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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인 하둡과 머하웃을 사용해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장소추천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어플리케이션은 체크인, 검색, 추천 3가지 기능을 제공

해준다.  

체크인은 여러 사용자들이 방문한 장소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능이다. 검색과 추천을 위

해서는 과거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체크인 기능이 요구된다. 검색은 사용

자가 원하는 장소명을 입력했을 시에 그곳과 유사한 곳을 찾아주는 기능이다. 추천은 위에서 

언급한 하둡과 머하웃을 사용해 사용자의 패턴과 다른 사용자들의 유사성을 토대로 장소를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게임적 요소를 넣어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체크인을 유도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위치기반 장소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들 평점과 현재 위치만을 토대로 카테고리

별로 장소를 제공해준다. 게다가 일부 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수입을 위해 객관적이지 못한 평

점을 매겨,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림 1-2-1]과 [그림1-2-2]는 위에서 언

급한 단점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림 1-2-1 윙스푼]                      [그림 1-2-2 씨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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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으로 다양하고 많은 형태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즉 ‘빅데

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느냐는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 빅데이

터 분석과 처리를 통해 사용자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기존 장소 어플리케이션을 보완하는 장

소추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팀 명 Hol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7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6 of 36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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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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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1.1  체크인 

사용자들이 방문한 장소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능이다. 검색과 추천을 위해서는 과거 사

용자들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3단계 분류 과정(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킨다. 

 

2.1.2  검색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과거에 방문했던 곳과 유사한 분위기와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검색기능을 사용하면 현재위치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장소가 검색되고, 그곳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곳을 검색해준다. 

 

[그림 2-1-1] 

 

[그림 2-1-1]는 현재 위치에서 맥주창고를 검색하면, 맥주와 연관된 검색어를 보여주는 것

이 아니라, 맥주창고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곳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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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추천기능 

나와 유사한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장소를 추천 받는다. 즉,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제

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장소추천 서비스의 단편적인 정보(위치 정보, 평점)를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나의 패턴, 나와 유사한 이용자, 상황적 요인)를 분석하여 사

용자에게 장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1-2]        

[그림 2-1-2]의 왼쪽은 나의 시간적 패턴에 대한 추천결과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다른 사용

자들의 체크인정보를 통해 날씨, 요일 등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유사한 사용자를 찾아 

추천 결과를 제공해준다.          

 

 

2.1.4  체크인 활성화를 위한 게임적 요소 

추천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유사성을 측정할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

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체크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팀이 말하는 체크인이란, 과거 

유저가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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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I. 서버와 어플리케이션과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하둡은 기본적으로 대용량 데이터 파일들을 Batch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적합한 프레임워

크이다. Batch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실시간 응답을 받는 Online 처리의 반대되는 개

념이므로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한데 이는 하둡의 데이터 처

리구조상 실질적인 MapReduce인 Job을 처음 설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실

시간 처리를 위해 MySQL이나 NoSQL의 솔루션이 필요하다. 

 

 

II. DB 및 테이블 구성 

실시간 처리를 위해, 표준 데이터베이스 질의 언어인 SQL을 사용하는 MYSQL을 사용하

기로 결정하였다. MySQL은 개방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서, 매우 빠

르고 유연하며, 사용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그림 2-2-1] 

[그림2-2-1]은 MySQL에 체크인 정보가 check-In 테이블에 저장된 모습이다. 사용자가 어

플리케이션을 통해 체크인을 하면 사용자의 기본 정보(ID, 성별, 나이), 장소 정보(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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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도, 경도, 장소 이름), 상황적요인(년, 월, 일, 요일, 시간, 날씨)이 위의 테이블에 실

시간으로 저장된다. 정확한 장소추천 및 검색 기능을 위해 카테고리를 3단계 분류 과정(대

분류, 중분류, 소분류)을 거쳐 카테고리를 세분화 시켰다. 

