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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과학의 발전과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지구온난화가 현상이 심해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하여 플라스틱 

대신 텀블러 사용, 다회용 장바구니 사용, 대중교통 대신 걷기, 채식 등 총 4가지의 인증 기능을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런 인증 기능은 환경 보호를 위한 포인트 제도와 연동하여 적용하였다. 텀블

러 인증을 위해 영수증 텍스트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걸음 수 감지를 위해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걸음을 측정하였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대중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데 도움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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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세계가 기후 변화의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은 이미 지났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100년에 걸쳐 산림벌채로 인한 자연의 

자정능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오고,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힘써야 가능한 일이다[1]. 재활용 하기, 채식 

위주의 식사하기,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와 같은 작고 사소한 실천으로 

성취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인증하면 사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하

여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이미지 텍스트 추출

OCR이란 사람이 직접 쓰거나 이미지 속에 있는 문자를 이미지 

스캔으로 얻은 다음, 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자를 디지털화 

하는 기술이다[2]. 딥러닝 기반의 OCR의 원리는 전처리, 글자 검출, 

글자 인식, 후처리 과정을 거친다.

1.2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걸음 수 검출 알고리즘

걸음수 검출은 스마트폰에 포함된 3축 가속도 센서와 중력 센서를 

이용해 측정자의 정확한 걸음수를 검출한다. 가속도 센서에서 출력되

는 데이터에서 정점과 골을 기반으로 두 개의 적응적인 임계값을 

이용한다. 3축 가속도 센서는 x, y, z 값을 제공하는데 타이머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추출함으로써 변화된 3축 가속도 값 x, y, z를 

실시간으로 얻는다[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2호 (2020. 7)

680

2.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는 환경보호 행동을 인증하면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어플을 구현하였다. 어플을 구현하기 위해 Windows 10 환경에서 

Android Studio 3.3을 사용하였고, 포인트를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

이스는 MySQL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Andorid와 데이터

베이스의 중계를 위해 PHP 언어를 사용하였고, Android 언어는 

Java를 사용하였다. 구매 영수증 사진의 날짜을 인식하는 OCR 

openCV를 구축하였고, 걸음 수 측정 동작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 

AOSP를 넣어 어플을 구현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의 어플은 사용자가 환경보호와 관련된 인증사진을 올리면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서비스이다. 사용자가 이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한다. 회원가입 창에서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면 사용자 및 해당 아이디 사용자의 포인트가 증가한다. 자동 

로그인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로그인 세션이 유지되어 편리하다. 

인증 선택 화면에서 텀블러 인증 버튼을 선택하면 그림 1의 텀블러 

인증 화면이 나타난다. 영수증의 사진을 찍고 이미지 텍스트 추출한 

후 인식된 날짜와 해당 날짜가 일치하면 텀블러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다. 채식 인증과 장바구니 인증도 동일하다. 모든 업로드 된 

사진에는 사용자 ID로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파일과 포인트가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된다. 

그림 2의 걸음 인증 화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걸음 수 

측정이 시작되고 10보 당 1포인트로 환산되어 포인트가 적립된다. 

그림 3의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사용자의 회원정보와 포인트, 업로드 

된 사진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사용자 피드 화면에서 자신의 

인증 사진 뿐 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인증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텀블러 인증 화면

Fig. 2. 걸음 인증 화면

Fig. 3. 마이페이지 화면 / 다른 사용자 피드 화면

IV. Conclusions

현재 산림벌채,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를 막기 위해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도움이 되기 위해 환경보호에 관련된 

인증사진을 올리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어플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텀블러 인증, 채식 인증, 장바구니 인증, 걸음 수 인증으로 나누어 

각각 항목별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어플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생활

에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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