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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사용자에게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제공해 주는 기존의 Application과 차별화되는 ‘안

전’이 목적인 경로 찾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GPS로 인식하고, 사

용자가 작성한 목적 지점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 CCTV가 위치한 장소를 최대한 거쳐

가도록 하는 최단 경로로 사용자를 안내한다. CCTV의 위도/경도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개

방된 지역이 서울 시내에서 금천구 한 지역뿐이므로, 금천구 공공데이터를 서버 또는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하고 처리한다. 타 지역의 CCTV 위치 정보가 개방된다면 서버

에 넣을 데이터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야근이나, 늦은 시간에 귀가 할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귀가 길은 매우 위험하다. 또 사

건/사고, 범죄가 잦아지다 보니 자신의 신변에 대한 일종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나 

모르는 길로 갈 때에는 APP을 이용하여 길을 찾아 가는데, 그 길이 한 밤중에도 안전한 

길인지 장담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늦은 귀가 길이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면 좋을지 생각을 해본 결과 그냥 단순히 길 찾기 APP이 아닌 CCTV가 있는 길을 통

해서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세이프티로드 APP을 개발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길 찾기 APP은 다음과 네이버 등등 여

러 가지 APP이 많다. 

위 사진에 나온 것처럼 많은 길 찾기 APP들이 이렇게 자신이 

찾고자 하는 길을 자세히 알려준다. 하지만 이 APP들은 길만 

알려줄 뿐, 그 길에 CCTV가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다. 안전한 

귀가 길을 위해서 단순한 길 찾기 APP에서 CCTV가 있는 곳

으로 길로 안내를 해준다면 늦은 귀가 길이라도 안심을 하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2. 늦은 시간 귀가 길에 혹시라도 무슨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증거물을 남겨주는 CCTV가 

있는 길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귀가길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세이프티로드를 개발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세이프티로드 

팀 명 세이프티로드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5-SEP-16 

 

캡스톤 디자인 II Page 5 of 27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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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2.1.1 User Interface 

  

     Figure 1 Splash Activity   Figure 2 Main Activity 

 

 

-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Splash Activity]와 같이 로딩화면이 보여진다. 

- 일정 시간이 지난 후 [Main Activity]가 나타난다. 

시작위치의 경우엔 두 가지를 선택 할 수 있다. 

현재 내 위치 / 위치 검색 

도착위치의 경우에도 두 가지를 선택 할 수 있다. 

우리 집 / 위치검색 

- 긴급 메시지를 누르면 현재 나의 위치를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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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apActivity 

 

- 검색을 하면 [MapAcitivity]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 시작위치의 주소를 알 수 있다. 

- 도착위치의 주소를 알 수 있다. 

- 지도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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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지도 API 사용 

지도 API 3 사 비교 

- 구글 지도 open API 

 https://developers.google.com/maps/?hl=ko-KR 

 https://developers.google.com/maps/documentation/javascript/basics?hl=ko-KR 

  - (GoogleMap Javascript API V3 Reference) 

 장점 – 문서 등이 잘되어 있어서 접근 용이하다는 평. 

 키 등록이나 뷰 제한으로 일정횟수 이상 이용 시 유료등록 필요. 

 

- 다음 지도 open API 

 http://dna.daum.net/apis/maps/v3 

 장점 - 개인적으로 업데이트 가장 빠른 지도 

 개인사용자 - 무료 

 기업사용자 - 유료 

 

- 네이버 지도 open API 

 http://dev.naver.com/openapi/apis/map/javascript 

 장점 - 담당자에게 메일로 질문 가능 하다고 함. 

 네이버 지도 오픈 API 

 http://dev.naver.com/openapi/apis/map/javascript 

 오픈 API 카페 

 http://cafe.naver.com/openapi.cafe 

 

결론 : 개인 사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 지도 open API 사용. 

 

다음 지도 openAPI 준비사항 

1. SDK 다운로드 

2. APKey 와 Package Name 

3. 라이브러리 파일 추가 

4. AndroidMainFest.xml 에 Permission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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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2.2.1  최단 경로 알고리즘 

 방법 1 : 오픈 소스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방법 2 :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한다. 

- Dijkstra : 단일-쌍, 단일-출발, 단일-도착 최단 경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지하철 노선이

나 버스 정류장 찾기 어플에서 많이 사용한다. 

- Prim : Kruskal과 비슷하지만 Cycle 검사를 하지 않는다(이전 지점을 다음 탐색에서 포

함하지 않음). 

