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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는 정보화 시대와 스마트 폰의 시대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스마트 폰으로 시작

을 하고 스마트 폰으로 일과를 마친다. 스마트 폰의 대중

화가 시작되면서 수 많은 서비스 앱이 개발되고 있으며, 

콜택시 서비스 앱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

스 앱이라 말할 수 있다[4,5]. 기존의 콜택시 서비스는 콜

택시 호출 전용번호로 전화를 하면 서비스 센터에서 무

선통신을 이용하여 택시 기사에게 손님의 위치를 음성으

로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카카

오 택시와 같이 데이터 망과 GPS 기반의 사용자 위치를 

파악하여 고객과 기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 방식으

로 전환되고 있다[1,2]. 최근의 콜택시 앱에서는 회원가입

을 통해 서버 DB에 등록된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회원가입 방식이 아닌 

스마트 폰[3]의 MAC 주소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한 

콜택시 서비스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제안하는 맥주소와 위치기반 매칭 
    서비스 

▶▶ 그림 1. 제안된 서비스 실행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AC 주소와 GP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매칭 서비스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은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실행 구조를 개념화한 것으로 서

버는 기사 앱과 사용자 앱을 연결하야 서로의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객 앱에서는 고객의 

MAC 주소를 KEY(고유 식별 값)로 설정하여 서버로 전

송하고 서버로부터 기사의 위치와 정보를 수신한다. 기

사 앱에서는 기사 ID를 KEY로 설정하여 서버로 전송하

고 고객정보와 위치를 수신한다. 서버와의 통신방법은 

HTTPClient, JSOU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각 앱에서 

실행되는 지도와 위치 표시는 GoogleMA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스마트 폰 MAC 주소와 위치 정보를 이용한 콜택시 
매칭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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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마트 폰이 많이 보급되고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기술이 발달 하면서 많은 서비스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 폰은 컴

퓨터를 대체할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존의 컴퓨터로만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스마트 폰을 통해 제공할 수 있

도록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기반의 스마트 택시 매칭 서비스 및 시스템 기법을 제안한다. 특히, 기사용 앱과 고객용 

앱을 설계하고 스마트 폰이 보유한  고유 MAC 주소를 Key로 활용하고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좌표를 이용하여 고객과 기사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콜택시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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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사용자가 택시와 매칭 되는 순서도

  그림 2는 사용자의 MAC 주소를 서버로 전송하여 택시

호출과 매칭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사용자가 MAC 

주소 인증을 서버에 요청해 인증을 받는다. 인증이 된 사

용자가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사용자는 서버로 택시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전송 받는다. 택시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원하는 택시를 선택하면 택시의 정보가 사용자 

앱으로 전송이 된다. 택시의 정보를 확인하고 택시를 호

출하게 되면 기사 앱에서 승낙하고 매칭이 이루어지게 

된다.

  

▶▶ 그림 3. 사용자 앱의 주요기능

▶▶ 그림 4. 기사 앱의 주요 기능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MAC 주소와 위치기반을 이용한 스마트 

콜택시 서비스 기법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

가입과정 없이 고객이 보유한 고유의 MAC 주소를 이용

하여  각 사용자를 구별함으로써 빠르고 편하게 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안된 콜택시 서비스에서는 

고객과 택시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해주고 HTTPClient

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전송한다. 본 논문에

서 사용한 Json 방식, JSP 형식 및  GoogleMap을 이용한 

위치 지정 방식은 앞으로 많은 IT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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