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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장소인 실시간 핫 플레이스(Real Time Hot Place)를 추천 

    

- 현재의 장소 추천 서비스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만으로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를 제공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지금 인기가 있는 곳을 

추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은 정

보를 가지는 장소를 추천하기 위해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스퀘

어) 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사용한다. 

 

       2. 핫 플레이스의  통계  분석 

 

-  지역의 인기정보를 수치화하여 하루, 일주일, 한달 간격의 인기 변화를 그래프

를 통해 표현하고 여러 지역들의 순위를 전달함으로써 사용자가 참고 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3. 핫 플레이스의  정보 전달 

              

- 핫 플레이스의 추천과 함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대표사진 및 관련  

메시지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 준다. 

 

 

    4. 빅 데이터 분석 

 

        - SNS에 올라오는 많은 정보를 분석도구 R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패턴 분석(machine leaning) 및 전망을 통한 사회현상 (trend & issue)을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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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1. 서버 

 

개발 계획 세부 내용 
sns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포스퀘

어)의 API를 통해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 수집  

sns api를 통해 가지고 오는 위치 정보의 수

가 많지 않아 우리나라의 위치 정보를 가지

는 임의의 GPS 데이터를 생성하여  

Google app engine을 통한 서버 구축 Google App Engine을 서버로 사용하며   

지원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인 datastore,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간의 요청을 효과적으

로 응답 주기 위해 Spatial Query를 이용하

였다. 그리고 핫 플레이스 계산을 위해서 주

기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Google에서 제공해

주는  cron을 사용한다.  

Json으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전송 위치 , 인기도 , 시간 정보를 Json 문법에 

맞추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데이터를 주

고 받는다.                                          

R을 사용해 설정한 범위를 통한 핫 플레이스 

선정 

Sns의 위치정보들을  핫 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 화면에 16등분한 기준으로 그곳에 모

인 데이터로 핫 플레이스를  선정 한다.  

대표위치의 시간대별 누적 인기도를 분석 대표 위치의 인기도 정보를 저장하여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그래프 화 및 다른 지역 데이

터들과 비교하여 비교 할 수 있다.  

 

 

 2. 안드로이드 

 

개발 계획 세부내용 
지도띄우기 Google Maps API를 사용하여 지도를 띄운

다.  

 

Json으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전송 

위치, 인기도, 시간 정보를 Json 문법에 맞

추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데이터를 주

고 받는다. 

핫플레이스 표시 서버에서 받은 핫 플레이스의 위치를 클라

이언트의 해당하는 위치에 표시한다. 

사진 띄우기 핫 플레이스의 인기도를 통해 선택된 사진

을 표시해준다. 

그래프 띄우기    서버에서 받은 핫 플레이스의 인기 누적 정

보를 하루, 일주일, 한달 간격 단위로 그래

프를 표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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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계획서에 따른 프로젝트의 수행 내용  

 2.2.1.1. 서버 

              

1. 페이스북 API를 통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 수집 

 

 

 

             

 2.  Json으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전송  

 

위치 , 인기도 정보를 Json 문법에 맞추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데이터를 주

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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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 안드로이드  

      

1. 핫 플레이스 표시 

   

 

     => google map api를 통해 지도를 띄운 뒤 선정된 핫 플레이스를  

지도 위에 표시 해준다. 

 

   2. 그래프 띄우기 

   

 

             => 핫 플레이스의 하루, 일주일, 한달 간격 단위로 인기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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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 띄우기 

 

            

 

 

          => 핫 플레이스의 사진 중 인기도를 통해 대표사진으로 뽑힌 사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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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계획서상의 진도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진도의 비교 

 2.2.2.1. 서버 

  

개발계획(~1차) 진도 

SNS API 조사 완료 

SNS 자료 수집 진행 중 

서버 환경 구축 완료 

데이터 전송 진행 중 

 

 

 2.2.2.2. 안드로이드 

 

개발계획(~1차) 진도 

지도 API 사용 완료 

인터페이스 설계 진행 중 

핫 플레이스 표시 완료 

핫 플레이스의 사진 띄우기 완료 

핫 플레이스의 그래프 띄우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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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항목 내용 이유 수행 계획 

임의의 

난수 

생성 

서버에서 임의의 난수를 

생성하여서 sns api 정

보와 함께 사용하여서 

핫 플레이스와 쿨 플레

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서버에서 빅 데이터를 처리하

고 분석하는 방법을 고안해내

기 위해서 많은 api정보가 필요

한데 아직 획득한 sns api정보

의 양이 매우 적어서 임의의 

난수들을 생성했습니다. 

 

임의의 난수와 sns api

정보를 분석하여서 시

간적, 위치적으로 저장

할 수 있는 방법을 고

안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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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서버 / 안드로이드 개발 계획 세부내용 

서버 위치정보 저장 sns api정보로부터 얻은 

gps값(위도,경도)을 시간 별로 

db에 저장한다. 

서버 위치정보 섹션 별로 분할 db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섹션별로 분할하여서 저장한다. 

서버 사진 저장 sns api정보로부터 얻은 사진을 

db에 저장한다. 

서버 대표사진 선출 밑 전송 db에 저장된 사진으로부터 

대표사진을 선출하여서 앱에 

제공한다. 

서버 핫 플레이스 선정 서버에서 api정보를 분석하여서 

핫플레이스를 선정한다.분석시 

db에 저장된 이전의 api정보를 

최근시간 api와 비교하여서  

인기도의 증가량에 따라서  

핫 플레이스를 선정하고 앱에 

제공한다. 

서버 쿨 플레이스 선정 서버에서 api정보를 분석 

하여서 쿨 플레이스를 선정 

한다.선정된 쿨 플레이스를  

앱에 전송한다. 

안드로이드 핫 플레이스 위치 표시 서버로부터 전송된 핫 플레이스 

위치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한다. 

안드로이드 사진정보 제공 서버로부터 제공된 대표사진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시간별 인기도 차트 제공 서버로부터 전송된 각 섹션별 

인기도 값을 시간별로 그래프화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특정 위치에서의 핫 플레이스 

정보 순위별 제공 

특정 위치나, 현재 나의 위치 

그리고 그 위치와  

핫 플레이스간의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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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서 핫 플레이스 정보를 

순위별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핫플레이스 인기도 값에 따른 

마커의 크기 변환 

서버로부터 제공된 핫 플레이스 

인기도 값에 따라서 인기도가 

높으면 마커(동그라미)의 크기를 

크게,인기도가 낮으면 마커를 

작게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