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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은 버스이다. 이에 DB를 통해 많은 이용횟수를 보이는 출,
퇴근시간대에 급행버스를 배치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

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용객의 시간별, 일별, 월별 승하차 인원을 조사하고 지역인구와 승하차 인원

의 연관관계를 탐색하였다. 

1.  서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인 버스의 효율적 이용이 대두되고 있다. 

버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객이 편

리하게 지하철과 같은 급행버스, 맞춤형 출

퇴근버스를 배치하여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도내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안의 핵심 사

안인 도심권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가 사업

비로 투자될 수백억원대의 지방비 확보가 

관건으로 대두되면서 전면 시행은 연차적으

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주특별

자치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에 포함된 제

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 방식을 중

앙차로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시내· 외 통합버스들

의 전용 도로로 운영되지만 차량 통행량을 

감안, 대중교통에 준하는 전세버스와 승객

을 태운 택시 등까지 허용하되 버스 통행량 

이 늘어나면 버스 전용도로로 전면 운영할 

계획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인구와 승하차인원

의 연관관계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

대에 따라 승차인원이 많은 곳은 버스 대수

를 늘리고 승차인원이 적은 곳은 버스 대수

를 줄인다.

<그림1.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2. DB Schema

- USER(PhoneNumber, Date, UserName, 

Age, Address

- NUMBER(Name, Staion)

- NUMBER_USE(SerialNumber, Number, 

PhoneNumber, Date)

- STATION(X Entry~ X Exit X=7~21, 

Number)

- STATION_USE(X Entry~ X Exit 

X=7~21, Phone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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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QL을 통한 자전거도로 DB활용

 SQL을 통한 자전거도로 DB활용은 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버스 관련 기업을 중심

으로, 도내 대중 교통체계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조사한다.

<그림2. 중복제거한 노선>

<그림3. 노선에 따른 역명>

<그림4. 인원수에따른 노선과 역명>

4. 결론

 버스 전용차로가 있지만 자가용을 이용하

는 운전자들에 의하여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는 수백억원대의 지방비의 낭비이며 불필

요한 낭비로 볼 수 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장소에서만 법규를 지

키는 운전자들에게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도로법규를 지키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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