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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의 GPS 센서와 STEP 센서와 카카오 MAP API를 사용한 러닝 보조 애플리케이

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평균속도, 달린 거리, 자주 뛰는 코스 등을 시각화함으

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런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구현한다. 또한 Heart Share 시스템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용자들 간의 연대감과 런닝 동기부여를 위한 런닝 보조 및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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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 근무가 일상화 되면서 개인의 운동량은 

현저히 감소하고,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고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그림 1이 증명하고 있다.

Fig. 1. Steps by city(2020.01~2020.04) [1]

또한, 자가 격리,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과 야외 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 소통 단절에서 오는 무기력감 등의 이유로, 심리적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코로나 블루 현상 또한 나타났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 극복 및 예방 방법의 하나로 몸 움직이기를 권장하고 

있다[2]. 코로나-19 연령별 사망자의 통계를 살펴보면, 개인 면역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치명률은 80세 이상이 20%에 가까우며, 

49세 이하에서는 0.08% 이하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령자

일수록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소 건강 및 면역력의 

여부가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3]. 

이로 인해 ‘걷기백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에서 조금씩 걷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및 면역력 증진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및 

‘코로나 블루’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산책 및 런닝과 같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보조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II. Running Assistant Application DB Design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현하는 런닝 보조 애플리케이션은 GPS와 

STEP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걸음 수를 카운트하고, 걸음 수에 

따라 응원 문구와 Heart를 전송한다. 누적된 Heart 수로 랭킹을 

부여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게임 요소를 추가한다. 

Heart 수와 사용자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Firebase에 저장된다. 그림 

2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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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R Diagram

III. 런닝 보조 어플리케이션 구현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의 GPS 센서와 STEP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런닝 속도 및 경로를 기록하고, 걸음수 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과 경쟁하

며 런닝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Fig. 3. User Profile and Heart Ranking Screen

그림 3에서 사용자는 본인의 랭킹과 누적 Heart 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RUNNING-GO!“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4와 

같이 지도화면으로 넘어가며, 사용자의 경로를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Fig. 4. User path visualization screen

그림 4에서 사용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지도 및 DB에 반영되며 

Kakao에서 제공하는 map api의 Brush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경로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또한, 날짜별로 거리, 평균속도, 최고속

도, 걸음 수와 같은 사용자의 런닝 기록을 저장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의 GPS 센서와 STEP 센서,카

카오 MAP API를 사용한 러닝 보조 애플리케이션인 RUNNING-GO

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평균속도, 

달린 거리, 자주 뛰는 코스 등을 시각화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런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구현한다. 또한, 걸음 수에 따라 

Heart 보상을 제공하고, 랭킹시스템을 운영해 런닝에 대한 흥미 요소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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