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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의 GPS 센서와 Google Map 기반의 러닝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의 GPS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달리는 속도

(Km/h), 이동 거리(Km)를 기록하고 페이스 계산을 통해 사용자의 운동 목표량에 도달하도록 도와준다. 그

리고 Google Map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러닝 경로를 시각화하여 지도에 표시한다. 또한 이전의 운동 기록을 

저장하여 효과적인 러닝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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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가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아름다움과 멋을 추구해 왔다[1]. 그러한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을 뽐내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 이미지, 외모를 갖추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 방법 중에서는 화장이나 성형 등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유명인이 언급하

거나, 도서에서도 볼 수 있는 문장인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는 

말을 볼 수 있듯이 다이어트는 자신이 추구하는 미를 갖추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다[2]. 다이어트는 운동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운동 중에 러닝은 접근성이 좋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효과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GPS 센서[3]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마커로 표시하고 러닝 속도(Km/h), 이동 거리(Km)를 기록하고 

Google Map[4]에 경로를 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러닝 페이스 계산을 통해 사용자의 운동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구현한다. 또한 Google Map에 

러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 효율적인 러닝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며, 

러닝 기록을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II. Application Design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 구성은 그림1과 

같다. 그림 1에서 GPS 센서와 Google map을 연동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마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걷기, 뛰기 등의 행동을 하면 이동 경로를 Google map에 표시하고 

이동 속도, 이동 거리, 이동 시간, 그에 따른 페이스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러닝 활동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게 설계한다.

Fig. 1. Application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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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pplication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화면은 그림 2와 같다.

Fig. 2. application execution screen

그림 2의 실행화면에서 회원가입은 Google 계정 인증을 활용하여 

Google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해당 계정의 러닝 활동과 이전 기록을 확인하고, 

러닝 활동 데이터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GPS 센서와 Google Map API를 활용하여 러닝 활동을 시작하면 

사용자들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동 속도, 

이동 거리, 이동 시간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러닝 페이스를 

계산하여 실제 러닝에 필요한 정보를 그림3과 같이 표시한다.

Fig. 3. Running path display screen

본 논문에서 구현한 러닝 파트너 애플리케이션은 러닝 운동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 접근성을 높이고 러닝에 필요한 정보만을 기록하

여 효율적인 러닝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의 GPS 센서와 Google Map 

기반의 러닝 운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의 GPS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달리는 속도, 이동 거리 기록하고 페이스 계산을 

통해 사용자의 운동 목표량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이전의 운동 기록을 저장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러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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