- Floyd : 모든 두 정점 사이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 Kruskal : 주어진 가중치 그래프(Graph)에서 사이클이 없이 모든 점들을 연결시킨 트

리 중 선분들의 가중치 합이 최소인 최소 신장 트리를 찾는 방법이다. 

- A* : 탐색 속도를 높히기 위한 휴리스틱 방법을 사용하며, 단일-쌍 최단 경로 문제를 

풀 수 있다. 

- Sollin : 단계별로 각각의 트리에서 뻗어나가는 최소 가중치 간선을 선택하고, 이를 선

택하여 트리를 이어가는데 Cycle을 유발하는 간선은 피하는 방법이다. 

- Bellman-Ford : 변의 가중치가 음수라면 단일 출발 문제를 풀 수 있다. 

※ 모든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며 성능을 비교하고, 지도 상에서의 최단 경로 탐색에 어떤 알

고리즘이 적합한지 판단할 예정. 

※ 지도 API의 성능에 따라서 최단 경로 탐색 방법이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금천구 

내의 수백 개의 코너 구간들에 대한 위도/경도 정보가 필요하다(CCTV가 설치된 지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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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Database  

 MySQL & JDBC (사용자 입력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query문이 자동으로 삽입되도록 설정) 

1) 초기화  

서버에 금천구내의 모든 지점에 대한 데이터 삽입 

( 금천구 구간 데이터의 초기 형태에 따라 parser를 달리 구현/실행하여 서버에 

삽입 ) 

2) 입력  

입력 데이터 :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사용자가 작성하는 목적지 

3) 처리 

금천구의 모든 구간 데이터 load 

-> 최단 경로 탐색(실질적인 데이터 처리 부분) 

-> 정형화된 수치 정보를 그래픽 정보로 변환 

4) 출력 

출력 데이터 : 경로를 visible하게 사용자에게 보임 

※ Database에 저장될 데이터 형식도 마찬가지로 지도 API의 성능, 정확성, 형태에 따라 달

라질 예정이다. 

 

2.2.3  안드로이드 

 

1) GPS 

- GPS 정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또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은 

현재 GLONASS와 함께 완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이다. 미국 국방부

에서 개발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NAVSTAR GPS 이다. 무기 유도, 항법, 측량, 지도제작, 

측지, 시각동기 등의 군용 및 민간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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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에서는 중궤도를 도는 24개(실제는 그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마이크로파를 

GPS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수신기의 위치벡터를 결정한다. 

- 안드로이드 GPS  

 

 

 GPS 구현 코드  

String provider = locationManager.getBestProvider(criteria, ture); // 네트워크 + GPS 

String provider = LocationManger.GPS_PROVIDER; // GPS Only 

 

2) 메시지 전송  

-  SMSC 개요 

SMSC(Short Message Service Center)란 한마디로 Store and Forward Message Switch 이

다. 즉, 이동단말기(MS:Mobile Station)와 이동단말기 간, 또는 이동단말기와 SME(Short 

Message Entity)들 사이에 한정된 크기의 문자(단문:短文) 형태로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로

서 임의의 순간에 수신 할 수 없는 착신 가입자에게 전송되는 단문을 그 가입자가 수신

할 수 있을 때까지 저장(Store) 하였다가 전달(Forward) 하여 주고 통화중인 착신 가입자

에게도 전달하여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SMSC라고 부른다. 

 

-안드로이드 메시지 전송  

 안드로이드 문자 전송 API 

SmsManager mSmsManager = SmsManager.getDefault(); 

mSmsManager.sendTextMessage(destinationAddress, scAddress, text, sentIntent, 

deliveryIntent); 

 

- sendText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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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Address : 받는사람의 Phone Number입니다. String형식 

•scAddress : 현재 서비스 센터 주소, NULL값 시 현재 default SMSC 사용 

•text : 문자의 내용입니다 

•sentIntent : 문자 전송에 관련한 PendingIntent 

•deliveryIntent : 문자 도착에 관련한 PendingIntent 

  

-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 

 카카오톡 링크 API 활용  

  

 

 

 

- 카카오 링크 객체 요청 

- final KakaoLink kakaoLink = KakaoLink.getKakaoLink(); 

- 메시지 구성을 위한 KakaoTalkLinkMessageBuilder를 생성.  

final KakaoTalkLinkMessageBuilder kakaoTalkLinkMessageBuilder = 

kakaoLink.createKakaoTalkLinkMessageBuil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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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사용자는 시작위치 지정, 도착위치 지정 그리고 긴급문자 발송을 MainActivity 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작 위치 지정에서는 자동설정, 위치검색을 포함한다. 

