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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승강장 진입을 위한 택시 대기열은 택시 승강장 주변에 교통 정체를 일으켜 주변을
혼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정체와 혼잡은 택시 승강장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택시들이
대기하도록 하고 승강장에 진입이 가능한 택시만 택시 승강장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택시 승강장 진입 순서 제어를 위한 승강장
진입 순번 운영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택시 기사가 선택한 승강장 진입 순번
신청을 수신하면 그 승강장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순번을 할당하며, 그 승강장에 진입할
순서가 되면 택시 단말기를 통해 승강장 진입 순서가 되었음을 공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는 택시 승강장 진입을 위한 대기열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기를 하며, 승강장 진입 알림을 받은 후 택시 승강장에 접근하면 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택시 승강장 주변에 택시 대기열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어 승강 주변의
교통 정체 및 혼잡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승강장 진입 순번 운용
시스템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 승강장을 대상으로 하여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Abstract
Taxi's queue for entering into taxi stand makes traffic jam and congestion around taxi stand. If we
make that taxi waits in another place around taxi stand, and can approach to taxi stand when it gets in
its turn, these traffic jam and congestion around taxi stand can be reduced. In this paper, we propose
entry sequence operating system for taxi stand to reduce traffic jam and congestion around taxi stand.
In this system, taxi driver can request his sequence number, and the system issues sequence number to
driver. When it is time to approach to taxi stand due to issued sequence number, the proposed system
notifies to taxi driver via taxi terminal. Taxi getting the proposed service can wait in another place
around taxi stand, and can approach to taxi stand after receiving notify for approaching. Therefore,
the proposed system in this paper can reduce traffic jam and congestion around taxi stand because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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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reduce or get rid of taxi's queue around taxi stand. We implement the taxi stand approach
sequence management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for taxi stand installed in Chungju-Si, Chungbuk.
We use Google Cloud service and Android platform for implementing.

Keywords: Taxi, Taxi Stand, Approach Sequence, Traffic Jam, Congestion, Google Cloud, Android

1. 서론
택시, 버스, 승용차 등을 포함한 등록된 자동차의 수는 2007년 1,643만대에서 2016년
2,180만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자동차 수의 빠른 증가에 따라 차량간 통신을 기반으
로 한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사용을 위한 시도와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2-4]. 또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과 관련한 연구 및 투자는 교통 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지능화 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5-7]. 이러
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각종 교통 정보를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8].
자동차 수의 빠른 증가와는 다르게 교통 수단별 수송 분담률 통계는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의 분담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9]. 그러나 대중 교통은 2015년
기준 약 45%의 수송 분담률을 차지하고 있어 분담률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적지 않은 비율로 수송을 분담하고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택시는 2007년 6.6%에서
2015년 약 3.0%로 수송 분담률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2016년 10월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53,929 대의 택시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10].
이 연합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역별 영업 택시의 분포는 총 영업 택시의 약 53%에 해당
하는 136,916대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대도시의 택시 승강장 주변은 택시들로 인해 교
통 정체, 혼잡 등의 부정적 교통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유형의 교통 정체 및 혼란의 원
인은 택시들이 승강장 진입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승강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택시 승강장 주
변의 정체 및 혼잡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의 수를 감소시켜 승강장 주변의
교통 정체와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택시
기사는 그가 선택한 택시 승강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번호 발급을 요청하며, 발급받은 순번이
택시 승강장 진입 순서가 되었을 때 택시를 승강장에 진입시킬 수 있으며, 그 순서가 되기 전
에는 승강장 주변이 아닌 다른 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한다. 이때 택시 기사는 시, 군 등 택시
영업 영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 택시 승강장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순번을
발급받을 승강장을 선택할 수 있어 이러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특정 택시 승강장 집중 현상
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택시 승강장 운영 방법은 불필요하게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대기하는 택시의 수를 감소시켜 승강장 주변의 교통 정체와 혼잡을 감소시
킬 수 있으며, 각 승강장의 상태 정보 제공을 통해 택시들을 여러 택시 승강장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정보 부재로 인해 특정 승강장에 필요 이상의 많은 택시가 대기하는 쏠림 현상을 해
소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은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시스템의 구성과 각 요소
별 기능을 소개하며, 제 3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진입 순번 시스템의 구현에 대해 기술
한다. 제 4장은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기술한다.

