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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중 및 운동 상태를 고려한 운동 목표를 제시하고 
GPS 정보를 이용한 목표를 부여하는 앱에 대한 연구를 다루었다. 기존 앱에서 제시한 막연한 숫자나 시간 목표와 달리 
GPS정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주변 건물이나 구조물로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경쟁 심리를 이용하여 운동 독려를 
하기 위해 앱에 연결된 사람들의 운동 정보를 보여주고 사용자의 경쟁 심리를 이용하여 여럿이 운동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목표물 제시를 위해 네이버지도 SDK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주요 건물들의 좌표를 생성하고 
마킹을 설정한다. 사용자는 매번 목표를 주면 지루해 하기 쉽고 사용자가 느끼는 지루함은 운동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린
다. 운동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위해 앱은 게임모드로 바꾸어 사용자의 체중과 운동 상태와 상관없는 가벼운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준다. 앱에 게임 모드를 추가하여 사람의 운동의지를 실천과 연결 시켰다. 또한 재미 
요소를 가미하여 흥미를 유발하며, 경쟁심을 이용하여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적으로는 
GPS를 이용한 스마트폰 지도 표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카메라 위치 표시 함수 사용 및 기울기 처리를 하여 정확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 어플, GPS, 운동독려, 위치기반서비스, 재미요소
Abstract  In this paper, in order to encourage the user's exercise, we presented an exercise goal that 
considers the user's weight and exercise state, and dealt with a study on an app that gives a goal using 
GPS information. Unlike the vague numbers and times suggested in the existing app, it is presented 
specifically with the surrounding buildings or structures using GPS information. In addition, to use 
competitive psychology to exercise encouragement, it shows the movement information of people 
connected to the app and allows users to use the competitive psychology to get the effect of exercising 
many people. The app creates coordinates of major buildings and sets markings using the Naver Map 
SDK location information to present specific targets. It is easy for users to get bored if they give a goal 
every time, and the boredom that the user feels decreases the interest in the exercise. In order to not 
to lose interest in athletic interest. the app switches to game mode and give a light goal that doesn't 
matter user's weight or exercise status, and rewards user for achieving the suggested goals.  Game 
mode is added to app that connects a person's will to practice. It adds fun elements to create interest, 
and uses competitiveness to help you live a healthy life with a steady workout. Technically, to improve 
the accuracy of smart-phone map display using GPS and the tilt processing was to be able to display 
the exact location.
Key Words : App, GPS, Exercise encouragement, Location Based Servic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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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시

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속 
운동 독려 앱 개발 및 시스템 구현을 제안한다. 하루 20
분 운동만으로 조기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1]. 앱을 이용한 건강관리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는 일반
인들에게 접근성이 높다[1,2]. 이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
의 운동을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목표를 주거나 경쟁심을 
유발하여 오프라인 트레이너의 관리에 가까운 효과를 보
게 하는 것이 시스템 구현 목표이다. 

구현된 앱의 기능 중 하루 운동 할당량을 채우도록 독
려하는 기능은 다른 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기능이지
만 운동 할당량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삼성 헬스 앱이
나 일반적으로 매체에서 이야기 하는 목표량, 예를 들어 
1만보 걷기 등을 추천 운동량으로 보여주는 앱의 방식이 
아닌 사용자 맞춤형 운동량 제시로 사용자가 앱에서 제
시하는 목표량만 달성하여도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수치
를 계산하였다.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폰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앱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운동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흥미 유발 기능 
및 주기적 운동독려 기능을 추가 하였다. 경쟁심을 유발
하여 계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경쟁자 또는 다른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본인이 원하는 몸매나 건강 상태를 입력하여 목표
를 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설계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앱 개발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 앱을 구
현[3-5]하고, 네이버지도 SDK를 이용해 GPS좌표와 게
임 기능을 구현할 때 필요한 위치좌표를 앱에 나타내고
[6-8],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자바 언어를 통해 게
임 기능과 기타 건강 표시 기능을 코딩[9]으로 구현 하였
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찾아 기술적인 내용 
및 각 연구의 문제점들을 기술하였고, 3장 본론에서는 건
강 독려를 위한 앱 구현기술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 및 기능 구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4
장 실험 부분에서는 기존 출시된 제품과 구현된 제품을 
동일조건에서 비교하여 본 구현 앱의 우수성을 검증하였
고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 향후 본 연구의 계획에 대
해 언급하였다. 

