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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IT기술을 접목한 개인화

된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편리성을 증대시키

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와 이

와 관련된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근

본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례나 법령 등의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

일상에서 개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져 있으나, 이에 대한 보안의 인식 등이 매우 미비한 

부분이 차량 운전자의 연락처, 즉 휴대폰 번호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이다. 이는 불법적인 수집에 

의해서 스팸 문자나 전화 또는 개인정보 도용 등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매우 높은 요소를 제공한다. 또

한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의 경우, 휴대폰 번호와 같은 연락처를 이용한 회원

가입이 많아짐에 따라 개인 정보 노출에 의해서 사생

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2].

이와 같이 개인 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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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

통계청의 2015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 스팸이 총 268만건에 달하며,

스팸 피해 유형조사에서 스팸 전화와 스팸 문자가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개인 연락처의 

노출로 인한 피해가 크다[4].

최근 암호화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실제 전화번호

를 가상의 일회용 임시번호로 매칭시켜 주는 시스템

이 개발되었으나, 디바이스 등록, 회원 가입 등의 다

소 복잡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며, 디바이스 구입과 

매달 부과되는 요금 등의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부착되는 연락처 노출이 없이, 스마트폰과 

NFC(Near Field Communication)기술을 융합하여 

간단한 조작법으로 차량운전자를 판별하며, GCM

(Goolge Cloud Messaging)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 

간 메시지 전송으로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

다. 이를 위해서 연락처 부착 방식을 대신하여 차량 

운전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NFC 태그를 이용하

여 자동으로 메시지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이 때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매

우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동작하도록 설계하였

으며, NFC 태그의 태깅 동작만으로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NFC 태그에는 차량 운전자가 소유한 스마트폰의 

디바이스 아이디만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의 유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서버를 통한 각종 

상황을 기록할 수 있어서 쳬계적인 차량 이력 관리 

등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장에서는 관련 기술을 소개하며 3장에서는 본 논

문의 NFC를 이용한 자동차상황 알림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 내용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구현한 시스템

의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NFC 기술
NFC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최근 

NFC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로 디바이

스 간 데이터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

는 소액결제, 출입 통제 등의 응용이 다양하게 개발

되고 있다. 또한 셋업 소요가 0.1초 미만이며, 10cm

이내의 거리에서 인식하여, 통신거리가 짧고 영역 밖

으로 벗어나게 되면 통신 자체가 끊어지므로 편리성

과 보안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6-11].

디바이스를 태그에 근접하는 동작으로 NFC 태그

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읽어들 일 수 있어,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차량 운전자 정보를 태그에 기록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하여 보안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였다.

최근 NFC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황

을 살펴보면, NFC를 이용하여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입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현한 예를 볼 수 있다[8]. 이는 내비게이션 사용 

시에 거쳐야 하는 목적지 입력의 여러 단계를 NFC

기능을 활용한 디바이스의 태깅 동작으로 간략화하

여 내비게이션 사용의 편리성을 증대시켰다. [12]에

서는 NFC 기능을 사용하여 종이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NFC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서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고, [13]은 개인 

맞춤형 전동 휠체어 제어를 위해서 NFC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휠체어 설정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쉽게 활

용하도록 하여 편의와 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14]에서는 기존의 고가의 POS 시스템을 대

신하여 NFC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소

규모 상점에서도 판매되는 상품을 실시간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NFC 기술은 사용자 편리성 제공을 위

한 서비스, 개인화된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또는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상품 등을 관리 할 

수 있는 간편히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FC의 근거리 통신 기능과 

GCM 서버 통신 기술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여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2 푸쉬 알림 서비스(Push Alarm Service)
푸쉬 서비스는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서버를 

통해서 특정 메시지를 사용자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이다. 기존의 SMS(short message

service) 또는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는 사용 비용이 발생하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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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없다. 반면에 푸쉬 서비

스는 부과 비용이 없으며, 사용자의 요청이 없이 서

버를 통해서 특정 메시지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푸쉬 메시지를 제공하

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

용되는 구글의 GCM(Google Cloud Messaging)이 

있다[15,16].

