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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ing guidance and information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to response the inefficient and inconvenience use 

of parking facilities. While advanced countries have reached effective use of parking guidance information system, the 

Republic of Korea has yet suffered from the lack of full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This study proposes an 

algorithm designed for a systems utilizing the USN technologies. A field test was performed.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information from the proposed system is much reliable when compared to the one from the existing.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은 심각한 주차문제들을 해결하고 주차시설 확충의 제약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도입되었

다. 이미 선진국들은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 인 주차 운 ‧ 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

진국에 비해 련 연구  기술 개발이 미미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시스템 구축사례 한 매우 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확  보 을 활성화시키기 해 기존 시스템 구축 상의 단 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해, 발 되고 있는 USN 기술을 용한 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 장 테스트를 수행하여 시스템을 검

증하기 해 실제 도로에 Test-Bed를 설치하 다. 그리고 시범운   데이터 수집‧분석을 수행하 다. 알고리즘 개

발을 해 기존의 선행연구  련 이론들을 고찰하 으며, 이 측알고리즘은 시스템에 용하 다. 이 결과, 기존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문제 인 물리 인 제약  네트워크 구성의 복잡성을 극복하여 구축 편의  비용 감을 도

모하 으며, 시스템의 제공 오차는 최  3% 이내로 나타나 연구의 활용성  유용성을 확보하 다.

Key Words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Wireless Mesh-Network, Parking Guidance and Information System, Forecasting 
Algorithm, VMS/Mobile Device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무선매쉬망, 주차안내정보시스템, 측알고리즘, 가변정보 /모바일 장비

J. Korean Soc. Transportation
Vol.30, No.1, pp.85-101, February 2012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ISSN : 1229-1366

eISSN : 2234-4217

한교통학회지 제30권 제1호, 2012년 2월 85

* : Corresponding Author
   agape@mju.ac.kr, Phone: +82-31-478-0434, Fax: +82-31-478-0491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USN기술 용을 한 연구

86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0 No.1 February 2012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자동차 등록 수의 지속 인 증가는 교통체증  주

차문제, 환경오염  소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사회 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서 차량 운 자가 가장 빈번하게 하는 문제가 주차

와 련된 문제일 것이다. 주차난의 근본 인 문제는 수

요에 비하여 낮은 시설공 에 있으나, 주차시설의 공

은 비용과 공간 확보 측면의 복합 인 요인으로 인하

여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선진외

국은 물론 각국에서 시설투자 보다는 기존 주차시설의 효

율 인 운 ․ 리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연

구를 다각도로 추진하 다. 이런 연구 의 하나가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기술을 주차분야에 활

용한 주차안내정보시스템(PGIS : Parking Guidance 

and Information System)의 구축‧활용이다.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존 주차시설의 이

용효율을 증 시켜 주차시설 공 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

장 이용자에게 주차 기시간  통행시간을 감소시켜 주차

장 이용 편의성을 강화시키며, 해당 지역에는 안 성 증

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교통수요 리 용이, 교통 혼잡완

화, 지역 이미지의 제고 등의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어 선진국을 심으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선진 각국에 비해 주차안내정보시

스템에 한 실제 구축사례가 고, 련 연구 한 활발

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이로 인해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는 일반 사업자나 

공공기 은 련 연구  사례분석을 통한 경험 ‧기술

 지원을 기 하기 어렵다. 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 제도  지원 방안미비, 통신망 구성  장설

비 구축의 제약 등 물리  한계성으로 인해 국내 주차정

보안내시스템 도입은 미미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차안내정보시스템 도입을 

한 문제   비용  물리  제약성 등을 개선하기 

해 최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 인 발달과 함께 

두되고 있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

술을 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를 통해 

체 인 시스템 구축비용을 감하고, 시스템 구성을 

간소화시키며, 장소  제약성  구축 효율성을 제고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한, 실제로 구축한 Test- 

Bed 상에서 운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효과  효율성을 객 으로 검증하 다.

2. 연구의 범   방법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성공 인 구축을 해서는 수

집, 가공, 제공 등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체계 이고 

합하게 설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주차정보의 가공

체계부분은 이 시스템의 두뇌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으로, 

정보의 가공  측, 제공을 한 알고리즘  로그램

이 얼마나 합하게 설계 되었느냐에 따라 시스템 체

의 신뢰도를 좌우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차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지하

여 주차장 내부의 주차차량 수  입출고 차량 수 등

을 악하고, 주차정보 (VMS)에서 주차장 입구까지의 

근시간 등을 고려한 주차수요 측 알고리즘 설계  

개발에 을 두었다. 한 주차장 자료의 실시간 자료

의 검지  가공을 해서 최근 들어 교통 분야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USN 기술을 용하여 검지  가공 시스

템을 설계하 으며, 이를 실제 주차장에 용하여 구축

하고 그 운  결과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 각종 센서를 통하

여 검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구

성한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말로써, 사람에 의해 지속

으로 는 실시간으로 악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공간과 시간을 월하여 악하기 쉽기 때문에 다양

한 분야에 용 는 활용이 기 되는 분야이다.

∙WMN(Wireless Mesh Network) : 시간과 장소를 뛰어

넘어 언제 어디서든지 다자간 무선으로 속 가능

 하는 무선 Net-work를 말한다.

∙시계열 측(Time Series Forecasting) :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나 활동의 상태를 측

정한 일련의 찰치를 시계열자료라하고, 이러한 

시계열 행태로 진행되는 과거의 자료로부터 미래의 

값을 측하는 것을 시계열 측이라 한다.

