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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

다. 특히, 본인이 스마트 폰을 소유 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스마트 폰을 가지고 사용하는 영유아들은 자제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중독의 위험이 청소년이나 어른들보다 높은 실정이다. 스마트폰을 직접 소유한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 역시 무분별

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어른들에게 스스로 사용시간 설정을 

통하여 무분별한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자제 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제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키워드: 스마트 폰(smart phone),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app)

I. 서론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무분별

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

다. 영유아들은 본인은 스마트 폰을 소유 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스

마트 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제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독의 위험이 청소년이나 어른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직접 소유한 10대 청소년, 어른들 역

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제력이 부족한 영유아들이나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에게 스스로 사용시간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억제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어플

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어플리케이

션은 자제력이 부족한 사용자들에게 사용시간을 정해놓고 스마트

폰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자제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스마트 폰 사용의 중독 예방을 위해 

일간 사용 어플의 목록과 주간, 월간 누적 통계치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II. 설계 및 구현

1.  개발 및 운영 환경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개발 환경은 안드로이드 4.0 
이상에서 JAVA 와 Oracle DBMS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클라이

언트 시스템의 실행 환경은 안드로이드 4.0 이상 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동작하도록 구현하였다. 

2. 시스템 구현

2.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구성도는 Fig. 1. 및 Fig. 2. 와 같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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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bsystem Architecture 

  

2.2 User Interface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Top 메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Fig. 3.과 같다.

Fig. 3. Top Menu User Interface 

  

Fig. 4. Daily Record Management

  

Fig. 5. Chart Interface 

  

사용자는 설정 메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어플리케이

션 별로 사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이 끝나면 잠금 상

태로 변환함으로서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자제력을 키울 수 있게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간 또는 주간, 월간과 같이 정해진 시간 동안 사

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사용 빈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는 사용자가 하루 동안 이용한 어플리케

이션의 목록과 사용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어플리케이션 

별로 사용한 사용 시간의 누적치를 차트로 보여줌으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였다. Fig. 5.는 이러한 차트 인터페이스 모양

을 보여주고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제한 어플리케이션을 구

현하였다. 사용자가 스마트 폰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오래 동안 사용했는지 통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성인들도 스마트폰

의 사용 패턴을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다. 향후 추가 및 보강 기능

으로는 인터넷 검색 필터 기능과 잠금 기능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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