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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효과음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소음때문에 자의와 상관없

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몇몇 응용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연유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디지털 소음공해 방지를 위한 안드

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본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활에 방해를 주

는 행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응용 프로그램 설계(Application Design), 음소거 응용 프로그램(Mute Application) 

I. 서 론

인간은 현재 많은 디지털적인 효과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멀리 떨어져있는 타인과 소통을 할 때,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전기신

호로 바꾸어 그 소통을 진행한다. 이러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서 

온 호출을 진동, 혹은 디지털 수신음의 형태로 알게 된다. 또한,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많은 알람소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디지털적 효과음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러한 소리들이 타인에게는 소음공해가 되고 있다. 조용

한 회의장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벨소리가 울릴 때, 또는 수업 중 

구석에서 힘찬 진동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디지털 신호를 소음

공해로 느끼게 된다.
이렇게 디지털 신호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IT 

서비스 Lab에서는 그 대안점을 강구해보게 되었다. 사용자가 원할 

때 간단한 터치 한 번으로, 또는 정해진 시간에 사용자가 잊고 있을

지라도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무음모드로 변경하는 가벼운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음소거 응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2장에

서 현재 음소거 응용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기반 

기술을 연구한 후, 3장에서는 사용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응용프로그

램의 개발 내용을 제시한다. 마지막 4장에서 결론과 향후 기대효과

를 예측해본다.

II. 관련 연구

1. 음소거 응용프로그램 동향

대표적으로 Google Play.에서 현재 스마트폰 효과음을 방지하기 

위한 음소거 응용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한다. 그 중 단순한 음소거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기능을 가진 응용 프로그램들도 있다. 
대표적인 4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KSF(Key Success Factor)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표 1.은 MuteOnSleep, Mute, MuteAll, 음소거 시간 총 4가지 

음소거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응용 

이름
Mute On

Sleep
Mute MuteAll

음소거 
시간

원터치 
음소거

◯ ◯ ◯ ◯
월단위 선택 ☓ ☓ ☓ ☓
주단위 선택 ◯ ☓ ☓ ☓

시작
/종료 설정

◯ ☓ ☓ ◯
위젯 ☓ ◯ ☓ ☓

음량 설정 ☓ ☓ ◯ ☓
단축키 ☓ ☓ ☓ ◯

표 1.  KSF 분석

Table. 1. KS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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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3. Class Diagram 

프로그램을 KSF분석을 실시한 모습이다. 먼저 Mute OnSleep은 

한 번에 터치를 사용하여 일시적인 음소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단위로 반복할 요일을 선택하는 주단위 선택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음소거를 할 시간과 종료시간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Mute는 원터치 음소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응용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지 않은 위젯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MuteAll
은 원터치 음소거 기능과 안드로이드에서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음량조

절 인터페이스를 추가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소거 

시간은 시작/종료 시간을 설정 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정해져있

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단축버튼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타 응용프로그램을 분석해본 결과 핵심적인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이 모든 기능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모두 내려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에 기안하여 IT 서비스 Lab에서는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합친 

응용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되었다. 

그림1. 타 음소거 응용 프로그램

Fig. 1. Other Mute Application

2. 기반 기술

2.1 Android API 8 (2.2 Froyo)

2013년 3분기,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의 점유

율이 약 80%정도로,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OS의 사용자 중에서 현재 가장 낮은 

버전은 Android 2.2(Froyo)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많은 사용자

가 사용할 수 있도록  Android API 8 버전(Froyo)을 이용한다.

2.2 SQLite3

SQLite3은 구글 Android API에서 제공하는 개인용 DBMS이

다. 일정 및 목록 관리와 같이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저장 

및 활용하기 위해서 SQLite3를 이용한다.

III. 본 론

1.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가 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해 

봤다. 요구사항 분석은 Use Case(사용사례)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였

다. Use Case 다이어그램은 사용 사례에 대한 목차 성격의 그림이다. 

User App.

