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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의 GPS 센서와 Google Map, OPEN API 기반의 버스 정보 제공을 하며 연동

이 자유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의 GPS센서를 이용하여 현

재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200m 안의 버스 정류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적마스크를 판매하

는 약국/농협/우체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위치 주변이 아닌 곳의 버스와 정류장을 검색

할 수 있고 내릴 정류장 혹은 위치를 저장하여 내리기 전 알람을 받을 수 있다.

키워드: Public mask, Android Sensor, GPS Sensor, Open API, Bus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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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을 조사한 결과 약 하루 평균 719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그림 1과 같이 교통가드의 이용건수를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1].

Fig. 1. 월별 대중교통 교통카드 이용 건수

하지만 이용객들은 지하철과 버스만 타면 졸음이 쏟아져 내릴 

곳을 지나치는 등 불편을 겪고는 한다. 졸린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다. 밀폐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숨을 쉬게 돼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2014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 지하철 노선의 비 혼잡 시간대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1327ppm으로 권고 기준치인 2000ppm의 68% 수준에 달했다.[2] 

또한 일본 철도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지하철의 진동수는 2Hz정도인데 

이 환경은 사람이 잠들기 가장 쉬운 조건에 속한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편리함을 위한 주변 버스 정류장의 위치와 내릴 정류장 

알림을 GPS 센서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II. 버스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설계

본 논문에서는 현재 위치 GPS를 활용하여 사용자 위치 주변의 

버스정류장과 도착정보 조회와 내장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밝기를 

조절해주는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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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chitecture

III. 버스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구현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GPS 센서와 조도센서 기능을 활용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그림 

2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초기화면이 나타나며 실행된다. 그림 3과 

같이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메인화면은 지도로 

배치되어있다.

Fig. 3. 현재 위치의 반경200m내의 정류장 위치 

마커를 클릭 후 도착정보보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그림 3의 

오른쪽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4. 버스/정류장 검색

그림 4와 같이 해당 이름이 들어간 정류장과 버스를 검색하면 

목록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목록을 통해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 기능을 제외한 공적 마스크 판매점 위치, 내릴 정류장 저장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스플래시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표시해주고 GPS를 실시간으로 받으며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현재 위치에서 반경 200m까지 거리의 주변 정류장 

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주변 정류장 조회뿐만 아니라 검색을 통해 

다른 정류장의 정보와 버스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내릴 장소를 

잊지 않도록 알람을 주는 기능까지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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