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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사용자에게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제공해 주는 기존의 Application 과 차별화되는 

‘안전’이 목적인 경로 찾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GPS 로 인식하고, 

사용자가 작성한 목적 지점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 CCTV 가 위치한 장소를 최대한 

거쳐가도록 하는 최단 경로로 사용자를 안내한다. CCTV 의 위도/경도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지역이 서울 시내에서 금천구 한 지역뿐이므로, 금천구 

공공데이터를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하고 처리한다. 타 지역의 CCTV 

위치 정보가 개방된다면 서버에 넣을 데이터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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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건/사고, 범죄가 잦아지다 보니 자신의 신변에 대한 일종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나 모르는 길로 갈 때에는 APP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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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 이 아닌 CCTV 가 있는 길을 통해서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세이프티로드 APP 을 개발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길 찾기 APP 은 다음과 네이버 등등 

여러 가지 APP 이 많다. 

위 사진에 나온 것처럼 많은 길 찾기 APP 들이 이렇게 자신이 

찾고자 하는 길을 자세히 알려준다. 하지만 이 APP 들은 길만 

알려줄 뿐, 그 길에 CCTV 가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다. 안전한 

귀가 길을 위해서 단순한 길 찾기 APP 에서 CCTV 가 있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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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가 

있는 길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귀가길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세이프티로드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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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안심 귀가를 위한 CCTV 정보와 GPS 정보 기반의 귀가길 경로 제공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어플의 UI 를 

구성하고 지도 API 를 선정하여 GPS 기반 경로 검색이 가능하게 한다. CCTV 위치 정보가 

제공되는 서울시 금천구의 CCTV 데이터 베이스을 이용하여 안전한 최단 경로 검색 기능을 

구현하다. 위급시 안전 장치로서 안드로이드 문자 전송 API 를 이용하여 SMS 전송이 

가능하도록한다. 

 

2.1.1 User Interface 

          

Figure 1 Splash Activity  Figure 2 Main Activity  Figure 3 MapA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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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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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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도 API 사용 

 -> T Map 내용 사용  

 

TMap 서비스는 SK Planet 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로 목적지 통합검색 기능, 출/도착시간을 

예측하는 타임머신 기능, 실시간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기능, 멀티 터치 기능을 통해 

지도를 보는 기능 및 음성으로 목적지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프로젝트 세이프티로드에서는 보행자 경로안내를 위해 지도 API 로 TMap 을 선택하게 

되었다. 보행자 경로뿐만 아니라 화면 이벤트 스크롤에 따른 CCTV 위치 변화, 마커를 통한 위치 

표시, 자동 줌레벨 변환 등의 메소드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개발 할 수 있었다.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 최단 경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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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이나 버스 정류장 찾기 어플에서 많이 사용한다. 

- Prim : Kruskal 과 비슷하지만 Cycle 검사를 하지 않는다(이전 지점을 다음 탐색에서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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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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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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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여 트리를 이어가는데 Cycle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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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이 적합한지 판단한다. 

※ 지도 API 의 성능에 따라서 최단 경로 탐색 방법이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금천구 내의 수백 개의 코너 구간들에 대한 위도/경도 정보가 필요하다(CCTV 가 설치된 지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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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Database  

금천구 CCTV DB 사용 방법  

 

2.2.3  안드로이드 

 

1) GPS 

- GPS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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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GLONASS 와 함께 완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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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제작, 측지, 시각동기 등의 군용 및 민간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GPS 에서는 중궤도를 도는 24 개(실제는 그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마이크로파를 

GPS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수신기의 위치벡터를 결정한다. 

- 안드로이드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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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시지 전송  

-  SMSC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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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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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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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서비스로서 임의의 순간에 수신 할 수 없는 착신 가입자에게 전송되는 단문을 그 

가입자가 수신할 수 있을 때까지 저장(Store) 하였다가 전달(Forward) 하여 주고 

통화중인 착신 가입자에게도 전달하여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SMSC 라고 

부른다. 

 

-안드로이드 메시지 전송  

 안드로이드 문자 전송 API 

SmsManager mSmsManager = SmsManager.get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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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yIntent); 

 

 

2.2.4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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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변경 후  

처음 계획 시에는 사용자는 시작위치 지정, 도착위치 지정 그리고 긴급문자 발송을 

MainActivity 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작 위치 지정에서는 자동설정, 위치검색을 포함,. 