이는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메시지 발송 서비

스로서, 구글 서버를 이용하여 개인의 디바이스 내에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개발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은 GCM 서버에서 고유의 식별 아이디

를 발급받으며, 이를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을 특

정하는 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개인화 서비스 어플

리케이션 개발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GCM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서버 또는 애플

리케이션 서버에 각 NFC 태그의 고유번호에 대응되

는 디바이스 아이디가 미리 인증되도록 설계하여 개

인 연락처가 없이도 푸쉬 메시지가 해당자에게 전송

되어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3. NFC와 GCM을 결합한 상황 알림 서비스
3.1 시스템 동작 개념

본 논문에서 제안한 NFC를 이용한 차량 상황 알

림서비스는 차량 운전자의 연락처를 직접 노출하는 

차량 비상연락처 대신, NFC 태그에 개인 식별 정보

를 저장시켜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이다.

이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Fig. 1과 같이 차랑 운전

자의 스마트폰 디바이스 아이디를 저장할 스티커형 

NFC 태그, GCM을 구현하는 서버 및 스마트폰 애플

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차량의 운전자와 차량 상황에 대한 연락

이 필요한 불특정인이 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

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쓰기 기능으로 NFC 태

그에 디바이스 식별 정보를 입력하여 차량에 부착시

킨다.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

면 NFC 스티커에 스마트폰으로 태깅을 한다. 이 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NFC 태그의 디바이스 

식별 정보를 전송 받고,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메

시지를 기록하도록 하여, GCM 서비스에 의해서 운

전자의 스마트폰으로 푸쉬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러

한 과정에서 당사자의 전화번호는 알려지지 않아, 불

특정 다수에게 개인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으며, 서버

를 통한 메지시의 기록과 관리가 이루어져 자동화된 

차량이력 관리 역시 가능하다.

3.2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3.2.1 GCM 서비스 구현

구글의 푸쉬 메시지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에 활

용하기 위해서 GCM API를 이용해 서비스를 구현한

다. Fig 2는 GCM 서비스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디바이스로 

메시지를 전송을 위해 필요한 레지스터 아이디

(registration ID)와 API Key를  GCM 서버에 요청하

고, 그 값을 수신한다(Fig. 2의 1-2).

이후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은 발급받은 레지스터 

아이디를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메시지 송신자(Me-

ssage Sender)에 전달하여, 자신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등록하게 된다(Fig. 2의 3). 일반적인 GCM

푸쉬 서비스를 구현하는 경우는 개발자가 전송할 메

시지를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한다(Fig. 2의 4).

메시지 송신자는 레지스터 아이디와 개발자로부터 

전달된 푸쉬 형식으로 전송할 메시지의 내용을 

GCM 서버로 전송하고(Fig. 2의 5), GCM 서버에서

는 일정 주기 또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에 

의해서, 레지스터 아이디에 매칭되는 디바이스 아이

디로 판별된 디바이스에 메시지를 전송한다(Fig. 2

Fig. 1. System Operatio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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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GCM 서버에서 

메세지가 전달되면, 사용자에게 알림 기능으로 메세

지가 전달되었음을 알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확

인 메시지를 전송한다((Fig. 2의 7).

3.2.2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제안한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사

용되는 어플리케이션과 GCM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Fig. 3과 같이 설계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CM 서비스의 푸쉬 메시지를 활용하기 위해

서는 특정 디바이스 식별과 웹DB에 기록되는 레지

스터 아이디를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구현하여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디바이스 아

이디를 사용하여 해당 디바이스에 등록된 레지스터 

아이디를 검색하고, 이를 푸쉬 메시지 서비스를 실행

하는 GCM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은 NFC 태그

에 디바이스 아이디를 기록하는 기능과 NFC 태그의 

디바이스 아이디를 읽고, 사용자의 메시지를 입력받

아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연락처를 차량에 붙여놓는 

것 대신, NFC 태그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식별하는 

정보를 기록한다. 초기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NFC

Write Mode를 활성화 하여 스마트폰 기기가 고유하

게 가지는 디바이스 아이디를 구분자로써 기록하여,

핸드폰 번호를 대신하도록 하며, 이 디바이스 아이디

와 레지스터 아이디를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DB에 

저장한다.

차량 운전자 부재시 연락이 필요한 경우, 차량 운

전자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사용되는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은 연락할 메시지를 입력받고, NFC

Read Mode를 활성화 하여 NFC 태그로부터 읽어들

인 디바이스 아이디를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전송한

Fig 2. GCM Push Message Service Process.

