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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위치와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하여 불규칙한 생활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일상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은 하루단위의 원형시간표 자동 제작하는 기능, 수면시간 측정 기능, 만보기 기능, 미세먼지 

측정 기능 및 일, 주, 월단위의 누적 데이터 표시 기능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루 단위의 원형시간표 자동제작 기

능은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시간대별 위치정보를 이용해 24시간의 원형시간표를 채워나가는 기능이다. 특정 위치를 직장이

나 집과 같이 등록함으로서 업무와 이동 등을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수면시간 측정 기능은 앞서 말한 집의 위치에서 

가속센서를 통해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 수면시간으로 간주하고 수면 시작시간과 기상시간을 유추하는 기능이다. 만보기 

기능은 스마트폰의 기본 가속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기능으로 목표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미세먼지의 표시 기능은 공

공API를 이용하여 가져옴으로써 사용자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수치와 단계를 나누어 위험정도를 보여주는 기능이다. 각 데이터

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누적 기록되며 일, 주, 월 단위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한다. 이 누적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들

에게 불안정한 하루 생활패턴이나 운동량 등을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일상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일상을 개선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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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불규칙한 삶의 패턴은 스트레스,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 등과 더불어 

몸을 붕괴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불규칙한 삶은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최근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루 성인권장 수면시간은 7~8시간이지만,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다[2]. 

이는 2015년 기준 6.8시간에서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갈수록 

한국인들의 수면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 

피로누적이 장기적으로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전문의들은 한번 

수면장애가 발생하면 무기력감, 우울증 등 여러 질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수면 및 생활패턴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규칙한 생활패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상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II. 일상관리 어플리케이션 설계 

본 논문에서는 Android 센서를 이용하여 5가지 기능을 설계한다. 

가속도 센서만을 이용한 만보기 기능과 공공 API를 이용한 미세먼지 

표시기능, 가속도 인식과 위치 정보를 결합한 일상시간표 및 수면관리 

기능. 마지막으로 위 기능들을 하루단위로 DB에 누적데이터로 쌓아 

표시해 주는 기능으로 설계한다.  각 기능과 사용된 센서 및 정보는 

표 1과 같다.

기능 센서 및 정보

만보기 가속도 센서

미세먼지 표시 공공 API

일상시간표 가속도 센서, 위치 정보

수면관리 가속도 센서, 위치 정보

누적데이터 표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날짜별 기능들

의 데이터

Table. 1. 기능과 구현을 위한 센서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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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상관리 어플리케이션 구현 

본 논문에서는 Android 센서를 활용하여 일상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이 어플리케이션 시작은 오늘날짜의 각 기능들과 선택된 

날짜(없다면 오늘)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보여주는 버튼을 띄운 화면에

서 시작된다. 

Fig. 1. Daily graph

각 기능 버튼은 각 기능과 연결된 화면으로 넘어가며 오른쪽 상단의 

날짜선택 아이콘을 누를 경우, 달력이 나타나고 날짜 선택을 통해 

그 날짜에 맞는 각 기능들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 또한, 각 기능의 

버튼을 누름으로서 각 기능과 연결된 해당날짜와 누적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해당 날짜 하루 동안의 걸음 수를 일, 주, 

월 단위로 지난날과 비교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날짜에 

하루 동안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일상시간표를 그래프로 그려주는 

화면은 그림 1과 같다.

Fig. 2. Dust

해당 날짜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는 화면은 그림 2와 같다. 

농도의 수치와 위험정도를 표시한다. 이처럼 날짜별로 쉽게 누적데이

터를 비교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잘못된 삶의 패턴에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패턴을 찾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Android 센서를 활용하여 일상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만보기, 미세먼지, 일상그래

프, 수면관리로 구성하였으며, 각 데이터는 누적관리하여, 사용자들에

게 일상을 되짚어 볼 수 있게끔 날짜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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