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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택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 운행시간이 

끝나는 야간에는 택시의 이용률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

하면서 택시에 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택시를 보

다 안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앱을 설계하 다. 스마트폰의 NFC 기술을 이용하여 인증된 택

시에 부착된 NFC 태그를 인식하게 되면 택시정보와 탑승정보를 미리 등록된 지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송하게 된다. 그로 인해 탑승자들은 보다 더 안 하게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것을 기 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여 생을 태워 성폭행한 뒤 살해하거나, 잠든 승

객의 스마트폰을 훔쳐 유통시키는 등 택시를 이용한 범죄

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1]. 한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

한 범죄 경력 조사에서 발된 부 격자 34명 가운데는 

살인미수·강도 등 과자가 6명이나 있었다. 성폭행·성추

행 등 성범죄자도 6명이었다. 도·뺑소니 등을 지른 사

람도 13명이었고, 마 ·필로폰 등 마약을 수하거나 투

약한 마약범도 9명이었다. 이에 해 서울시는 택시 운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추가 으로 정기 인 조사를 

통해 택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 서울시는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 리 

시스템’을 운 하여 택시 기사 황과 운행 이력, 법규 

반 자료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

업·무자격자의 택시 운행 등을 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림 1) 발된 부 격자 34명

   와 같이 택시범죄의 문제 이 커지면서 서울시에서

도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2]. 그

러나 아직 시범 으로 운 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재 

스마트폰에 지원하고 있는 NFC 기술을 극 이용하여 인

증된 택시에 NFC 태그를 부착하여 택시의 신뢰도를 높이

고, NFC 태그를 인식하게 하여 실시간으로 탑승정보를 

지인들에게 송하여 안 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

스템과 앱을 설계하 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5장에 걸쳐 

구성하 다.

   2장에서는 스마트폰 NFC기술에 한 기능과 추가로 

앱에서 사용자들을 해 구 할 기능들을 연구하 고, 3장

에서는 시스템에 한 정의와 이를 토 로 앱의 기능을 

분석을 하 다. 4장에서는 연구를 통한 시스템 구조와 DB

를 설계하고, 5장에서는 구 된 앱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2. 련연구

2.1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무선태그(RFID) 기술  하나로 13.56MHz의 주 수 

역을 사용하는 비 식 통신 기술이다. 통신거리가 짧

기 때문에 상 으로 보안이 우수하고 가격이 렴해 주

목받는 차세  근거리 통신 기술이다. 데이터 읽기와 쓰기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RFID 사용을 

해 필요했던 동 (리더)이 필요하지 않다. 블루투스 등 

기존의 근거리 통신 기술과 비슷하지만 블루투스처럼 기

- 538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기 간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3]. 재 NFC 기술은 모

바일 스탬 , 여행지 안내, 소셜 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4]. 한 NFC는 ‘읽기’와 ‘쓰기’ 

모두 가능하다는 장 을 갖추고 있다. 재 출시되는 부

분의 스마트 폰은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과 유용성이 더욱 높아 질 것이다. 사용법도 쉽다. 

스마트폰을 NFC 태그에 살짝 근시키기만 해도 바로 인

식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그림 2)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NFC 기술

   이 기능을 활용하여 확실히 인증된 택시들에게만 NFC 

태그를 부착시키게 하면 사람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 질 

것이다. 한 태그는 부착되어진 택시의 번호, 기사의 이

름  화번호 등에 한 정보를 장하고 있다가 스마

트폰이 근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실

행시키고, 그 앱을 통해 지정된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탑

승자 정보를 송하게 되면 탑승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범

죄에 해서도 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2.2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재 

치를 계산하는 성항법시스템이다[5]. 비행기ㆍ선박ㆍ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 성을 이

용하여 자신의 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동 치측정시

스템을 말한다. GPS는 기본 으로 삼각측량의 원리를 이

용하여 알고 싶은 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변의 길이를 

측정함으로 미지의 의 치를 결정한다. 인공 성으로부

터 수신기까지의 거리는 각 성에서 발생시키는 부호 신

호의 발생시 과 수신시 의 시간 차이를 측정한 다음 여

기에 빛의 속도를 곱하여 계산한다[6].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추세다. 

   의 GPS기술과 재 다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다음지도 오 API를 이용한다면 좀 더 손쉽게 치정보를

응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치와 도착 치를 

통해 요   거리를 미리 상해볼 수 있는 기능과 탑승

했던 택시의 정보를 기록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을 앱에 추가 구 한다면 앱의 편의성과 활용성이 더 높

아질 것이다.

3. NFC 기반 시스템 정의와 기능  분석

3.1 안  택시 인증을 통한 NFC 태그 부착 시스템

   안  택시 인증 시스템은 택시회사에서 안 하다고 인

증된 택시와 자격을 갖춘 택시기사에게 NFC 태그를 부착

해주는 시스템으로 택시의 차량번호, 택시기사의 이름  

연락처, 소속 회사를 장할 수 있다. 태그를 부착한 택시

는 특정 DB에 장되어 리 된다. 이 시스템은 택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앱과 연동되어 탑승정보를 실시간

으로 지인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다. 