∙주차안내정보시스템(Parking Guidance and Information 

System: PGIS) :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한 분야

로서 차량 운 자에게 목 지 주변지역 는 경로

상의 교통상황, 운행경로, 주차장 정보 등 필요한 

교통정보를 출발  는 주행 에 제공하는 여행

자 부가정보 제공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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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Function Contents Show

Individual 
guidance

∙Arrows, and text to guide 
the way to the parking lot

Directions Sign

individual 
parking

Text

Map

Block
guidance

∙In blocks, each block in the 
parking lot situation that 
leads the guide

  - If you have a large 
number of parking or If 
a wide range

location of 
individual 
parking

Text

Map

Mixed 
guidance

∙A mix of individual and 
block guidance

 - 1st Step : block guidance
 - 2nd Step : Individual 

guidance

Directions 
+ location 

of 
individual 
parking

Sign
+

Text
+

Map

<Table 1>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isplay of PGIS

Section Sign Text Map

Informati

on 

provided

Symbols

 Mark(P) 

or Arrows

Parking 

name & 

situation, 

P Mark, 

Arrows

Facilities, Parking 

name, Parking 

situation, P Mark, 

Arrows

Example

<Table 2> Express the way information of PGIS

<Figure 1> Composition diagram of Parking Guidance 

and Information System(PGIS)

Ⅱ. 기존 연구  이론  고찰

1.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개요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은 일정한 단  지역을 상으로 

해당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각각의 주차장에 한 치, 

주차장 이용 상황(주차가능 수, 상 기시간 등)에 

한 정보를 가변정보표지 (VMS: Variable Message 

Signs), Internet, Mobile 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사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노상불법주차 억제를 통한 도로소통 기능 개선, 지

역인지도  신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재 일본, 유럽 등에서 운 되고 있는 주차안내정보

서비스의 보편 인 형태는 다양한 주차안내표지

(VMS)을 통해 주차장의 만차․공차정보와 치  

근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

어 휴 폰, PDA 등의 모바일 장비나 Web-Site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늘고 있다.

일반 으로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은 주차장 치, 규

모, 근로 등의 주차장 안내정보와 공차여부, 주차여유

수 등의 주차장 상황 한 정보 등을 수집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주차장 제설비, 

앙제어장치, 각종 주차안내정보 (VMS), 통신망 등

의 3부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2.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개념

1)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안내방식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기본 으로 

해당 지역의 주차장의 수, 이용자의 비율 등에 맞춰 안

내․표시방식  정보의 표시형식을 결정토록 하여야 하

므로, 안내표시방식의 종류  형식 등에 한 검토가 선

행 되어야 한다.

(1) 안내․표시방식과 정보의 표출형식

주차장 안내방식은 크게 나 어 각 개별의 주차장을 

직 으로 안내하는 개별안내방식과 복수의 주차장을 

모아서 블록으로 안내하는 블록 안내방식이 있으며, 이 

둘을 조합한 조합 안내방식 등으로 나  수 있다.

(2) 정보의 표 방식의 분류

VMS에 의한 정보의 표 방식은 <Table 2>와 같이 

지도, 문자, 기호의 3개 형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2)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구성

운 자를 하게 목 지 가까운 빈 주차장에 안내

하는 주차안내정보시스템(PGIS) 소기의 목 을 달성하

기 해서는 기본 으로, 상으로 한 각 주차장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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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Germany Japan

Section Aachen Hambeureukeu Kobe Yokohama

Population 250,000 1,600,000 240,000 3,070,000

Vehicle 108 560 9 73

Start Date 1971. 04 1982 1982 1988. 04

Area size 1㎢ 24㎢ 200ha 90ha

Parking
Number 12 18 37 15

Quantity 3,400 9,938 5,695 4,137

Cost of 

installation

750,000 

German 

marks

4,000,000 

German marks
398,000,000 ￥1,600,00000 ￥

Guide the way Directions Directions
2 Step

Directions

3 Step

Directions

Building City City
City 

Corporation
City, Private

Operating City City
City 

Corporation
Private

<Table 3> Operating practices of PGIS

<Figure 2> Composition diagram of PGIS

시작과 동시에 변화하는 주차상황에 한 수집․처

리․ 달을 정보센터를 통해서 처리하고, 각 주차장의 

만차․공차의 상황 등에 한 정보를 가변 표시  등에 

의해 시각정보로서 운 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의 기본

인 구성을 필요로 한다.

주차안내정보제공시스템은 기본  하드웨어를 체계를 

바탕으로 수집, 가공, 제공체계의 3단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구성 체계는 정보 달 장치인 통신회

선을 통해서 연결된다. 단계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 1단계(수집체계) : 주차상태 정보를 수집하기 한 

검지체계를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 2단계(가공체계) : 수집된 주차상태 정보를 가공

(주차상황 단  교통정보와의 연계 등), 처리하

는 제어체계를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 3단계(제공체계) : 가공된 주차정보를 안내표시 장

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달하는 제공체계를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3)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기 효과  효과분석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도입은 해당 지역 방문자, 주

차장 운 자, 주차장 사업자, 지역주민, 도로교통 환경측

면의 개선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효과를 기 할 수 있으

며 특히, 경제  측면에서 높은 효과가 기 된다.

- 주차장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

- 노상주차 감소, 주차장 이용자의 기시간 감소에 

따른 도로교통 기능 회복

- 불법주차  배회차량감소에 따른 안 성 증 로 인

한 교통사고 감소

- 첨단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역 방문자의 지역에 한 

신뢰성 향상

- 주차장 이용활성화에 따른 수익 증  기

- 유료 주차장의 효율  이용  경 개선 가능

- 탄소 녹색성장의 정책목표에 기여

3. 주차안내정보시스템  USN 기술 동향

1)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국외 동향

외국의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도입사례를 살펴보면 

1971년 독일의 아헨시에서 최 로 도입되어 운 되었으

며, 국에서는 1970년  말부터 도입되었다.