위젯  터치

음소거 시간  설정

음소거 처리목록  확인

그림 2. Use Case 분석

Fig. 2. Use Case Analysis

다음 그림 2는 본 응용 프로그램의 Use Case분석이다. 액터

(Actor)란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외부 요소를 

말한다. 즉.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나 시스템이다. 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액터를 사용자(User)와 응용 프로그램(App.)으로 

정의 하였다. 타원으로 표시하는 사용 사례는 액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프로세스이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음소거 시간 설정, 목록 확인 그리고 위젯 

터치 프로세스를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음소거 처리 프로세스를 사

용한다.

2. 설계

본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객체가 무엇인지 또는 클래스가 무엇인

지 설명을 할 수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 본 응용 프로그램

의 클래스를 구성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 안에 자료를 담고 있는 단위인 클래

스와 클래스 안의 내용,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구조를 잘 나타내 응용 프로그

램을 구현하는 데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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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본 응용 프로그램의 클래스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MonthlySelection‘ 클래스는 달력을 선택한 날에 대한 목록을 

’MonthlyList’ 통해 불러오게 된다. 그리고 ‘DurationSelection’ 
클래스는 ‘MonthlySelection’ 클래스와 ‘WeeklySelection’ 클래

스의 부모가 되어 시간을 선택하고, 제목을 짓고, 일정을 정할 수 

있다.
‘SetWidget’ 클래스는 실제 인터페이스로써 눈에 띄는 동작은 

없지만 위젯이 작동하는 클래스이다.

3.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음소거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시

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 단위 반복 기능과 월 단위 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4. 주 메뉴 와 주 단위 설정 시 목록

Fig. 4. Main Menu and List in Selecting Weekly Set

   

그림 4 좌측 그림은 본 응용프로그램을 처음 실행 했을 때 사용자

에게 제공되는 화면이다. 사용자는  주 메뉴 화면을 통해 음소거 

기능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4 우측 그림의 목록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고 목록에 +버

튼을 사용하여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를 목록에 불러와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목록을 선택하여 이전에 기록된 데이터의 시간설정, 요일

설정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는 주 단위 설정 및 시간 설정 시 창의 모습이다. 좌측 

상단 Name빈칸은 사용자가 설정 가능한 이름(제목)이다. 아래 요일 

탭은 터치 시 설정된 요일이 하이라이트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설정은 2개의 버튼을 사용해 시작/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5는 우측에 그림처럼 시간 설정 창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저장 버튼인 Save와 취소하기 위한 

Cancel 버튼이 있어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취소가 가능하다. 입력된 

데이터는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된다. 이 는 메인메뉴의 목록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주 단위 설정 및 시간 설정 시 창

Fig. 5. Weekly Setting and Window in Setting Time

 그림 6 좌측 그림은 월 단위 설정 및 목록 추가 시 창의 구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달력에 특정일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특정일

에 음소거될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음소거 일정이 잡혀진 특정일에

는 달력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된다. 하단의 목록은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일에 어떤 음소거 일정이 정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버튼을 사용하여 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림 6. 월 단위 설정 및 목록 추가 시 창

Fig. 6. Monthly Setting and Window in Adding Schedule 

그림 6 우측 그림은 목록에 일정을 추가하기 위해  + 버튼을 

선택하면 창이 팝업 된다. 이는 주 단위 설정 화면과 비슷하다. 하지

만 주 단위 설정과 다르게 요일을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없다. 또한 

2개의 시작/종료 버튼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시작/종료 시간을 설정

하고 목록에 추가할 이름을 정할 수 있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14. 1)

302

IV. 결 론

본 논문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런 음 발생을 

조절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용자가 

규칙적인 삶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

되는 알람 응용 프로그램과 흡사한 기능인 시간과 일주일동안 무슨 

요일에 기능이 설정될지 고객이 설정할 수 있는 주단위 설정이 있고, 
둘째,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예약된 영화, 뮤지컬 그리고 박물관 관람 

같이 공공장소 같이 필수적으로 스마트폰의 소리발생을 조절하기 

위해 달력을 사용하여 현재 설정되어있는 특정일의 음소거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추가/제거의 편집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응용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현재 교실, 

회사와 같이 음소거 기능이 필요한 장소에서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아가 고객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초등학생부터 직장인 까지 추

천 음소거 일정을 제공해 고객의 편의를 더욱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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