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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택시 승차에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택시 안전이용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택시 승객들은 요금에 비해 편안하고 안전함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또한 택시 승객들에게 탑승 이전에 기사와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서비스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택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의 안전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들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처럼 하거나, 현재 내 위치를 지정한 시간에 한번씩 

알려 주는 등 택시 범죄 예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이 개발되었다[1]. 

승객이나 택시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NFC나 RFID 등의 근거리무선 통신기술들을 이용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2]. 국내 통신회사들은 택시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발을 하였으며, NFC나 QR-code에 국한된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 NFC나 QR-code는 

버스정류소에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에도 적용되고 있다. 

저전력 무선 통신 기술인 블루투스 4.0을 기반으로 하는 비콘은 인식 거리와 측위 오차 향상 등의 

특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아 스마트 단말기 구현에 적합하다. 비콘 단말기는 출석 관리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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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axi safety support system using the beacon device to reduce the anxiety and increase th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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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수업관리시스템[3]과 사용자의 위치추적서비스[4] 

등에 적용되었다. 또한 비콘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실내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행동정보를 분석하여 긴급상황을 

판단하는 시스템도 제안되었다[5].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 방법은 비콘, 비전시스템, GPS, 레이저 

거리 스캐너, iGPS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6-7]. 그러나 

위치추정시스템은 센서와 무선통신 신호들의 잡음들에 의해 추정된 

위치에는 항상 오차가 존재한다. 무선신호 향상을 위한 설계, 외부 

잡음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여 위치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6-7]. 택시안전이용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택시와 사용자간의 정확한 거리와 상호간 위치 

인식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택시 서비스 및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콘 단말기와 스마트폰 간의 위치추정 기술을 

사용하였다. 택시안심이용시스템을 위해서 저 전력 비콘 단말기, 

승객 및 운전자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험관리 및 안심이용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택시안심이용시스템 

비콘 단말기 구현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택시안심이용시스템의 

구현, 거리 측정 및 위치 추정, 세부 기능 구현 방법을 설명하였다. 4

장에서는 개발된 비콘 단말기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5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2. 택시안심이용시스템의 비콘 단말기

택시 내부에 간편하게 장착이 가능하고 전원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USB 형태의 블루투스 4.0 기반의 저 전력 소형 비콘 

단말기를 그림 1과 같이 개발하였다. 비콘 단말기는 PC와 차량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해서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택시에 손쉽게 장착 가능한 소형 크기와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전원공급과 데이터 송출을 하나의 포트에서 이루어지게 

설계하였다. 전체 크기는 42mm×38mm×11mm이며, 안테나는 

내장형으로 공중선의 수직편파특성을 가지며, -4.34dBi의 이득을 

갖는다. 송수신 주파수는 2.402GHz-2.48GHz이며, 출력은 1mW

이하이다. 그림 2는 비콘 하드웨어 회로도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비콘 단말기의 인식가능 범위는 50m, 인식 시간은 0.5초, 

배터리는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도로 설계하였다.

비콘 단말기는 택시 이용자가 택시 인식 및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택시내 비콘단말기가 신호를 보내고 있으면, 알림 

기능과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한 상태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이 신호를 감지하고 비콘의 무선신호 강도를 측정해 승객의 위치를 

계산하여 측위를 산출한다. 비콘 신호가 이용자 인식이 가능 거리 

내로 진입하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인식해 안심이용서비스 

전용 서버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택시 정보 및 

기사 정보 등을 전달 받아서 표시하게 된다. 비콘은 이용자가 별도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말기, 이용자 어플리케이션, 서버간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3. 택시안심이용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구현

3.1 택시안심이용시스템 구성

택시에 설치된 비콘 단말기를 사용하여 추정된 승객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택시안심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저전력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된 비콘 단말기,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비콘 위치인식 및 추종 알고리즘이 포함된 위치 인식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심 이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비콘 단말기는 택시 

실내에 설치되어 택시 기사의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택시 안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 기사용과 승객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며, 안심이용서비스 운영시스템은 중앙 관제실의 서버용 

운영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으로 구현된다. 
그림 1.  USB형태의 비콘 하드웨어
Fig. 1. USB-type beacon hardware

그림 2.  비콘 하드웨어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Fig. 2. Block diagram of the beacon hardware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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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안심이용시스템의 전체 운영 절차는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택시 승객이 스마트폰에 설치 되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택시 호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본인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위치의 택시를 파악하고, 본인의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 전달받은 이용객의 위치는 택시 기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전송되어 승객의 위치를 안내한다. 위치 및 관련 정보는 모두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는 수신한 정보 및 블루투스 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승객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위험 상황을 

관리한다. 안심이용서비스를 위해 운영 서버는 승객의 지인 및 

가족에게 탑승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5는 각각 시스템들 간의 정보 수신 및 전송 

흐름도를 보여 준다.