2. 관련연구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제작한 운동독려 

앱과 가장 유사하게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앱 중 가장 많
은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앱은 삼성헬스이다.  이 
앱은 활동, 식사, 수면 등 자신에게 알맞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하루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한다. 또한 만보기를 비롯하여 달리기, 자
전거, 하이킹 등의 활동 관리를 위한 다양한 트래커 기능
을 수행하고, 수면 패턴 기록과 칼로리 정보를 이용한 식
단관리 기능으로 체력 증진 및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사용자의 건강관리에 효과적
인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폰에 내
장되어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심박 수, 산소포화도 등을 
직접 측정하여 사용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나이키사의 운동 보조 시스템 Nike+는 실내운동에 
이용 가능한 장점은 있지만 칼로리, 운동 시간, 평균 속도 
등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운동을 독려하는 기능은 없으며, 
아디다스의 MiCoach 시스템은 1:1개인 코칭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동 구간별 스케줄 정하기 기능과 구간 정
보 및 속도 조절 메시지를 주어 사용자의 흥미는 유발하
나 목표 달성시 아이템이나 보상을 해주는 기능이 없어 
흥미를 빨리 잃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라이프 가이드’[16]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위치 주변의 
같은 앱을 사용자는 사람의 정보를 활용하여 기록이 좋
은 사람을 랭킹으로 보여 주어 경쟁심을 유발하여 운동
을 독려하였으나 이는 다른 사용자가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용하기 어려운 기능이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사용자가 걷기 또는 자전거를 이용한 다른 패턴의 운동 
시 적용할 수 있는 수정 목표를 제시 하거나 달성하기 위
한 수정된 방식의 독려 기능은 없다. 

대부분 개발되거나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운동
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 아닌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주로 가진 앱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구현한 앱에서는 건물 위치 정
보를 이용한 운동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체형 
및 연령에 따라 다른 속도 및 운동 패턴을 제시하여 사용
자별 맞춤 운동 독려가 가능한 앱이다. 디지털 헬스 트레
이너의 구현을 목표로 사용자에 따라 적절한 운동 독려 
기능을 구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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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론
3.1 프로그램 구성

이 시스템은 앱 개발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라이브러
리 제공과 개발 편의성이 높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프로그래밍 하여 사용자 스마트 폰에서 다운로드 한 후 
실행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진다. 

이 앱은 사용자의 신체 정보 및 사용자 위치의 지도 
정보를 이용하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추어 개발 되었다.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이용하여 
운동 목표량이 정해지면 GPS상 나타나는 장소 중 가장 
가까운 건물로 목표가 정해지고, 운동 시간 및 적절한 속
도를 보여준다. 스마트폰 GPS접근을 허용하고 운동을 
시작하여 위치를 이동하면 앱은 위치 정보 및 신체 정보
를 활용한 개인 맞춤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하여 속도 조
절을 위한 메시지를 나타낸다. 에너지 소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17]. 

Kcal/min=0.0175 x MET / 체중(단, MET는 성인 
남자가 앉아서 쉬고 있는 상태의 필요 에너지, 몸에서 필
요로 하는 산소의 양)

위 식을 기반으로 한 운동 목표치와 실제 사용자의 운
동량을 비교하여 사용자가 운동을 끝냈을 때 위치 및 속
도를 기반으로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 후 목표를 달성했
다면 보상을 제공한다. 

