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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GPS 센서와 구글 지도기반의 즉석 모임 정보제공 연동이 자유로운 애플리케

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내장 센서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1Km을 파란색 반원으로 표시하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즉석 모임 중 자

주 이루어지는 택시, 테니스같이 혼자 할 수 없는 운동, 등과 같이 주요 모임별로 다르게 표시하여 정보를 

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도록 구현한다. 또한, 마커를 클릭하면 해당 모임에 관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장소 근처에 가면 알람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데 지도 하단에 버튼을 통해 알람 설

정한 모임을 관리 할 수 있다. 위치기반 알람을 통해서 모임에 대한 정보를 까먹지 않게 계속 알려줌으로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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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내 1인 가구는 2019년 기준 약 598만 가구이며, 전체 가구 

수에서 2019년 기준 2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2030년에는 2019년보다 20.2% 늘어날 전망이며, 1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1인 가구의 걱정 요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로움, 건강, 식사 해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병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그림 2로 알 수 있다[2].

Fig. 1. 연도별 1인 가구 추계

본 논문에서는 1인 가구의 최대 걱정 요인인 외로움을, 같이 밥을 

먹는 또는 운동을 하는 여러 모임을 통해 부가적인 문제까지 해결 

가능한 즉석 모임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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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동일 연령대 다인 가구와 비교한

1인 가구의 상대적인 질병 위험도

II. 즉석 모임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설계

본 논문에서는 GPS를 활용하여 현재 위치에서 즉석 모임을 보여주

거나 등록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모임에 관한 알람을 주는 것을 목표로 

설계한다. GPS로 현재 위치를 설정한 모임들 위치와 거리를 계산해 

일정 거리이내에 들어오면 알람 기능을 활성화한다.

III. 즉석 모임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구현 

본 논문에서는 구글 지도와 안드로이드 위치 센서 기능을 활용하여 

즉석 모임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모임 정보는 

firebase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한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즉석’

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인 만큼 빠르게 접근 가능한 모임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

Fig. 3. 실행화면 Fig. 4. 즉석 모임 정보화면

그림 3의 실행화면에서는 현재 위치와 반경 1Km인 파란색 원을 

그려 가까운 거리 모임들을 명시한다. 즉석 모임 중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택시, 밥, 영화, 운동 등과 같은 모임은 알기 쉽게 마커를 다르게 

구현한다. 그리고 그림 4와 같이 모임 정보를 확인할 때 해당 모임 

알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림 4에 있는 하단 버튼을 통해 그림 

5와 같이 알림 설정을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위치기반 알람으로 

모임 장소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가면 그림 6과 같이 알람을 준다.

Fig. 5. 알람 설정 화면 Fig. 6. 위치기반 알람 화면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외로움 해소, 2인분 이상 시켜야 하는 음식점에 

가거나 테니스와 같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양한 즉석 모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GPS를 활용해 현재 위치와 

반경 1Km 거리가 표시되게 되어 있어서, 가까운 모임을 찾도록 

도와준다. 주로 이루어지는 모임별로 마커를 구현하여, 정보를 다 

보지 않아도 어떤 모임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알림을 설정한 

모임 장소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들어가면, 계속 알림을 주어 잊지 

않도록 모임 정보를 고지함으로써 모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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