그림 4. 택시안심이용시스템 전체 운영 절차
Fig. 4. overall operation process of the taxi safety support system

그림 5. 정보 수신 및 전송 흐름도
Fig. 5. Flowchart of the information receive and transmission 

3.2 비콘 단말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및 위치 추정

택시에서 비콘이 신호를 보내고 있으면 승객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신호를 감지하고, 비콘의 블루투스 신호세기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RSSI) 값을 측정해 비콘까지의 

거리를 산출할 수 있다. RSSI 값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리 정의된 다양한 지점에서의 RSSI 값들의 

표본 수집을 통해 측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콘 단말기의 송신 

신호를 각 스마트폰이 수신할 때 발생하는 신호의 감쇠 정도를 

측정하여 확률적 방법을 통해 미리 수집되었던 RSSI 표본값들과 

매핑하여 비콘 단말기까지의 거리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비콘 단말기와 스마트폰 사이에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거나 

복잡한 실내 환경일 경우거리 측정 오차가 매우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 측정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콘 단말기를 다수 설치하여 평균 신호세기를 산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6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RSSI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이다. 

그림 6. 거리에 따른 RSSI 평균값
Fig. 6. RSSI average value according to the distance

다수의 비콘 단말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RSSI 신호강도 비율을 비교하여 위치 추정이 가능하며,  

비콘 단말기가 많을수록 위치 추정 정밀도는 향상된다. RSSI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여 각각의 비콘 단말기(A, B, C, D)와 스마트폰 사이의 

거리 산출이 가능하다. 측정한 거리는 비콘 단말기를 원점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므로 두 원씩 짝을 지어 각각 (A, B), (B, C), (C, D), 

(D, A)의 두 교점 중 내부의 교점 4개를 산출하여 평균치를 구하면 

스마트 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7은 비콘 단말기와 스마트 

폰의 거리 산출 환경과 모습을 나타내고, 그림 8은 삼각측량을 

이용한 거리산출을 나타낸다. 세 원 씩 짝을 지어 각각 (A, B, C), 

(B, C, D), (C, D, A), (D, A, B)의 삼각 측량 교점 4개를 산출하여 

평균치를 구하면 스마트 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 택시안심이용시스템 구성
Fig. 3. Structure of taxi safety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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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콘과 스마트 폰 사이의 거리산출
Fig. 7. distance measurement between beacon and smartphone

그림 8. 삼각측량을 이용한 거리 산출
Fig. 8. distance measurement using triangulation

3.3 택시 안심이용서비스 기능 구현

본 연구에서는 그림 9와 같이 스마트폰을 흔들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택시의 차량 정보 및 기사정보가 제공되며, 안심 귀가 

서비스를 위해 지인에게 탑승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가장 인접한 등록 차량에 장착된 

비콘 단말기와 통신하여 맥 어드레스를 수신하고 맥 어드레스와 

승객 단말의 전화번호를 운영서버로 전송하고, 운영서버가 수신한 

맥 어드레스를 기초로 매칭된 차량정보와 차량사진을 추출하여 

승객 단말의 전화번호로 푸쉬 메시지를 전송하면, 승객은 전송된 

차량 정보와 차량사진을 표시하여 승객이 해당 차량을 선택하게 

된다. 