3.2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작한 앱의 특징적인 기능은 3가지가 있

다. 
첫 번째로 운동 목표 설정기능이다. 앱 화면에서는 사

용자의 현재위치 마커와 목표지점 마커를 보여준다. 목표
지점 마커는 현재 체중 및 운동 상태와 목표 체중 및 계
산된 목표 운동량으로 현재 위치에서 운동량에 맞는 적
절한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 등으로 표시된다. 사용자의 
운동이 시작되면 목표위치를 확인하여 속도 및 거리에 
대한 독려 메시지가 표시 되고 이 목표를 달성했을 시 추
가 점수를 제공하여 보상한다. 

Fig. 1은 사용자가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순서
도를 통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Fig. 1. Check setting position and Reach progress
indication block at current position

두 번째는 게임 모드에서의 랜덤 목표지 설정이다. 매
번 목표 운동량을 채우고 메시지에 따라 운동을 하는 것
도 좋지만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랜덤 모드로 동작하게 
하여 목표물과 운동량을 설정한다. 운동에 지루함을 느끼
거나 익숙해지면 더 이상 운동이 되지 않는다[18].    

게임 모드에서는 사용자에게 랜덤 함수를 이용하여 정
해진 위치 한 곳을 마커를 이용하여 보여준다. 마커를 사
용하여 지도상 좌표에 아이콘과 캡션을 표시, 마커의 아
이콘과 캡션은 지도와 함께 움직이지만 지도를 확대 혹
은 축소하더라도 일정한 형태를 유지 한다.

또한 마커는 클릭이벤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를 
소비하거나 지도로 전파할 수도 있다. 마커는 일반적으로 
자바 객체처럼 생성할 수 있다. 객체를 생성하고 position 속
성에 좌표를 지정하고 map속성에 지도 객체를 지정하여 
마커를 표현한다. 여기서 map을 지정하기 전에는 반드
시 position을 지정해야한다. 좌표는 카메라나 오버레이
의 위치 같은 지리적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최소 단위로, 
지도와 관련된 많은 API는 좌표 혹은 영역을 파라미터로 
받거나 반환한다. 

세 번째 기능은 경쟁심을 유발한 운동 독려 기능이다. 
사용자가 앱을 켜는 위치부터 앱을 종료하는 순간의 위
치에서 다른 사용자의 운동량이나 속도 등을 보여 주고 
본인 운동 량, 운동 강도의 비교를 통해 “조금 더 빠르게 
운동하세요. 또는 “현재 평균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여 주어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운동 독려 효
과를 볼 수 있다. 앱을 켜고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자
기 자신과의 지루한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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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심과 경쟁 행위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회피
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18]. 경쟁 심
리를 이용한 운동 독려는 경쟁자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에 같이 운동하는 상황을 연출 한다. Fig. 2에서는 위치
에서 경쟁자의 기록을 보여 주고 걸음 수를 더 많이 하라
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 2. Position movement and step 
count block

3.3 앱 구현을 위한 기술적 보완사항
구현된 앱은 위치 정보와 건물 정보를 이용하여 마커

를 표시하고 운동에 따른 보상 및 메시지를 주어 운동을 
독려하는 앱이므로 지도의 정확성 및 위치 보정이 기술
적으로 잘 표현 돼야 한다. 전체적인 화면은 네이버지도 
SDK를 이용하여 기기화면의 지도를 카메라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지도를 표현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앱
이므로 카메라를 이동, 확대 및 축소, 기울임, 회전시킴으
로써 화면에 보이는 지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한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바라보는 위치는 사람이 서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하므로 정확한 표현을 해야 
한다. Fig. 3은 카메라의 위치지정 동작을 보여주고 있
다. 이로써 사람이 실제 그 장소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공
간감과 거리감을 표현한다. 추가로 현 위치 버튼을 설정
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로 카메라를 이동시킨다. 
location Button Enabled 속성으로 활성화 여부를 지
정하고 현 위치 버튼을 활성화 하더라도 Location 
Source가 지정되지 않으면 컨트롤을 클릭하더라도 위치 
추적기능이 동작하지 않게 된다. 