 Fig. 3.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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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마

켓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메시지가 발생한다.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디바이

스 아이디와 매칭되는 레지스터 아이디를 검색하여 

메시지와 레지스터 아이디를 GCM 서버로 전달하

고, GCM 서버에서 해당 레지스터 아이디로 메시지

를 푸쉬 서비스로 전송한다. 즉, NFC 태그는 운전자 

스마트폰의 타겟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고 가해자는 

이 NFC 스티커의 타겟 정보를 읽어 들여 GCM 서버

를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시연 결과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해 윈도우즈 개

발환경에서 ADT(Android Develop Tool)을 사용하

였으며,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구현을 위해서는 웹 호

스팅 서비스와 PHP, MYSQL을 사용하였다. 또한 푸

쉬 메시지 기능 구현을 위해서 구글의 GCM API를 

이용하였다.

Fig. 4는 최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구

글에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사용하여 발급받은 레지

스터 아이디를 디바이스 아이디와 함께 어플리케이

션 서버에 자동 저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이

며, 이러한 간단한 회원가입 이후 실행부터는 자동로

그인이 가능하다.

Fig. 5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DB 테이블 구조로

써, 레지스터 아이디와 이에 매칭되는 디바이스 아이

디를 관리하는 테이블을 나타낸다. 위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디바이스 아이디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식

별하는 단 하나의 고유값으로, 핸드폰 번호와 같이 

특정 사용자를 지칭할 수 있도록 레지스터 아이디와 

매칭 하는 구조로 정의하였다. user_id(유저 아이디)

는 디바이스 아이디로 사용되는 고유 번호로써, NFC

태그에 실제로 저장되는 값이다. user_regid(유저단

말기아이디)는 GCM 서버에서 발급받은 레지스터 

아이디의 실제 값을 나타낸다. NFC가 태깅되면 태그

에 기록된 user_id(유저 아이디)값이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되고,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Fig. 5와 같

은 테이블에서 검색하여 user_regid(유저단말기아

이디)값을 GCM 서버로 전달한다. 이후 GCM서버에

서는 해당하는 user_regid(유저단말기아이디)의 스

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차량 운전자가 NFC 태그 스티커를 부착하기 전에 

NFC 태그에 정보를 기록하는 NFC Writer Mode가 

실행되는 화면은 Fig. 6과 같다. 이때 사용자의 추가

적인 입력이나 조작이 필요 없이 태깅과정 만으로 

이루어지도록 구현하였다.

차량의 NFC 태그에 스마트폰을 근접하면, Fig 7

과 같이 사고 상황을 접촉사고, 주차문제, 기타문제

Fig. 4. User Registration Page.

Fig. 5. Web Databas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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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분화 하여 나타내며, 해당 상황을 선택하면 푸

쉬메시지 최대 전송 길이인 4KB 내에서 문구를 작성

할 수 있는 편집창과 푸쉬메시지 전송을 위한 버튼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차량에 NFC 태그를 부착하고 

간단한 안내문을 통해서, 불특정인이 차량 운전자에

게 필요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Fig 8은 푸쉬 메시지를 수신하여, 알림 기능으로 

차량 운전자가 확인하는 화면이다. 시연 디바이스로

는 베가 아이언1을 사용하였으며, 접촉사고 상황을 

선택 후 추가 문구에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를 작

성한 후 전송한 경우이다. 푸쉬 메시지의 송수신 시

의 날짜/상황/받은메시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

며 리스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은 차량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기존의 방법들과 본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 내용

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최초 NFC 태그 

구입 비용만 소요되면, 영구적으로 추가 비용 없이 

통신이 가능하나, SMS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임시 

번호 매칭 서비스는 사용 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다. 또한 본 시스템은 개인 정보의 노출이 전혀 없이 

당사자간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하나, 기존의 방법들

은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거나, 가상의 번호의 매칭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5. 결  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들이 사회적

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스팸문자/전화, 보이스피싱,

개인정보도용 등과 같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

Fig. 6. NFC Tag Writer Mode.

Fig. 7. NFC Reader Mode.

Fig. 8. Get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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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

고 페이스북과 같이 연락처를 이용한 회원가입과 로

그인이 증가함에 따라 연락처 검색만으로 사생활 침

해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

스템은 어떠한 개인 정보도 노출되지 않는 NFC 태

그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의 불안함과 이

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NFC는 읽기와 

쓰기가 자유로워 보급 및 사용에 용의하며, 별다른 

조작 없이 태그에 디바이스를 접근시킴으로써 동작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GCM 서비스를 

사용하여 통신 당사자 간에 전화나 SMS 같은 유료 

서비스가 아닌, 무료 통신을 가능케 하여 비용 발생

이 없어, 주차장 관리, 차량 이력 관리 등의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실제 사고 상황 등에서 활용하

고 검증을 통해서 보완 내용을 수집하여 좀 더 편리

한 서비스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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