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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버스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다리는 

버스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버스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이다.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의 현

재 위치를 감지하는 다양한 센서들,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신시스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서버시스

템 등으로 구성되며, 구축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본 저자는 버스정보시스템의 구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스마트폰 기반의 버스정보시스템의 서버의 구성요소 중 고객이 승차하기

를 원하는 버스 노선을 알아내는 버스노선 추천 시스템을 설계한다. 

키워드: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모바일응용(Mobile Application), 스마트폰센서(smartphone sensor)

I. 서 론

버스정보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최

적경로를 제공하고, 기다리는 버스의 현재 위치와 원하는 정류장

에 도착하는 예상시간도 알려주는 등 다양한 귀한 정보를 제공하

기 때문에 대도시는 모두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도시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에 본 

저자는 기반 시설이 전혀 필요 없어서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

감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방법을 [1]에 제안한 바 있다. 버스정

보 시스템의 서버가 하는 일 중에는 “고객이 입력한 출발지와 목

적지 정류장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최적의 버스노선을 찾

아주고, 출발지로 접근하는 이 버스노선의 버스들의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일”이 포함된다. 
<그림 27> 버스정보시스템의 개념 모델 [1]

본 논문은 버스 노선을 알아내는 버스노선 추천 시스템을 설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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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s2 s3 s4 s5 s6 s7 s8

s1 0 1 99 99 99 99 99 99

s2 99 0 1 99 99 99 99 99

s3 99 99 0 1 99 99 99 99

s4 99 99 99 0 1 99 1 99

s5 1 99 99 99 0 99 99 99

s6 99 99 1 99 99 0 99 99

s7 99 99 99 99 99 99 0 1

s8 99 99 99 99 99 1 99 0

<그림 29> 그림 2를 나타내는 행렬

II. 관련 연구

버스의 현재 위치를 얻기 위하여 GPS 수신기를 지참한 실험자

가 버스를 타서 GPS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2]에 소개된다. 
버스의 현재 위치를 승객으로부터 수집하는 방법은 [3]에 등장한

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수 센서를 이용하였다. 
참고문헌 [1]에는 기반구축이 필요 없는 버스정보시스템이 소개

되었다. 소개된 시스템의 개념도가 <그림 1>에 보인다. 제공자

(uploader)는 현재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으로, 제공자의 스마트

폰은 주기적으로 GPS 신호를 받아 서버에게 송신한다. GPS 신호

에는 위치 좌표(위도, 경도, 고도)뿐 아니라 속도 등도 포함된다. 
요청자(Requester)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현재위치나 출발

지 정류장과 목적지 정류장을 서버에 송신하고, 이용하기에 적당

한 버스의 현재 위치를 서버로부터 수신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기한다.
서버는 요청자의 입력을 수신, 사용자가 기다리는 버스의 위치

를 파악하여 요청자에게 알려준다. 이를 위하여 출발지와 목적지

를 입력으로 받아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가는 최선의 버스노선을 

알아내야한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버스노선 추천시스

템을 설계한다.

III. 설계

출발지 정류장에서 목적지 정류장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추천하

려면 모든 버스 정류장과 버스노선을 알고 있어야한다. 이름, 경

도, 위도, 정류장ID 속성으로 구성된 버스정류장 테이블 

(BusStops)에 모든 버스정류장 정보를 기록한다. 그리고 노선이

름, 노선번호, 노선ID 속성으로 구성된 버스노선테이블(BusLines)
에 노선 정보를 기록한다. 그리고 노선ID마다 노선 출발지 정류장

부터 종점정류장까지 차례로 나열한 리스트를 작성한다.
경주시 버스정류장 테이블의 골격은 표 1과 같다. 모든 경도는 

129도이고 위도는 35도이다.

이름 경도(129) 위도(35) ID

시외버스터미널 .2018518 .840473 35104

...

대구은행 .2082006 .8445371 21854

법원.대구은행 .2093074 .844526 22407

신한은행사거리 .2129032 .8444086 21981

<표 1> BusStops 테이블의 골격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최단경로를 찾는 문제는 이미 효율적인 

해가 알려진 문제로, 시간복잡도가 정점들의 수의 제곱인 딕스트

라 알고리즘이 널리 알려져 있다. 딕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하려

면 버스 노선들을 그래프로 나타내야한다. 노선은 <표 2>에 보이

는 바와 같이 일련의 정류장들로 정의되어있다. 