2.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운영 시스템
2.1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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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강장 주변의 교통 정체 및 혼잡 감소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개념을 도입한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운영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은 은행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은 후 순서가 되기까지
기다리다 번호표 상의 순서가 되었을 때 서비스를 받는 것을 택시 승강장 진입 관리에 적용
한 것으로 택시가 승강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순번 즉, 번호표를 의미한다. 순번을 발급받은 택
시는 승강장 주변이 아닌 다른 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하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승강장
진입 순서가 되었을 때 택시 승강장에 들어가 승객을 기다리면 된다. 택시의 영업 영역 내 각
택시 승강장마다 승강장 진입 순번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각 승강장의 상태 정보 즉, 현재
승강장에 진입한 택시의 수, 대기 택시의 수, 평균 대시 시간 등과 같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택시 기사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택시 기사는 진입 순번을 발급받을
승강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은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개념을 이용하여 승강장 주변의 교통 정체 및 혼잡 감소
를 위한 택시 승강장 운영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택시 단말기는 택시에 설치되는
전용 단말기 또는 기사가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이며, 택시 기사는 이 단말기를 이용하
여 승강장 정보 확인, 택시 승강장 선택 및 진입 순번 신청, 진입 순번 신청 결과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단말기를 통해 승강장 진입 순서가 되었음을 알리는 알림을 수신할 수 있다.
택시 순번 관리 시스템은 택시 단말기에서 요청한 진입 순번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승
강장의 상태 정보를 관리한다. 이것은 GPS 좌표로 표현되는 위치 정보를 택시 단말기로부터
수신하여 순번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며, 택시 단말기에서 요청한 진입 순번을 배
정, 할당한다. 또, 이 시스템은 각 승강장의 진입 순번이 된 택시 단말기에게 승강장 진입 알
림을 전송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택시 순번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본 운영 시스템에서 생성
되는 모든 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영업 택시의 위치, 각 승강장
의 기본 정보, 각 승강장 진입을 위해 발급한 순번 상태, 기본 사용자 정보 등을 저장한다. 택
시 승강장 추천 시스템은 택시의 위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택시 승강장을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Figure 1. Components of Taxi Stand Approach Seque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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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승강장 진입 순번 관리 시나리오
그림 1은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운영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더불어 순번 관리에 대한 시나
리오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승강장 진입 순번 운영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
하여 택시 단말기는 주기적으로 그 위치를 택시 순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한다. 이 정보를 기
반으로 하여 택시 순번 관리 시스템은 그 택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을 검색하
고, 순번 대기 차량의 수, 평균 대기시간 등 승강장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와 택
시 단말기에게 제공할 수 있다. 택시 순번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승강장 관련 정보를 기반
으로 하여 택시 기사는 택시 단말기를 이용하여 택시 승강장을 선택하고 진입 순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에 따라 관리 시스템은 택시 승강장과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
어와 그 승강장에 진입하기 위한 순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택시 단말기에게 전송함으
로써 순번을 발급할 수 있다.
택시 단말기를 이용하여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을 발급받은 택시 기사는 택시 승강장 주
변에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 근처 대기 장소에 대기하거나 제 3의 장소에서 승강장 진
입 순서가 되기까지 식사, 간단한 운동, 자기 계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임의의
시간이 지난 후 발급한 순번이 승강장에 진입할 순서가 되면 순번 관리 시스템은 그 순번을
발급받은 택시 단말기에게 진입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다. 택시 단말기를 통해 진입 알림을
받은 택시 기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택시 승강장에 진입하여 탑승할 승객을 기다린다. 승객
을 태운 택시는 택시 승강장을 떠나면 택시 단말기는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택시 승강장에
서 진출한 것을 순번 관리 시스템에 알린다.

