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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기기들이 속도로 소비자들에게 확산됨에 따라 치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치를 자동 으로 악하여 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라고 

지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리 등록된 학생의 이동경로와 유해업소를 학생용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후, 스마트폰의 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생의 동선을 악하되 경로를 이탈하는 정도와 유해업소를 출입하거나 우범지역에 머

무르는 경우를 악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함으로써 사 에 청소년윤리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제

시한다.

ABSTRACT

As mobile devices have rapidly spread to consumers, services with location information have been developed. The service that they 

provide related information by positioning automatically is referred to as 'Location-Based Service'.

This paper suggests the ways that users instruct the students proper ethics in advance, after saving their moving course and offensive 

businesses in database , with ‘Location-Based Service’, by positioning their movements, especially the degree of breaking away from their 

course and the cases of their access to an offensive business and their stay in crime-prone areas, and comparing them to those in th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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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생들은 진학을 한 지식습득뿐 아니라 인생 반

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습득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비하고 연습하는 곳

이 학교, 사회, 집과 같은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간은 매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교의 구

성원인 학생들은 학습, 인간 계, 문제해결 등에 해 자

신의 능력을 키우도록 이끄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된

다. 아침 등교하면서부터 수업시간, 쉬는 시간, 심시

간, 청소시간, 하교시간 등,  학교생활 어느 한 쪽도 소

홀하게 여길 수 없다[1]. 그러나 실 으로 교사가 학생

들 개개인에 한 맞춤지도를 하기에는 시간 , 공간  

환경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재 학교나 교사들의 실정

이다. 학생 문제에 한 교육  개입 방안  하나는 학

생문제를 사 에 진단, 선별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

이다[2-5]. 특히 학생 본인, 부모, 교사가 평가하는 청소

년 문제행동의 유형을 악하고, 문제행동의 심각성과 

경향을 사 에 별할 수 있는 청소년 윤리교육을 한 

앱 로그램 개발에 한연구는 실 으로 매우 유용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치기반서비스(LBS) 활용

한 청소년 리와 윤리교육이 가능한 앱(APP)을 개발하

여 청소년 라이 사이클 리  생활지도와 방지도

를 학생별로 효율 이면서 객 인 맞춤 리가 가능

하도록 스마트폰 치기반서비스(LBS)를 이용한 청소

년윤리교육 방법에 하여 알아보았다.

Ⅱ. 관련연구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학부모나 교사가 악하

지 못하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해악을 끼

치는 장소에 장시간 머물게 되더라도 이를 악하기가 

쉽지 않아 생활지도가 겉돌 수밖에 없다. 한, 학교 폭

력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자주 출몰하는 경우 의심을 하

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하나, 교사나 학부모가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것이었다[6].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청소년 문제행동

분석, 유형분석을 통해 확인된 부 응 학생을 상으로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받아 스마트폰 치기반서비스

를 활용하여 학생의 생활패턴을 통계분석방법을 거쳐 

문제발생 방과 학교 응능력 배양의 기 자료를 활

용하며, 청소년 라이 사이클 리  생활지도에 한 

진단을 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연

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7].

첫째, 청소년 라이 사이클 리  생활지도 지표의 

개발을 한 스마트폰 치서비스를 활용한 분석 모형 

개발

둘째, 청소년 라이 사이클 리  생활지도를 한 

스마트폰 치서비스 활용별 윤리교육용 앱 내용 구성

셋째, 스마트폰 치서비스를 활용한 청소년생활패

턴 분석  생활지도 지표의 활용 방안 제시

그림 1. 청소년 윤리교육을 한 앱 어  연 된 
평가척도

Fig. 1 evaluation related to the APP program for the 
ethical education for the adolescents

본 연구는 학생 개개인의 생활패턴분석을 통해 맞춤

형 생활지도를 제공함으로써, 학생개개인에 한 문제

행동을 별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한 다양한 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목 이 있음

으로 이 지표에 한 단계별, 학교의 활용 방안을 그림1

과 같이 제시하 다[8-9].

