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2호 (2019. 7)

133

● 요   약 ●  

기존 택시 어플리케이션의 방식은 승객이 택시를 이용할 때 승객 근처의 택시들이 승객을 선착순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는 승객이 택시의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승객을 선택한 택시를 탑승해야 된다. 또 택시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승객이 주변 택시들을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택시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택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승객이 여러 경로 중에서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면 택시 기사에게 전송하여 이탈 시 감지할 수 있다.

키워드: 택시(taxi), 승객(customer), 택시 정보(taxi information), 택시 검색(taxi search),

경로 선택(route selection) 경로 이탈(breakaway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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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택시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경력 있는 

택시 운전사 중 51%가 ‘성범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에 따르면 

‘택시 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과경력이 

있는 택시 운전사는 862명에 달했다. 그중 성폭력처벌법 전과 376명, 

마약관리법 전과 185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전과 127명,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처벌자 68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전과자는 60명으

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성폭력 전과자는 총 436명으로 

전체 범죄 전과 중 무려 51%를 차지한다. 또한 [2]에 따르면 승객이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택시 기사를 납치범으로 오해하

여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택시 기사의 

잦은 승차거부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승객이 택시 기사의 

정보를 미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받으며, 택시를 탑승하기 전에 

경로를 미리 입력하여 택시 기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 택시 어플리케이션의 방식은 승객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

한 후 택시를 호출하면 주변에 있는 택시 기사들에게 모두 푸시 

알림을 발송한다. 푸시 알림을 받은 택시 기사 중 가장 먼저 수락을 

하는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점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승객이 택시 

기사의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승객을 선택한 택시를 탑승해야 된다. 

또한, 경로 이탈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승객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승객에게 택시 기사의 정보를 제공

해주며 승객이 원하는 경로를  택시 기사에게 제공하고 이탈을 감지하

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택시 기사의 정보를 입력받고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승객의 안드로이드에서 정보 요청 

시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택시 기사의 정보를 받아온다. 

매칭 후 안드로이드에서 승객이 입력한 경로와 현재 택시의 경로를 

비교하여 이탈을 감지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3장에서는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택시 선택 및 정보제공, 경로 이탈 감지 시스템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관련 연구로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카카오 T, 티맵 택시 등이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택시를 불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택시 기사가 선착순으로 승객을 선택하며, 경로 선택이 불가하며, 

택시 기사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다. 또 경로 이탈 감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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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Fig. 1-1. 택시 선택 및 정보, 경로 제공

그림 1-1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택시 선택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개념도이다.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여 경로를 검색한다. 

검색된 경로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후 승객 주변의 택시를 GPS를 

통해 검색하여 보여주고 검색된 택시들의 정보(이름, 나이, 경력, 

후기, 흡연여부)를 제공한다. 제공 받은 정보로 승객이 판단하여 

택시를 호출 할 수 있다.

Fig. 1-2. 경로 이탈 감지

그림 1-2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경로 이탈 감지 시스템의 개념도이

다. 위의 택시 선택 및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입력한 경로와 현재 

운행 중인 경로를 비교하여 일정 범위를 벗어났을 시 경고음을 울리고 

신고할 수 있다. 만약 택시 기사가 도로 사정 상 승객이 선택한 

경로에서 운행이 불가한 경우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다.

Fig. 2. 시스템 구성도

그림 2는 제안한 시스템의 안드로이드, 서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준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승객에게 UI를 제공해주며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서버에 전송한다. 그리고 서버에서 택시 기사의 

정보를 받아 화면에 출력해준다. 운행 시에는 현재 위치와 경로 위치를 

비교하여 경로 이탈 감지가 이루어진다. 서버에서 안드로이드에서 

입력받은 택시 기사 정보를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승객이 

요청 시 택시 기사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FCM(Firebase Cloud 

Messaging)을 이용하여 승객이 택시 기사를 선택했을 시 푸시 알람을 

보낸다. 택시 기사의 승낙 여부에 따라 승객에게 다시 푸시 메시지를 

보낸다.

IV. Conclusions

기존의 택시 어플리케이션은 승객이 택시를 이용할 때 승객 근처의 

택시들이 승객을 선착순으로 선택한다. 따라서 기존의 택시 어플리케

이션은  승객이 택시 기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경로 

이탈 감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승객이 택시 

기사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승객이 원하는 경로에서 이탈했을 시 

감지할 수 있는 경로 이탈 감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택시 기사의 

정보를 안드로이드를 통해 입력 받고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게 되며 승객은 서버를 통해 택시 기사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를 통해 승객이 원하는 경로와 현재 위치를 비교하

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탈 시 재탐색을 

하거나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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