3.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운영 시스템 구현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운영 시스템의 구현에 대해 기
술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주된 구성 요소는 택시 순번 관리 시스템과 택시 단말기용 소프
트웨어이다.

3.1 택시 순번 관리 시스템 구현
택시 순번 관리 시스템은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발급 및 관리와 관련하여 택시 단말기로
부터의 각종 요청을 처리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운영 시
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들의 상호 작용을 조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구현한 택시 순번 관리 시스템의 기능은 전체 승강장 현황 제공, 관심 승강
장 등록 및 제공, 순번 발급 요청 처리, 택시 위치 정보 수집 및 저장, 승강장 진입/진출 처리,
순번 취소 요청 처리, 택시 승강장 진입 알림 등이 있다.
전체 승강장 현황 제공은 택시의 영업 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택시 승강장의 상태 정보를
택시 단말기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택시 단말기
는 화면에 택시 승강장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관심 승강장 등록 및 제공 기능은 택시 기사
마다 선호하는 택시 승강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며, 이것을 통해 택시 기사는 본
인이 선호하는 승강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순번 발급 요청 처리 기능은 택시 단말기로부
터의 순번 요청을 처리하는 것으로 선택된 택시 승강장을 위한 ‘다음’ 발급 순번을 결정, 할
당을 한다. 택시 위치 정보 수집 및 저장 기능은 택시 단말기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신하는
GPS 좌표 즉, 택시의 위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이다. 승강장 진입/진출 처
리 기능은 택시가 순번이 되어 승강장에 진입한 후 승객을 태운 후 승강장을 떠날 때를 위한
처리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승강장에 진입할 수 있는 다음 순번의 택시 단말기에게 알림
을 전송하고, 승강장과 관련된 상태 정보, 즉 대기 차량의 수, 평균 대기 시간 등의 정보를 갱
신한다. 순번 취소 요청 처리 기능은 진입 순번을 발급 받은 택시가 그 순번을 취소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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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대기 차량의 수 등 승강장 상태 정보를 갱신한다. 택시 승강장 진입
알림 기능은 택시 단말기에게 발급한 순번이 승강장에 진입할 순서가 되었을 때 택시 단말기
에게 진입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택시 순번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개발 플랫폼으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인 앱 엔진을 이용하였다. 앱 엔진은 웹 서비스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
이선과 자바 언어를 지원하며, 본 연구에서는 개발의 편의성과 유지 보수의 수월성을 고려하
여 파이선을 이용하여 앱 엔진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순번 관리 시스템은 앞서 기술한 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 요소들과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한다. 그림 2는 여러 기능 중 순번 발급 요청 처리 기능을 위한 상호 작용을 나타
낸 것이다. 택시 단말기는 선택한 승강장 ID 와 단말기 ID 를 이용하여 순번 관리 시스템에
순번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메시지를 수신한 택시 순번 관리 시스템은 승강장
ID 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승강장 정보를 읽어 온다. 이 정보에는 그 승강장을 위해
발급한 마지막 순번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급하려는 순번은 마지막 순번보다 ‘다음’ 순번이
야 한다. 따라서 순번 관리 시스템은 ‘다음’ 순번을 할당한 마지막 순번으로 하여 승강장 정
보를 갱신한 후 그 순번을 택시 단말기에게 전송을 한다.
1. 승강장 ID, 단말
기 ID