한 별다른 장치 없이 NFC 기술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고 NFC 태그 매우 렴한 가격에 

매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3.2 기능  분석

  아래의 그림 3은 안 한 택시이용을 한 시스템을 바

탕으로 구조  분석과 도식화를 통해 작성한 자료흐름도

(Data Flow Diagram)이다.

(그림 3) 자료흐름도

   앱을 구 하는 로세스들의 기능은 아래의 표와 같이 

4개의 로세스로 구성하 다.

로세스 설명

콜택시 연결 지역  회사 선택후 콜택시 연결

거리  요  

추정

목 지까지의 거리  요 을 미리 

추정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보호자 등록 

nfc 태그 인식

보호자를 등록하고, 마크를 인식했을 

경우 등록한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탑승정보를 송하는 기능

탑승 택시 

기록조회

탑승했던 택시정보를 장하여 

필요할 경우 조회하는 기능

<표 1> 4가지 로세스의 기능

   의 기능들을 통해 앱의 편의성  활용성을 더욱 부

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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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 한 택시이용을 한 앱의 구조  설계

4.1 구조  설계

   아래의 시스템 구조도는 각 기능에 맞게 구조  내용

을 고려하여 설계하 으며, 기능들 상호간의 의존도를 낮

추어 결합도를 약화 시키고, 기능을 이루는 각 요소들은 

공통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련되어 있는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하 다.

(그림 4) 시스템 구조도

4.2 DB 설계   

   앱을 구 할 때 필요한 DB는 3개의 테이블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테이블은 택시의 정보를 장하고 있는 테

이블과 탑승정보를 장하고 있는 테이블,  콜택시 화번

호를 장하고 있는 테이블로 이루어져있다. NFC 태그를 

인식하면 택시의 고유 번호인 택시번호 을 인식하게 되

어 그 택시의 정보를 DB에서 조회하여 그 정보를 등록된 

지인들에게 알리게 된다. 한 GPS를 이용하여 탑승 치

와 하차 치의 정보를 DB에 장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표 2> DB를 구성하고 있는 3개의 Table설계

5. 구

   본 논문에서는 로토타입으로 3가지의 기능을 구 하

다. 우선 안 인증 시스템 구축하여 NFC 태그가 택시

에 부착되었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 으며, NFC를 이용한 

탑승기능은 미구  상태로 테스트과정을 거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제외 되었다.

5.1 거리  요  추정   

   아래의 그림 5는 앱의 거리  요  추정 기능을 실행

한 그림이다. 사용자는 상 메뉴에서 요 계산이라는 버튼

을 르게 되면 요 측정 버튼이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된

다. 버튼을 르고 재 치와 도착 치를 입력하면 다음

지도를 통해 찾아가는 경로와 거리, 택시비를 볼 수 있다.

 

(그림 5) 요 측정을 르면 실행되는 화면

5.2 탑승기록

   아래의 그림 6은 택시탑승이라는 기능이 정상 으로 

작동하 을 때 동작되는 화면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탑승정보를 미리 탑승기록 Table에 입력해 놓고, 

정상 으로 기록을 조회가능한지를 보여  로토타입화

면이다. 왼쪽 화면은 기록조회라는 상단 메뉴 버튼을 

을 때 나타나는 화면으로 DB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차례 로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화면의 탑승기록

의 상세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 540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그림 6) 기록조회를 르면 실행되는 화면

5.3 콜택시

   아래의 그림 7은 콜택시버튼을 을 때 나타나는 화

면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동시라는 특정 지역내에 존재하

는 콜택시 회사만을 등록해 놓았다. 왼쪽화면은 콜택시 회

사와 화번호를 리스트 형식으로 화면에 출력하 고, 사

용자가 원하는 회사를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화면처럼 해

당 회사로 연결하게 구 하 다. 추후에는 인증된 택시회

사번호만을 제공하거나, 인증택시번호만을 표시하는 방법

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택시와 연결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7) 기록조회를 르면 실행되는 화면

6. 결론

   최근 택시범죄로 인해 사람들의 택시에 한 인식이 

많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나 택시회사

에서도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해 특정의 처로 새로

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정기 인 조사 는 경찰에서는 

택시 범죄 방 수칙을 소개하기도 하 다. 그러나 와 

같은 방법들은 확실한 택시범죄에 한 불안감을 해소하

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안 한 귀가를 보장해주는 앱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으나 부분의 앱은 택시를 탑승하고 

자신이 직  탑승버튼을 르거나, 자신이 직  택시정보

를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운 기능과 시스템을 가졌다. 그래

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서비스되어지고 있는 앱과는 차

별화 된 NFC 기능을 도입하여 간단하게 택시에 부착된 

NFC 태그를 갖다 기만 해도 작동하는 시스템과 앱을 

설계하 다. 이 시스템과 앱을 제공하기 해서는 실질

으로 정부와 택시회사의 도움이 실하다. 극 으로 안

 택시 인증 시스템을 추진하여 택시회사에서 안 하다

고 인증된 택시에게 NFC 태그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

다. 한 택시기사와 택시정보를 리하는 서버를 구축하

게 된다면 더욱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될 것이다. 본 논문

에서 설계한 시스템과 앱이 안정 으로 잘 구 된다면 택

시에 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 안 하

게 택시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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