google Map API 적용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아이디어 선정 및 자료 수집 90 

개발 환경 구축 20 

UI 디자인 30 

모바일 웹 페이지 30 

폰갭 프그래밍 30 

Hadoop 프로그램 개발 50 

Mahout 추천, 군집 프로그램 개발 30 

각 항목 별 Q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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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항목 

아이디어 

선정 

아이디어 수집       아이디어 선정 

시장 조사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분야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설계 

구현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구현 
     

 
구현 

테스트 각 항목별 QA       테스트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클라우드 서버 구축 및 하둡 

환경 구축, 센차터치, 폰갭 개발 환경 구축) 

 Hadoop 에 대한 개념 숙지 

 Sencha Touch 사용 방법 숙지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3-03-04 2012-03-14 

설계 완료 

 시스템의 전체적 설계 

 State Machine 설계 

 MapReduce 알고리즘에 맞는 분석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Sencha Touch 를 이용한 모바일 웹 UI 구현 

 Mahout 을 이용한 추천, 군집 알고리즘 설계 

산출물 : 

1. State Machine 

2. MapReduce 분석 프로그램 

3. 모바일 웹 UI 

4. 추천, 군집 알고리즘 설계도 

2013-03-09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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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조문기 EC2 클라우드 서버 구축 2013-03-04 2013-03-15 5 

조희준 

박주영 
하둡 프로그래밍(MapReduce) 2013-03-14 2013-05-01 50 

오예지 모바일 웹 페이지 UI 2013-03-04 2013-03-31 30 

이용석   서버 연동 2013-03-04 2013-03-31 30 

조문기 Mahout 추천기, 군집 프로그램 2013-03-14 2013-05-01 30 

1 차 중간 보고 

 모바일 웹 폰갭 연동 

 어플리케이션 서버 연동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각 디바이스에 호환 되는 어플리케이션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3-03-21 2013-04-04 

2 차 중간 보고 

 Google Map API 적용 

 어플리케이션 세부기능 적용 

 어플리케이션의 필요한 데이터 수집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어플리케이션 베타 프로그램 

2013-04-05 2013-05-01 

구현 완료 

 맵리듀스 프로그램 완료 

 추천, 군집 적용 

 하이브리드 앱 완료 

산출물: 

1. 각 디바이스 별 하이브리드 앱 

2. 맵리듀스 프로그램 

3. 추천기, 군집 프로그램 

2013-05-01 2013-05-30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작동 테스트 

 추천의 정확도 테스트 
2013-05-01 2013-05-3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및 시연 준비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및 발표 슬라이드 

2. 디바이스 별 어플리케이션 

2013-05-20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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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오예지 
Phone 을 통한 Hybrid app 2013-04-01 2013-04-30 40 

전원 데이터 수집 2013-05-01 2013-05-14 15 

전원 QA 2013-05-01 2013-05-29 20 

전원 Debug 2013-05-01 2013-05-29 20 

총     합 24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5 대 private 2013-03-04 2013-05-30  

AWS(EC2) Amazon 2013-03-04 2013-05-30  

JDK  Oracle 2013-03-04 2013-05-30  

Hadoop Apache 2013-03-04 2013-05-30  

Mahout Apache 2013-04-01 2013-05-30  

Sencha touch Sencha 2013-03-01 2013-05-30  

Phonegap Adobe 2013-04-01 2013-05-30  

Nexus S Samsung 2013-04-01 2013-05-30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sencha+touch&ie=utf8&sm=tab_she&qdt=0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sencha+touch&ie=utf8&sm=tab_she&qdt=0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phonegap&ie=utf8&sm=tab_she&qd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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