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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등의 상황에 직면하 을 시, 경황이 없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복잡한 조작 없이, 간단히 사용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상

황을 지인에게 알리고, 직면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신변 보호 어 리 이션을 개발하 다.

1. 서론

   오늘 날, 스마트폰의 화로 다수의 사람들이 스마

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애 리 이

션도 그 종류나 수가 무궁무진하다. 그 에서도, 최근 범

죄 증가에 따라, 간단한 호루라기 용 애 리 이션부터 

사용자의 치 추 을 해주는 애 리 이션까지, 신변 보

호 애 리 이션에 한 의 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나 애 리 이션들은 특정 상황, 

를 들어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1], 혹은 일반 인 애 리 이션이라도 일일이 애

리 이션을 실행하고 버튼을 르거나[2], 혹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구동시킨 후 화면상이 버튼을 정확히 클릭해

야 서비스를 제공해 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황

에 직면하 을 시, 복잡한 조작 없이, 간단히 사용자의 스

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애 리 이션을 개발하 고, 한 험함의 수 에 따라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다.　

2. 개발 시스템의 구성

본 연구는 미래창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서울어코

드활성화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H1807-13-1018)

(그림 1) 직  로그램 구성

 

   사용자가 설정에서 귀가시간을 미리 지정을 해 두면, 

제안하는 시스템은 귀가시간에 맞추어서 자동 으로 실행

이 되며, 미리 지정한 귀가 시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사

용자가 귀가 시 직  본 로그램을 동작시켜서 작동을 

시작한다.

   본 로그램이 구동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 액정이 활

성화 되며, 언제든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일 비를 한

다.

   사용자가  상황에 직면하 을 시, 활성화되어 있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액정을 문지르면, 해당 설정에 따라 즉

각 으로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번호로 사용자의 치 정

보가 송신되며, 추가 으로 설정 유무에 따라 경보음이 울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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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부  로그램 구성

   상황의 함에 따라 ‘응 상황 3단계’로 구분하여 상

황에 따른 각기 다른 기능을 하도록 구 한다.

   최 단계

   일상생활로 설정하여, 본 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자

가 귀가를 시작할 시에, 수호천사로 미리 설정한 사람에게 

사용자의 귀가 시작 사실을 문자로 송하여 알려 다.

    단계

   사용자가 군가 자신을 뒤따르는 것 같은 수상한 낌

새를 느 을 경우로, 구동 인 로그램의 액정 화면을 느

리게 문지르면,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수호천사에게 

바로 화 연결을 하여 사용자가 직  수상한 낌새를 수

호천사에게 하도록 한다.

   최고 단계

   갑작스럽게 군가 사용자를 습하 을 경우로, 그러

한 상황에서는 경황이 없기 때문에, 로그램이 구동 인 

사용자의 스마트폰 액정을 빠르게 문지르기만 해도 작동

이 가능하도록 구 하며,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수호

천사에게 사용자의 치 정보 송신  설정 유무에 따라 

경보음을 발생시켜 다.

   추가 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어폰을 사용하여 스

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속되어 있던 이어

폰의 속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괴한 습의 최고단계

로 인식하고 최고 단계에서의 기능이 구 되도록 한다.

3. 개발 시스템의 주요 모듈

   화면 활성화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화면이 활성화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가 귀가 시 직  작동을 하거나 미리 설정한 귀가 시간을 

통해 자동 작동하여 스마트폰의 화면을 활성화 시켜 다.

(그림 3) 귀가 시간 설정 화면의 

   미리 사용자의 귀가 시간을 설정하여 자동 으로 화면

을 활성화 시켜주기 하여, 알람 로그램 방식을 차용하

다. 한, 사용자가 임의로 스마트폰을 종료하 을 경우

(스마트폰의 화면이 비활성화 되었을 경우)를 비하여, 

‘자동 재실행 시간 설정’을 통하여 다시 화면을 활성화 시

켜주도록 하며, 이 한 알람 로그램 방식을 차용하

다.

   알람이 시작되면, 이것을 해 등록했던 인텐트가 시스

템에 의해 로드캐스트 되고, 만약 애 리 이션이 실행 

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상 애 리 이션을 실행한다.

   패턴 인식 (터치 드래그 속도에 따라 동작 달리하기)

   본 시스템은 ‘응  상황 3단계’로 상황을 분류하여, 각 

상황에 따라 구 되는 기능이 다르므로, 이 차이를 터치 

드래그 속도를 이용하여 구분하도록 구 한다. 즉, 스마트

폰 화면을 느리게 문질 을 경우와 빠르게 문질 을 경우

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림 4) 구동 화면  간단한 터치 이벤트 

   이를 구 하기 하여 android.view.VelocityTracker 

클래스를 사용하며, obtain 함수를 사용하여 운동의 속도

를 볼 수 있는 새로운 VelocityTracker 객체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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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측정하기 해서 CelocityTracker 인스턴스에 

MotionEvent를 입력하는 것이 addMovement 함수이며, 

입력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computeCurrentVelocity 함수이다. 인자인 unit은 측정 시

간 단 이며, 1은 1 리 를, 100은 1 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unit이 1이라면 1 리  동안의 픽셀단 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getXVelocity, getYVelocity 함

수를 이용하여 각각 X축, Y축으로의 속도를 구하며, 본 

로그램에서는 일정기 속도를 정하고, 그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속도의 빠름과 느림을 구분하여 기능을 구 한

다[4].

4. 결론

  본 논문은 심야 귀갓길, 주로 여성의 신변 보호를 한 

어 리 이션을 제안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인터페이스 

신 단순히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서

비스를 제공해 주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다.

  차별화를 하여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이어폰 이벤

트도 따로 두어, 이어폰이 탈착되었을 경우에도 험 상황

으로 인식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다.

  향후 연구로, 본 시스템은 다른 어 이 이션보다 우선

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며, 다른 로그

램이 구동 일 때, 어떻게 본 로그램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추가 으로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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