일본의 경우 주로 1980년 에 도입․확산되었으며, 

1991년에 21개 도시에서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을 설치 

운  에 있다.

2)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국내 동향

국내에서는 지자체를 심으로 구축된 사례가 있다. 

천안시에서는 ITS사업에서 시청, 종합운동장 등의 4

개 구역에 시스템을 운  이며, 과천시는 시청주변 4

개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키오스크, 웹사이트 등

을 통해 제공 에 있다. 주시는 시청주변 공 주차

장 상으로 주차안내시스템을 설치, 운  에 있고, 

제주시에서도 문자식 주차안내시스템이 설치․운  

이다.

3)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의 개요  기술동향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각종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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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검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구성한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말이다. 사람에 의해 지속

으로 는 실시간으로 악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공간

과 시간을 월하여 악하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에 용 는 활용이 기 되는 분야이다.

실제 으로 최근 들어 련 기술수 이 비약 인 발

을 보임에 따라 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반에 걸

쳐 다양하게 그 쓰임새를 넓  가고 있다.

(1) USN 련 요소 기술

USN의 가장 요한 요소는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달하는 신뢰성에 달려있다. USN을 구축하기 한 련

요소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무선 LAN : 유선랜의 허 에 해당하는 Access 

point(AP)를 사용하여 무선 LAN Card를 장착

한 기기에 유선 LAN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무선랜은 배선이 필요 없어 네트워

크의 구축  확장이 용이하고 이동성을 지원하

는 장 이 있는 반면, 유선 LAN에 배해 송속

도가 상 으로 낮고 신호품질이 불안정하다는 

단 이 있다.

- Zigbee(직비) : 근거리 통신을 지원하는 IEEE 

802.15.4 표 의 하나로서 10∼20m 내외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이

다. 가격,  력, 낮은 데이터 비율, 다수의 네

트워크 노드 지원, 단순한 로토콜 구조 등의 특

징인 만큼 송수신기를 센서와 결합해 규모의 

USN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 UWB(Ultra-wideband) : 기존의 역(Narrow 

Band) 시스템  3G셀룰러 기술로 설명되는 

Wideband 시스템과 구분하기 해 심주 수

의 25%이상의 유 역폭을 차지하는 시스템 혹

은 1.5Ghz 이상의 유 역폭을 차지하는 무선 

송기술을 말한다.

-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 기존

의 WCDMA Release 99  Release4 와 동일한 

주 수 역에서 사용가능한 고속의 하향 패킷 데

이터 서비스를 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 WiBro(Wireless + Broadband 의 합성어) : 휴 인터

넷(Portable Internet)의 서비스 명칭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동 에도 높은 송속도로 무선 인터

넷 속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 통신, 방

송, 인터넷이 융합된 품질 보장형 역 멀티미디

어 서비스를 어디서나 끊김 없이 안 하게 역

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차세  통합 네트워크를 의

미한다.

(2) USN 련 국내외 기술 동향

유비쿼터스를 교통 분야에 용하기 한 연구  사

업은 최근 국내외 으로 활발하게 추진 에 있다. 향후

에는 주차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 반에 걸쳐 USN 기반

의 다양한 시스템 구축  운 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

라 상되고 있다.

- AT&T, IBM, Accenture, 인텔 등 미국 기업에서

는 고도의 컴퓨  서비스 략을 기반으로 로벌 

e- Business를 수행하기 한 컴퓨  환경 등의 

제공, 스스로 알아서 인간을 신하는 자율 컴퓨 , 

유비쿼터스형 비즈니스 아키텍처 개발, 기계와 로

에 탑재 가능한 로세서 개발 등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 구축에 을 두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기업들은 NTT, KDDI 등 통신사업자, 샤

, 소니, 도시바, 일본 기, 히타치, 후지쓰, 마

쓰시타 기 등 제조업체를 심으로 실 세계

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의 실 을 지향

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실   련 애 리

이션, 단말 기술 확보에 을 두고 연구개발

을 추진 이다.

-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유비쿼터스에 한 논의가 

연구기   언론을 심으로 본격 으로 시작되

어, 유비쿼터스 IT코리아 포럼(2003.4 발족) 등 

련단체가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  산업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국가 으로 체계

인 유비쿼터스 략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재

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국내의 추진 황으로는 국토

해양부의 u-Transportation 기반기술 개발사업, 

산자부의 지능형 홈 산업 발 략, 과기부의 유비

쿼터스 컴퓨   네트워킹(UT: Ubiquitous 

Technology) 원천 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정통부

의 BcN, u-센서 네트워크 구축, 홈 네트워크 구

축, 그리고 9  IT 신 성장 동력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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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i

zation 

Group

Detailed activity

IEEE 

1451

∙Related to the standardization of sensor net- 

working

∙The micro-processor/network interface standards 

of Sensors and actuators

∙In particular, IEEE 1451.5 defines the radio 

interface

IEEE 

802.15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WPAN) standar- 

dization group on

∙IEEE 802.15.4 standardization (Low- speed, 

low-power protocol)

∙At 2.4GHz 250kbps, 868/915MHz 20/40kbps 

about the definition of a data transfer rate to 

provide

ZigBee

Alliance

∙In various field of sensor networks for this 

purpose the rapid application

∙Defined by IEEE 802.15.4 physical and MAC 

layer protocols adopted

∙Network and Security Standardization in 

progress to

T-Engine

∙TRON project created by Professor Ken Sakai 

Village standardization group was founded in 

June 2002

∙Intended to provide a ubiquitous platform

∙Pico, Nano, Micro, Standard, and defines 

the total of four types of hardware

∙T-Kemel, T-Monitor, Middleware, GNU tools 

provided with the development environment

<Table 4> Standardization trend of USN Technique

(3) USN 련 표 화 동향

ISO/IEC(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 JTC1(Joint Technical Committee 1) 

SC31(SubCommittee31, 자동인식 기술 분야) 산하 

WG4에서 태그 기술에 한 표 화를 추진 이며, 기본 

규격은 2005년 말 국제표 의 제정을 완료하 다. 구체

으로 Data Syntax(SG1), Unique ID(SG2), Air 

Interface(SG3), Application Requirement 서  그

룹별로 표  제정을 진행 이며 부분 완료 단계이다.

