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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앱을 기반으로 요즘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끌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루틴 관

리 트렌드에 맞춰 미라클모닝 루틴 관리 방식을 제안한다. 본인이 지킬 루틴을 설정하고 매일 성공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혼자 루틴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룹 기능을 통해 타인들의 성공 인증을 

보며 동기부여를 받고 습관 형성을 성공으로 이끈다. 이를 통해 매일 공책을 펼쳐 손으로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아도 어플 하나로 간단하게 미라클 모닝의 수행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만의 통계, 사용자 비교 통

계를 도표로 보여줌으로써 편리함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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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일상적인 활동에서 시간과 순서를 부여하고 반복하는 루틴 관리 

트렌드는 MZ세대 사이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다[1]. 그 중에서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 명상이나 독서 등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는 미라클 

모닝은 2022년 중순인 현재 인스타그램 태그 수가 100만개가 넘어가

고 있다. 한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미라클모닝을 도전해봤거나 

실천 중인 사람이 전체의 약 30%에 다다랐다[2]. 하지만 미라클 

모닝만을 위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루틴이라는 이름의 모호하고 넓은 범위가 아닌 미라클 

모닝이라는 디테일한 주제를 가진 앱을 통해 직접 자신의 미라클 

모닝 루틴을 설정한 후 각각의 루틴들을 매일 기록하고 관리한다.

II. Preliminaries

1. 관련 배경

1.1 미라클 모닝

미라클모닝이란 미국의 할 엘로드가 쓴 자기 계발서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으로,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안감을 타계

하고 자존감을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기 계발뿐만 아니라 자기 돌봄의 욕구가 커지는 것이다[3].

1.2 하이브리드앱

앱의 종류에는 네이티브 앱, 웹앱, 하이브리드 앱이 있는데 그 

중 하이브래드 앱은 각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API중에 웹뷰

(WebView)를 이용하여 네이티브에서웹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부 

구조는 네이티브지만웹뷰로 보여주기 때문에 웹앱과 마찬가지로 

HTML, Javascript, CSS로 개발된다[4].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는 HTML5와 HTML5를 지원하는 웹킷

(WebKit) 기술 및 그 확장성을 이용하여 웹 기술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을 각 운영체제의 독자적 개발 언어로 개발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과 동일하게 생성해내는 프레임워크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폰갭

(PhoneGap)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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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1.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크게 캘린더, 통계, 그룹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캘린더를 통해 상세 사항들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통

계와 유저통계를 통해 비교분석할 수 있고 그룹 기능으로 다른 사용자

들과 소통하며 꾸준한 습관 형성을 할 수 있다.

Fig. 1. system diagram

Fig. 2.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회원정보, 그룹정보, 기상시간, 메모작성, 그룹멤버, 기본설정의 

정보를 담는다.

Fig. 3. system screen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구현한 미라클모닝 루틴 관리 하이브리드 앱은 본인이 

설정한 루틴의 실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격려해나감으로써 건강하고 꾸준한 습관을 형성하

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사용자들의 정보 및 기록 데이터들을 활용하

여 나와 비슷한 사용자나 개인 맞춤형 루틴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룹 부분에 있어 실시간 활동 공유, 챌린지 도전 등 관련 

기능을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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