 

III. 하둡 MapReduce 알고리즘 연구 

검색 및 추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패턴을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HDFS에서 DB에 접속하여 체크인 테이블의 정보를 가져온다. MapReduce 함수로 사용자들

의 시간대 별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카테고리를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는 DB의 새로운 

테이블에 저장된다.   

  

 

IV. 머하웃 추천 알고리즘 연구  

사용자에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파치 머하웃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로 했다. 

머하웃은 추천엔진(협업 필터링), 군집, 분류 세 가지 핵심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협

업 필터링 즉 추천에는 사용자 기반 추천과 아이템 기반 추천으로 나뉜다. 여기서 본 팀은 

나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를 찾기 위해 사용자 기반 추천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림 2-2-2] 

[그림 2-2-2]는 머하웃 추천의 4가지 컴포넌트를 그림으로 구성한 모습이다. DataModel

은 인풋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인풋에는 사용자 아이디, 장소, 선호도로 이루

어진 값이 들어가게 된다. UserSimilarity에서는 인풋에서 들어온 유저들끼리의 유사도를 측

정하게 된다.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유사도 측정에는 다양한 수학적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유사도를 측정을 통해 UserNeighborhood에서는 나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를 찾아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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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Recommender는 추천이라는 결과값을 제공해준다.  

사용자 기반 추천은 UserSimilarity의 구현이 중요하다. UserSimilarity는 나와 다른 사용자

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을 조

사했다. 

 

 

V. 추천을 위한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 연구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용자 기반 추천은 사용자끼리 유사도를 측정하는 UserSimilarity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  

피어슨 상관관계 기반의 유사도 측정, 유클리드 거리 기반의 유사도, 코사인 측정 유사도, 

스피어만 상관관계, 타니모토 계수 사용, 로그우도테스트등 많은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스

피어만 상관관계는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며, 타니모토와로그우도 테스트는 선호 값을 무

시하기 때문에 본 팀의 추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피어슨 상관관계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2-2-3]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는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척도이

다. 보편적인 측정치는 'Pearson r'이라고도 불리우는 피어슨 적률상관계수이다. 0과 1 사이

의 값을 취할 수 있다. [그림 2-2-3]은 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VI. 구글 API  

Google API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

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그 중 본 프로

젝트에서는 Google MAP API를 사용한다. Google MAP v2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Google 

APIs Console홈페이지에 들어가 APIKey를 발급받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의 

패키지를 등록한다. 그리고 MAP API에 관련된 서비스를 활성화 시킨다. 이후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의 Manifest에 MAP을 이용하기 위해 디바이스의 각종 permission을 추가하고 

map이 필요한 activity에 fragment를 layout에 정의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Google MAP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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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Yahoo 날씨 API 사용 연구 

사용자들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날씨 정보가 필요하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Yahoo 날씨 API를 사용하기로 했다. Yahoo날씨 API는 총 48개의 날씨 정보가 있으며, 구 

단위까지 상세하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팀은 총 흐름, 비, 눈 총 3개로 나눠 날

씨 정보를 DB에 저장하기로 결정하였다. 

 

VIII. 안드로이드와 MYSQL 연동 

Android에서 내부의 Database인 SQLite가 아닌 외부의 Database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

의 API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 각 사용자의 계정 정보와 장소 방문 

log를 저장하고 있는 Database인 MySQL을 사용하기 위해 Client(Application)가 서버의 정

보 요청 시 요청에 적합한 응답을 받기 위해 php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Database

에 계정 생성이나 장소 방문 log를 저장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에 있는 php파일

을 저장할 데이터를 post 방식으로 인자 값을 서버에 전송합니다. 실행된 php는 받은 인자 

값을 이용해 Client(Application)의 요청에 따라 php 스크립트에 의해 Database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에 Database의 정보를 가져올 때 php 스크립트를 실행

하여 해당 정보를 xml로 생성되어 Client(Application)에서 XmlPullParser를 통해 정보를 읽

는다. 

