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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주차장의 주차 공간 정보와 블루투스 비콘 정보를 활용하여 IoT 기반 스마트 주차정

보 시스템을 구 하 다. 주차장의 주차 센서는 주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버에게 달하며 차량 운

자는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고 주차장에 진입한다. 스마트폰은 그 주차장의 블루투스 비콘 신호를 이용

하여 주차 치를 자동으로 인식하며 주차하려는 층의 주차 정보를 한 에 확인할 수 있다.

 
1. 서론

  사회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재에도 많

고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백화 이나 형 할인마트와 같이 규모 주차공

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각 층 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수를 층의 입구에 표시하여 주차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가 비어있는

지 확인하려면 찾아다니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나마 찾

아다니는 시간을 이려고 주차공간의 쪽에 LED를 사

용해 멀리서도 확인이 용이하게 한다지만 운 자가 찾아 

돌아다니는 상황은 같다.

  본 논문에서는 형마트와 같은 규모 주차장에서 차

량 운 자가 보다 쉽게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IoT

기반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을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주차 안내 시스템은 차량 운 자가 

주차안내 앱을 실행하고 주차 공간에 진입하면 스마트폰 

앱이 블루투스 비콘을 통해 그 치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그 주차지역의 주차공간 정보를 실

시간으로 표시함으로써 운 자는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찾

아갈 수 있다.

2.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 설계  구

 구 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서버와 통신 기능을 갖

는 스마트 주차 센서, 주차 정보를 리하는 서버, 각 층

과 필요한 치마다 설치된 블루투스 비콘, 그리고 스마트

폰 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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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흐름

  (그림 2)는 체 인 시스템 흐름도이다. 각각의 센서들

은 주차공간 정보를 서버에게 실시간으로 송하고 스마

트폰의 앱을 실행한 운자자가 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

키면 블루투스 비콘을 감지한 스마트폰 앱은 서버에게 그 

층의 주차 정보를 요청하여 스마트폰에 주차 공간을 지도

형태로 표시하게 된다.

주차센서

  주차 센서는 아두이노 보드에 TCP 통신 모듈을 사용하

다. 센서에 설치된 음  센서가 치한 해당 주차공간

이 비어있는지의 여부를 지속 으로 단하여 측정 데이

터 값을 서버에 달한다. 센서의 데이터 값은 비어있는 

공간에 주차를 했다거나 주차했던 공간에 차가 빠져나갈 

때 서버에 새로운 측정 데이터를 달하게 된다. 아두이노

에 연결된 센서의 데이터 값이 갱신될 때 해당 공간의 주

차여부에 따라 LED램  (주차가능- 록색/주차불가-빨간

색) 한 동작하게 된다. 센서는 유선 TCP 연결을 이용하

여 서버에 데이터를 송하도록 설계하 다. 무선도 가능

하지만 주차공간의 잡음과 안정성을 고려하 다.

블루투스 비콘

  주차장 각 층마다 설치된 블루투스 비콘을 통하여 사용

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한다. 스마트폰은 비콘의 ID를 읽고 

이를 서버에 달하면 서버는 그 ID가 있는 층의 주차 정

보를 스마트폰으로 달하게 된다. 블루투스 비콘은 각 층

의 주차창 진입 통로에 설치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림 3)

은 비콘의 설치 치를 보여 다.

(그림 3) 블루투스 비콘 설치 치

Android 앱

  스마트폰의 앱으로 해당 층의 블루투스 비콘의 신호를 

감지하여 서버와 교신하고 실시간 주차 정보를 화면에 표

시해 다. 운 자는 주차장에 진입하기 에 스마트폰의 

앱을 실행하고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환하면 된다. (그림 

4)은 주차 안내 앱의 실행 화면이다. 화면과 같이 앱에는 

재 차량이 있는 곳의 주차 정보를 지도로 표시해 다.

녹색은 주차 가능 지역이고, 붉은색은 주차 불가능 지역이

다. 

3. 실험

실험을 해 모의 주차창을 (그림 5)와 같이 제작하

다. 그림에서 1층 주차공간의 경우 차량이 잇는 곳은 붉은

색 LED가 표시되고 비어 있는 공간은 녹색 LED가 표시

된다. 센서들은 주차 가능 정보를 TCP 통신을 이용하여 

서버에게 달한다.

(그림 4) 주차 안내 앱 화면

(그림 5) 실험 화면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IoT 기반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을 구

하 다. 구 된 주차 안내 시스템은 블루투스 비콘을 이

용하여 치기반 주차 정보를 스마트폰 앱에 실시간으로 

표시함으로써 운 자에게 빠른 주차 공간 확인이 가능하

도록 해 다.

 본 연구에 이은 향후 연구로는 블루투스 비콘을 여러곳

에 설치하여 보다 정확한 치 기반  음성 주차 안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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