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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TMEL사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칩셋을 이용하여 실제 GPS 응용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GPS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맵 정보들을 플래쉬 메모리에 추가와 삭제를 가능토록 하기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 하고 GPS의 
오차와 실제 도로환경을 고려하여 매칭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42500개의 맵 
정보가 정상적으로 플래쉬 메모리에 추가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구현한 매칭 알고리즘이 정상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1970년  미

국 국방부가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치를 측정하기 

해 60억불을 들여 만든 군사 목 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부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을 

제로 미 의회에서 승인되어 민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GPS는 주로 비행기, 선박, 차량의 항법장치에 

자 지도(GIS)와 함께 GPS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

람들이나 차량 등 이동체의 치를 악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한 개인휴 용 GPS 수신기가 개발되어 

미지 탐사나, 군 작 시 자기 치 악에 이용되고 

있다[1,2,3]. 사용자의 치정보를 알 수 있는 GPS는 

차량항법시스템, 항공기착륙 유도 시스템 등 많은 응

용분야에서 발 해 왔다. 이러한 GPS를 차내에 설치

하여 운 자가 행길인 곳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면 운 자의 안 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구 한 GPS 시스템은 GPS를 차내에 

설치하여 운 자에게 주변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자의 안 운행에 도움이 되

는 시스템을 구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

하기 해 먼  ATMEL사의 GPS 칩셋을 사용하여 

GPS를 구 하 고, GPS 내에 맵 정보를 효율 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구 하여, 맵 정보와 차량의 

치를 매칭하여 실시간으로 운 자에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매칭 알고리즘을 구  하 다. 

2. 소 트웨어

 2.1 개발환경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 하는 GPS 시스템을 구

하기 해 필요한 개발환경은 첫째 GPS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한 u-centerAE, 둘째 구 된 

GPS 시스템이 원하는 값을 출력하는지 알 수 있는 

모니터 로그램, 셋째 GPS 시스템 내에 구 된 

API를 이용하여 ARM7TDMI 코어에 로그래  할 

수 있는 컴 일러 ADS 1.2이다. 그림 1은 개발 환경

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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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개발 환경

2.2 셀

  본 논문에서는 모든 맵 정보들을 재 사용자의 

치와 1 마다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

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셀이라는 단 를 

두어 재 사용자의 치가 포함된 셀을 안다면 그 

셀안에 있는 맵 정보들만 사용자의 치와 비교하면 

된다. 셀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하 다. 

실제로 한민국의 모든 곳의 맵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가로 세로 각각 16Km지역에서 64개

의 맵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맵 정보를 바탕으로 

모두 42500개의 맵 정보를 만들었다. GPS시스템의 

CPU는 실험결과 1 에 약 6000개의 맵 정보를 비교 

검색할 수 있었다. 매칭 알고리즘을 구 하면서 한번

에 최  4개의 셀을 동시에 비교 검색해야 하는 경

우가 생겼고, CPU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해 하나의 셀에 최  1000개의 맵 정

보를 포함하도록 하 으며, 셀에 맵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여유를 주기 해 셀당 400개의 맵 

정보가 포함되도록 가로, 세로 각각 40Km로 셀의 크

기를 정하 다. 

2.3 맵 정보의 구조

  맵 정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typedef struct

{

float latitude; // 도

float gradient; // 경도

short   event; // 종류

short    valid; // valid/invalid

} DB_DATA;

하나의 맵 정보는 치 정보인 도,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맵 정보의 종류 그리고 맵 정보가 유효

한 것인지 아닌지의 별이 가능하도록 설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와 경도는 도,분, 의 포맷형식이 

아닌 RMC형식인 도,분 형식으로 하여, 실제로 GPS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치에 한 도,경도 값과 맵 

정보를 비교 하 을때, 도와 경도의 포맷을 맞추는 

작업이 없도록 하 다. 

