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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를 활용한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구현 

신예진 · 설순욱*

An Implementation of Car Navigation System using NFC

Yejin Shin · Soonuk Seol*

School of Electrical, Electronics & Communication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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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단말기의 문제점은 목적지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많은 입력을 요구한다는 것

이다. 이는 차량 이동 시 운전에 대한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

러한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NFC를 활용하여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시켜 내비게이션의 사용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

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의 NFC 리더에 터치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목적지의 정보

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설계한 시스템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현한다. 또한 기존 내비게이션 제어 방법과

의 비교를 통해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한다. 

ABSTRACT

One of problems in car navigation systems is that a number of inputs are required for a directions search. This may 
even causes a car accident due to poor concentration while driving. In order to solve the issue we design and implement 
a safe and easy-to-use car navigation system which allows a driver to look up directions with just a single tap. Our 
smartphone app creates an NFC tag by deriving location information from a text, voice, GPS, and so on. The driver can 
then get the directions by just tapping a phone or card with the Tag on the navigation system. We show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our system by comparing our implementation with the existing car navigation systems.

키워드 :  RFID, NFC,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Key word : RFID, NFC, Navigation, Smartphone, Applicati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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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차량 내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주소나 전화번호, 명칭 등의 목

적지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로부터 목적지까

지의 경로를 안내한다. 이러한 편리성에 의해 내비게이

션 단말기는 이제 운전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단말

기를 조작하는 데 불편함을 토로한다. 내비게이션 단말

기의 목적지 입력을 위한 터치가 번거로워 꽤 많은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차량용 내비게이션으

로 경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

용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직접 화면을 터치하여 목적지

를 입력하는 방식과 내비게이션 자체의 음성검색 기능

을 통해 입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직접 화면을 터치

하기에는 목적지 설정 시 사용자가 여러 차례의 입력과

정을 거쳐야 하며,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운전석과 일정 

거리 떨어져있어 입력 시 오탈자가 많이 발생한다. 따
라서 여러 차례의 삭제와 재입력 과정을 거치다 보면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또한 음성검색 기능 역시 차량 자체 소음과 주변 소음

으로 인해 음성 인식률이 낮아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차량 이동 중에 목적지 정보를 내비게이션 단말

기에 입력하는 것은 운전에 대한 집중력 저하를 야기하

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 논문은 NFC 기술을 활용하여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2장에서는 NFC 기술과 NFC를 활용한 연

구 사례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내용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기

존 내비게이션 제어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결론을 제시한다.

Ⅱ. 본  론

2.1. NFC 기술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전자태그(RFID) 
기술을 확장한 것으로, 13.56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

하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다. 10cm 이내

의 가까운 거리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통신거리가 짧고 

보안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중 하나인 블루투스와 비

교했을 때, 접속 방법이 간단하고 정확도가 높다는 장

점이 있다.
NFC는 모바일기기, 특히 스마트폰과의 융합을 통해 

단말 간 데이터통신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존의 RFID와의 상호호환성을 제공한다. 최근 NFC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에 힘입어[1] 전화번호

나 이미지 등을 손쉽게 공유하고 결제수단으로도 사용

할 수 있어 편리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졌다. 
NFC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단말을 

태그에 갖다 대거나, 두 개의 단말을 가까이 두면 된다. 
단말을 태그에 갖다 대는 경우, 태그에 데이터를 입력

하거나 태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Reader/ 
Writer Mode로 동작한다. 그리고 두 단말 간 통신의 

경우에는 Peer-to-Peer Mode로 동작하여 양방향 통신

을 하거나, 하나의 단말이 태그로 동작하는 Card 
Emulation Mode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NFC 포럼

[2]에서는 NFC 동작 방식을 다음 표 1과 같이 세 가지

로 분류한다.

표 1. NFC 동작 방식

Table. 1 NFC Operation Modes

 동작방식 설 명 응용 분야

Reader/Writer 
Mode

단말기가 태그를 

인식하여, 태그에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동작이 가능

스마트포스터

Peer-to-Peer 
Mode

단말기 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음

연락처 교환, 
이미지 공유

Card Emulation 
Mode

단말기를 태그로 사용 

가능

스마트카드(교통

카드, 신용카드)

2.2. NFC를 활용한 연구 사례

NFC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중에서도 접속 방법이 간단하고 정확도가 높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출시되는 대부

분의 스마트폰에서 NFC 기능을 지원하면서 NFC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NFC
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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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기존의 NFC와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

