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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논문은 개인화된 모바일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LBSNS) 지원을 위한 확률적 데이터 상의 질의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로 시공간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통하여 기존 모바일 LBSNS 의 주요 문제점을 해결한

다. 기존 모바일 LBSNS는 사용자 위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가 없어 시공간적 특성을 고

려한 위치 선호도 기반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하고 동시에 GP의 측정 데이터 오차 존재 환경이 

고려되지 않아 추천된 정보의 정확성이 높지 않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 환경에서의 효율적 데이터 관리 및 

처리 기술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계산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위치이력데이터의 확률적 

모델을 제안하여 계산의 효율성과 결과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시간 개인화된 모바일 LBSNS 

지원을 위한 확률적 시공간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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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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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s: Social Network 

Services)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 및 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최근 매우 중

요한 웹 서비스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으면서 사회

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SNS로는 페

이스북(Facebook [1])과 인스타그램(Instagram 

[2])가 있으며 미국 statista의 조사(2016년 3분기)

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은 약 18억, 인스

타그램은 약 5억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GPS 및 다양한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

의 등장으로 인해 모바일 위치 기반 서비스(mobile 

location-based service)가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결합한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하였다.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LBSNSs: 

Location-Based Social Network Services)는 사

용자의 위치 정보와 주변의 POI(Point Of Interest) 

정보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와 결합하여 사

용자 간 관계 형성과 유용한 위치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 및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LBSNS는 

국내 포탈 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대

형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SK컴즈 등)의 진출이 

급속도로 잇따르고 있으며, 지역 상권에 마케팅 기

회를 제공하는 한편 포털 업계의 모바일 광고 시장

과 연계돼 있어 치열이 경쟁 중이다. 

최근 GP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더불어 

모바일 기기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LBSNS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KISTI 글로벌 동향 브리핑 자료로 “개

인화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진화 방향 [3]” 보고서

에 따르면 향후 모바일 서비스 운영 사업자들이 서

비스의 개인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를 대비하고 있으

며 개인화 서비스가 더욱 요구되는 모바일 LBSNS 

환경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등장은 더욱 앞당겨질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국외에서 최근 진행된 

연구인 GeoLife2.0 [5], GeoSocialDB [6]는 사용자 

표 1. 기존 LBSNS 동향

서비스명 기능 및 특징

Foursquare[7]

포스퀘어는 위치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게임방식을 구성하는 스
토리텔링, 시장(mayor, 메이어) 및 배지를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기존 LBSNS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가 되었고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연동하여, 다른 사용자(친구)
들과 관계를 형성함.

Gowalla[8]
고왈라는 기본적으로 포스퀘어와 비슷하며 아이템 기반의 게임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위치기반 
소셜 게임 서비스에 속함. 포스퀘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연동하여, 다른 사용자(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함.

잇플레이스[9]
SK M&C의 잇플레이스는 주요 POI에서 자신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도시를 
즐길 수 있는 LBSNS임. 잇플레이스는 6개의 장소의 지역 및 매장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스스로 새
롭게 발견한 장소에 대해서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함.

플레이스북[10]
LG 유플러스의 플레이스북은 포스퀘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LBSNS로 사용자의 현재 위
치를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연동하여, 다른 사용자(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함. 

GeoLife2.0[5]
마이크로소프트사의 GeoLife2.0의 경우 사용자별 위치 이력(history) 데이터를 가지고 계층적 그래프로 
표현하여 시퀀스 매칭 마이닝 기법을 통해 유사도를 구하여 잠재적 친구(potential friend) 및 친구들이 
선호하는 위치(장소) 정보를 추천함.

GeoSocialDB[6]
GeoSocialDB는 홍콩 대학교 및 미네소타 대학교의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연구로 개발되었
으며 기존 서비스들과 달리 현재 위치 정보와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 및 객체 Rating을 통한 위치 기반 
뉴스 피드(feed), 위치 기반 뉴스 랭킹, 위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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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치(장소) 추천 기능을 통해 기존 서비스와 차별

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직 국

내‧외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지 않지만 본 논

문에서는 사용자의 Preference를 고려한 서비스 기

능을 제공하고 있는 GeoLife2.0와 GeoSocialDB와 

같은 LBSNS를 Personalized LBSNS라고 정의한

다. <표 1>은 국내‧외 모바일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및 이들에 대한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기존 LBSNS는 사용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저장·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현재 위치 및 이동 경로

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정확한 사용자의 위치 데

이터 없이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려

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GPS로부터 수집되는 위

치 데이터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오차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최대 100m까지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 서