2.4 블록의 구조

  맵 정보들을 추가, 삭제 하기 해 제안된 데이터베

이스 구조는 블록이라는 단 를 두어 그 안에 맵 정

보들을 장한다. 블록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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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맵블록의 구조

하나의 블록에는 100개의 맵 정보들이 장될 수 있

도록 하 다. NEXT는 하나의 블록에 100개의 맵 정

보들이 모두 장되었을 경우 빈 블록을 찾아 빈 블

록의 번호를 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맵 정보들을 

장한다. 하나의 블록의 크기는 NEXT가 2Byte와 

맵 정보 X 100인 1200Byte 총 1202Byte가 된다. 하

나의 블록크기를 1202Byte로 하 을때 래쉬 메모

리에는 798개의 블록이 존재하게된다. 실제의 맵 정

보들은  지역에 고르게 분포된 것이 아니고, 차량

의 소통이 많은 곳에 집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에 장되는 맵 정보의 수가 많게 되면 맵 정보

가 거의 없는 셀에 할당된 블록에는 많은 공간이 남

게 되어 래쉬 메모리에 낭비되는 공간이 많이 생

기게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맵 정보들

이 어느정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하나

의 블록안에 장되는 맵 정보의 수를 100개로 하

다. 

하나의 블록에는 100개의 맵 정보가 장되고 블록

에 장되는 맵 정보가 100개가 넘을 시에 새로운 

블록과 기존의 블록을 연결되도록 하 다. 맵 정보가 

100개가 되어 하나의 블록이 모두 찼을 경우 빈 블

록의 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빈 블록들인 Free

블록들의 시작 을 가리키고 있는 Free블록 포인터

를 두어 빈 블록을 할당시킨 뒤 Free블록 포인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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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블록의 크기만큼 이동시켜 Free블록들의 시작

을 가리키도록 하 다. Free블록은 하나의 셀에 하나

씩 블록을 할당하기 때문에 셀에 할당된 블록을 제

외한 698개가 존재하게 된다. 각 셀별로 하나의 블록

씩 총 100개의 블록에 맵 정보들을 장할 수 있게 

하 으며 나머지 698개의 블록은 Free블록으로 두어 

셀당 할당된 블록이 가득 차게 되면 Free블럭에서 

빈 블록을 찾아 셀에 할당하도록 하 다.

3 . 매칭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구 하려는 GPS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재 사용자의 치 정보가 어느 셀에 속하는지를 

별하고 그 셀 안의 맵 정보들과 비교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치정보와 사용자의 치정보가 속한 셀

의 맵 정보만 비교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생기게 된다. 맵 정보가 근  셀과의 거리가 GPS

의 오차이내인 곳에 존재하고, 사용자의 치가 근  

셀과 GPS의 오차이내에 치하 을 경우 오차로 인

해 사용자가 속한 셀이 바 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러한 문제 은 다음과 같이 해결 하 다. 

재 사용자의 치와 근  셀의 거리가 GPS오차 

범  내라면, 근  셀의 맵 정보들도 사용자의 치

와 비교하게 하 다. 사용자의 치에 따라 그림3처

럼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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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매칭 알고리즘의 보기

사용자 위치는 셀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 0~8번으로 

분류 된다. 사용자의 위치가 0번인 경우는 사용자가 속

한 셀의 맵 정보만 비교 한다. 1번, 3번, 5번, 7번의 경

우는 자신이 속한 셀의 맵 정보와 이웃한 하나의 셀의 

맵 정보를 비교하고, 2번, 4번, 6번, 8번의 위치일 경우 

자신이 속한 셀과 이웃한 3개의 셀의 맵 정보까지 비교

하여 총 4개의 셀의 맵 정보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맵 정보의 검색 외에도 CPU에서 다

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 하나의 셀

당1000개로 하였다. 맵 정보와 사용자의 위치가 일치

하는가의 판별은 GPS오차를 감안 하여 맵 정보 주위 2

00M안으로 사용자의 위치가 들어왔을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도로는 일방통행이 아닌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대부