435104

...

421854

422407

421981

<표 2> ID 1520208 노선의 정류장들

본 연구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경주시내버스 노선은 60여 가지

이고 버스 정류장 수는 1,000 여개다 (아직 데이터 수집 중이고, 
데이터 수집과 구현을 병행하고 있음). 경주시 버스 노선 그래프는 

거리행렬로 나타내고 이웃한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우선 균일하게 

1로 표현한다 (추후에는 현재 주행 중인 버스의 속도와 정류장간

의 거리로 가중치를 구할 것이다). 버스 정류장을 정점으로 매핑하

기 위하여, 경주시 모든 버스 정류장들의 ID를 오름차순으로 정렬

한다. 그리고 정렬결과의 1번 정류장을 1번 정점(1번 행, 1번 열), 
2번 정류장을 2번 정점 등 차례로 매핑한다.

예를 들어, 버스 노선도가 그림 2와 같다면, 이 노선도를 나타내

는 행렬은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정류장 S3과 S4는 버스노선 

L1에도 속하고 L2에도 속한다.

<그림 28> 버스 노선 개념도

그림 3에 딕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출발지 정류장에서 목

적지 정류장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는다. 최단 경로로 사용자가 

이용할 버스 노선 번호를 찾는다. 이를 위하여 각 정류장에 그 정

류장을 지나는 노선들을 매핑하는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에 둔다. 
예를 들어 노선도가 그림 4와 같다면 정류장-노선 매핑 테이블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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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노선 찾기 방법 설명을 위한 버스 노선도

정류장ID 버스노선 ID 집합

s1 L1, L3, L4

s2 L1

s3 L1, L2

s4 L2

s5 L2

s6 L2

s7 L2

s8 L3

s9 L4

<표 3> 그림 4에서 얻은 정류장-노선 매핑 테이블

<그림 4>와 <표 3>에서 편의상 정류장 ID로 S1, S2, ... 등을 

사용하였으나 실제 데이터는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35104 
등의 수이다. 사실은 이 수도 실제 ID에서 앞자리를 생략한 수이

다. 마찬가지로 버스노선 번호 L1, L2, ... 등도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435104, 421854, ... 등과 같은 수이다. 
딕스트라 알고리즘으로 찾은 최단경로는 일련의 정류장으로 구

성된다. 최단경로가 S=<s1, s2, ..., sn>라 하자. 버스정류장 ID를 

입력으로 받아, 해당 ID에 매핑된 노선들의 집합을 반환하는 함수, 
stopToLines()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stopToLines(s1)
은 {L1, L3, L4}를 반환한다. 

최단경로 S를 구성하는 모든 정류장들에 차례로 stopToLines를 

적용하고 반환값들의 교집합을 구하여 사용자가 “이용할 버스 노선집

합”으로 한다. 이때, “이용할 버스 노선집합”과 stopToLines(si)의 

교집합의 결과가 공집합이면 “이용할 버스 노선집합”을 이용할 “확정

버스노선”에 추가하고 “이용할 버스 노선집합”을 stopToLines(si)으
로 초기화한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노선도가 <그림 4>와 같은 경우에 출발지가 s1이고 

목적지가 s7이라면 최단경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반환

한다.
S = <s1, s2, s3, s4, s5, s7>
추천 노선 알고리즘은 stopToLines(s1) = {L1, L3, L4}를 구

하여 “이용할 버스 노선집합”으로 하고, stopToLines(s2)={L1}
을 구한 후 교집합을 구하여, “이용할 버스 노선집합”을 {L1}이

라 한다. 다음은 {L1}과 stopToLines(s3) = {L1, L2}의 교집합

인 {L1}으로 “이용할 버스 노선집합”을 갱신한다. 그리고 “이용

할 버스 노선집합”={L1}과 stopToLines(s4) = {L2}의 교집합이 

공집합임으로 “확정버스노선”에 {L1}을 추가하고, “이용할 버스 

노선집합”을 {L2}로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확정버스노선”은 

"{L1} -> {L2}"가 된다. 

