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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불면증이란 만성 불면증을 이야기하며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약 15~20%
가 만성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며 불면증으로 인한 치료인원과 치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불면증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들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편안한 수면을 도와주는 ASMR
을 재생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을 설계하고 이를 구 함으로써 인의 수면에 조 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서론

  일차성 불면증이란 수면의 시작이나 수면 유지의 어려

움, 는 원기 회복이 되지 않는 수면을 호소하는 수면장

애로, 내과 질환, 우울장애 등 타 정신과  장애나 약물 

등의 요인이 원인이 아닌 불면증을 말한다[1]. 이런 상태

가 3주 이상 지속될 경우 임상 으로 불면증 진단을 내리

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 불면증으로 분류한다

[2]. ASMR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은 

자율 쾌감 반응을 뜻하는 신조어로 이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 심리 인 안정감이나 쾌감을 주는 특정한 소리나 

상을 지칭한다[3]. 즉, 뇌를 자극해 심리 인 안정을 유도

하는 상, 소리로 바람이 부는 소리, 연필로 씨를 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을 제공하여 다. 따라서 안

정을 얻고자 하는 청취자들이 ASMR의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트리거(trigger)로 작용해 기분 좋게 소름 돋는 느

낌을 느끼게 한다[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에서 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면장애 상을 해

결하고, 수면에 조 이나마 도움을  수 있는 어 리 이

션을 설계하고 이를 구 하 다. 본 논문에서는 ASMR 

재생 기능  유튜  링크 동 상 재생 기능과 ASMR 공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서울어
코드활성화지원사업(IITP-2017-2011 0 00559)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유 기능 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싶은 사용

자들에게 안정을 으로써 수면에 조 이나마 도움을  

수 있으리라 기 한다. 

2. 련연구

2.1 수면과 련된 통계자료

  2016년도 경제 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41분으로 OECD 국가 

 최하 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수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6]. 한, 2012년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35만 7천 명으로 연평균 11.9% 증가하 다[7]. 

  불면증이란 수면 시간의 부족과 함께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못자는 것을 포함한다. 수면의 부족은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과 함께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

다.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증가하여 부분의 사람들이 스

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요즘, 불면증 상에 조 이나마 

도움을 주기 하여 스마트폰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수

면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2.2 설문조사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 하는 ‘취침을 도와주는 ASMR 

이어 앱’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설문조사는 약 50명을 상 로 하 고, 복수응답

을 허용하 다. 그림 1과 그림 2는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

낸 그래 이다.

   설문조사 결과 70%의 응답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이 오지 않을 때 A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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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 ASMR이 수면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0%로 나타났다.

(그림 1) 설문조사 1 

(그림 2) 설문조사 2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

들을 가지고 있으며, ASMR이 수면에 도움을 다고 생

각하지만 청취 경험은 낮은 젓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논

문에서 구 하고자 하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ASMR은 손

쉽게 ASMR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면증에 

도움을  것이라 단된다. 

2.3 벤치마킹

  국내의 ASMR과 련된 표 인 애 리 이션은 ‘하

얀소리’와 ‘스 트슬립’이다[8][9]. ‘하얀소리’는 빗소리, 자

연소리, 카페소음, 신생아 잠투정 달래기, 불면증 숙면 도

움, 수험생 백색소음으로 집 력을 향상  스트 스 해소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장 은 다양한 백색소리를 제공하

고 다른 어 리 이션과 동시에 재생이 가능하고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 은 일반 인 음

악어 리 이션에 비해 상 으로 배터리 소모량이 크고 

알람기능과 상을 제공하지 못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 

구 하는 어 리 이션은 ASMR 기능에 추가 으로 알람

기능과 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하 다.

3 . 설계

3.1 구조  설계

  그림 3은 본 시스템의 최상 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상

 메뉴로는 로그인, ASMR 재생, 알람, ASMR 공유 4가

지가 있다. 체 인 흐름은 splash 이미지, 로그인 

ASMR 재생, ASMR 녹음, 공유, 알람 순으로 진행된다.

(그림 3) 시스템 최상 도 

  그림 4는 ASMR 음원 데이터를 장하고 불러오기 

해 DB를 사용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에 한 로차

트이다. DB는 웹서버를 이용하여 호스 하고 서버에 

ASMR 일을 장하고 DB에서는 일명이나 일 경로

를 리하는 방식을 가정하 다. ASMR 재생은 안드로이

드 MediaPlayer 클래스를 사용한다. 이 어 리 이션은 

잠을 못자는 사람들을 안정 인 수면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뿐 만 아니라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알람 기능

을 제공하고 안드로이드 AlarmManager를 이용한다. 녹음 

 공유기능은 자신이 녹음한 ASMR 음원을 반응형 웹페

이지에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ASMR 다운

로드 기능은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한 기능이

며 버튼을 를 시 List가 나오며 ASMR 음원을 다운로

드 가능하다. 