해보았다.
NFC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NFC를 활용해 결제, 정

보 교환, 인증 등의 응용 시스템을 만든 연구, NFC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시스템을 제안한 연구, 
그 외 NFC의 동향 및 표준화 활동, 전략과 관련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응용 시스템 중 결제 사례로는 무인화 마켓을 구현하

기 위한 모바일 NFC 결제 시스템[3], NFC를 활용한 홈

쇼핑 결제 시스템 설계[4], 안드로이드 기반의 NFC 쇼
핑 어플리케이션 시스템[5] 등이 있다. 그리고 정보 교

환 사례로는 동적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NFC 전자명함 

시스템 설계[6], Cloud 환경에서 NFC를 활용한 정보 공

유 서비스[7], NFC를 이용한 헬스장 관리 시스템[8] 등
이 있다. 인증 사례로는 NFC 태그를 이용한 사용자 인

증기반의 모바일 프린팅 시스템[9], NFC를 이용한 차

량 스마트키 제안[10], NFC를 활용한 출결관리 시스템 

구현[11] 등이 있다.
기반시스템 관련 연구사례로는 NFC를 활용한 능동

형 인증 방법[12], NFC 기반 모바일 서비스 보안 위협 

및 대책[13], 비대칭 암호화를 지원하는 유연한 아키텍

처와 보안 가능한 NFC 태그[14] 등이 있으며, 그 외 사

례로는 무선근접통신(NFC) 소개와 군 적용 방안[15], 
NFC 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16], 그리고 모바

일 RFID 기술 표준화 활동 및 전략[17] 등이 있다.
이런 연구들은 주로 NFC를 활용하여 기존의 시스템

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기위한 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그
러나 대부분 모델제안에 그치고 실제 구현 혹은 시뮬레

이션을 통한 검증이 부족했다. 본 논문은 제안한 시스

템을 실제로 구현함으로써 새롭게 설계한 시스템의 실

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NFC를 활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시스템 구조

다음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기본 구

조이다. 본 시스템은 크게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운전자

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드 형태의 NFC 태그로 

나눌 수 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NFC 리더기가 포

함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스마트폰은 NFC 기능이 탑재

되어있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Architecture

운전자는 자신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목적지 

정보가 담긴 태그를 여러 개 저장한다. 이 때 목적지 

정보는 상호명과 같은 명칭이나 주소 등 여러 가지 형

태로 저장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경로 안

내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태그를 선택하여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의 

NFC 리더기에 터치한다. 그러면 NFC를 통해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되어 있던 목적지 정보가 내

비게이션으로 전송되어 손쉽게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방법이 그림 1의 (a)
에 해당한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에서는 스마트폰 

자체를 목적지 정보를 담은 하나의 태그로 만든다. 
NFC 태그가 된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 단말기의 NFC 
리더에 갖다 대는 방식이다. 이는 NFC 동작 방식 중 

Card Emulation Mode에 해당한다. 이때 NFC 태그로는 

스마트폰은 물론 일반적인 NFC 태그도 사용 가능하

며, 이 방식은 그림 1의 (b)에 나타내었다. 목적지 정보

가 저장된 태그를 NFC 리더에 갖다 대면, 내비게이션

은 NFC를 통해 태그 정보를 수신하여 바로 경로 안내

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카드 형태의 NFC 
태그는 식당이나 관광지 등에서 태그를 나눠준다면 홍

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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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 있다. 그림 2는 홍보용 NFC 태그의 활용 예시

이다. 

그림 2. 명함 형태의 NFC 태그

Fig. 2 NFC Tag as business card

3.2.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은 목적지 정보를 저장하기 위

해 다양한 태그 제작 방법을 제공한다. 먼저 기본적으

로 기존의 내비게이션처럼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소나 

상호명 등의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방

법도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에 저장

되어있는 사진촬영 위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나, 
GPS 정보를 통해 현재 위치의 위·경도 정보를 주소로 

변환하여 입력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NFC 
동작 방식 중 Reader Mode를 사용하여 카드 형태의 

NFC 태그를 읽어 들여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하는 방법

도 있다. 
카드 형태의 태그는 어플리케이션이 없어도 내비

게이션의 NFC 리더에 터치하면 길안내를 받을 수 있

지만, 카드 형태의 태그가 여러 장일 경우, 이를 관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나의 앱으로 여러 개의 태그를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차에 

탑승하기 전이라도 이동할 목적지가 결정되면 언제

든지 어디서나 쉽게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

다. 아래 그림 3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목적지 정보

를 담고 있는 NFC 태그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구성

도이다.