한국청소년들의 주요 문제행동 유형에는 크게 가족, 

비행, 학업/학교부 응, 진로, 성, 인 계, 성격, 정신건

강, 인터넷의 독  사용이나 식습 과 같은 생활습 /

태도 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청소년 유형분석으로 문제행동 분석, 생활패턴 

분석, 유형별 생활지도에 한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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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활시간 활용에 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문제로 

평가되는 원인을 분석하 다[10-12].

Ⅲ. 위치기반서비스 적용방안

청소년 험문제행동에 한 분석은 스마트폰 치

서비스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생활패턴과 학교 응척도

를 기 으로 하여 청소년문제행동 평가등 을 설정하

여 그에 맞는 윤리교육을 단계별로 용하 다.

그림 2. 치기반 앱(APP) 서버 개념도
Fig. 2 location-based APP server conceptual diagram

우선 문제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은 이동성과 휴 성

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휴 폰)의 치기반서비스

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실시간 치 악   상황

을 실시간 악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와 문제발생 

공간의 출입 방  문제발생 이후에도 치기반서비

스를 활용하여 지속 인 리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윤

리교육 앱 로그램을 구성한 것이다. 청소년 라이 사

이클 리  생활지도를 한 스마트 치기반 앱을 개

발하기 해서는 다음 그림2, 그림3와 같은 개발 략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스마트 윤리교육의 기본 인 특징인 개인별 맞

춤형 학습에 한 아이디어가 반 되어야 한다. 그러므

로 맞춤형 윤리교육에 한 이론  실제  근을 탐색

하고 학습자 수 에 맞는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기 해 

스마트 교육환경이 어떻게 결합되어 구 되고 운 될

지에 해 고려해야 한다.

그림 3. 앱(APP) DB 망 구성도
Fig. 3 APP DB network schematic diagram

둘째, 교사  학생, 스마트폰 생활지도를 한 윤리

교육 시스템과 솔루션, 기존 생활지도의 기본  요소들

을 도출하고 스마트 앱을 활용한 윤리교육환경모형 개

발을 한 분석을 한다.

셋째, 새로운 환경에서 정보의 생산, 공유, 조합을 하

는 학생들의 활동요소와 생활패턴 정보의 활용에 따른 

유형 분석을 통해 생활지도  윤리교육학습 활동에 

용을 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낸다.

Ⅳ. 위치기반서비스 정보구축 및 활용

LBS는 모바일 사용자인 청소년이 서비스를 요청하

면, 모바일 기기가 그것에 장착된 치측정 시스템을 이

용하여 치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 

내용과 사용자의 치정보는 Wi-Fi와 같은 로토콜 기

반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송

되는 방식으로 이 진다.

LBS 애 리 이션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치를 상 방이 알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상 방의 아이디

만으로도 그 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검색

의 용이성을 해 아이디, 이름, 화번호를 추가하여 

리할 수 있으며, 지도에 나타난 상 방의 치를 클릭하

여 화를 걸 수도 있다.

와 같이 기본 인 서비스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스마트폰 치기반서비스를 활용

하여 학생들의 생활패턴을 찰하고 분석하여 분석결

과에 따라 학생별로 맞춤 생활지도가 가능한 스마트 앱

을 연구개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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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청소년 용의 LBS 서비스 제공