긴급문자 발송은 긴급 번호 지정 기능을 확장한다.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데이터 적재/처리 문제 

Database에 저장된 지역을 load하고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CCTV를 경유하는 

최단거리를 도출하는 과정을 10초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 App의 비정상적인 종료 및 배터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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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을 의도적으로 끄지 않는 한 저절로 shutdown되지 않아야 하고, GPS 사용으로 인해 

과도하게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아야 한다.; 

3) 편의성/사용성 문제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현되어야 한다.  

4) 신뢰성 문제 

데이터베이스에 초기 데이터로 입력되는 지역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위도/경도 수치를 

나타내야 하고, 처리 후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가 정확한 최단 경로를 보인 것이어야 

한다.  

2.3.3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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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기대 효과 

1. 야심한 밤에 으슥한 골목길을 이동하기 두려운 여성들에게 안전한  CCTV 확보된 

길을 제공함으로서 안전한 귀가를 제공할 수 있다. 

2. 혼자 귀가 하는 아이들에게 이동 경로를 확인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  

3. 동네에 있는 CCTV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쓰레기 투기감시나 위급상황시 이동해야되는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4.2  활용 방안 

1. 금천구 외에 타 지역의 CCTV DB 확보시 서울 전역에 안전한 귀가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2. 편의점 등  건물 앞 CCTV 촬영을 하는 곳을 추가 경유지 지정하여 안전한 경로의 

수를 늘려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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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 환경 

 

 운영체제 환경 

- Windows 7 SP1 

- Windows 8/8.1 Pro K 

 

 개발 언어 

- Java 

- XML 

 

 개발 환경 구축하기 

- Oracle 에서 자바 파일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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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사이트(http://www.oracle.com)에 접속하여 Java SE(Standard Edition)의 알

맞은 버전(혹은 최신버전)을 다운로드한다. 다운로드는 자신의 컴퓨터 비트에 맞게 

해야 한다. 만약 설치 후 사용자 등록 과정이 나온다면 오라클에 가입하여 등록과

정을 거친 후 진행한다. 

  

- Android 개발 환경 설치하기 

Android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중에는 이클립스를 설치하고 ADT, SDK매니

저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

치하는 방법은 번거로우므로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번들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http://developer.android.com/sdk/index.html)에 접속

하여 SDK-ADT Bundle for Windows를 다운받는다. 파일은 zip파일로 되어 있으므

로 C:\ 아래 android라는 폴더 이름을 만든 뒤 그 폴더 안에 압축을 푼다.  

Apt-bundle-windows~ 이라는 폴더 안에 eclipse.exe를 실행시켜 작업공간

(workspace)를 설정한다.  

http://www.oracle.com/
http://developer.android.com/sd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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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이콘을 클릭하면 Android SDK Manager 화면이 뜬다. 자신이 원하는 API를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에뮬레이터 설치하기 

우리가 사용하는 이클립스에서 Android SDK Manager를 실행한 뒤 SDK 

Platform을 설치하면 제공하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에뮬레이

터는 실행이 매우 느리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가상머신으로 많이 알려진 앤디, 지

니모션 등을 설치 후 이용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세이프티로드 

팀 명 세이프티로드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5-SEP-16 

 

캡스톤 디자인 II Page 18 of 27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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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프로젝트 결과물 확인 환경 

 

 GPS API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휴대폰 

: 해당 API를 지원하는 버전의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APK파일을 설치하여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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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 국내 스마트폰 OS 점유율에 따른 IOS 미지원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각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위 표와 같다.(2013년 기

준) 이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따라서 IOS 사용자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추후에 IOS 추가 지원도 고려해보도록 한다. 

 

◆ CCTV 위치정보 비공개에 따른 지역제한 

91.85% 

7.44% 0.71% 

국내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 

Android 

IOS 

Others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세이프티로드 

팀 명 세이프티로드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5-SEP-16 

 

캡스톤 디자인 II Page 20 of 27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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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국내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증가대수와 서울시 각 구별 CCTV 설치 현황이다. 많

은 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필요한 CCTV의 위치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자치구가 대

다수이다. 현재 금천구의 CCTV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금천구의 CCTV 위치정보만 적용

해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추후에 공공기관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CCTV 위치정보를 제공받

아야 한다. 

 

◆ 스마트폰 GPS의 정밀도 문제 

  CCTV의 위치정보와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해 길을 안내해주는 앱이기 때문에 GPS

기능의 정밀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2.2  소프트웨어 

◆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와 기기 문제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ADT)에서 지원하는 에뮬레이터의 경우 부팅속도나 실행 속도 등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지니모션과 같은 별도의 에뮬레이터를 사용한다. 기본적인 UI나 앱 구

성화면의 경우 지니모션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지만 본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의 GPS기능을 

사용하므로 실제 기기가 필요하다. 