 

IX. 어플리케이션 UI  변천과정 

본 팀의 어플리케이션은 검색, 추천, 체크인기능을 구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메인 

화면에 총 3가지 기능과 로그 기록을 구현하기로 UI를 디자인하였다. 체크인 기능은 현재 

위치, 상호명과 함께 리스트뷰를 사용하여 3단계 카테고리 설정이 가능하게 구현하기로 하

였다. 검색기능은 DB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로 현재위치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장소가 검색

되게 구현하기로 하였다. 검색한 곳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곳이 검색되게 구현하기

로 하였다. 추천기능은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장소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구현하기

로 하였다. 체크인 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도 구현하기로 하였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UI적으로 어떻게 구현 할지와 현재 위치를 서버에 어떻게 전송할지에 대해

서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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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안드로이드와 HTTPRequest 

안드로이드 3.0 이전 부터는 네트워크 작업 시 메인 스레드에서 네트워크 작업을 허용하

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메인 스레드에서 네트워크 작업 요청 시 예외가 발생한다. 이렇

게 정책이 바뀐 이유는 메인 스레드에서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것이 모바일 네트워크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요청이 언제 완료될지 미리 알 수 없으며 그보다 보니 메인 스레드

가 블록되어 사용자의 터치를 처리하지 못하는 ANR이 종종 발생하였다. 3.0이전 버전에서

도 메인 스레드에서 네트워크 엑세스는 권장되지 않는데 3.0이후에는 비권장 수준이 아니

라 아예 금지해 버렸다. 따라서 네트워크 작업을 멀티 스레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AsyncTask와 같은 비동기 호출 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다. 본 팀은 메인 스레드는 서버에 

정보 저장 및 요청 시 네트워크 엑세스는 별도의 분리된 작업 스레드에서 수행하였다. 

 

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위해 MySQL을 사용하였다. 또한, JDBC로 Hadoop, Mahout

과 DB를 연동하였다. Hadoop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6버전 이상의 JDK가 필요하여 

1.6.0_27의 JDK를 설치하였고 Mahout의 빌드 툴로 Maven을 사용하였다. 

 Client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Application으로 개발하였으며 android OS 최신 버전인 

Jellybean(4.1.2)용으로 개발하였다. Google Map API를 사용하기 위해 기본 라이브러리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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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Play-Service와 Android-Support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여 이용하였으며 서버의 전송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XmlPullParser를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하였다. 또한 체크인 시 

Yahoo Weather API를 이용하여 현재 그 지역의 날씨를 얻어 서버에 저장하고 추천 시 다

른 사용자와의 방문 패턴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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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활용/개발된 기술 

 

I. 하둡 MapReduce 알고리즘 개발  

사용자들의 체크인 정보가 저장되어있는 DB에 접근하기 위해 하둡과 DB를 연동한다. 가

져온 사용자들의 체크인 정보로부터 사용자의 id와 시간을 key로, 소분류 카테고리를 value

로 잡아, MapReduce함수를 실행시켜, 사용자들이 각 시간마다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장

소를 방문했는지 알아온다. 이 때, 세 시간씩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총 8개의 시간 패턴이 

나오도록 한다.  

 

[그림 2-3-1] 

[그림 2-3-1] MapReduce 함수를 통해 나온 사용자들의 시간별 패턴은 또 다른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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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어 클라이언트에서의 접근을 더욱 편리하게 하였다. 

 

 

[그림 2-3-2] 

[그림 2-3-2]는 MapReduce함수를 통해 나온 사용자들의 시간별 패턴이 테이블에 저장된 

모습이다. 위에서 첫번째 행을 예를 들면, test15인 유저는 5번째 시간 그룹(오후 12시 ~ 

오후 3시) 사이에 미술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을 알 수 있다.  

 

II. Maven사용한 MySQL연동 및 추천기 구현 

Maven은 프로젝트 관리 툴로써 머하웃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해 MySQL과 실시간 연동을 실시하였다. 

 

 

[그림 2-3-3] 

 [그림 2-3-3]은 Maven 프로젝트에서 MySQL 접속하여 “userID”, “itemID”, ‘itemValue”를 

가져오는 DataModel을 구현한 부분이다. 머하웃은 정수형 데이터만을 인식하도록 구현되

어있기 때문에 MySQL의 어트리뷰트 타입을 INT형과 FLOAT형을 사용하였다.   

