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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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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를 이용한 장소추천 서비스의 단편적인 정보(위치 정보, 평점)를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다

양한 데이터(나의 패턴, 나와 유사한 이용자, 상황적 요인)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장소 서

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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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서버와 어플리케이션과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하둡은 기본적으로 대용량 데이터 파일들을 오프라인에서 Batch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적합한 프레임워크이다. 오프라인에서 Batch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실시간 응답

을 받는 Online 처리의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사용하

기에 부적합한데 이는 아키텍처의 구조상 Job을 처음 설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실시간 처리를 위해 MySQL이나 NoSQL의 솔루션이 필요하다. 

 

 

2.1.2  하둡 MapReduce 알고리즘 구현 

검색 및 추천기능을 구현을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패턴을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HDFS에서 체크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사용자의 체크인 정보를 가져와 

MapReduce를 실행하도록 한다. MapReduce의 결과로 나온 사용자의 패턴을 체크인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테이블에 저장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1.3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과 체크인 기능구현 

어플리케이션의 검색, 추천, 체크인기능을 구현하기로 하였고, 메인 화면에 총 3가지 

기능을 UI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연구했다. 체크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위치를 서버에 어떻게 전송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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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서버 구동 환경 구축 

 

 

[그림 2.2.1] 

 

본 프로젝트에서 계획한 Server의 구동 환경을 도식화하면 [그림 2.2.1]과 같다. 

Server는 Ubuntu 12.10 환경에서 구동되며, tomcat7으로 웹 서버의 역할을 수행한다. 

Java기반의 HDFS가 JDBC를 통해 MySQL과 통신한다. MapReduce와 Mahout으로 데

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한다. 

 

2.2.2  데이터 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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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체크인 테이블] 

[그림2.2.2]은 MySQL에 체크인 정보가 체크인 테이블에 저장된 모습이다. 사용자가 어

플리케이션을 통해 체크인을 하면 사용자의 기본 정보(ID, 성별, 나이), 장소 정보(카테고

리 1~3, 장소 이름, 위치), 상황적요인(년, 월, 일, 요일, 시간)이 위의 테이블에 실시간으

로 저장된다. 정확한 장소추천 및 검색 기능을 위해 카테고리를 3단계로 세분화 시켰다.  

 

 

2.2.3  MySQL과 HDFS 연동 

 

 

    [그림 2.2.3-1 MySQL과 HDFS 연동하는 driver.java 일부] 

MySQL과 하둡의 HDFS와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JDBC를 통해 연동을 한다. driver함수

에서 DBConfiguration클래스의 configureDB메소드를 이용하여 HDFS에서 MySQL에 접

속한다. configureDB메소드의 파라미터로 job, driverClass, DB Url, User ID, Password

을 순서대로 입력해주면서 로그인 과정을 거친다. 

접속이 되면 select할 어트리뷰트를 String[] fields로 지정한다. DBInputFormat.setInput

메소드를 이용하여 HDFS에 Input하려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입력한다. MapReduce의 

실행을 돋는 JobClient클래스의 runJob 메소드를을 호출함으로써 MapReduce job이 시

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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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 MySQL과 HDFS 연동하는 mapper.java 일부] 

Mapper클래스의 map메소드를 통해 outputKey에 MySQL 체크인 테이블의 ID 열을 모

두 받아오고, outputValue에 체크인 테이블의 나머지 열을 받아온다.  

 

 

  [그림 2.2.3-3 HDFS로 전송된 체크인 DB 일부] 

[그림 2.2.3-3]은 최종적으로 MySQL 체크인 테이블의 정보를 HDFS로 옮겨진 모습이

다. 

 

2.2.4  하둡 MapReduce 알고리즘 작성 

본 프로젝트에서 MySQL에서 가져온 체크인 정보를 이용하여 5가지 사용자의 패턴을 카운

팅 방법과 그룹화 방법으로 분석한다.  

 

I. ‘카테고리 - 카운트’ 패턴  

Mapper에서 key를 카테고리, value를 디폴트(1)값으로 설정하여 Reduce의 Inpu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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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다. Reduce에서는 같은 key끼리 카운팅하여 카테고리, 카운트를 Output으로 내보

낸다. 

 

II. ‘장소 - 카운트’ 패턴  

Mapper에서 key를 장소, value를 디폴트(1)값으로 설정하여 Reduce의 Input으로 보낸

다. Reduce에서는 같은 key끼리 카운팅하여 카테고리, 카운트를 Output으로 내보낸다. 

