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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의 Bluetooth 센서와 Open API 기반의 저상 버스 예약 애플리케이

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Bluetooth 센서를 이용하여 Beacon과 단방향 통신을 통해 사

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50m 안의 버스정류장을 확인할 수 있고, Open API를 통해 확인된 버스정류

장을 경유하는 노선별 저상 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그리고 저상 버스 탑승 예약 기능과 버

스 기사가 예약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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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1]에 따르면 저상 버스의 보급

률이 서울에서 44.4%에 이를 만큼 증가하였으나 이용률은 저조하다. 

이동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이동 수단은 장애인 콜택시 50.2%, 

지하철 18.8%, 저상 버스 13.1% 순이다. 중증장애인의 저상 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대도시에서 47.1%, 중도시에서 48.5%, 

소도시에서 60%로 평균 48%의 승차 거부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저상 버스 승차 거부율은 표 1과 같다. 현재 저상 버스 예약 시스템은 

중증장애인이 운수업체에 직접 전화와 문자로 문의하여 예약한다. 

운수업체는 예약 정보를 버스 기사에게 문자로 전달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버스 기사가 운행 중에 핸드폰으로 예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방식으로 안전과 신속한 응답에 문제점이 있다.

Table 1. Refusal to use the low-floor bus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저상 버스 정보 확인과 

예약을 편리하게 하고 버스 기사에게는 탑승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저상 버스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II. Low-Floor Bus Reservation Application Design 

본 논문에서는 가장 근접한 Beacon 신호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버스정류장과 저상 버스 도착 정보, 버스 탑승 예약 서비스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버스 기사에게 탑승 알림을 

통해 탑승 대기자가 있음을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저상 

버스 예약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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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w-Floor Bus Reservation Application system architecture

III. Low-Floor Bus Reservation Application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는 Bluetooth 센서와 Beacon의 단방향 통신을 활용한 

저상 버스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2]. 그림 2와 같이 사용자 

위치에 근접한 버스정류장 정보를 인식하여 경유하는 노선을 Open 

API[3]로 호출한다.

Fig. 2. Bus station and route information within a 50m radius

그림 2의 주변 정류장 리스트 중 하나를 클릭하면 노선버스 정보가 

나타난다. 탑승 예약을 원하는 노선 버스를 클릭하고, 하차 장소를 

선택하여 예약한다. 예약 정보를 그림 3과 같다.

Fig. 3. Reserved route information

그림 3과 같이 예약된 정류장과 저상 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예약 정보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버스 기사에게 전송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의 Bluetooth 센서와 Open 

API 기반의 저상 버스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Bluetooth 센서를 이용하여 Beacon과 단방향 

통신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50m 내의 버스정류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Open API를 통해 확인된 버스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별 저상 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내릴 장소를 잊지 않도록 알람을 제공하는 기능과 

버스 기사에게 사용자의 승하차를 알려주는 기능까지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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