MySQL에서 통해 생성한 DataModel을 토대로 피어슨 상관관계 통해 유사도를 측정하는 

UserSimilarity를 구현했다. 이웃을 10명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유사한 이웃을 선별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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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대로 추천기를 구현해주었다. 

 

 

[그림 2-3-4] 

[그림 2-3-4]은 사용자 1을 기준으로 유사한 이웃 10명을 선별하고 그에 따른 추천장소 

3곳을 추천해주는 결과를 출력한 모습이다. 사용자의 유사도를 통해 추천지수를 매겨, 추천

지수가 높은 순으로 출력을 해주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머하웃은 정수와 실수만을 인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에 대한 결과물이 숫자로 출력된다. 

 

III. jDOM을 이용한 XML파일 생성 

서버에서 추천에 대한 결과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메이븐은 자바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jDOM라이브러리를 사용해 XML파

일을 어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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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그림 2-3-5]은 위에서 만들어준 XML파일의 모습이다. 1번 유저에 대한 추천결과가 56, 

512, 756 순서대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다. 

 

 

IV. 장소 검색 Flow 

 

[Custom Button] 

 

    

[그림 2-3-6] 

[그림 2-3-6]은 검색, 추천, 체크인 등등 어플리케이션에 구현된 모든 버튼들은 Custom 

Button으로 구현되었다. 위의 [그림]과 같이 검색버튼들을 눌렀을 때 버튼 이미지를 바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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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동감을 주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폴더 하위에 Drawable 폴더

를 생성, Custom Button의 동작(pressed, default)을 인식하여 이미지를 바꿔주는 selector 

엘리먼트를 xml파일로 정의하였다. Custom Button을 구현하고자 하는 Button의 

background 어트리뷰트에 이를 연결하여 적용시켰다.  

 

 

[ EditText & Button Visibility 및 Softkeyboard Control] 

 

 

[그림 2-3-7] 

그림 [2-3-7]은 결과는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인 엑티비티 안에서 숨겨져 있던 

EditText와 입력 Button을 보이게 되고 SoftKeyboard가 올라와 사용자는 바로 검색어를 입

력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EditText와 Button을 포함하고 

있는 LinearLayout의 객체를 생성하고 setVisibility를 VISIBLE로 바꾼다. 이어서 EditText의 

객체를 생성하고 requestFocus()를 통해 포커스를 강제로 잡아주었고 InputMethodManager

클래스를 통해 소프트키보드를 제어하는 매니저 객체를 생성하고 showSoftInput()을 통해 

바로 키보드가 보이게 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팀 명 Hol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7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19 of 36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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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Map Fragment] 

위의 연구 개발내용에서 언급한 Google Map v2의 APIkey를 발급받아 어플리케이션의 

Manifest.xml 파일에 meta-data의 어트리뷰트로 기입한다. 이후 구글맵을 이용하기 위한 각

종 permission을 추가하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엑티비티의 UI를 보여주는 xml에 

Fragment로 구글맵을 보여준다.  

 

 

[그림 2-3-8] 

 

[그림 2-3-8]은 구글맵에 유저의 현위치 표시한 모습이다. 본 팀의 어플리케이션은 위치

기반으로 서비스하므로 사용자의 현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저 구글맵을 띄워놓

으면 세계지도가 보이게 되는데 [그림]과 같이 현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선 코드로 구현이 필

요하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 LocationManager 클래스, GoolgeMap 클래스를 이용한다. 

LocationManager로 객체를 생성하고  currentPoint(사용자의 현재위치) .getLatitude();

와 .getLongtitude();를 이용하여 사용자 현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알아내어 저장하고 

GoogleMap 객체의 moveCamera()에 currentPoint를 주어 엑티비티가 등장하면 맵은 즉시 

사용자의 현위치를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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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View 구현] 

검색 입력 버튼을 통해 검색결과 엑티비티로 넘어오면 위에 설명한 구글맵은 유저의 현 

위치를 보여주고 검색한 장소와 일치한 장소, 장소가 없을 시 유사한 분위기를 내는 장소

를 ListView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된다. 

