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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NFC와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한 Android 플랫폼 기반의 버스 정보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NFC Tag read 모듈과 블루투스 통신 모듈로 구성하였으며, NFC Tag read 모듈은 NFC Tag에 저장된 버

스 정류장 정보를 읽는 기능을 제공하고, 블루투스 통신 모듈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구현한 블루투스 통신장치로부터 전송받은 

교내 버스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버스타요' 앱에 전송받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앱을 통하여 교내 버스를 이용하

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키워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Bluetooth, Arduino, GPS

I. 서 론

Android 플랫폼은 NFC와 Bluetooth에 대한 다양한 API를 지원한

다[1][2]. NFC는 13.56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근거리 무선통

신기술로 초당 424KB 데이터를 전송를 할 수 있으며, 버스, 티켓, 

지불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3]. NFC 장치는 Tag 

Reader/Writer, P2P, Card emulation 모드로 동작한다.  Tag Reader/ 

Writer 모드는 NFC 장치와 NFC Tag 간의 데이터를 읽고, 저장한다. 

P2P 모드는 안드로이드 빔을 이용하여 단말기 간의 데이터를 교환한

다. Card emulation 모드는 NFC 장치를 NFC 카드로 사용하여 

외부 터미널에 접촉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4]. 이러한 NFC 모드와 

Android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API를 활용하면 다양한 Android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NFC와 Bluetooth 기술을 활용하여 Android 플랫폼 

기반의 교내 버스 정보 알림 애플리케이션인 버스타요 앱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II. 버스타요 App의 설계 

버스타요 앱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그림 1과 같다.

(a) main 캐릭터

(b) 버스 노선 

Fig. 1. App character & bus route

그림 1의 App 캐릭터와 버스 노선을 이용하여 버스타요 앱의 

메인 액티비티(activity)와 버스 노선 선택 액티비티를 설계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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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sign of Main activity & Bus route

III. 버스타요 App의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버스타요 앱은 그림 3과 같다.

Fig. 3. Implementation of Main & Bus route 

그림 3의 버스타요 앱은 NFC Tag read 모듈과 블루투스 통신 

모듈로 구성된다. NFC Tag read 모듈은 NFC Tag에 저장된 버스 

정류장 정보를 읽는 기능을 제공한다. 블루투스 통신 모듈은 아두이노

(Arduino)를 이용하여 구현한 블루투스 통신장치로부터 교내 버스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버스타요 앱에 전송받는 기능을 제공한다.

아두이노(Arduino)를 이용하여 구현한 블루투스 통신장치는 그림 

4와 같다[5].

Fig. 4. Bluetooth communication device using Arduino 

그림 3의 버스타요 앱은 NetworkTask() 메서드를 통하여 아두이노

를 이용한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또한 

processTag() 메서드를 통하여 NFC Tag 접촉 시 버스 정류장 정보를 

읽어 들이고 그 데이터를 다음 정류장에 출력될 수 있도록 전송받는다. 

그리고 onPostExecute() 메소드는 버스의 현재 위치를 버스타요 

앱에 출력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Android 기반의 NFC Tag read 모듈과 블루투스 

통신 모듈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버스타요’ 앱을 설계하고 구현하였

다. 이 앱을 통하여 버스 운행 정보가 앱을 설치한 학생들에게 실시간으

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앱을 통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교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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