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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수단 내 임산부석에서의 태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된 앱은안드로이드기반스마트폰, 라즈베리파이와 NFC 기술의접목을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앱은실제사용자인 임산부들의 대중교통에

서의 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Ⅰ. 서 론

현재 대중교통에서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배려석은 지하철 기

준으로 한 량 당 두 좌석이다. 그러나 임산부가 아닌 여성들 혹은 남성들

이 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눈으로 확인하기 여러

운초기임산부의경우에는자리양보를받기가더욱어렵다. 따라서이러

한목적을 벗어난임산부석을개선하기위하여 임산부석을비워놓고임산

부가 아닌 사람이 앉을 경우 경고음을 내어 임산부석의 실질적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Ⅱ. 본론

본 앱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모바일 앱 개발 프레임워크인 Flutter

를 기반으로앱을디자인하였다. 또한 앱의사용자관리를간편하게하기

위해 Firebase를 사용하였다. 이후 임산부석에서 라즈베리파이와 조도센

서를 이용하여 빛의 유무에 따라 사람의착석여부를 감지하고, NFC를 통

하여 전달받은 정보에 따라 부저의 실행여부를 결정한다.

임산부들은 해당 앱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구글 계정을 통해

간단히회원가입및로그인을한후코드를입력하면코드사용가능여부

를 판단한다. 이때 사용되는 코드는 임산부가 앱을 사용할 경우 임산부임

을인증할수있는코드이며, 산부인과에서발급 받을수 있도록한다. (해

당 앱은 사용이 상용화 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용 가능한 코드일

경우 좌석에 부착된 NFC 리더기에 앱을 태그하면 임산부가 해당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좌석에 앱을 태그하지 않고

좌석에 착석할 경우 경고음을 통해 좌석에 착석하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앱의첫실행화면과사용자가구글로그인후고유인증번호를입

력하는 화면이다.



(좌) 라즈베리파이와 NFC 리더기의 전체적인 회로도

(우) 인증에 성공한 후 리더기에 태그하는 모습

이후 임산부 각자 고유의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승인 받은 화면이다.

Ⅲ. 결론

사회적인 면에서 이 앱은 많은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을 현재보다 편하

게 이용하게 되고, 이후 임산부석뿐만이 아닌 휠체어전용석과 같은 다른

노약자석으로까지의 확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 또 경제적으로는 비콘과

같은별도의 발신기가필요한부산의핑크라이트와 달리개개인의스마트

폰을 이용하므로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임산부석을 이용한임산부가자리를떠난 후에인증이남아있는상

태에 다른 사람이 앉을 때를 대비하여 ‘하차’라는 기능을 만들어 자리에

대한 권한을 더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임산부석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함과 더불어 앱 내에 임산부와 관련된 여러 기능을 추가하여 앱의

사용을 편리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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