 

[그림 2-3-9] 

[그림2-3-9]과 같이 구현하기 위해 ListView의 객체를 setAdapter()를 통해 데이터와 리스

트를 연결 시켜준다. 즉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DataBase에 있는 검색 결과 자료들을 불

러와 그 데이터들을 리스트뷰에 add 해주면 검색 결과가 표현된다. 그리고 ListView의 객체

에 setOnItemClickListener를 연결하여 리스트 내의 아이템을 터치했을 때 각종 이벤트를 

발생 시킬 수 있다. 

  

[ListView 검색어 변경시 자동 검색 구현] 

EditText에서 검색어를 써 넣을 때 글자와 매칭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리스트뷰에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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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그림 2-3-9]와 같이 EditText에 글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 길이를 체크하여 데이터를 담고 

있는 ArrayList의 길이만큼 String Check를 실시하고 equlasIgnoreCate()를 통하여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array_sort라는  ArrayList에 더해주고 이를 본래의 ListView의 객체에 

setAdapter() 해주어 표시한다. 

 

[엑티비티 간 데이터 통신] 

검색, 추천, 체크인 모든 엑티비티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다음 실행되는 엑티비

티로 전달하여 Value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를 개발하기 위함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10] 

 

[그림 2-3-10]과 같이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 엑티비티에서 Intent 클래스를 이용하여 다

음에 실행될 엑티비티(데이터를 받을 엑티비티)를 객체에 담고 추가하여 putExtra();를 이용

하여 첫번째 인자에 넘어갈 데이터에 대한 id값, 두번째 인자에 실제로 다음 엑티비로 넘어

갈 데이터 값을 넣어준다. 위의 두 정보를 담고있는 객체를 startActivity();의 인자로 넣어 

엑티비티를 실행한다. 

 

 

[그림 2-3-11] 

 

다음으로 데이터를 받게되는 엑티비티에선 [그림2-3-11]과 같이 Bundle 클래스를 이용하

여 만든 객체에 getIntent().getExtras();를 지정하고 getString(“id값”);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

받는다. 엑티비티간 데이터를 한 개 이상 보낼 수 있는데 이를 식별하기 위해서 id값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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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그림2-3-12] 

[그림 2-3-12]은 최종적인 엑티비티간 데이터 통신 화면의 모습이다. 

 

V.  3 Level Category 구현 

본 팀 어플리케이션에서 3단계를 통한 카테고리를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엔

ExpandableListview를 이용하여 카테고리를 선택하였을 때 타고 내려가는 식으로 구현하였

는데 한 엑티비티에 너무 많은 카테고리들이 보이는 복잡함이 있어서 방법을 바꾸어 구현

하였다.  

첫 단계 카테고리 엑티비티에서 위에 설명한 엑티비티간 데이터 통신 방법을 통해 선택

된 카테고리를 두번째 단계 카테고리 엑티비티에 전달하고 이 엑티비티에서 전달받은 카테

고리의 글자를 조사하여 이에 해당되는 하위 카테고리를 즉시 생성하고 리스트뷰로 보여준

다. 같은 방법으로 두번째 카테고리가 탭되면 세번째 카테고리 레벨로 올라가고 두번째 단

계에서 전달받은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체크하여 해당하는 세번째 단계 카테고리를 생성하

여 유저에게 보여준다. 

마지막 카테고리를 선택하기 전까지 첫번째, 두번째 카테고리를 표현하는 엑티비티가 살

아있기 때문에 유저가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하여도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다시 돌아가 재

선택이 가능하다. 

마지막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때 첫번째 카테고리, 두번째 카테고리, 현재 액티비티를 종

료하고 preparence를 통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맨처음에 카테고리 정보를 요청한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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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티비티에서 preparence로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여 카테고리를 최종 표시한다. 