(그림 4) 로차트 1 

  그림 5는 ASMR 녹음, 공유 기능의 로차트이다.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2017. 4)

- 165 -



(그림 5) 로차트 2

   

   ASMR 녹음, 공유 기능 버튼을 를 시 로그인이 되

어있다면 바로 녹음, 공유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지만 로그

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로그인 창, 회원가입 창이 뜬다. 녹

음 기능은 안드로이드 MediaRecoder 클래스를 사용하며 

음원을 녹음 완료하 을 때 ‘공유하시겠습니까?‘ 문구가 

뜨며 확인을 르면 웹DB에 장된다. 만약 취소를 르

면 android/appName/AsmrRecoder에 장이 된다.

3.2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된 ASMR 음원들을 재생과 다른 사용자와의 ASM

R 공유 기능에 한 UI 구성들이다. 그림 6은 로그인 Act

ivity이며 기존의 어 리 이션처럼 id, password를 입력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단의 카카오톡 로그인 버튼을 사용

하여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다른 SNS(facebook, google)

등과 로그인을 연동함으로 로그인의 편의성을 증가시켰다.

(그림 6) UI 설계서 - 1 

  그림 7은 목록 페이지의 UI로 ASMR 목록을 LISTVIE

W로 띄워주며 공유 알람설정 기능을 담당하는 Activity이

다. 공유 버튼을 를 시 공유Activity로 이동하게 된다. 

재생시간이 짧은 ASMR 특성상 많은 재생 목록을 를 

것으로 상해 재생 목록 하단에 아이콘을 따로 만들었다. 

(그림 7) UI 설계서 - 1  

   그림 8은 공유 Activity이며 사용자들의 이용을 증가시

키기 하여 많은 종류의 ASMR을 다운 받을 수 있는 

ListView로 구성하 다. ListView 좌측은 ASMR을 표

하는 이미지가 뜨며 오른쪽은 매자의 정보가 나타난다.  

하단의 ListView 목록은 다  선택이 가능하며 다운로드 

버튼을 를 시 선택된 ASMR을 다운로드 한다. 

(그림 8) UI 설계서 – 4 

4. 구

  그림 10은 본 논문에서 구 한  ‘취침을 도와주는 ASMR 

이어 앱’의 구 화면으로 메인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앙에는 해당 ASMR의 커버 이미지가 나오며 목록 버튼

은 르기 쉽도록 우측 상단에 치시켰다. 재생버튼과 컨

트롤러는 한 손으로 르기 쉽도록 작게 만들었으며 랜덤 

재생, 한곡 반복 같은 경우는 아이콘을 잘 모르는 사람을 

하여 한 을 사용하여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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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구 화면 1 

  그림 10은 목록화면의 구 화면으로 일을 르면 

ASMR을 한 곡씩 추가 가능하다. 폴더를 르면 폴더 안

에 들어있는 ASMR 체를 재생 목록에 추가가 가능하

다. 기화 버튼을 를 경우에는 추가 되어있는 재생 목

록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림 10) 구 화면 2 

  그림 11은 ASMR 일을 추가하고 재생하는 화면이다.

(그림 11) 구 화면 3  

  본 논문의 구 은 안드로이드 MediaPlayer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그림 12의 코드는 재생 목록 ListView에서 

주소를 가져오는 구에 한 코드이다.

File fileList[] = file.listFiles();
for(File tempFile : fileList) 
{

if(tempFile.isFile()) 
{
int pos = 

tempFile.getName().lastIndexOf(".");
String fileExtension = 

tempFile.getName().substring( pos + 1 );
extensionEqual = 

fileExtension.equals("mp3") || 
fileExtension.equals("wav") || 
fileExtension.equals("wma") || 
fileExtension.equals("mid");

if( extensionEqual )
break;

}

(그림 12) 구  코드 2 

  5. 결론

   머리만 베개에 면 잠이 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쉽

게 잠이 들지 못해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는 이도 있다. 이

를 해결하기 해 인의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

트폰의 어 리 이션의 제작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ASMR을 이용한 불면증에 도움을 주

는 어 리 이션은 불면증의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으로 

안정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ASMR을 이용하여 안정을 찾

을 때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바쁜 

생활 속에 불면증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

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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