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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대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같이 증가하였다. 특히 건

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핸드폰 사

용에 따른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머신러닝 분류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1차 데이터 추출 모델

을 제시한다. 스마트폰 앱에서 제공하는 핸드폰 사용 시간 정보를 통해 전체 사용 시간과 습관성 핸드폰 조

작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핸드폰 중독 표준 데이터 세트와 비교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 핸드폰 중

독 증세를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절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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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국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여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생활에

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스마트폰이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독의 비율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만큼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행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4.2%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점은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 피해와 우울증, 심리적 

불안, 그로 인한 충동성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습관성 핸드폰 조작 정보를 Wamp Server를 통해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미가공 

데이터를 추출한다. 핸드폰 중독을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여 

추후 연구에서 핸드폰 사용을 절제해야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이에 

해당하는 중독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할 예정이다.

II. System Development

1. Creating databases and tables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사용하였으며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Wampserver를 사용

하여 Android PHP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에 

핸드폰 사용 시간과 습관성 조작정보와 함께 저장된 날짜를 저장할 

테이블을 생성하였다.

2. Write PHP and Android code

Android 앱으로 웹브라우저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PHP 

코드를 작성하여 앱과 연동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MySQL의 데이터

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고 저장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

진다. Android 앱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환경에서 개발하였으며 

작성한 PHP 코드를 참조하여 웹브라우저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구현한 Android 앱을 

작동시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데이터를 보면 핸드폰을 켰을 때부터 

끌 때까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저장된 시간도 저장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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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시간이 5초 미만이면 습관성 핸드폰 조작으

로 판단하고 저장시간 앞에 1로 표시한다.

Fig. 1. Data stored in the MySQL database

II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Android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아온 핸드폰 사용 

시간과 습관성 조작 여부를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Android 스마트폰의 화면을 끌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앱을 개발하였다. 사용자가 한번 이 앱을 실행시키면 핸드폰의 화면이 

꺼질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사용 정보를 저장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도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아래와 같이 Json파일 형식으로 저장

할 수 있다. 

Fig. 2. Data in JSON format

해당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핸드폰 사용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에 머물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렇게 저장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얼마나 중독 증세가 있는지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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