비스 정확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를 추

론할 수 있는 등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고려가 기

존 LBSNS에서는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추천 서비

스를 검색하기 위한 기존의 데이터 처리 기술은 사

용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시공간 데이터의 대량화

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에 따라 검색의 성능 및 효율

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치 정보를 확률적 모델로의 변

환을 통해 프라이버시 문제와 오차 문제를 해결하

고 대용량 시공간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추천 질의 

정의와 확률적 질의 처리 기법을 제안하여 개인화된 

LBSNS를 지원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

어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기존 모바일 위

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

고, 3장에서는 위치이력데이터의 확률적 모델 개발

하고 4장에서는 실시간 개인화된 모바일 LBSNS 지

원을 위한 확률적 시공간질의처리 기법을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II. 기존 모바일 LBSNS의                            
한계 분석 

이번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 모바일 

LBSNSs의 동향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기존 서비스 및 연구에 대한 주요 문

제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려하는 

LBSNS 기능 및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같은 환

경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고려사항을 살펴본 후 기존 

연구의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GPS로 측정된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위도와 경도 

정보로 정확한 좌표 점으로 표현 된다. 실제 대부분

의 위치기반 서비스(LBS)는 이러한 좌표 점으로 표

현된 데이터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LBS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며 좌표 

점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사생

활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12][13]. 따라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LBSNS에서도 사용자의 정

확한 좌표 점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사용자의 위치 이력 데이터(location history 

data)는 사용자의 시간에 따른 공간적 위치 선호도

(preference)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써 이

를 통한 개인화된 서비스 기능은 앞으로 모바일 위

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하다. 

Mobile LBSs와 SNSs가 결합된 Mobile LBSNSs는 

사용자 주변의 위치(장소) 또는 다른 사용자를 검색

해주는 기능을 통해 친구관계를 형성하거나 위치(장

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 서비스 기능으로 이

러한 사용자의 검색기능을 보다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 개인화된 추천기능이다. 시공간적 위치 선호도

가 비슷한 사람을 친구로 추천해 줄 수 있고 그 친구

들이 자주 가는 위치(장소) 정보는 사용자에게 보다 

고급화된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와 같이 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개인화된 추천 기

능은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위키피디아의 GPS 자료[4]를 살펴보면 GPS는 대

기권, 위성의 시계, 전파경로, 대류권, 수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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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오차를 발생시킨다. 실제 현재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통한 대부분의 LBS에서 이러한 위치 측정 

오류를 인정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입력 하

게 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

고 한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적 특성상 사용자는 자

신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사용자에게 위치 보정을 요청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

에서 큰 부담이 된다. 즉 위치 이력 데이터의 경우 

사용자의 과거 GPS 측정 좌표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실제 사용자는 R4 

있었지만 GPS 측정 위치로 보면 R2에 있었다고 판

단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LBSNS를 제공하

기 위해 시스템 차원에서 이러한 환경적으로 발생하

는 오차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바일 LBSNS는 위치 기반 서비스 특징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특징에 게임적 요소를 가미하

여 빠른 속도로 사용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스마

트기기의 보급화 현상도 이러한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LBSNS를 사용하

는 사용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방대한 데이터 

존재 환경은 앞으로의 LBSNS에서 빠질 수 없는 필

수 환경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을 반

드시 고려해야한다.

III. 위치이력데이터의                              
확률적 모델

본 절에서는 먼저 본격적인 불확실성 특성을 가진 

데이터 상의 시공간적 검색 연구에 앞서 위치이력데

이터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정의와 확률적 분포 모델

을 사용하여 확률적 시공간 데이터로 표현하는 모델 

개발을 제안한다. 

확률적 데이터(probabilistic data)에 대한 모델에 

관한 연구는 사용자의 위치 및 센서와 같이 불확실

성이 내재된 데이터들에 대해 연구[11][14][15]가 되

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이산(discrete) 확률분포 또는 연속(continuous) 확

률분포 모델을 적용 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고

려하는 사용자 위치이력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위치이력데이터에 특화된 모

델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위치이력데이터

의 정확한 정의 및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연

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위치이력데이터의 확률적 모

델 개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 즉 GPS를 탑재한 스마트기

기에서 수집되는 사용자의 GPS log를 위치이력데이

터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정의 1] 위치이력데이터 (Location History 

Data): 위치 이력 데이터는 사용자의 GPS 로그 데

이터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LHDj = ((xi, yi, timei), (xi+1, yi+1, timei+1)…)     (수식 1)

단 x는 위도 값, y는 경도 값, j는 사용자의 ID

사용자의 위치 이력 데이터를 확률밀도함수를 갖

는 불확실성 데이터 변환하기 위해 라이프 위치 이

력 데이터를 정의한다. 라이프 위치이력데이터는 사

용자의 위치 이력 데이터를 0시 ~ 24시까지의 하루 

주기를 바탕으로 나누어 이산 분포의 형태로 데이터

를 같은 시공간에 위치시켜 이산 확률분포를 갖는 

불확실성 데이터 모델을 가능하게 하며 다음의 [정

그림 1. GPS 오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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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정의 2] 라이프 위치이력데이터(Life Location 

History Data): 라이프 위치 이력데이터는 사용자의 

하루 주기를 갖는 GPS 로그 집합으로 정의한다.