 

III.  ‘요일 - 위도경도’ 패턴  

Mapper에서 key를 요일, value를 위도경도로 설정하여 Reduce의 Input으로 내보낸다. 

Reduce에서는 같은 key끼리 value값을 그룹화하여 요일, 위도경도 리스트를 Output으

로 내보낸다. 

 

IV.  ‘시간 - 위도경도’ 패턴 

시간별 방문한 위도경도를 그룹화하며, ‘III. 요일 - 위도경도’ 패턴과 같은 방식으로 

MapReduce를 실행한다. 

 

V. ‘날씨 - 위도경도’ 패턴  

날씨별 방문한 위도경도를 그룹화하며, ‘III. 요일 - 위도경도’ 패턴과 같은 방식으로 

MapReduce를 실행한다. 

 

 

    [그림 2.2.4] 

위와 같이 분석된 패턴은 HDFS에 남지 않고 바로 DB로 전송되어 테이블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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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어플리케이션 기능 

본팀의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센차터치의 프레임워크의 MVC모델

을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그림2.2.5-1 메인화면] 

[그림 2.2.5-1]은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이다. 슬라이드 네비게이션으로 구성하여 

패널 내 어느 위치에서든 좌측에서 우측으로 드래그했을 시 사용자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리스트뷰가 보이게 하였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인 체크인, 검색, 

추천 중 체크인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메인뷰에서 버튼 3가지를 형성하였고 제일 좌

측 버튼을 탭 하였을 때 체크인패널을 보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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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5-2 체크인 화면] 

[그림 2.2.5-2]를 보면 체크인 컨테이너 내에 사용자의 장비가 잡고 있는 GPS의 현 

위치를 보여주는 맵이 보인다. 이와 함께 좌측에 상세한 장소의 정보를 넘기기 위한 

텍스트필드와 확인버튼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그 체크인 하는 장

소의 상호명, 상세 카테고리 정보를 서버에 전송해 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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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추가사항 

I. MYSQL을 사용해 어플리케이션의 실시간 처리 

HDFS는 어플리케이션과의 실시간 처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MYSQL 즉, 

RDBMS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실시간 처리란 어플리케이션에서 체크인과 장소 검색 

및 추천을 쿼리를 Sever에 보내고, 그 응답을 신속히 처리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

용자들의 체크인으로 모인 데이터는 MySQL에 축척 되고, Batch방식으로 HDFS에 보

내지게 된다. HDFS에서는 MapReduce과정을 통해 새로운 data를 만들어 MySQL서버

에 전송함으로써, 자료를 갱신해 나가게끔 개발하고 있다.    

 

II. 게임 요소 

게임요소를 추가하여 사용자들의 체크인 활성화를 유도한다. 최초로 체크인한 사

용자에게 ‘정복자’ 칭호를 주며, 한 장소에 대해 체크인 횟수가 가장 많은 사용자에

게는 ‘지배자’ 칭호가 제공된다. 각각의 랭킹을 통해 친구 간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체크인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3.1.2  보완 사항 

I.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변경 

센차터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 센차

터치 프레임워크는 로딩 초기에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한꺼번에 

가져오기 때문에 초기 어플리케이션 로딩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은 센차터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할 때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 잘 

알려졌다. 또한, 본 팀의 애플리케이션을 서버에서 테스트하였을 때도 굉장히 긴 로

딩시간 지연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초기 로딩시간문제 해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

여 구현환경을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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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분류 내용 시작일 종료일 

2 차 중간 

보고 

날씨 API 추가  

검색 기능 완성 

추천 기능 완성 

TEST DATABASE 구축  

UI 제작 

AWS 하둡, MySQL 환경 

구축 

2013-04-04 2013-05-02 

구현 완료 UI 개선 

게임 요소 추가 

2013-05-02 2013-05-22 

테스트 서버 안정화 및 관리 2013-04-06 2013-05-01 

검색, 추천 기능 테스트 2013-04-10 2013-05-22 

안정화 테스트, 버그 수정 2013-05-16 2013-05-3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전시회, 시연 준비 

2013-05-22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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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5.1 공간 제약 문제 

팀 프로젝트실은 예약 우선제기 때문에 아침에 빨리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팀 프로젝트실의 천장이 뚫려있어서 다른 방에서 큰소리가 날 때 회의에 지장이 생긴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실, 졸업프로젝트실 모두 개방하지 않아 모여서 회의할 장소

가 마땅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