4. 선행 연구  이론  고찰

1) 선행 연구 고찰  시사

김은경(2002)은 주차정보제공이 도심주차 개선에 미

치는 효과를 정량 으로 악하기 해 정보제공에 한 

주차효용함수를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를 통해 도출하고 

가상의 도로망에 시뮬 이션 했다.

이 논문은 주차정보제공이 도심주차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 으로 악하기 해 설문조사를 통해 주차

장 효용함수를 도출하고 가상의 도로망에 시뮬 이션 하

여 주차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용 효용성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최용길(2003)은 규모의 시설 규모를 가진 주차장

을 상으로 입․출고 수, 입구 앞 기행렬, 통행시간

을 조사하여 정보 측 알고리즘을 분석해 본 결과 정보

측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정보 과 주차장 입구간의 통

행시간을 고려하여 방향별로 차별화를 시켜서 정보 측 

간격을 설정해야 한다고 정의 하고, 입․출고 수는 시

계열 측방법으로 산출하 다. 

규모의 시설 규모를 가진 주차장을 상으로 주차

안내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 과 주차장 입구간의 통행

시간을 고려하여 방향별로 차별화를 시켜서 정보 측 

간격을 설정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입․출고 수는 시계

열 측방법으로 산출하 는데, 역시 실제 운  자료에 

의한 분석이 불가능하 고 시스템 구축이 상 으로 용

이한 옥내 주차장에 국한지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강구안(2008)은 RFID를 용한 통합주차 제시스

템의 설계  구 에서 RFID 리더기를 이용하여 이동 

인 차량의 치  방향성을 별하고 주차장의 경로

안내  탐색 방안을 제시하 다. 

RFID를 용한 통합주차 제시스템의 설계  구

에서 RFID 리더기를 이용하여 이동 인 차량의 치 

 방향성을 별하고 주차장의 경로안내  탐색 방안

을 제시하 다. 이는 주차차량 이용자에게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단순 근유도를 실시하는 개념에 가까워 주차

장의 주차상황이나 치, 주변 교통여건, 경로 등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한 RFID를 장착하지 않은 방문

자  일반이용자에게는 정보제공이 단 되는 한계 이 

있었다.

Hisamitsu Kurogo외 2인(1995)은 주차안내정보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도로네트워크 특성  교통류 상

황, 지역 내 주차장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

다고 제시했고, 주차정보를 측할 때에는 도로 상의 사

고, 도로정비, 교통류 상황 등을 알고리즘 설계 시 고려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는 일본의 도로환경 특성 

 교통류 상황, 주차장의 이용특성을 토 로 연구 된 결

과로, 국내에 용을 해서는 국내의 도로환경, 주차특

성, 교통류 상황 등을 고려한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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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기존에 수행된 국내외 선행연구  주차안내정

보시스템 설계에서는 실제 구축사례에 한 사례분석  

실제 운 결과 제시가 미진하고 장여건을 고려한 자료

의 비교·분석,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주차안내정

보시스템의 활성화를 해하는 원인  하나인 비용 , 

물리  제약요건을 개선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Test-Bed 구축을 통해 기존

의 문제 을 개선한 H/W  S/W 설계, 실제 운  

Data 제시로 측값과 실측값에 한 비교․검증 등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시스템의 사후 검

증  평가를 통해 포 인의 연구가 가능하 다. 한, 

USN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비용 감  설계상

의 물리  제약요건을 해소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방안

을 제시하 다.

2) 이론  고찰  시사

본 연구의 테마인 주차정보 제공은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나 활동의 상태를 측정한 일련

의 찰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는 주차장 이용 특성을 이해하고, 한 과거

의 값들로부터 미래의 값을 측하기 해서는 는 

한 (장래) 측기법의 선택이 요한 부분일 것으로 단

하 다.

최 욱(2002)은 시계열 데이터는 여러 가지 요인(추

세, 계 , 순환, 불규칙 등)들에 의한 복합 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는 방법은 최근 몇 개의 찰 

값으로만 평균을 구하는 이동평균법과 과거시 의 자료

일수록 가  값을 지수 으로 작게 주는 지수 평활법을 

이용한다고 했다. 그리고 변동요인들 에서 불규칙 요

인은 시계열 데이터가 특이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러한 경우에는 이상치를 식별하고 이들을 다른 값으로 

치하여 이상치를 제거한 후 측하는 것이 정도 높은 

측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알고리즘 설계를 해 시계열 

측기법의 종류  방법론에 해 설펴 보았다.

(1) 단순이동평균법(Simple Moving Average)

시계열에 계  변동이나 속한 증가 는 감소의 

추세가 없고 우연변동만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의 수요

측에 유용하고 우연변동을 제거한다. 단순이동평균법에

서는 측하고자 하는 기간의 직  N기간(이동평균기

간)동안의 실제수요의 단순 평균치를 측치로 한다.

 

  

여기서,

Ft : 기간 t의 입고, 출고 수 측치

At : 기간 t의 실제입고, 출고 수

N : 이동평균기간

(2) 가 이동평균법(Weighted Moving Average)

직  N기간의 자료 값에 합이 “1”이 되는 가 치를 자

유롭게 부여한 다음, 가  합계치를 측치로 한다.