IV. 실험

경주 시내버스 몇 개 노선에 설계에서 다룬 알고리즘들을 구현

하여 최단 경로 찾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결과 그림 4에 보이는 바

와 같이 최단경로를 잘 찾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서 이 방법에 

단점도 발견하였다.

<그림 31> 최단 경로 구하는 알고리즘 결과 화면

<그림 32> 노선 찾기 방법 설명을 위한 버스 노선도

최단경로 알고리즘은 최단경로를 틀림없이 찾아 주지만 최선의 

버스노선을 찾아주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노선도가 

<그림 6>과 같을 때, s1에서 s6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s1, s2, s3, 
s4, s5, s6이며 버스 노선 추천 알고리즘은 L1->L2->L1을 반환한

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가장 편리한 버스노선은 그냥 L1 버스를 

타고 s6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버스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기다리는 버스의 현재 위치를 알려

주는 등 다양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편리

하게 해줄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오염

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

템은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 대도시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구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미 제안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반의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이용자에게 버스노선을 권고하는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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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다.
설계한 방법은 버스노선 정보로부터 버스노선도를 나타내는 거

리행렬을 구축하고, 거리행렬에 딕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이

용자에게 최단경로를 찾아준다. 그리고 최단경로와 정류장-노선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이용할 버스 노선을 찾는 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방법은 거리상 최단경로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추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리상 최단경로보다는 시간상 

최단경로를 사람들은 선호한다. 시간상 최단 경로를 구하려면, 환
승역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예측해야 한다. 즉, <그림 6>에 버스노

선추천 알고리즘은 L1->L2->L1을 반환하였는데, 환승역인 s3과 

s5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s8, s9, s10으로 돌아오는 시간보

다 길면 L1->L2->L1 대신 L1을 추천해야 한다.
다음은 최단경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딕스트라 알고리즘은 시간복잡도가 정점의 수의 제곱인 매우 효율

적인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경주시내버스의 정류장의 수가 2,000
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앞서 효율성 제고 

방안을 고안해야한다. 향후에는 그래프 축소 방법을 적용할 예정

이다. 즉, 어떤 유향간선 (si, sj)가 정점 si의 유일한 출력이고 또

한 정점 sj의 유일한 입력이면, 정점 si와 sj를 통합하고 통합한 정

점은 (si -> sj) 경로를 나타내게 함으로써 정점의 수를 획기적으

로 줄일 수 있다. 특히 경주의 경우에는 외길인 시골길이 많아 특

히 많은 정점을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을 <그림 2>에 적용하면 

<그림 7>로 축소된다. 정류장 s5, s1 그리고 s2가 모두 하나의 정

점으로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s3와 s4도 하나의 정점, s7, s8, s6
도 하나의 정점으로 나타난다.

<그림 2>는 컴퓨터에 <그림 3>의 행렬로 나타나고 또한 축소

된 그래프도 행렬로 나타내기 때문에 축소 과정도 행렬에 적용된

다. s1의 행을 보면 1이 유일하고 (s1, s2)에 있다. 이것은 유향간

선 (s1, s2)는 s1의 유일한 출력간선임을 나타낸다. 그러면 s2 열
을 살펴본다. s2열에도 1이 유일함을 확인하면 (s1, s2)가 s2의 유

일한 입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s1과 s2를 통합하여 <그림 8>
을 얻는다. 다음은 s1->s2행에는 (s1->s2, s3)=1이 유일하나 s3 
열에는 1이 여럿임으로 s1->s2와 s3는 통합하지 않는다. 반면에 

s3행에 (s3, s4)=1이 유일한 1이고 s4열에도 1이 유일함으로 s3과 

s4를 통합한다.  

그림 33 <그림 2>의 축소 결과

s1->s2 s3 s4 s5 s6 s7 s8

s1->s2 0 1 99 99 99 99 99

s3 99 0 1 99 99 99 99

s4 99 99 0 1 99 1 99

s5 1 99 99 0 99 99 99

s6 99 1 99 99 0 99 99

s7 99 99 99 99 99 0 1

s8 99 99 99 99 1 99 0

<그림 34> 그림 2를 나타내는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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