 

 

[그림 2-3-13] 

[그림 2-3-13] 3단계 카테고리 구현 결과의 모습이다. 

 

VI. Custom ListView 

본 팀의 어플리케이션은 메인 엑티비티에서 유저들의 로그기록을 보여주는데 이는 리스

트로 표현되었다. 일반적인 리스트뷰는 글자들만 담고 있기에 로그 기록을 표현하기에 부

적하다고 판단, 그래서 Custom ListView를 만들어 이미지, 텍스트, 현재시간 등의 자료형을 

묶어서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주게 구현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리스트뷰 객체에 setAdapter()를 통해 붙이는데 이를 구성하

는 데이터 자료형을 클래스로 따로 구현하여 이미지, 텍스트, 시간을 담을 수 있게 하였다. 

 

VII. XML UI 표현 

안드로이드는 java 소스로도 객체를 생성하여 UI를 디자인 할 수 있지만 xml의 엘리먼트

의 와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여 엑티비티의 UI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드와  UI를 

분리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더욱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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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그림 2-3-14]과 같이 Xml 엘리먼트의 트리구조를 이용하여 <LinearLayout>, 

<RelativeLayout> 등 레이아웃 안에 Button, ImageView, TextView, EditText등을 엘리먼트로 

구성하고 이 안에 어트리뷰트로 margin, padding, width, height등을 주어서 각 객체의 상세

한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 

 

 

 

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I. 하드웨어 

 

[서버 구축 및 유지보수 문제] 

하둡을 실행시키기 위해 최소 4~5대의 서버가 필요하다. 서버를 구축할 장소와 AP를 

구매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AWS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 웹 서버를 이

용할 계획이었다. AWS의 Java Heap Size 문제로 하둡과 mysql이 연동되지 않았다. 따라

서 학교에서 제공받은 서버 1대로 하둡을 가상분산서버로 구동하였다. 

 

[GPS 정확성 문제] 

GPS를 이용한 현재 위치 기반 서비스 과정에서 GPS의 불안정함으로 인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위치 기반 서비스가 아닌 

이전의 장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수행하면 현재의 GPS 좌표 값이 아닌 정확한 지도 

상에서의 GPS기반 서비스를 수행하므로 GPS의 불안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

소 가능하다. 

 

[개발 device 제한 문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고 있는 다양한 단말기들에 스펙 및 해상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앱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러다 보다 높은 완성도를 위해 네이티브앱으로 

개발 방향을 순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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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프트웨어 

 

[빅 데이터의 구성 조건 문제]  

 빅데이터란 볼륨, 속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팀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정의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다양한 유저의 다

양한 체크인 data를 구축하여 빅데이터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센차 터치 사용으로 인한 로딩시간 및 라이센스 문제] 

 하둡을 통해 분석한 데이터를 센차터치와 폰갭을 이용해 웹앱으로 나타내는데, 이 때 나타

난 로딩시간 문제를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종료하여 해결하려 했다.센차터치 라이센스 정

책을 따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수정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의 소스를 공유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로딩 속도의 문제로 네이티브앱으로 순회하였다. 

 

III. 기타 

 

[초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 

관리자에 의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DB에 저장하였다.  

 

[데이터 수집 문제]  

본 팀의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기록된 사용자의 로그를 다이어리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법, 어플리케이션과 SNS를 연동

하는 방법, 장시간 이동이 감지 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팝업 창을 띄워 체크인을 유

도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시켜 데이터 수집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게임요소를 추가하여 최초로 체크인한 유저에게 정복자 타이틀을, 가장 많이 체

크인한 유저에게 지배자 타이틀을 제공하기로 변경하였다. 지배자 타이틀은 한달에 한번

씩 갱신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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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결과물 목록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서버 Ubuntu 서버 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분석 모듈  