          

여기서,

Ft : 기간 t의 입고, 출고 수 측치

At : 기간 t의 입고, 출고 수

Wt : 기간 t에 부여된 가 치

(3)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

지수 으로 감소하는 가 치를 이용하여 최근의 자료

일수록 더 큰 비 을, 오래된 자료일수록 더 작은 비 을 

두어 미래수요를 측하고 이동평균법과 마찬가지로 시

계열에 계  변동, 추세  순환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때 유용하다. 

단순지수평활법에서는 ①가장 최근의 측치  , 

②가장 최근의 실제수요 , ③평활상수(Smoothing 

constant) 의 3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기간 t의 주차 

입․출고 수의 측치를 구한다. 기간 t의 입․출고

수 측치는 직 기간의 실제수요의 의 가 치를 그리

고 직 기간의 수요 측치에(1-)의 가 치를 부여하

여 가  평균한 값이다.

     ☞      

측식을 개시켜 보면 Ft는 다음과 같다.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USN기술 용을 한 연구

92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0 No.1 February 2012

<Figure 3> USN based PGIS conception

<Figure 4> Parking information gathering system 

of USN based GIS

즉, 이 식에서 각 가 치는 모든 (0≦≦1)값에 

해여 ,     이므로 보다 최근

의 자료에 더 큰 비 을 두어 수요를 측함을 알 수 

있다.

평활상수 값이 클수록 측치는 수요변화에 더 많이 

반응하며, 값이 작을수록 평활의 효과는 더 커진다. 여

러 개의 값에 해 측치를 구한 다음, 그 에서 측

오차가 최소로 하는 값을 선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  고찰을 통해 주차정보

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기법으로 시계열 측기

법이 한 것으로 단하 다. 이는 주차장이 가지는 

추세, 계 , 순환, 불규칙 등의 복합 인 구조  특성을 

때문이다. 한, 기존의 연구에서 주차정보 측 시 유용

성을 가진다고 분석한 시계열 분석기법 의 단순이동평

균법  지수평활법 등에 의한 알고리즘이 구성을 검토

하여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단되는 지수평활법을 

선정하여 장래(일정 시간 후)의 주차수요 측을 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Ⅲ.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USN기술 용 연구

1. USN 기반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개요

USN 기반의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은 Wire-Less 

LAN과 Mesh Network 기반의 주차정보 수집기술과 

주차장의 상황정보를 제공하기 한 주차수요 측 알

고리즘 등의 가공기술  종합안내 , 유도안내 , 개

별안내  등을 통한 단계별 정보제공기술을 종합한 유

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미래형 첨단교통시스템의 한 분

야이다.

다시 말해, USN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

오는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지  수집하여 주차정보

서버에 장하고 이를 가공 서버에서 일정하게 가공한 

후, 도로상의 운 자에 실시간으로 주차장 정보를 제공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 할 수 있다.

USN 기반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은 일반운 자가 상

지역 진입/방문 시 VMS  Mobile/Smart-Phone 등

의 매체를 통해 상주차장의 상세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가진다. 한 지역 내 거주자  운 자 

등은 별도의 OBU/네비게이션 장치를 통해 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다.

2. USN 기반 주차안내정보시스템 H/W 설계

1) H/W 설계요소 정립

(1) 정보수집체계의 구성 요소

USN 기반의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주차정보 수집체

계의 구성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주차장상황에 한 

정확한 정보의 검지와 달에 있다. 이를 해, 주차차량

의 검지(Sensing)  검지된 자료의 송을 한 하드

웨어 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 다.

- 센서 : Zigbee module, RF or DSRC module

- 통신방식 : Wire-less Mesh Network(WMN), 

Zigbee/IEEE 802.15.4

- 수집주기 : Real Time

- 정보 송주기 : 30sec.∼1min.

(2) 정보가공체계의 구성 요소

정보가공 체계구성은 수집된 정보의 장, 가공  분

석, 측정보의 제공을 한 센터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다.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센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정보 수집서버 : 주차면 유여부 검지, 주차장 검

지자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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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arking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of USN based PGIS

<Figure 6> Parking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of 

USN based PGIS

- 정보 가공서버 : 주차장 정보수집, 정보가공  

단, 주차정보 제공, 이력 리

- 정보 제공서버 : 정보표출, 자동복구, 제어  감시

(3) 정보제공체계의 구성 요소

기존의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방식으로 가

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가변정보 (VMS)이었다. 

여기에 인터넷  휴 폰 등을 이용한 주차정보 제공방

식이 활용되기도 하고 있으나 그 활용성이 높지는 않은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VMS 이외의 Mobile 

기기, 스마트폰, OBU, 네비게이션 등을 활용하여 일반 

 특정사용자에게 주차정보를 제공하 다.

- VMS : 일반이용자(Non mobile user)

- Mobile/Smart-phone : 일반이용자(Mobile user)

- OBU/Car-navigation : 특별 이용자

3. USN 주차안내정보시스템 S/W 설계

미래의 일정시 에 한 주차정보를 측하여 이용

자들에게 알맞은 주차정보를 제공해 주기 해서 필수

인 제조건들에 해 여러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해 다음과 같은 검토를 통해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1) 주차수요 측 알고리즘 설계 개요

(1) 통행시간 산출

주차정보를 측을 해서는 상 블록내의 교차로, 

주요 지 간의 통행시간 산출이 필요하며, 각 정보제공 

지  상에서 각 주차장 입구까지 통행시간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통행시간은 측 알고리즘의 구 을 

해 요한 변수로, 오차를 최소화하는 측을 해서

는 실제 인 통행패턴  실시간 통행시간을 검지하여 

반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통

행시간을 각각의 유형별로 1~10분 사이로 설정하 다.