Fig. 3. Camera Positioning

스마트 폰의 위치 표시 뿐 아니라 기울기에 따른 지도 
표시 및 설정도 정확하게 나타내야 프로그램에 이용된다
[13,14,16]. Fig. 4는 카메라의 기울기를 설정하는 그림이다. 

Fig. 4. Camera tilt angle implementation diagram

또한 스마트 폰에 내장된 시계를 이용한 타이머기능을 
추가하여 제한시간 내에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확인한다[13].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타이머 기능은 
android.os.Handler 클래스를 이용하여 구현 가능하다. 
또한, sendEmptyMessageDelayed 함수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보내어 시계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고 android.os.Handler 클래스 객체를 정의하여 
handleMessage 필수 함수를 구현 한다[10,14]. 그리고 
반복하고자 하는 시간을 추가하여 완성한다. 사용자가 목
표 위치까지 가면 시간(속도)와 거리를 바탕으로 총 소모
된 칼로리 값을 계산하여 제공한다. 타이머기능에 시작버
튼을 추가하여 시작, 리셋, 멈춤, 기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앱
이 시작되고 난후의 시간을 계산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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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작성한 코드를 1차

적으로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작동시켜 사전에 선정한 
건물의 위치정보를 출력할 수 있었고 마킹까지 구현 하
였다. 또한 실제 사용자의 사용 테스트를 위해 안드로이
드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GPS접근을 허용한 후 휴대폰 
화면에서 실행하여 앱을 실행하였다. 실제 앱이용 및 제
안 시스템의 경로 출력 기능 및 목표 달성 보상 기능의 
구현이 제대로 동작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른 실험
을 계속하였다. 

구현된 앱을 실행시키고 스마트폰에 표시된 건물 중 
하나의 위치로 직접 걸어보았고 사용자의 위치정보에 따
라 경로가 표시되었는지 확인 후 타이머를 이용하여 시
간 내에 목표달성을 인식하는지, 걸린 시간(속도) 결과 
값에 따라 칼로리 계산은 잘 구현 할 수 있는지 또한 확
인하였다. 

Table 1은 LG헬스와 삼성헬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작한 앱에 대해 위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차별성을 나
타낸 표이다. 기존 앱들은 경로출력, 특정한 목표를 달성
하면 보상을 주는 방식이 없어서 운동을 독려하는 기능
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제작한 앱은 직접 경로를 보여
주고 특정좌표에 사용자가 도착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기존 앱에서 사용자에게 운동 독려 기능이 없
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Route output Reward on Target 
point achievement

LG 
health X X

samsung
health X X
making
APP O O

Table 1. Differential experiment of making APP

5. 결론
본 연구에서 제작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한 건

강앱은 기존에 존재하는 삼성헬스, 엘지헬스와 확실한 차
별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건강앱은 사용자의 라이프스
타일, 운동량측정 등으로 운동결과를 출력하거나 이동경
로를 보여주는 기능을 주로 구현하였다. 하지만 이 앱은 
사용자 개별로 자신의 체형 및 운동 상황에 따른 목적지

가 설정되고, 목표지점까지 도달 시 보상을 주는 방식으
로 운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
미 요소를 가미 하여 무작위 목적지 설정이나 운동량 설
정이 가능 하도록 하였고, 운동 흥미를 잃지 않도록 주변 
사용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심리를 이용한 운동 
독려 메시지를 보여준다. 네이버 지도 SDK, GPS, 만보
기 기능,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이동 경로표시, 
걸음 수 등의 운동 기초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건강 
앱과는 달리 흥미를 더해 운동을 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은 다른 사용자와 경로를 공유하여 기록
을 갱신하거나, 같이 운동할 친구 찾기 등 사회 관계형 
기능을 추가 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앱의 활용
도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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