긴급문자 발송은 긴급 번호 지정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되었으나 문자 전송이 . 

안전 귀가 컨셉에 맞추어 설계 되었던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에 구체화 되었다.  

 

메시지 전송에 있어 일반 문자 메시지 기능과 긴급 메시지 기능으로 분류 된다. 일반 문자 

메시지는 on/off 여부에 따라 알람 형식으로 현재 위치와 남은 시간에 대해서 발송된다. 긴급 

메시지는 비상시 선택하면 경찰 문자 신고 서비스 ( 112 등)로 연락하게 구성으로 구체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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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요구사항은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구현되었다. 

 

2.2.5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시스템 비기능 요구사항> 

1. 성능 문제 

데이터 적재/처리 문제: Database 에 저장된 지역을 load 하고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CCTV 를 경유하는 최단거리를 도출하는 과정을 10 초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달성 : 경로 탐색에 10 초 이상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2. 가용성 문제 

App 의 비정상적인 종료 및 배터리 문제: App 을 의도적으로 끄지 않는 한 저절로 

shutdown 되지 않아야 하고, GPS 사용으로 인해 과도하게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아야 

한다. 

준 달성 : 표준 사용시 shutdown 은 되지 않으니 배터리 방전은  하드웨어적 요소라  

미 해결 상태이다 

3. 편의성/사용성 문제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현되어야 한다. 

달성 : 아이콘 과 직관적 구성으로 편의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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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 : T-map API 를 사용하여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2.3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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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다이어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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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활용/개발된 기술 

2.4.1 T Map 활용  

Maker 표시 

 

TMapMarkerItem tItem = new TMapMarkerItem(); 
 
tItem.setTMapPoint(new TMapPoint(lati, longi)); 
tItem.setName("location"); 
tItem.setVisible(TMapMarkerItem.VISIBLE); 
Bitmap bm = ((BitmapDrawable) 

getResources().getDrawable(R.drawable.map_point_mark)).getBit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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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em.setIcon(bm); 
tItem.setPosition(0.5f, 1.0f); 
tmap.addMarkerItem("location", tItem); 

-  

- TMapMarkerItem 객체를 이용하여 지정된 Point(경도,위도)에 리소스를 받아와 마커 

표시를 한다. 위 코드를 기반으로 출발/도착지의 위치, CCTV 의 위치, GPS 를 통한 

현재 위치 등의 마커를 구현하였다. 

 

줌레벨 및 센터 설정 

public void customZoomLevel(TMapPoint start, TMapPoint end){ 
  
 TMapPoint leftTop = new TMapPoint(0, 0); 
 TMapPoint rightBottom = new TMapPoint(0, 0); 
 

 leftTop 의 경도 = start, end 의 경도 중 큰 값 

 leftTop 의 위도 = start, end 의 위도 중 작은 값 

 

 rightBottom 의 경도 = start, end 의 경도 중 작은 값 

 rightBottom 의 위도 = start, end 의 위도 중 큰 값 

  
 tmap.zoomToTMapPoint(leftTop, rightBottom); 
 tmap.setCenterPoint( (startPoint.getLongitude()+endPoint.getLongitude())/2  
    , 
(startPoint.getLatitude()+endPoint.getLatitude())/2 ); 
 } 

 

- 시작위치와 도착위치의 위도 경도를 비교하여 지도의 leftTop 과 rightBottom 에 맞는 

값을 위와 같이 할당한다. 그 이후 zoomToTMapPoint 메소드를 이용하여 맞는 

줌레벨을 설정하고, setCenterPoint 메소드를 이용하여 지도의 중앙포인트를 

설정함으로써 시작/도착 위치에 따른 경로 화면을 한 눈에 보여준다.   