LLHDij = ((xki, yki, timei, ed), (xk+1i, yk+1i, timei, ed)…) (수식 2)

,여기서 x는 위도값, y는 경도값, ed는 에러거리, j

는 사용자의 ID, k는 날짜이다. 

LLHDj = ( LLHDij + LLHDi+1j +… )    (수식 3)

,단 j는 사용자의 ID이다. 

본 연구는 위의 두 정의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림 2>와 같이 연속적 확률분포를 가진 확률적 데이

터로 변환한다. 또한 <그림 2>처럼 LLBDj 을 모델

링하기 위해서는 먼저 효율적인 인덱스 구조를 위

해 그림에서처럼 LLBDj 을 확률밀도함수를 갖는 3

차원 MBR들로 Approximation을 해야 하고 같은 

timei+8 에서 출현 빈도가 낮은 불확실성 객체(p)들

에 대해서 데이터 정제 작업도 진행한다.

IV.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 질의

이번 절에서는 개인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공

간적 사용자 추천 질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해당 

질의에 대한 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정

의하는 추천 질의는 시공간적 불확실성 데이터 상의 

질의로 정의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확률적 시공간 

질의 처리 기법 연구를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지

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공간적 추천 질의를 먼저 

정의한 후 확률적 시공간 Top k-NN 질의 처리 기

법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 정의한 사용자 위치이력데이터를 바탕으

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추천해주는 질의를 정

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정한다.

 

[가정 1] 같은 일정시간 동안 Userj와 비슷한 위

치에 존재하는 User k는 서로 비슷한 Location 

preference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근거는 일반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서 흔하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Userj는 점심 시

간이 되면 항상 점심으로 특정 레스토랑을 찾아 A라

는 메뉴를 주문하고 Userk도 점심으로 A 메뉴를 좋

아하여 그 레스토랑을 찾는다고 가정해보자. 여기

서 식당의 위치를 통하여 Userj와 Userk는 점심 시

간에 유사한 위치 이력을 가지게 된다. Userz는 아침

에 A 메뉴를 좋아하여 그 레스토랑을 찾지만 Userj

와 Userz는 시간이 다른 특징이 존재하며 Userj의 저

녁에 대한 식단을 예측할 경우 Userz의 취향보다는 

Userk의 취향이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앞서 가정한 [가정 1]을 바탕으로 사용자

와 비슷한 Location preference를 갖는 사용자를 찾

는 사용자 추천 질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3] 사용자 추천 질의: 주어진 시간 사이에 사

용자가 머무는 위치에서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 순서

로 일정 시간 동안 머무는 다른 사용자 k명을 추천해 

주시오.

그림 2. 제안하는 확률적 데이터 모델



Vol. 1, No. 1, December 2016   19

개인화된 모바일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을 위한 확률적 데이터 처리 기술

예를 들면 <그림 3>에서 user1이 사용자 추천 질의

로 Top 1-NN 질의를 시간 T1에서 T2사이로 요청하

였다면 질의 결과로 user2가 user1에게 추천된다.

공간 푸루닝(spatial pruning)은 위치 이력 데이터

의 공간적 특성(유클리드 거리)을 이용하여 질의 처

리 시 최소한의 인덱스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

한 공간 푸루닝 전체적인 질의 처리 시스템의 성능

을 증가시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법이

다. <그림 4>는 유클리드 거리 기반의 최대경계거

리와 최소경계거리를 나타내며 공간 푸루닝은 위의 

두 거리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질의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그림 4>에서 user1이 확률적 Top 

1-NN 질의를 요청하였을 경우 user3의 최소경계거

리가 user2의 최대경계거리보다 크기 때문에 user3

는 user2에 의해 Top 1-NN이 될 확률이 0(zero)가 

되어 탐색할 필요가 없는 노드가 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개인화된 모바일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지원을 위한 불확실성 데이터 상의 확률

적 시공간 검색 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자 위치이력

데이터 특성 분석을 통한 정의 및 확률적 모델 개발

에 대해 연구하고 확률적 모델을 적용한 확률적 시

공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공간

적 추천 질의 정의 및 질의 처리 기법에 대하여 제안

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연구 및 개발된 기법

을 실제 운용되고 있는 모바일 LBSNS에 적용하여 

개인화된 서비스 지원을 진행하고 보다 큰 대용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산 클러스터 환경에서 확률적 

시공간 질의 처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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