그림 9. 승객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Fig. 9. passenger mobile application 

택시 근접 시 도난 차량 여부와 등록된 택시 정보 제공으로 

안전하게 선택 탑승이 가능하며, 승객이 탑승하면 탑승자의 

어플리케이션은 탑승기록을 운영 서버에 전송하며, 등록된 

지인에게 탑승 시간, 운전자 및 차량번호, 예상 도착시간 등의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간편한 택시 호출 서비스 및 GPS 기반의 요금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 기사 호출 서비스 제공 및 응급 상황 신고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 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 등록이 용이하도록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스마트 폰 분실 시 바로 

전화걸기, 분실물 신고, 웹을 통한 분실물 회수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날짜, 차종, 차량 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분실한 

택시 조회 기능을 구현하였다.

택시 안심이용서비스를 위한 기사용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였 

다. 택시 회사는 간단한 등록 절차를 통해 비콘에 차량 및 기사 

정보를 등록하며, 미터기 오류와 의도적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미터기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GPS 정보와 

도로 교통 상황 정보도 제공하며, 승객의 연락을 받으면 승객의 

연락처와 위치를 안내하여 호출된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승객의 안전 하차를 위해 승객이 하차 후 3m이상 벗어난 경우에 

운전자에게 완전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해 승객의 사고 

위험을 예방한다. 비콘 단말기를 사용한 택시안심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다음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택시안심이용시스템 제공 기능
Fig. 10. Service function of taxi safety support system 

4. 실험 및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비콘 단말기의 근거리 오차 측정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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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이 비콘 단말기를 5m이하의 거리에서 

일정 간격으로 떨어뜨린 후에 스마트폰 송신기를 이동해 가며 

블루투스 RSSI 값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11. 근거리 오차 측정 실험
Fig. 11. experiment of the error measurement in the near distance 

비콘 모듈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간의 장거리 오차 측정실험 

을 진행하기 위해 최대 인식 거리를 50m로 잡고, 그림 12와 같이 

비콘 모듈을 12m, 18m, 24m로 떨어뜨려서 5회 동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RSSI 값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12. 장거리 오차 측정 실험
Fig. 12. experiment of the error measurement in the long distance

비콘 단말기를 2m, 2.5m, 3m로 떨어뜨린 후 RSSI 값에 근거한 

거리오차 측정실험의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근거리에서는 

평균 0.9m 이내의 거리 오차를 보여 주었다. 

표 1. 근거리 오차 측정 실험 결과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the error measurement 

in the near distance 

실제 
거리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값

2m 3.1 2.7 3.4 3.2 2.6 3.00

2.5m 4.2 3.5 3.2 3.6 3.1 3.35

3m 3.4 3.7 4 4.2 3.7 3.80

장거리 오차 측정 실험을 진행하여 표 2와 같이 50m이하의 

거리에서 오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거리에서는 평균 1.6m 이내의 

거리 측정오차를 보여 주었다.

표 2. 실외 거리오차 측정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the error measurement 

in the long distance

실제 
거리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값

12m 12.3 15.4 15.4 12.6 14.8 14.1

18m 17.3 19.4 24.5 17.5 20.1 19.8

24m 21.8 24.5 24.5 21.8 23.6 23.2

수신 거리에 따른 비콘의 수신신호 감도를 구하기 위해  50m까지 

거리를 1m씩 늘려가며 신호세기를 측정하였다. 그림 13은 비콘 

신호의 감도를 측정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수신거리 감도 값은 0

에 가까울수록 감도가 좋으며, 값이 크면 신호 감도 값이 떨어지는데 

이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세기가 감소하며 감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6m 범위 안에서는 신호감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10m 안에서 신호감도는 최대 감도 평균 -68.78dBm, 

최소 감도 평균 -73.94dBm으로 양호한 수준의 감도를 보여 데이터 

전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초당 1회 위치 

정보를 송신하는 비콘단말기를 10개 설치하여 위치정보 수신실험을 

통해 정보수신율을 검증하였다.

그림 13. 거리별 RSSI 측정 실험 결과
Fig. 13. experimental results of RSSI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distance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택시 이용의 효율성과 승객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택시안심이용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먼저 택시 내부에 장착 

할 수 있는 비콘 단말기를 개발하였으며, 승객이 일정 거리 내로 

진입하면 서버로 정보를 전달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상황 

인식, 위치 측위, 위험 관리 및 알림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택시 승객의 상하차 및 거리 인식을 

통하여 사고 위험 예방 방법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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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은 실제 실험을 통해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비콘의 

전파 간섭 및 충돌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전에 승객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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