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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미래의 무인택시 이용의 편리성을 한 무인택시 매칭 랫폼을 제안한다. 제안한 무인택시

매칭 랫폼은 무인택시를 아두이노 RC카로 체하고 무선통신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무인택시의 매칭 

시스템을 제어한다. 이를 해서 무인택시 호출 어 리 이션과 리 DB를 구축하 다. 

1. 서론

 최근 많은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IT업계 회사에

서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그에 따라 

사람이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개발에 성공했다. 아직 

최종 완성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 안으로 자율주행자

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기 된다. [그림1]에서 나온 것과 

같이 세계시장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로인해 자연스럽게 운송업계에서도 무인 

택시를 사용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로 인해 생기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택시를 사용하는 이용자와 택시 간

의 통신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무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택시 매칭 랫폼을 제안

하고자 한다. 제안한 무인택시 매칭 랫폼은 무인택시를 

아두이노 RC카로 체하고,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호출하

는 모바일 어 리 이션, 사용자 정보와 무인택시 정보를 

수집하고 리하는 정보 리 서버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1] 자율주행자동차 세계 시장 유율 추이  망

 

2. 본론

2.1 시스템 구성  동작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무인택시 매칭 랫폼은 모바일 

어 리 이션, 무인택시를 체하는 아두이노 RC카, 정보 

리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는 무인택시 매칭 

랫폼이 동작되는 구조를 보여 다. 모바일 어 리 이션

은 출발지와 목 지를 입력한 뒤, 택시를 호출하면 출발지 

GPS와 사용자의 정보 등을 정보 리 서버로 달한다. 

정보 리 서버는 어 리 이션으로부터 정보를 달받아 

리 DB에 장하고, 출발지와 가장 가까운 택시를 연결

한다.  정보 리 서버는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리 DB

에 장한다. 무인택시를 체하는 아두이노 RC카는 정보 

리 서버로부터 호출자 정보를 달 받고 출발지를 향해 

이동을 하고, 모바일 어 리 이션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정보 리 서버를 통해 인증확인을 한다.

[그림 2] 무인택시 매칭 랫폼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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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은 사용자가 무인 택시 매칭 랫폼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보여 다. 사용자는 회원가입, 로그인 후 무인

택시 호출 어 리 이션을 시작한다.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출발지, 목 지를 입력하고 출발지 GPS를 정보 리 

서버로 보내 리 DB에 장한다. 서버에 장되어 있는 

출발지 주변 택시들의 GPS정보를 어 리 이션으로 송

하여 사용자가 지도상으로 주변 택시를 확인한다. 무인택

시 호출을 클릭하여 기본요 을 결제하면 정보 리 서버

에서 장된 출발지 GPS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를 선정한 

뒤, 인증번호를 발생하여 리 DB에 장한다. 어 리

이션에는 선정된 택시의 정보가 송되고 무인택시에는 

사용자 정보와 인증번호를 송한다. 사용자는 무인택시가 

출발지에 도착하면 정보 리 서버로부터 인증번호 송

을 요청하여 어 리 이션에 문자로 인증번호를 송 받

는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 리 이션에서 입력한 인증번호

와 무인택시가 가지고 있는 인증번호가 같은 지 유효성 

검사를 한다. 성공 하면 택시의 문이 열리고 택시에 탑승

한다. 목 지에 도착하면, 무인택시에서 어 리 이션으로 

도착알림이 송이 된다. 사용자는 무인택시에서 내릴 때 

추가비용을 결제하고 정보 리 서버에 도착시간, 추가비

용, 걸린 시간 등을 리 DB에 장을 하고 무인택시에 

완료되었다는 정보를 송한다. 마지막으로 무인택시의 문

이 열리고 정보 리 서버로 사용 완료했다는 정보를 

송한다.

[그림 3] 무인택시 매칭 랫폼 시 스 다이어그램

2.2 유사 모바일 어 리 이션 비교

 무인택시 매칭 랫폼에는 어 리 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존에 사용되던 ‘카카오 택시’, ‘T-map택시’ 어

리 이션처럼 호출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어

리 이션과의 가장 큰 차이 으로는 유인과 무인이다. 기

존의 어 리 이션은 택시기사가 있는 어 리 이션이지

만 이 로젝트의 어 리 이션은 택시기사가 없는 무인

택시 어 리 이션이다. 무인으로 운 되다 보니 불편한 

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불편함을 없애기 한 기능들

을 추가한다. 택시호출 사용자와 무인택시와의 확인을 

한 인증 차기능, 호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탑승할 때와 

추가요 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이 있는 두 가지 경우에는 

경찰서로 이동하는 기능 등으로 무인택시의 불편함을 해

소시킨다. 