APP Android 
사용자에게 검색 및 추천 

서비스 제공 
APK  

파일 스크립트 파일 추천장소 제공 php  

파일 
MapReduce 

프로그램 

사용자의 체크인 데이터  

분산 처리 
Java  

파일 추천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장소 추천 

서비스 제공 
Java  

파일 마크업언어 파일 추천 프로그램 결과물 xml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수많은 장소 중 어느 곳을 갈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자의 기호를 고려한 장소를 

추천해 줄 수 있다. 사용자가 지도에 남긴 체크인 정보를 분석하여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

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높였다. 본 프로젝트는 방대하고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빅데이터

를 하둡으로 처리하여 기존의 주관적인 장소 추천 서비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

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를 추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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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3.1 사용가능성 

사용자들은 장소를 추천 받을 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원한다. 그렇기에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본 어플리케이션은 많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패턴

을 분석해 장소를 추천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점이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하기 쉽고 보기 편한 UI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한 체크인 횟수가 높은 사용자에게는 정복자와 지배자라는 칭호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한번이라도 더 접속 하게끔 해준다. 

 

 

3.2 발전 가능성 및 개선 사항 

3.2.1  다이어리 기능 추가 

사용자가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 등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해준다. 사진, 꾸미기 요소를 제공하여 장소 추천 뿐 아니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용자들의 이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3.2.2  친구 맺기 기능 

다른 사용자가 체크인한 정보를 보고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을 

통해 자신과 취향이 동일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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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체평가 

3.3.1  일정 조정이 잘 되었는가 

주제 선정을 위한 시간이 계획보다 많이 소요되었지만 핵심 기능은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잘 진행되었다. 보기 쉬운 UI를 제작하려다 보니 UI 디자인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2

주정도 더 소요되었다. 아래의 표는 총 개발일정을 표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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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3-04 

2012-

03-14 

설계 완료 

 시스템의 전체적 설계 

 State Machine 설계 

 MapReduce 설계 및 구현 

 Sencha Touch 를 이용한 모바일 웹 UI 구현 

 Mahout 을 이용한 추천 알고리즘 설계 

2013-

03-09 

2013-

03-20 

1 차 중간 

보고 

 네이티브앱으로 개발 선회 

 MySQL 과 HDFS 연동 

 MapReduce 함수 구현 완료 

 체크인 기능 구현 완료 

2013-

03-21 

2013-

04-04 

2 차 중간 

보고 

 DB 체크인 테이블 구축 

 Google Map API 적용 

 Android Custom listview 구현  

 Android 와 MySQL 과의 연동 

 

2013-

04-05 

2013-

05-01 

구현 완료 

 Yahoo 날씨 API 적용 

 추천 프로그램 개발 완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검색 및 추천 

시스템 이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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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5-20 

201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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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팀원들의 역할 분담이 잘 되었는가? 

각자가 맡은 역할을 계획대로 수행하였으며 어려운 부분은 서로 고민하며 협력하여 진행해 

나갔다. 아래의 표와 같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름 역할 

조문기 
- Team Leader 로써 세부 일정 및 역할분담 

- 서버와의 연동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색 및 추천 기능 구현 

이용석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체크인 기능 구현 

- 구글 맵 API 및 야후 날씨 API 적용 

오예지 - 어플리케이션 UI 디자인 

조희준 - DB 구축 및 추천 프로그램 개발 

박주영 - DB 구축 및 하둡 분산 시스템 개발 

 

 

3.3.3  적절한 개발 툴을 사용하였는가 

장소 추천을 위해 아마존의 도서 추천서비스나 데이트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오픈소스 ‘머

하웃’을 사용해 객관적인 추천서비스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고, Maven을 사용해 효율적으로 추

천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구성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가정하에 하둡을 사용한 데이

터 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MySQL을 사용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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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직접 해보는 하둡 

프로그래밍 

이지스퍼

블리싱 
2013 년 2 월 한기용 

 

2 서적 
시작하세요 하둡 

프로그래밍  
위키북스 2012 년 10 월 정재화 

 

3 서적 거침없이 배우는 하둡 지앤선 2012 년  척램  

4 서적 머하웃 완벽 가이드 
한빛미디

어 
2012 년 11 월 

션 오웬 

외 3 명 

 

5 서적 모바일 웹앱 
스마트미

디어 
2012 년 5 월 신용권 

 

6 서적 
센차터치 2 폰갭 

프로그래밍 

에이콘출

판 
2012 년 9 월  이병옥  

 

7 서적 
센차터치 2 입문에서 

활용까지 

인터프레스 2012 년 8 월 이광호  

8 서적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정복 1, 2 

한빛미디

어 
2013 년 4 월 김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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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5.1.1  로그인 

 

① LOGIN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메인 엑티비티로 전환된다. 

