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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도착 정지를 지나치고, 버스노선 안내 시스템과 지하철 노선 안내 시스템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거나 그 반 의 경우에 시스템 사용에 있어 번거로운 문제

을 개선하기 해 LBS 기반 도착 정지 알람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를 하여 Open API와 

LBS를 분석하고, 도착 정지를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해 LBS를 이용하여 도착 정지 알람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 다.

1. 서론

   스마트폰의 명으로 인하여 기존의 휴 화 기능에 

더불어 인터넷 라우징, 이메일, 문서작성, 일정 리, 음

악, 동 상 감상, 게임 등 PC에서 하던 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1]. 

   그 ,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

템으로는 버스노선 안내 시스템과 지하철 노선 안내시스

템이 있다. 재 한민국에서 교통은 서울을 포함하

여, 국 각지에서 출퇴근  타 지역으로의 이동시에 시

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2].

   하지만 기존시스템의 경우 노선의 경로만을 안내해주

고 있어,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술에 취해

서,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거나, 모르는 지역에 처음 와서 

재장소가 어딘지 모르거나, 기타 용무 등으로 인해 도착

정지를 지나치는 사용자들이 차 증가하고 있다. 

   한, 기존시스템은 버스노선 안내 시스템과 지하철노

선 안내 시스템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거나 그 반 의 경우 사용하기 번거롭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BS를 기반으로 하여 도착 정

지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 으며, 기존의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율 인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련연구로 

Open API와 LBS에 해 분석하고, 3장에서는 2장의 분

석내용을 바탕으로 도착 정지 알람 서비스 시스템을 설

계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련연구

2.1 Open API

   Open API란 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의 약자로서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 으로 웹 검색 결과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  응용 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Open API  표 인 로는 구 맵이 있

다[3].

2.2 LBS

   LBS(Locaton Based Service)는 휴 폰이나 PDA와 같

은 이동통신망과 IT기술을 종합 으로 활용한 치정보 

기반의 시스템  서비스를 말한다. 

   지 까지 제공되고 있는 치정보는 사용자의 치를 

사용자가 있는 기지국 단 로만 악하여, 사용자의 요청

이 있을 때에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기지국을 기 으

로 제공하 다. 그러나 인공 성을 이용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기지국 정보를 결합한 차세  

치정보 서비스(LBS)는 30~50m 내에서 치추 이 된다. 

이러한 치기반서비스에는 교통 련 정보로 운 편의정

보, 교통정보 경로탐색  설정 등이 있다[4].

   따라서 LBS기술을 이용한다면 효과 으로 교통정

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도착 정지 알람 시스템을 설계하

는데 합한 기술로 단된다.

3. 도착 정지 알람 서비스 시스템 설계

3.1 기본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제안시스템

에 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제안시스템은 사용자 요청을 받

아 교통 정보는 Open API, 즐겨찾기  환승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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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DB에서 받게 된다. 그림 1은 기본 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 1) 기본 시스템 구성도

3.2 제안시스템의 자료흐름도(DFD)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지하철 모듈, 버스 모듈, 알람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모듈 간 정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흐름도(DFD)를 보여 다.

(그림 2) 제안시스템의 자료흐름도

① 사용자는 Web의 Open API를 이용한 지하철 기능을 

통해  지하철노선, 재 치 등을 송받음

② 사용자는 Web의 Open API를 이용한 환승정보, 출구

정보, 최근검색 기능을 통해 지하철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③ 사용자는 Web의 Open API를 이용한 버스기능을 통해 

버스노선, 시간, 재 치 등을 송받음

④ 사용자는 즐겨찾기 버튼을 름으로써 즐겨찾기 DB에 

자주 찾는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을 장하고, 리스

트로 확인 가능

⑤ 사용자는 즐겨찾기  최근검색 목록을 DB를 통해 조

회가 가능하며, 선호하는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과 

장시간으로 조회가 가능

⑥ 사용자는 알람 기능을 통해 도착 정지를 지정하여 알

람기능 지정 가능

⑦ LBS 기능을 통해 원하는 목 지에 근  시 사용자에

게 알람

3.3 제안시스템의 동작 차

   본 에서는 제안하는 도착 정지 알람 서비스 시스템

의 동작 차에 해 기술한다. 본 문에서 제안하는 시스

템의 동작 차에는 사용자, 제안시스템, 교통, 알람에 

한 탭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그림 3을 통해 설명한다.

(그림 3) 제안시스템의 동작 차

① 사용자가 제안시스템에 알람 요청

② 제안시스템은 사용자가 요청한 노선도를 웹 서버에 요청

③ 웹 서버는 제안시스템에게 요청한 노선도 제공

④ 노선도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원하는 역 는 정류장 

지정

⑤ 제안시스템은 사용자가 지정한 역 는 정류장을 받아 

알람모듈에게 제공

⑥ LBS기능을 가진 알람모듈은 Google Map API에서 

치정보를 제공받아 사용자가 지정한 역 는 정류장 

도착 시 알람 제공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교통 

이용 시 도착지를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해 LBS기반 도착 정지 알람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하

다.

   기존의 시스템은 단순히 노선의 경로만을 알려주고 있

으며, 버스노선 안내 시스템과 지하철 노선 안내 시스템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거나 그 반

의 경우에 시스템 사용에 있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련

연구로 Open API와 LBS에 해 분석하 으며,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착 정지 알람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도착 정지에 알람을 설정하여 도

착지를 지나치는 경우를 일 수 있고, 버스노선 안내 시

스템과 지하철노선 안내 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자의 가

용성을 높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한 안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본 논문을 토 로 지속 으로 생겨나는 지하

철역과 버스정류장에 해 분석하고, 알람기능을 다양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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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다 더 효율 인 도착 정지 알람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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