(2) 입․출고 수 조사

상주차장의 각 주차면에 차량검지 센서 등을 설치

하여 실시간으로 주차면을 감지하여 기 주차 수를 구

하고, 주차장 입구와 출구에 입출고 차량 검지를 한 검

지기와 자동차번호인식 장비를 설치하여 입․출고 수를 

실시간으로 산정하도록 구성하 다.

(3) 각 정보 의 치  수량 산출

각 정보 의 치는 주차정보의 측시간과 한 

계가 있으며, 일본의 구축사례를 보면 상지구 범

를 0.5～2.5㎢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est-Bed 상 지구를 고려하여 범 를 0.5～3.0㎢ 로 

선정 하 다.

(4) 최종 제공정보

본 시스템에서 최종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만차․

공차정보, 주차가능 수, 주차가능 치 등 이다.

만차․공차 정보는 장래의 측시간에 한 만차  

공차 상황을 측하여 이용 가능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고, 주차가능 수는 체 주차면수 에서 실제 

주차 가능한 주차면수를 표출하는 것이다. 주차가능 

치는 주차면의 개략  치와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차량을 최종 치 까지 유도하도록 하 다.

2) 주차수요 측 알고리즘 설계

USN 기반의 주차안내정보시스템 구축을 한 S/W 

설계의 핵심은 이에 장 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한 주차 측알고리즘의 구 에 있다. 주차 

측알고리즘은 주차장의 재 주차상황  과거의 입출고 

자료 등을 분석하여, 장래의 주차수요를 측하고,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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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pply the algorithm of USN based PGIS

의 정보안내 에 설정된 측단 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을 산정한다.

본 USN 기반의 주차안내정보시스템 구축 연구에 사

용한 알고리즘의 구조도는 <Figure 7>과 같다.

3) 주차수요 측 알고리즘 설계내용 정의

알고리즘에 한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다.

- Data 생성 주기 : 1분(1분 단  측정보 생성)

- Data  : 1분(  Data는 향후 이력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 고도화  업그 이드에 활용)

(1) I(입고), O(출고) 수의 산출

- Data 가공 단  : 1분 단 로 집계

(2) ΔIO  (입고 수-출고 수)

- 입출고 수의 변화량(실측 수)을 의미한다.

- 가공한 분 단  입고 수에서 출고 수를 뺀 값

 

(3) EU( 측단 시간 : Estimate Unit = "T")

- “Estimate Unit”은 측정보를 제공하는 시 을 

의미한다.

- 기본 으로 주차안내 VMS의 설치 지 이 해당지

역에서 약 1.5∼2.5km 내외의 역(종합안내 의 

치기 )임을 감안하여, 차량의 도심지 평균통행

속도를 20km/h로 설정하고, 신호시간  기타 손

실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통행시간(T)은 최  

10분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ER( 측범  : Estimate Range)

- 수요 측을 한  하나의 요한 개념으로 측범

의 설정이 있다.

- 이는 시계열 측의 기본이 되는 과거의 자료를 활용

하는 범 를 의미하는데, 측단 시간(T)에 따라 

1∼10T의 범  내에서 설정하 다.

(5) , , 의 산정

- 는 EU 후의 측 입고 수, 는 EU 후의 

측 출고 수를 의미한다.

 

- 산출 방법 :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산출()

(6) 측 Total

- 재 시 을 라 가정할 때    후의 총 주차

수는,

예측 

- 측된 총 주차 수는 측시 의 주차장 공․만차 

정보를 산출하는 기본 이 단 근거가 된다.

(7) 오차율



예측
×

- 오차율에는 부호(sign)표출이 필요하다.

- 실측치 > 측치일 경우, (가 치 : 평활상수)값

에 한 조정이 필요하다.

- 오차율이 심하게 발생할 경우 측기법의 가 치 변

경, 한계 단계수 등의 용 값 등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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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ong-Do IFEZ u-Parking System(Test-Bed)

(8) Limit(한계 단계수)

- 알고리즘 상에서 주차장의 공차와 만차의 경계를 결

정짓는 한계상황 단기  변수이다.

- 본 연구의 알고리즘에서는 수집단의 측오차 

10% 이내를 고려하여 기본 값을 85%로 설정하

고 운 자의 단에 따라 가변 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9) 상 유율

- A주차장의 체 주차면수를 N이라 가정할 때,

예상점유율
예측

×

- 상 유율의 산정 값에 따라 정보제공시스템(VMS)

의 표출 메시지 Set을 선택

(10) VMS 표출정보 선택 Process

- 상 유율(
예측

× ) ＜ (Limit - 10) : 

｢공차｣로 표출

- 상 유율(
예측

× ) ≥  Limit : ｢만차｣로 

표출

- (Limit - 10) ≤  상 유율(
예측

× )

  <Limit : ｢주의｣ or ｢혼잡｣으로 표출

- 데이터 결측 시, 는 그 외의 이상으로 인한 측 

불가 시 : ｢ 측불가｣로 표출

4. USN 기반 주차안내정보시스템 구축 내용

1) USN 기반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TEST-Bed

송도 IFEZ U-City 시범사업은 USN/RFID 장 

검증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유비쿼터스 활용기술 

(USN, RFID, HSDPA 등)  서비스의 융․복합화

를 한 기술  타당성 검증을 한 Test-Bed 성격으

로 시행되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통

하여 송도 지구에 범 한 USN 기반의 서비스를 

용함으로써 서비스 표 모델과 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향후(1년 이내) 계획하고 있는 IFEZ 인 라  서비

스 구축을 본 사업에 용하고자 하여 수행되는 사업

이다.