분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감안한 알고리즘

을 쓰지 않는다면 현재 사용자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반대편의 맵 정보도 사용자의 위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각 맵 정보마다 예비 신호를 주는 맵 정보를 

만들었다. 사용자는 맵 정보가 있는 곳을 가기 전에 예

비 신호를 주는 맵 정보를 먼저 만나게 된다. 예비 맵 

정보는 각 맵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른 종류를 가지게 

되고, 매칭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예비 맵 정보를 만난 

뒤 해당 맵 정보를 만나면 맵 정보와 사용자의 위치가 

일치 한다고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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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속도감지 카메라의 유한상태도

그림4는 속도감지 카메라에 대한 유한상태도를 나타

내고 있다. 카메라의 맵 정보의 종류는 40Km, 50Km, 

60Km, 70Km, 80Km, 90Km, 100Km, 110Km 로 모

두 8개지만 카메라의 경우 하나의 카메라가 통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종류의 카메라가 나오지 않으므로, 

카메라의 예비 상태는 하나로 하였다. 카메라 예비 상

태는 4400,5500,6600, 7700, 8800, 9900, 1000, 11

00의 종류를 가진 카메라 예비 맵 정보 이후에 카메라 

예비 상태로 되고, 500M 전 상태는 카메라 예비 맵종

류에 따라 맞는 맵 정보 이후에 된다. 중간 상태와 통과 

상태도 중간구간임을 나타내는 맵 정보 30이후에 되

고, 통과 상태는 중간상태에서 카메라를 통과했음을 알

리는 맵 정보 31이후에 된다. 통과 상태가 되면 다시 I

DLE상태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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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맵 정보의 유한상태도

그림5는 카메라 맵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맵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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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상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맵 정보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예비 맵 정보를 받아 예비정보 상태 후에 유

효한 정보가 된다. 즉 예비정보상태가 된 맵 정보만이 

실제로 사용되는 맵 정보가 되는 것이다. 

5. 실험

 가상으로 NMEA 로토콜을 그림 17과 같이 이동

하는 것처럼 생성하 다. 매칭 알고리즘이 정상으로 

동작 한다면, 500M , 간지 , 카메라통과, 터  의 

정보를 차례로 모니터 로그램으로 보내야 한다. 실

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신호로 방 500M지 에 

88Km속도 감지 카메라가 있음을 보내고, 간지 이

라는 30이라는 종류를 가진 맵 정보를 보내고, 카메

라의 통과를 뜻하는 31이라는 종류를 가진 맵 정보

를 보낸다. 그 후 반  차선에 있는 카메라를 무시하

고, 터 이 방에 있다는 22라는 종류를 가진 맵 정

보를 보내게 된다.

그림6 실험 결과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GPS 시스템 용을 한 맵 정보와 

매칭 알고리즘을 구 하여 실험을 통하여 GPS 시스

템이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 다. 그리고 GPS시스템

에서 출력되는 NMEA와 맵 정보와 사용자의 치가 

일치하게 될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모니터

로그램을 개발하고, 한 맵 정보는 추가와 삭제를 

할 수 있는 효율 인 맵 구조를 구 하 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GPS 시스템이 1 에 검색할 수 있는 

맵 정보의 수를 조사하여 하나의 셀에 포함되는 맵 

정보의 수를 제한하 으며, 사용자의 치와 셀 경계 

사이의 거리에 따라 검색하게 되는 셀의 수를 정의 

하 다. 실험을 통하여 반 차선의 맵 정보와 사용자

가 이동하는 방향의 맵 정보가 오차 내에 존재 하여

도 정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 하 으며, 비 맵 정

보라는 맵 정보를 두어 GPS오차로 인해 생기는 문

제 들을 해결하 고 매칭 알고리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가상 맵 정보를 생성하여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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