 

- 경로표시 

class RouteSearchTask extends AsyncTask<TMapPoint, Integer, 
ArrayList<TMapPolyLine>> { 
 @Override 
 protected void onPreExecute(){ 

  Loading 중 메시지 프로그래스바 띄우기  

 } 
 @Over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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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ed ArrayList<TMapPolyLine> doInBackground(TMapPoint... params) { 
  
  TMapData data = new TMapData(); 
  try {     
   ArrayList<TMapPolyLine> path =  
     new ArrayList<TMapPolyLine>(); 

   /* CCTV 위치를 기반한 길찾기 알고리즘 */ 

    path.add( data.findPathDataWithType      
        (TMapPathType.PEDESTRIAN_PATH, start, end) ); 
     
  return path;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return null; 
 } 
   
 @Override 
 protected void onPostExecute(ArrayList<TMapPolyLine> path) { 
   
  if (path != null) { 
    
   path.get(i).setLineColor(0x33495e); 
   path.get(i).setLineWidth(15); 
   totalDistance += path.get(i).getDistance(); 
      
   tmap.addTMapPolyLine("path"+i, path.get(i)); 
   //tmap.addTMapPath("path"+i, path.get(i));    
   } 

   총 소요시간 구하기: totalTime = totalDistance/50 

  } 
 

  Loading… 중 메시지 다이얼로그 없애기 

 } 
} 

 

- 경로 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loading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레스바를 

띄운다. doInBackground 함수에서 TMapData 클래스를 이용하여 시작위치에서 

도착위치까지의 보행자 경로데이터를 TMapPolyLine 객체에 저장한다. 경로찾기가 

종료되면 onPostExecute 함수가 호출되고 onPostExecute 에서는 길의 정보를 담은 

TMapPolyLine 을 받아 경로의 색과 굵기를 설정한 뒤 addTMapPolyLine 함수를 

이용하여 지도에 경로를 표시한다. 또한, 경로의 distance 를 구해 총합을 구한 뒤 총 

거리(m)를 일반적인 도보속도인 50m/s(=3km/h)로 나누어 예상 시간을 구한다. 모든 

작업이 끝난 뒤 loading 프로그레스바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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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문자 전송 구현 

public void sendSMS(String smsNumber, String smsText){ 

    

   PendingIntent sentIntent  

 = PendingIntent.getBroadcast(this, 0, new Intent("SMS_SENT_ACTION"), 0); 

    PendingIntent deliveredIntent 

  = PendingIntent.getBroadcast(this, 0, new Intent("SMS_DELIVERED_ACTION"), 0); 

    

    registerReceiver(new BroadcastReceiver() { 

        

        public void onReceive(Context mContext, Intent intent) { 

            switch(getResultCode()){ 

                case Activity.RESULT_OK: 

   Toast.makeText(mContext, "전송 완료", Toast.LENGTH_SHORT).show(); 

                    break; 

                    default : 

    Toast.makeText(mContext, "전송 실패", Toast.LENGTH_SHORT).show(); 

            } 

         } 

    }, new IntentFilter("SMS_SENT_ACTION")); 

    

    registerReceiver(new BroadcastReceiver() { 

    

        public void onReceive(Context mContext, Intent intent) { 

            switch (getResultCode()){ 

                case Activity.RESULT_OK: 

     Toast.makeText(mContext, "SMS 도착 완료", Toast.LENGTH_SHORT).show(); 

                    break; 

                case Activity.RESULT_CANCELED: 

     Toast.makeText(mContext, "SMS 도착 실패", Toast.LENGTH_SHORT).show(); 

                    break; 

            } } }, new IntentFilter("SMS_DELIVERED_ACTION")); 

   

    SmsManager mSmsManager = SmsManager.getDefault(); 

    mSmsManager.sendTextMessage(smsNumber, null, smsText, sent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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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edIntent); 

} 

 

2.4.3주소 및 위도, 경도 취득 

문자열로 된 주소 취득 - GPS 혹은 Internet 으로 취득한 위도, 경도를 활용하여 주소를 얻는다.. 

public class FindGeo { 
  
 private Context mContext; 
 //private GeoPoint point; 
 private Geocoder geocoder; 
  
 public FindGeo(Context context) { 
  this.mContext = context; 
 } 
  
 /** 
  * Find String address using latitude & longitude  
  * params - double lat & lng 
  * return value - String address 
  */ 
 public String findAddress(double lat, double lng) { 
  StringBuffer bf = new StringBuffer(); 
  geocoder = new Geocoder(mContext, Locale.KOREA); 
  String currentLocationAddress; 
  List<Address> address; 
  try { 
   if (geocoder != null) { 
    address = geocoder.getFromLocation(lat, lng, 1); 
    if (address != null && address.size() > 0) { 