 그리고 기존 어 리 이션에 없는 새로운 기능으로는 가

장 가까운 택시를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배차시킨다. 택시

기사가 있는 택시는 선택을 하여 호출을 선택하는 반면 

무인택시는 가장 가까운 택시를 선정하여 무조건 사용자

에게 가도록 설정하여 사용자가 호출 받는 기시간을 단

축시킨다. 기존 결제 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결제방식으로 

지인에게 신결제를 부탁하는 조르기라는 서비스를 추

가하여 무인택시 시스템과 연결한다.

2.3 모바일 어 리 이션

 무인택시를 호출하기 해서는 호출에 필요한 기기가 필

요하다. 한 사용자의 편리성을 해서 간편하고 조작이 

쉬워야 한다. 이를 해서 안드로이드 버 의 모바일 어

리 이션을 개발하 다. [그림4]는 어 리 이션의 기

능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무인택시 호출하기 해 로그인

을 한다. 치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출발지와 

목 지를 입력하는 것을 편리하게 도와 다. 지도에서는 

재 치와 사용자가 입력한 출발지와 목 지를 표시해

다. 출발지 목 지 입력 후에 기본요  결제를 한 뒤 약 

완료와 함께 화면에 택시번호와 도착 정시간을 제공해

주며, 약 후, 리자 서버에서 인증코드를 sms 로 보낸

다. 무인택시의 인증번호와 사용자의 인증번호 매칭 후에 

무인택시가 출발한다. 목 지 도착 시 추가비용 결제 화면

을 띄어 다. 결제 완료 후에는 ‘무인택시를 이용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출발지, 출발시간, 목

지, 도착시간을 화면에 띄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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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어 리 이션 화면

    

2.4 아두이노

 무인택시 매칭 랫폼에서 무인택시의 출발지, 목 지 

도착 이벤트 등을 발생시켜야 한다. 무인택시를 실제로 

제작할 수 없기에 무인택시를 체하여 통신 상황과 정

보를 보여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아두이노 자율 

주행 기술은 매우 어렵기에 정해진 트랙을 이동하기 

한 지도의 축소 인 트랙 조형물이 있어야한다.

 트랙 조형물을 이용하여 무인택시 호출 어 리 이션 상

에서 GPS를 받아와 가장 가까운 택시를 선정한다. 그리

고 [그림5]의 아두이노 RC카의 라인트 이서 모듈을 사용

하여 외선 감지로 [그림6]과 같은 트랙 조형물 에서 

이동한다. 

 서버와의 정보 통신을 하여 Wi-fi 모듈을 사용한다. 서

버와 통신하여 사용자의 정보와 인증코드를 받으며 사용

자가 탑승 시 인증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아두이노 

앞에 연결된 16x2LCD모듈은 서버와의 연결 가능여부, 사

용자의 정보, 문 열림 작동 시각화(Open, Close), 인증번

호, 출발지, 목 지 등의 각각의 정보와 상황을 출력한다.

[그림 5] 아두이노 모형

[그림 6] 아두이노 트랙 조형물

2.5 비콘

 무인택시 호출 시 택시의 치를 확인하여 가장 가까운 

택시를 연결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개발  테스트를 진

행 하여야 하는데 실제 무인택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아두이노 RC카로 체하여 사용하며 비콘을 GPS 계

기 역할로 사용한다. 축소된 맵에서 RC카의 치를 조회

하여 RC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데이터가 들어

와도 유연하게 처할 수 있게 한다.

2.6 정보 리 서버

 정보 리 서버는 회원의 개인정보, 무인택시 정보, 사용 

인 무인택시 정보, 사용자정보, 인증번호 정보를 장한

다. 리 DB는 Mysql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구 된 

리 DB의 테이블은 회원정보, 무인택시 정보, 호출 된 

무인택시 정보, 사용자 정보, 택시인증 정보로 구성되어있

으며 그  사용자 정보 테이블은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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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 문명 user 엔티티 한 명 사용자

테이블 설명 사용자 정보 테이블

속성명 타 입 키 속성 속성 설명
NOT 

NULL

order_no int PK 사용자 번호 Y

member_no int
사용자의 

회원번호
Y

taxi_no varchar 택시 번호 Y

charge int 기본요 Y

departure varchar 출발지 Y

destination varchar 목 지 Y

code varchar 인증코드 Y

date date 호출한 시간 Y

[표 1] 사용자 정보 테이블 기술서

2.7 개발 결과

 무인택시 랫폼의 어 리 이션은 참고문헌[1]과 같이, 

 로젝트를 구 하여 구  이 스토어에 등록하

다. 어 리 이션의 테스트와 함께 동작되는 RC카의 테스

트는 참고문헌[2]를 참고하면 된다. 

3. 결론

 본 논문은 미래의 무인택시 이용 편리성 제공을 해 아

두이노와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무인택시 호출 어 리 이

션, 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리하는 정보 리 서버로 

구성된 무인택시 매칭 랫폼 제작을 제안하 다. 제안

한 랫폼은 운 기사가 없는 무인택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고 사용의 편의성, 안 성, 

보안성 등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자율 

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된다면 곧 바로 랫폼의 용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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