그림 3. NFC 태그의 제작

Fig. 3 Creation of NFC Tags

그림 4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화면이다. 
(a)는 아래쪽의 버튼들을 통해 입력 방법을 선택하여 목

적지의 주소를 입력한 화면이다. (b)는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태그들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위쪽에서 태그 목

록들을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할 수 있고, 목록에서 

선택한 태그는 화면 중앙에 태그의 세부 정보와 함께 

출력된다.

(a) (b)

그림 4. NFC Tag 관리 어플리케이션 (a) 목적지 입력 화면 

(b) 저장된 태그 정보

Fig. 4 NFC Tag management application (a) screen of 
a destination input (b) stored tag information

그림 5는 본 연구를 통해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을 사

용하여 내비게이션의 경로 안내를 받기 위해 실제로 

NFC 터치를 하는 장면이다. 구현을 위해 내비게이션으

로는 갤럭시 노트1 단말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내비

게이션의 NFC 리더는 운전석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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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으면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자 편의를 위해 

핸들 내부에 설치하였다. 기존의 GPS나 DMB에서 연

장선을 통해 외장 안테나를 활용한 방식과 유사하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하고 핸들

에 갖다 대면 핸들 내부의 NFC 리더를 통해 내비게

이션으로 목적지 정보가 전송된다. 내비게이션은 전

송된 목적지로의 경로를 안내한다.

그림 5. 시연 장면

Fig. 5 Demonstration

Ⅳ. 비교분석

이번 장에서는 기존 내비게이션의 제어 방법과 비교

하여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이용자가 직

접 찾고자 하는 목적지의 주소나 전화번호, 명칭 등을 

입력하면 이용자의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지도의 형태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즉, 경로 안내

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메뉴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단말기

는 대부분 감압식 터치패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터치 민

감도가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정전식 터치패드를 사용

하는 이동 단말기(스마트폰)에 비해 목적지를 입력할 

때 많은 오탈자가 발생된다. 따라서 여러 차례의 입력 

과정을 거치다 보면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는 데 시간

이 다소 소요된다.
아래 표 2는 기존의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경로 

안내를 받는 것(a)과, 본 논문에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

을 사용하여 경로 안내를 받기까지의 조작 과정(b)을 비

교한 것이다. 표 2를 통해 기존 내비게이션 조작 과정의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 경로 검색 과정 비교 (a) 기존 차량용 내비게이션 (b) 
제안 시스템

Table. 2 Comparison of direction search process (a) 
existing car navigation system (b) proposed system

(a) (b)

교통안전공단의 시험 결과 기존의 차량용 내비게이

션의 작동에는 10~30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고[18], 자체 실험 결과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검색

하고 경로 안내를 받기까지 평균 15회의 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존의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본 논문

에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경로 안내를 받기 

위해 각각 몇 번의 터치가 필요한지 표 3을 통해 비교하

였다. 표 3을 통해 본 논문에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내비게이션 조작 과정에서의 터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출시된 내비게

이션들은 대부분 초성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

확한 명칭이 아닌 초성으로 검색할 경우 검색된 목록들 

중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서 선택해야 한다. 초성검

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원하는 목적지

를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

우가 있으며, 운전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초성검색은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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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내비게이션 종류별 터치 횟수 비교 (검색어 : 천안역)
Table. 3 The number of inputs required for searching 
‘천안역’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활용하였을 때 최대 

18.5회, 최소 7회가 필요했던 평균 터치횟수를 4회까지 

줄여 적게는 43%에서 최대 78%까지 개선 가능하다. 또
한 각 단계별로 1회의 터치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터

치 횟수가 최소로 줄었다는 것이 본 시스템의 강점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 과정을 최

소한으로 줄여 집중력 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으

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기존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이용자가 직접 

찾고자 하는 목적지의 주소나 전화번호, 명칭 등을 입

력해서 이용자의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지

도의 형태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내비게이

션 단말기 터치화면의 민감도가 낮아서 목적지 입력 시 

정확도와 입력속도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검색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현된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단말기의 

조작 과정을 단순한 NFC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사
용자는 스마트폰을 NFC 리더기에 터치하는 간단한 동

작만으로 목적지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내비

게이션 단말기의 복잡한 조작 과정으로 인한 운전자의 

집중력 분산을 최소화하여 도로주행 시 교통사고 발생

의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 시스

템을 통해 운전자는 간편하게 내비게이션의 경로 안내

를 받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 사용 시의 편리성과 안전

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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