     // 주소 

     currentLocationAddress = 
address.get(0).getAddressLine(0).toString(); 
 
     bf.append(currentLocationAddress); 
    } 
   } 
 
  } catch (IOException e) { 

   Toast.makeText(mContext, "주소취득 실패", 

Toast.LENGTH_LONG).show(); 
 
   e.printStackTrace(); 
  } 
  return bf.to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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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와 Internet 을 통해 위도, 경도를  포함한 Location 정보를 얻는다 

 
public class GpsInfo extends Service implements LocationListener { 
 
 private Context mContext; 
 
 // Gps enable or not 
 boolean isGPSEnadbled = false; 
 
 // Network enable or not 
 
 boolean isNetworkEnabled = false; 
 
 // GPS status 
 boolean isGetLocation = false; 
 
 Location location; 
 
 double lat;  
 double lon;  
 
 // Gps info update MIN distance 
 private static final long MIN_DISTANCE_CHANE_FOR_UPDATES = 10; 
 
 // Gps info update MIN time(milli) 
 
 private static final long MIN_TIME_BW_UPDATES = 1000 * 60 * 1; 
 
 protected LocationManager locationMngr; 
 
 public GpsInfo(Context context) { 
  this.mContext = context; 
  getLocation(); 
 } 
 
 public Location getLocation() { 
  try { 
   locationMngr = (LocationManager) 
mContext.getSystemService(LOCATION_SERVICE); 
 
   // get the GPS info 
   isGPSEnadbled = 
locationMngr.isProviderEnabled(LocationManager.GPS_PROVIDER); 
 
   // get the Network info 
   isNetworkEnabled = 
locationMngr.isProviderEnabled(LocationManager.NETWORK_PROVIDER); 
 
   if (!isGPSEnadbled && !isNetworkEnabled) { 
    // When using GPS and network is not available 
   } else { 
    this.isGetLocation = true; 
    // get the location info us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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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sNetworkEnabled) { 
    
 locationMngr.requestLocationUpdates(LocationManager.NETWORK_PROVIDER, 
MIN_TIME_BW_UPDATES, 
      
 MIN_DISTANCE_CHANE_FOR_UPDATES, this); 
 
     if (locationMngr != null) { 
      location = 
locationMngr.getLastKnownLocation(LocationManager.NETWORK_PROVIDER); 
      if (location != null) { 
       lat = location.getLatitude(); 
       lon = location.getLongitude(); 
      } 
     } 
    } 
 
    if (isGPSEnadbled) { 
     if (location == null) { 
     
 locationMngr.requestLocationUpdates(LocationManager.GPS_PROVIDER, 
MIN_TIME_BW_UPDATES, 
       
 MIN_DISTANCE_CHANE_FOR_UPDATES, this); 
      if (locationMngr != null) { 
       location = 
locationMngr.getLastKnownLocation(LocationManager.GPS_PROVIDER); 
       if (location != null) { 
        lat = 
location.getLatitude(); 
        lon = 
location.getLongitude(); 
       } 
      } 
     } 
    } 
   }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return location; 
 } 

 

Json 파싱과 구글 검색엔진을 통해 문자열 주소값으로 TMap 에서 활용할 위도, 경도를 획득한다. 

public JSONObject getLocationInfo(String address) { 
 
  HttpGet httpGet = new HttpGet( 
   
 "http://maps.google.com/maps/api/geocode/json?address=" + address + 
"&ka&sensor=false"); 
  HttpClient client = new DefaultHttpClient(); 
  HttpRespon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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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Builder stringBuilder = new StringBuilder(); 
 
  try { 
   response = client.execute(httpGet); 
   HttpEntity entity = response.getEntity(); 
   InputStream stream = entity.getContent(); 
   int b; 
   while ((b = stream.read()) != -1) { 
    stringBuilder.append((char) b); 
   } 
  } catch (ClientProtocolException e) { 
  } catch (IOException e) { 
  } 
 