2) 송도 도시주차정보 리시스템 구축 목

(1) 도시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구축

- 블록 단  주차정보 제공으로 교통수요 분산․ 리

- 이용자별로 특화된 맞춤서비스(주차 치안내) 제공

(2) 장 데이터 수집을 한 USN 센서노드 설치

- Wireless-LAN과 Mesh Net-work을 융합한 무

선통신체계 구축

- 주차면 당 실시간 차량 유상태 수집을 한 센서

노드를 설치

- 주차수요 측을 한 입․출차 차량 검지용 센서노

드를 설치

(3) USN 기술을 활용한 주차안내정보시스템 구축

USN 센서 노드를 통한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주차

수요 측 알고리즘을 용한 단계별 주차정보제공서비

스를 구축하여 도시 내의 주차장을 보다 효율 이고 체

계 인 리  운 을 통해 이용자에게 편리한 주차서

비스 제공을 목 으로 함.

3) USN 기반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내용

(1) 주차정보 수집 기능

- 각 주차면마다 음 센서를 설치하여 차량 유여

부를 감지

- 센서가 검지한 주차정보를 Wireless-LAN과 Mesh 

Net-work를 통해 주차정보 수집 서버로 송

- 주차 이벤트 발생 시 자신의 고유 번호를 포함하여 

주차정보 수집 서버에 데이터를 송

- 차량 입고시 유정보를 주차정보 수집서버로 송

- 재 수집된 주차정보와 DB에 장되어 있는 이력

패턴 정보를 사용하여 주차수요 측알고리즘 실행

- 그 결과에 따라, 개별주차장의 주차가능 수, 만

차․공차 여부를 단하여 주차장 정보 표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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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erver management UI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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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u-Parking system's UI screen configuration

<Figure 10> Case of data processing programs

<Figure 12> VMS designs of u-Parking System's

(2) 주차정보 제공 기능

- 종합안내  : 권역내 주차장의 치, 주차가능

수  공차․만차 여부 표출

- 유도안내  : 주차장 안내 정보  인근주차장 

가능 수  방향 유도안내 등의 정보 제공

- 입구안내  : 주차장내 블록별 주차가능 치 

 주차 수 정보 제공

- OBU  Mobile 장비 : 이용가능 주차장의 치, 

주차가능 수 확인, 주차이력정보 송

(3) 센서  주차안내  모니터링

- 주차면당 설치된 센서  주차안내 의 치, 

상태정보를 주기 으로 수집

- 센서와 주차안내 의 이벤트(이상)발생시 운

서버를 통해 운 자에게 통보하고 응조치를 수행

Ⅳ. USN 기반 주차안내정보시스템

1. USN 기반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구축 결과

1) USN 기반 주차안내시스템 구축내용

본 Test-Bed는 송도 IFEZ u-City사업의 핵심테마

인 “도시정보통합 모니터링” 시범사업  u-교통분야의 

주차장 정보제공을 한 u-Parking시스템으로 구축되

었다. 이 Test-Bed 구축에 본 연구 내용을 용하여 주

차안내정보 제공을 한 측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 을 실시하 다.

(1) 주차가공서버 리 화면

- 도시주차정보 리 서비스 내의 모든 데이터는 주차

가공서버로 송되어 처리됨

- 좌측에는 서버 간 속여부  처리용량을 나타내

며, 우측에는 송수신 이벤트 발생 시 시간 별로 

리되는 Log화면을 나타내고, 모든 이력데이터는 

DB화하여 서버를 통해 리하도록 구축함

(2) 운 서버 화면 구성

- 주차장 운 자용 리화면으로 운 자는 가공된 데

이터를 운 서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주차정보시스템에 한 모니터링  문제 발생 시 조

기 응을 해 운 자 화면(UI : User Interface)

을 설정하여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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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real-input real-output
(in put

- output)
Real total

forecast 

interval

forecast

in put

forecast

out put

forecast

(in put

- output)

forecast

total

2008-9-22 am 8:30 2 0 2 75 3 5 2 3 78

2008-9-22 am 8:31 1 0 1 76 3 5 2 3 79

2008-9-22 am 8:32 3 1 2 78 3 5 2 3 81

2008-9-22 am 8:33 1 0 1 79 3 5 2 3 82

2008-9-22 am 8:34 2 0 2 81 3 5 2 3 84

2008-9-22 am 8:35 0 0 0 81 3 5 1 4 85

2008-9-22 am 8:36 0 0 0 81 3 5 1 4 85

2008-9-22 am 8:37 0 0 0 81 3 4 1 3 84

2008-9-22 am 8:38 0 0 0 81 3 4 1 3 84

2008-9-22 am 8:39 0 0 0 81 3 4 1 3 84

2008-9-22 am 8:40 1 1 0 81 3 4 1 3 84

2008-9-22 am 8:41 1 0 1 82 3 4 1 3 85

2008-9-22 am 8:42 0 0 0 82 3 4 1 3 85

2008-9-22 am 8:43 0 0 0 82 3 3 1 2 84

2008-9-22 am 8:44 0 1 -1 81 3 3 1 2 83

2008-9-22 am 8:45 2 0 2 83 3 3 1 2 85

2008-9-22 am 8:46 1 0 1 84 3 3 1 2 86

2008-9-22 am 8:47 0 0 0 84 3 3 1 2 86

2008-9-22 am 8:48 2 0 2 86 3 3 1 2 88

2008-9-22 am 8:49 1 1 0 86 3 3 1 2 88

2008-9-22 am 8:50 0 0 0 86 3 3 1 2 88

2008-9-22 am 8:51 1 0 1 87 3 3 1 2 89

2008-9-22 am 8:52 0 1 -1 86 3 3 1 2 88

2008-9-22 am 8:53 0 0 0 86 3 3 1 2 88

2008-9-22 am 8:54 2 1 1 87 3 3 1 2 89

2008-9-22 am 8:55 1 1 0 87 3 3 2 1 88

2008-9-22 am 8:56 0 0 0 87 3 3 1 2 89

2008-9-22 am 8:57 0 0 0 87 3 2 1 1 88

2008-9-22 am 8:58 1 0 1 88 3 2 1 1 89

2008-9-22 am 8:59 1 0 1 89 3 2 1 1 90

2008-9-22 am 9:00 0 1 -1 88 3 2 1 1 89

<Table 5> USN based PGIS of actual operating data(examples)