2. 승강장 정보 요청

3. 순번 할당
5. 순번 발급
택시 단말기

4. 승강장 정보 갱신
데이터베이스

택시 순번 관리 시스템

Figure 2. Protocol for Allocating Taxi Stand Approach Number

3.2 택시 단말기 구현
택시 승강장 순번 운영 시스템의 서비스는 택시 기사가 사용하는 택시 단말기를 통해 제
공된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택시 단말기는 택시 기사가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및 그 기기
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택시 단말기는 택시 기사가 요청한 서비스 및
택시 순번 요청을 순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시스템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표시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지원하는 개발 언어인 자바를 이용하여 택시
단말기를 구현하였으며, 이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에서 수행된다. 구현
한 택시 단말기의 주요 기능은 승강장 전체 현황 표시, 입장 순번 요청, 승강장 진입 알림 수
신 등이 있다. 그림 3(a)는 택시 단말기의 전체 현황 표시 기능이 화면에 표시한 것이다. 이
화면은 택시의 위치를 중심으로 택시의 영업 영역내 설치되어 있는 각 택시 승강장의 대기
차량 수, 평균 대기 시간 등 상태 정보를 표시한다. 그림 3(b)는 선택된 택시 승강장을 위한
순번을 신청했 때 순번 관리 시스템이 순번을 발급한 경우의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 화면
은 택시 단말기가 해당 승강장 진입을 위해 발급받은 순번을 표시한다.
발급받은 순번에 따라 승강장에 진입할 순서가 되었을 때 순번 관리 시스템은 그 순번에
해당하는 택시에게 진입 알림을 전송한다. 따라서 택시 기사는 승강장 진입을 위해 승강장
주변에서 대기할 필요없이 제 3의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어 택시 승강장 주변의 교통 정체
및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택시 기사는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승강장 관련 정보를 기반
으로 하여 대략의 진입 순서를 예측할 수 있어 대기하는 동안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 택시
기사들의 근무 환경을 다소 개선할 수 있다.

B.Gu et al: Taxi Stand Approach Sequence Management System to reduce Traffic Jam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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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 구현한 택시 승강장 순번 운영 시스템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 승강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영업 영역으로 하고 있는 택시들이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택시 단말기용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 탑재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 시스템 즉, 순번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
이스 등은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구현 및 시험 운영 결과에 의하면 순번 운영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음을 확인을 하였지만 택시 승강장 주변의 교통 정체 및 혼란을 실질적으로 감소 또는 방지
하기 위해서는 택시 영업 영역 내에 있는 모든 택시가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서비스를 이용
하여야 하며, 그 순번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택시 영업 영역에 해당하는 지자체 및 택시 회사 또는 협회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a) 전체현황표시

(b) 발급된 순번 표시

Figure 3. Screen UI of Taxi Terminal

4. 결론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는 버스, 열차와 달리 사전에 설정된 운행 스케줄과 경로
를 따라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승객이 있는 곳을 찾아 다니는 배회 영업을 중심
으로 영업 영역내 설치된 몇몇 곳의 택시 승강장에서 영업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 승강장 주변은 승강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택시 대기열로 인한 교통 정체와 혼잡으로 인해 교통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택시 승강장 진입 순서 관리를 위한 택시 승강장 진입 순번 운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택시는 승강장 진입 순번을 요청, 할당 받고, 자신의 순번이 될
때까지 제 3의 장소에 대기를 한다. 따라서 택시 승강장 주변의 택시 대기열은 감소 또는 제
거될 수 있다. 이것은 택시 대기열로 인한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다. 또, 이 시스템은 대기하고 있는 택시 수, 평균 대기 시간 등의 택시 승강장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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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택시 단말기를 통해 택시 기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
로 짧은 승강장을 선택할 수 있어 이러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특정 택시 승강장에 집중되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험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설치된 택시 승강장과 이곳을 영업
영역으로 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한 택시 순번 운영 시스템이다. 시험 서비스를 통해 본 논문
에서 구현한 택시 순번 운영 시스템은 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는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택시 기사의 이전 승강장 선택 및 승강장 상
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택시 승강장 추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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