② JOIN : 본 어플리케이션의 회원이 아닐경우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③ 자동로그인 : 자동로그인 체크 박스를 누르고 로그인하면 다음 로그인 시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5.1.2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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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색 : 유저가 원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소, 또는 그 장소가 없을 시 유사한 

장소를 검색해주는 기능 

② 추천 : 유저의 패턴을 분석하여 장소를 추천해주는 기능 

③ 체크인 : 현 위치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를 체크인하기 위한 기능 

④ 사용자 로그기록 : 어떤 사용자들이 어느 장소를 언제 체크인 하였는지 보여주는 로그 

 

 

5.1.3  기존장소 체크인 

 

 

① 체크인 장소검색 :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검색 

② 장소정보-상호명 : 장소정보 엑티비티에 해당 상호명이 보인다. 

③ 장소정보-정복자 : 이 장소를 처음 체크인한 사용자의 이름을 보여준다. 

④ 장소정보-지배자 : 이 장소를 가장 많이 체크인한 사용자의 이름을 보여준다. 

⑤ 장소정보-체크인수 : 이 장소가 모든 사용자들에게 몇번 체크인 되었는지 보여준다. 

⑥ 장소정보-성별 : 남자, 여자를 나눠서 어느 성별이 얼마나 체크인 했는지 보여준다. 

⑦ 장소정보-연령 : 10대 ~ 50대까지 연령별로 체크인 수를 보여준다. 

⑧ 장소정보-체크인 : 기존 장소에 대해 다시 체크인하고 싶을 때 사용 

⑨ 장소정보-찜하기 : 이 장소를 찜하여 찜리스트로 갖고 싶을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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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새로운 장소 체크인 

 

① 새로운 장소 체크인 버튼 : 사용자의 현재 위치 장소가 체크인이 안 되어있을 경우 최초 

체크인이 가능한 기능 

② 상호명 : 현 위치의 상호명을 입력한다. 

③ 카테고리 : 현 장소의 카테고리를 분류해준다. 

④ 완료 : 현 장소의 설정이 모두 끝나면 완료버튼을 눌러 장소정보의 결과창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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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검색 

 

① 검색창 :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② 입력버튼 : 원하는 장소를 EditText에 넣고 입력버튼을 누르면 검색결과 엑티비티로 전환

된다. 

③ 검색장소 마커 : 검색 완료된 장소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마커로 표현해준다. 

④ 검색장소 리스트뷰 : 검색 완료된 장소를 리스트뷰로 보여준다. 검색 장소와 유사한 장소

까지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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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추천 

 

① 유사도기반 추천 : 사용자들이 체크인한 장소들 간의 유사도를 파악하여 추천해준 결과 

② 유저패턴기반 추천 : 사용자가 체크인 했던 시간을 분석하여 추천해준 결과 

 

5.1.7  찜리스트 및 내 패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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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찜리스트 : 사용자가 체크인한 후 찜한 장소를 모아 놓은 리스트를 보여준다 

② 내패턴보기-요일별 : 사용자가 체크인한 장소의 카테고리를 요일별(평일, 금요일, 주말)로 2

개씩 선정하여 보여준다 

③ 내패턴보기-시간별 : 사용자가 체크인할 당시의 시간(오전, 오후, 저녁)을 분류하여 보여준다. 

 

 

 

5.2 배포 가이드 

개발자 라이선스 등록 후 구글 스토어 본 팀의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모든 사용자들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