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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통학버스 애플리케이션은 버스의 위치나 도착시각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

기 위해서 GPS 수신기와 같은 추가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비용 문제로 인해 버스 시간표, 노선도 등 단편적

인 정보만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실시간 도로 교통 정보가 반영된 네이

버 길 찾기 API를 사용하여 버스 도착시각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통학버스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 현

재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주는 대학교 통학버스 애플리케이션에 도입된다면 대학교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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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늘날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94.7%로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1]. 20대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95%로 높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대학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교육, 알림, 

통학버스 등 학교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있다. 대부분 

대학생은 통학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한다. 이에 따라 통학버스 애플리

케이션은 대학교 관련 애플리케이션 중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도로 교통 정보를 반영하여 지점 간 이동 

소요 시간을 예측해주는 네이버 길 찾기 API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하드웨어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통학버스 예상 도착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는 통학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II. Background

현재 대학교에서 서비스 중인 통학버스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해본 

결과 통학버스의 위치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버스 내에 

GPS 수신기를 설치하거나 버스 기사님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버스 내에 GPS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기사님의 스마트폰 

GPS를 이용할 경우 GPS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서버에 

전송해야 해주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과 스마트폰 

배터리 문제가 있으며 조사 결과 기사님의 평균 연령대인 40~60대의 

스마트폰 사용 능력이 53%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2]. 이를 위해 추가적인 장비 없이 서비스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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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esign & Implementation

Fig. 1. The Overview of School Bus Application Using 

Naver Directions API

1. Overview

개발하는 통학버스 애플리케이션은 Firebase Cloud Storage에 

엑셀 파일로 저장된 버스 정보를 가져와서 애플리케이션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사용자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버스 

시간표, 노선, 정류장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은 네이버 

길 찾기 API[3]를 이용한 통학버스 앱의 개요를 보인다.

사용자는 특정 노선을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은 노선을 이루고 

있는 정류장들의 GPS 값으로 네이버 길 찾기 API를 요청하고 네이버 

길 찾기 API는 실시간 도로 교통 정보가 반영된 예상 도착시각을 

제공한다. Fig. 2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버스의 도착 예상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인다.

Fig. 2. Implementation Results

2. Experiment

네이버 길 찾기 API로 예측한 정류장 도착시각의 정확도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GPS가 설치된 시내버스에 적용하여 네이버 길 찾기 

API가 예측한 도착시각과 비교 실험을 하였다. Table 1의 측증결과와 

같이 예상 도착시각을 비교한 결과 정거장별 평균 오차는 최소 30초에

서 최대 2분 30초이며 전체 평균 오차는 약 1분 32초 정도로 준수한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류장
정류장별 

평균 오차(sec)

경운대학교입구(교외방면) 30

의우총입구 40

성수리입구(옥계방면) 52

흥안골 입구 62

옥계대백타운입구(4공단방면) 69

옥계부영아파트앞 61

4공단입구건너(인동농협옥계지점) 96

4공단입구(LG베스트샾앞) 116

구포동 (구포동전원타운방면) 116

구포전원타운건너 118

성원아파트건너 127

엘지이노텍앞 134

효상티앤에스 130

델코전지 148

황상신화아파트건너 90

평균 92.60

Table 1. Comparison of Arrival Time Gap

IV.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도로 교통 정보가 반영된 네이버 길 찾기 

API를 활용해서 통학버스 예상 도착시각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설계하

였다. GPS 수신기와 같은 추가 장비 설치 문제로 버스 시간표, 노선 

등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주는 기존의 일반적인 대학교 통학버스 

애플리케이션들에 도입이 된다면 애플리케이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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