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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android의 accelerometer sensor를 활용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사용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

계하고 구현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을 흔들 때 accelerometer sensor가 센싱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또한 경광등 소리를 울리고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로 전송한다. 사용자는 자신이 빈번하게 

다니는 경로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 경로에 대한 정보를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제공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위험한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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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국내에서도 강력 범죄나 ‘묻지마’ 범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특정 범죄,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에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특히나 밤거리나 인적이 드문 

길을 다닐 때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빠지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가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실종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생존확률이 낮아지므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매년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음을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험에 처할 상황을 대비하여 주변 사람들에

게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는 SOS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Fig. 1. 범죄율 증가 추세

II. SOS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accelerometer sensor를 활용하여[2] 

순간적인 속도변화가 있을시 경광등을 울리며 등록된 번호에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와 현재 GPS정보를 SMS로 전달하는 SOS 어플리케

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어플리케이션 메뉴는 그림 2와 같이 

경광등 이미지와 설정메뉴로 구성한다.

Fig. 2. SOS application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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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경굉등 이미지를 터치하면 경광등이 동작하고, 등록된 

지인의 연락처로 도움을 구하는 메시지와 현재 GPS정보를 전달한다. 

스마트폰을 흔들게 되면  accelerometer 센서가 인식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Fig. 3. SOS application setting

그림 3은 설정 메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광등의 On/Off 

3가지 종류의 경광등 설정, SMS 기능의 On, Off를 설정할 수 있다. 

연락처 설정 버튼을 통하여 SMS 문자를 전송할 번호를 수동으로 

추가하거나 주소록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번호를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Fig. 4. SOS application map

그림 4는 지도 설정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위치 검색, 

현재위치에서 해당 지점까지 경로 설정, 설정된 경로 저장 및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해당 기능들을 이용하여 설정된 경로에 

들어갈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구현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accelerometer 

sensor를 활용하여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SOS어플

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주화면의 기능

부와 주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설정메뉴로 구성하였으며, 주 기능은 

accelerometer sensor를 이용한 경광등과 SMS구조문자를 전송하도

록 하였다. 설정메뉴에서는 주 기능을 보조하는 설정과 지도 설정, 

SMS 번호설정 기능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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