- 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생활패턴 서비스 제공

- 해업소, 출입 지 지역 알림 서비스  리자에게 

통보 서비스 제공

- 험상황, 구난요청에 해서, 민간경호업체, 경찰, 

병원 등과의 긴 한 업무 조를 통한 실시간 응 서

비스 제공

□ 기반기술 개발 내용

- 안 서비스 상자의 실시간 치정보 근  이동

추 을 한 LBS 미들웨어 랫폼

- 긴  상황 측을 한 이동객체 모니터링  트리거

링 기술

- 해업소, 출입 지 지역 모니터링  문자알림 서비

스 기술

- 안 서비스 련기 간의 치정보 상호운용을 한 

랫폼 독립  방형 치정보 게이트웨이 기술

Ⅴ. 학생 생활패턴 위치기반서비스

생활패턴 리방법  생활지도에 한 것으로, 더 상

세하게는 소정의 생활 패턴 리 로그램을 설치한 스

마트폰에 청소년 정보를 입력하여 생활패턴 리 로

그램에 따라 권고되는 문화공간, 출입시간, 신체발달에 

도움이 되는 운동종류, 학습시간 는 학습방법 등 생활

패턴을 산출하여 리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

한 생활패턴 리방법  생활윤리교육을 서비스하여 

청소년문제의 방  서비스와 반응  서비스를 결합 

학생 체를 상으로 방, 발달, 성장 진, 목표 어려

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기개입, 치료, 윤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패턴 리방법

에 있어서,

1단계, 스마트폰에 소정의 청소년 생활패턴 리 앱을 설

치하여 있는지를 검하는 단계.

2단계, 생활패턴 리모드 실행단계 청소년 개인정보를 

장하는 단계 일시  생활패턴정보 측정  측

정 데이터 입력 단계.

다음의 그림4는 1단계와 2단계를 흐름을 표 하 다.

그림 4. 스마트폰 앱 설계 흐름도1
Fig. 4 Smartphone app design flowchart 1

3단계, 스마트폰의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소지자의 치를 확인한 단계. 

4단계, 학생의 생활반경을 고려하여 해업소와 출입

지 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생활지도에 필요한 출

입횟수와 시간을 설정하는 단계.

5단계, 스마트폰의 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생이 

어느 곳에 출입하고 머무는 시간은 언제인지 출

입 빈도는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하여 장하는 

단계.

다음의 그림5는 3단계에서 5단계를 흐름을 표 하

다.

그림 5. 스마트폰 앱 설계 흐름도2
Fig. 5 Smartphone app design flowch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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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생활패턴 리 로그램에 따른 생활패턴을 처방

하는 단계.

7단계, 생활패턴 리 로그램에 따라 처방된 생활패턴

을 표시하는 단계.

8단계, 학생의 출입지역과 시간  횟수를 고려하여 상

담이 필요한 단계인가를 단하는 단계.

그림 6. 스마트폰 앱 설계 흐름도3
Fig. 6 Smartphone app design flowchart 3

다음의 그림6는 6단계에서 8단계를 흐름을 표 하

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각 개인의 생

활패턴  학습유형에 맞추어 청소년윤리교육의 내용

에 기 한 생활패턴을 산출하여 리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사와 학부모에게 상황을 하여 생활

지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스마트폰의 치기반서비스를 통한 학생생활 

윤리지도 방안이다.

Ⅵ. 결  론

청소년문제와 생활패턴 분석도구가 없는 우리나라 

 시 에서 스마트폰 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생활패

턴 분석을 통해 청소년윤리 교육이 가능한 앱의 개발을 

시도한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높다.

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행

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  틀이 마련되고, 형성된 

이론이 장에 그 로 투입되어 실에 뿌리를 두고 유

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며 유연하게 변형되어가는 이론

을 정의함으로써 청소년문제해결에 한 학문발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탈청소년

들의 생활패턴 리모델링을 통해 부모 계, 친구 계, 학

업동기, 심리  안정 등 생활 응행동에 직․간 인 

효과를  것으로 기 된다.

향후, 학교에서는 실제로 시간을 확보하여 청소년윤

리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이 있다. 청소년윤리교육 

뿐 아니라, 성교육, 연교육, 안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을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단선진화기기를 다양하

게 활용하는 재의 추세에서 교과수업시작 에 잠깐

씩 짧은 동 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는 것도 매

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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