  JSONObject jsonObject = new JSONObject(); 
  try { 
   jsonObject = new JSONObject(stringBuilder.toString()); 
  } catch (JSONException e) { 
   // TODO Auto-generated catch block 
   e.printStackTrace(); 
  } 
 
  return jsonObject; 
 } 
 
 public double[] getGeoPoint(JSONObject jsonObject) { 
 
  double lon = 0; 
  double lat = 0; 
  double[] retValue = { 0, 0 }; 
 
  try { 
   if 
(!jsonObject.get("status").toString().equals("ZERO_RESULTS")) { 
    lon = ((JSONArray) 
jsonObject.get("results")).getJSONObject(0).getJSONObject("geometry") 
     
 .getJSONObject("location").getDouble("lng"); 
 
    lat = ((JSONArray) 
jsonObject.get("results")).getJSONObject(0).getJSONObject("geometry") 
     
 .getJSONObject("location").getDouble("lat"); 
   } 
  } catch (JSONException e) { 
   // TODO Auto-generated catch block 
   e.printStackTrace(); 
  } 
 
  Log.d("testing", "longitude:" + lon);  
  Log.d("testing", "latitude:" + lat); 
 
  retValue[0] = lat; 
  retValue[1] = 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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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retValue; 
 
 } 

 

 

2.4.4 DB 활용  

-  

-  

 

 

2.5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2.5.1하드웨어의 제한 요소와 해결 방안 

      ◆ 국내 스마트폰 OS 점유율에 따른 iOS 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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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각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위 표와 같다(2013 년 

기준). 이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따라서 iOS 

사용자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 해결 방안 : 추후에 iOS 버전의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 CCTV 위치 정보 비공개에 따른 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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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수의 CCTV 가 설치되어 있지만 필요한 CCTV 의 위치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자치구가 

대다수이다. 현재 금천구의 CCTV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금천구의 CCTV 위치정보만 

적용해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 해결 방안 : 추후에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지역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가능하다면 CCTV 위치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 스마트폰 GPS 의 정밀도 문제 

   

91.85% 

7.44% 0.71% 

국내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 

Android 

IO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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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안 : CCTV 의 위치 정보와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해 길을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GPS 기능의 정밀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부정확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  

2.5.2  소프트웨어의 제한 요소와 해결 방안 

 

◆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와 기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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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느리다. 

- 해결 방안 : 지니모션과 같은 별도의 에뮬레이터를 사용한다. 기본적인 UI 나 

어플리케이션 구성화면의 경우 지니모션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지만 본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사용하므로 실제 기기가 필요하다. 

 

◆ 경로 내의 CCTV 부재에 따른 문제 

 

모든 경로를 공공기관의 CCTV 가 망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CCTV 가 감시하지 않는 부분의 안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 지 생각해봐야 한다.  

- 해결 방안 : 공공기관의 CCTV 외에 편의점이나 은행 등 입구를 촬영하는 민간 기관의 

CCTV 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본다. 

2.6결과물 목록 

2.6.1 UI Flow 및 기능 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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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Flow> 

2.6.1 최종 UI 디자인 확정 및 구현 

                  

SplashActivity      Main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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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tingActivity            LocateSearchActivity 

            

  EntireMapActivity             RouteSearchAcitiv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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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소스 설명  

파일명 코드 요약 

SplashActivity  앱 실행시 초기화면 

MainActivity SafetyRoad 의 메인 화면 

PointManager MainActivity 에서 출발지, 목적지를 관리하는 매니저 

LocateSearchActivity 출발지 혹은 목적지를 GPS 와 Internet 정보를 활용하여 구하는 

클래스 

GpsInfo 현재 위치의 위도, 경도 등을 구해주는 클래스 

FindGeo 위도, 경도 값으로 문자열로 된 주소지를 구해주는 클래스 

EntireMapActivity 설정된 목적지와 출발지, 그 사이에 존재하는 CCTV 경로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클래스 

RouteSearchActivity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지도를 보여주며 설정된 시간마다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클래스 

SettingActivity SafetyRoad Application 의 설정값 변경 

ListData 설정값 저장 

 

 

2.7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7.1기대 효과 

 

귀가하는 길이 큰 도로이고 밝은 길이라면 모두가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귀가하는 

길이 큰 도로가 아닌 으슥한 골목길이고, 거기다가 늦은 밤이라면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 또한 

결코 안전하지 않은 귀갓길이 될 것이다. 항상 늦은 밤에 골목길을 지나서 집을 가야 하는 

사람들은 귀가시간만 되면 불안에 떨 것이다. 그렇다고 매일 

부모님이나, 같이 사는 친구를 불러낼 수도 없는 일이다.  