 

◆ 길 찾기 알고리즘 선택 

  기본적으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길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익스트라 알

고리즘이나 A*알고리즘 등 여러 길 찾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환경 내에서 앱이 

죽지 않고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동작하는지를 고려해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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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내의 CCTV부재에 따른 문제 

  모든 경로를 공공기관의 CCTV가 망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

라서 CCTV가 감시하지 않는 부분의 안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 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

공기관의 CCTV외에 편의점이나 은행 등 입구를 촬영하는 민간기관의 CCTV를 활용하는 방

법을 고려해본다. 

 

 

3.2.3  기타 

◆ 안드로이드 개발의 숙련도 

안드로이드 개발 경험이 없는 조원도 있고 컴퓨터공학과가 아닌 조원도 있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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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소담 

 Software Project Leader 

 Android Programming 

 GPS 기능 구현 

 최적화된 길 안내 구현 

 App 안정화 및 테스트 

김윤호 

 Android Programming 

 최적화된 길 안내 구현 

 User Interface 구현 

 App 안정화 및 테스트 

문대영 

 Android Programming 

 User Interface 구현 

 Android GPS 기능 구현 

 App 안정화 및 테스트 

김태원 

 Android Programming 

 Android 메시지 기능 구현 

 Android 레이아웃 구성 

 App 안정화 및 테스트 

최진성 

 Android Programming 

 최단거리 알고리즘 구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관련 기능 구현 

 App 안정화 및 테스트 

백승택 
 App 안정화 및 테스트 

 문서 작성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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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로컬 DB 스키마 설계 및 접근 10 

최단거리 알고리즘 활용 및 구현 50 

지도 API 를 통한 안드로이드 GPS 구현 20 

안드로이드 메시지 전송 20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 Interface 40 

최적화 및 테스트 50 

합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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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9 월 10 월 11 월 비고 

구상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선정 및 

정보 수집 
   

 

관련분야연구 

Android API, Map API 

조사 및 연구 
   

 

최단거리 알고리즘 조사 및 

연구 
   

 

설계 
UI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UI 구현     

Application 구현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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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 계획 수립 및 설계 

- 개발 환경 완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015-09-03 2015-09-16 

설계 완료 

- 관련 UI 설계 완료 

-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UI Flow 디자인 

2015-09-17 2015-09-19 

1 차 중간 보고 

- UI 화면 일부 구성 완료 

- 경로 탐색 구현 완료 

- 메시지 알림 일부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5-09-20 2015-10-01 

2 차 중간 보고 

- UI 화면 전체 구성 완료 

- 경로 탐색 테스트 및 보완 

- 메시지 기능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5-10-02 2015-10-29 

구현 완료 및 

테스트 

- 어플리케이션 구현 완료 

- 테스트를 통한 보완 

산출물:  

1. 세이프티로드 어플리케이션 데모 

2015-10-30 2015-11-19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완성된 프로그램 

2. 최종보고서 

2015-11-20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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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전 원 기획 및 UI 설계 2015.09.02 2015.09.19 10 

김태원 

김윤호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및 UI 작업 1 차구현 
2015.09.20. 2015.10.01 10 

김소담 

문대영 

지도 API 를 이용한  

GPS 기능 구현 
2015.09.20 2015.10.01 20 

최진성 DB 스키마 설계  2015.09.20 2015.10.01 5 

김윤호 
안드로이드 DB 접근 구현 

및 CCTV 위치 지점 표시 
2015.09.20 2015.10.01 5 

전원 
각 ProtoType Testing 에 

대한 버그 수정 
2015.10.02. 2015.10.29. 10 

백승택 
최적화 테스트 및  

문서 업데이트 
2015.10.02 2015.11.19 5 

김태원 알림 메시지 기능 2015.10.02 2015.11.19 20 

김윤호 

김소담 

최진성 

CCTV 지점을 거치는 

최단 길 탐색 및 구현 
2015.10.02 2015.11.19 50 

문대영 

김윤호 
UI 구현 및 디자인 완료 2015.10.02 2015.11.19 20 

전원 최적화 및 테스트 2015.11.20. 2015.11.2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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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한빛미디어 2014 박성근  

2 서적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생능출판사 2014 천인국  

   3 서적 Do it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이지스퍼블리

싱 
2015 정재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