위 사진과 같이 각 구간 노면 80 곳에 '여성안심 귀갓길'표시를 

하고 전화번호와 위치번호가 표시된 '위치표시 안내판'을 

설치한다. 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기법을 도입한 LED 

보안등을 90 곳에 설치하여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는 등 여러 

대책이 있지만, CCTV 가 확보된 길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서 불안한 

귀갓길을 안전한 귀갓길로 만들어 그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귀가를 할 때 불안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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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있을 것이다. 위험한 상황은 밤 낮 가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님들의 

아이들 귀갓길 걱정 또한 덜어줄 수 있다. 이 때 CCTV 확보된 길을 제공함으로서 잘 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귀갓길의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귀가하는 도중 납치, 강도, 인신매매 등 범죄현장이 

일어날 시 그 장면을 찍음으로서 그 범죄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 할 수 있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7.2활용 방안 

이것을 활용 해봄으로써 자신의 귀가길이 한층 더 안전 해졌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CCTV DB 는 금천구지역 것만 확보된 상태이다. 타 지역의 CCTV DB 가 확보가 된 

다면 금천구뿐만이 아닌, CCTV 가 있는 지역 모두를 안전한 귀가 길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진 A 와 같이 제공되는 안전 귀갓길의 CCTV 의 수가 너무 적어 불안함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귀갓길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사진 B 와 같이 지도를 

축소를 시킴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만큼 편의점 등 건물 주의에 CCTV 가 있는 곳을 추가 

경유지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위 사진처럼 도착예상시간을 공유하고, 그 예상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도착하지 않고 

어플만 계속 켜져 있을 시(약 +30 분)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리거나, 설정해 놓은 SNS 에 글이 

자동으로 올라가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하여 자신의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다. 

 

 
 

3 자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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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SafetyRoad 사용법 
SafetyRoad의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ap을 이용한 하여 도보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초기 수행 계획이었으나, 현재 구현한 상태는 

초기 계획과 상이한 점이 몇 가지 존재한다.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에 CCTV가 설치된 지점을 가장 

짧은 거리로 거치도록 하기로 한 계획과는 달리, CCTV가 있는 모든 지점을 경유하면서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이동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최단 경로와 동떨어진 CCTV 

위치를 굳이 들르면서 사용자가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므로 프로그램 사용성에 대한 장점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용자에게 경로가 아니라 해당 지역 내의 모든 CCTV 

위치를 가시화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 한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돌아볼 점은 사용 가능 여부이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iOS 기반의 디바이스를 소유한 사용자가 사용 불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드로이드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를 담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프로그램을 

재개발하기로 했을 때를 대비하여, 현재 프로그램에 구현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다른 소프트웨어에 

얼마나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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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면에서 1번 설정을 누르면 옆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에서 (+) 버튼을 눌러서 자신이 원하는 연락처를 저장을 하고, 저장된 연락처를 지우고자 

할 시에는 (-) 버튼을 눌러서 연락처를 지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문자가 전송되는 시간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 2. 출발 장소를 클릭합니다. 

 

 

 

그럼 왼쪽 화면으로 넘어 오게 되는데,  

자신의 위치를 검색하여,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 후 다시 첫 번째 화면의 3. 도착 장소를 클릭하여 출발 장소와 같은 방법으로 도착 장소의 정

확한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2. 출발 장소와 3. 도착 장소를 지정하였다면 첫 번째 화면의 4. 길 찾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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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으로 넘어 갔으면 경로 탐색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는 도착 장소까지의 남은 시간

을 알려주며,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려줍니

다. 만약 다시 전체 경로를 보고 싶다면 화

면 좌측밑단에 전체경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아이콘의 On/Off로 자신이 설정한 시

간의 주기 동안 메시지를 전송 시킬 것인

가, 전송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전송은 자신의 신

변이 위험할 시에 긴급전송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설정해 놓은 번호로 자신이 현재 

위험하다는 상황을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SafetyRoad의 사용법 설명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