3) 실제 운  자료의 분석

(1) 분석 자료의 선정

본 연구는 Test-Bed 수행을 통해 수집된 자료  

2008년 9월 1일∼2008년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장

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 다. 이 자료는 Test-Bed 

구축 한 후 일정기간동안의 시범운 을 거쳐 시스템이 

안정 으로 가동되는 시 에서 수집된 자료로서 가장 신

뢰할만한 자료라고 단된다.

이 수집자료 , 분석에 사용한 실제 Data는 2008년 

9월 22일∼2008년 9월 26일의 1주일  평일의 자료

인데, 주차장의 일반 인 특성을 고려하여 만차 는 만

차에 근 하는 수 인 유율 0.8∼0.9이상을 나타내는 

시간 가 가장 많은 1주일간을 선정한 것이다( 상기간

은 유율 0.85이상이 하루 의 약35%차지하고 있

음). 이는 주차장의 만차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

차정보시스템에서 표출하는 정보제공 상황(공차, 주의

(혼잡), 만차, 측불가 등)을 모두 검증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2) 주차패턴 분석 결과

실제 운 황 분석을 해 선정된 수집 자료의 유

율  입․출고 패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① 선정된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차장 

유율  입출고 차량의 변화가 일정한 패턴을 가

지고 하루를 주기로 반복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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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 

Unit
Sction

P-value

(t-test)

MAPE

(%)

RMSE

( /T)

3min

forecast

A 0.074 2.54 1.80 

B 0.901 1.10 1.40 

C 0.003 2.23 1.60 

D 0.674 2.52 1.12 

Total 0.640 2.05 1.44 

5min

forecast

A 0.001 3.13 2.44 

B 0.644 1.27 1.60 

C 0.003 2.49 1.79 

D 0.376 2.70 1.19 

Total 0.495 2.31 1.70 

7min

forecast

A 0.000 3.93 3.09 

B 0.863 1.43 1.78 

C 0.000 2.91 2.08 

D 0.703 2.92 1.24 

Total 0.681 2.65 1.98 

10min

forecast

A 0.000 4.87 4.15 

B 0.853 1.60 2.00 

C 0.000 3.65 2.60 

D 0.353 3.09 1.33 

Total 0.708 3.07 2.46 

<Table 6> Homogeneous by section / forecast unit 

of existing algorithms

<Figure 13> Parking by the pattern classification 

of homogeneous sections

<Figure 14> Error Rate Graph(MAPE)

<Figure 15> Homogeneous hour group error rate 

(MAPE) Comparison

② 입출고 차량의 변동  유율 그래 를 이용하여 

이러한 주차패턴을 분석한 결과, <Figure 13>과 

같이 4개의 구간으로 동질구간을 구분 할 수 있다.

  - A구간 : 오  첨두(07∼09시) - 입고차량의 

격한 증가로 유율에 격한 변화(증가추세)나

타나며 오차율이 매우 높은 시간

  - B구간 : 오후 비첨두(10∼17시) - 유율이 높

고 오차율이 낮은 안정된 상태

  - C구간 : 녁 첨두(18∼21시) - 출고차량의 

격한증가로 유율에 격한 변화(감소추세)나타

나며 오차율도 높게 나타나는 시간

  - D구간 : 야간 비첨두(22∼06시) - 유율과 오

차율이 모두 낮은 구간

(3) 알고리즘에서 산정된 값에 한 오차 분석 결과

Test-Bed 운 을 해 구축된 시스템의 운  자료

를 토 로 기존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검토하기 해 시

간 별, 측단 별 오차율을 <Figure 14>와 같이 분

석하 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오차율의 발생 패턴이 앞

서 정리한 동질구간의 구분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동질구간 구분에서 A구간으로 설정된 구간의 

오차율 변동이 매우 심하며, C구간에서도 오차율의 변

동이 비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차패턴의 변

화(특히, 입출고 수의 집 도)가 측오차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단되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동질구간

의 특성을 고려한 알고리즘의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측 단 시간이 증가할수록 오차율 값이 크고, 

시간 별 변동 폭도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측 단

시간이 증가 할수록 측의 정확도가 감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질구간별, 측단 별 오차율의 변화 그래 를 통

해 분석해 본 결과, 동질구간은 A, C구간에서 측단

는 증가할수록 오차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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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value

in

put

Between 

groups
108.96 3 36.32 70.3 0.00

In groups 3,717.88 7,195 0.52 -　 　-

Total 3,826.84 7,198 　- 　- 　-

out

put

Between 

groups
46.44 3 15.48 33.9 0.00

In groups 3,287.53 7,195 0.45 　- -　

Total 3,333.97 7,198 　- 　- 　-

Δ

Between 

groups
132.87 3 44.29 56.7 0.00

In groups 5,621.12 7,195 0.78 　- -　

Total 5,753.99 7,198 -　 　- 　-

<Table 7> Homogeneous sectional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Section Interval N

Level of 

significance=.05 for the 

minor group

1 2

Scheffe

(a,b)

4 2,399 0.36 -

2 2,100 0.37 -

3 1,500 0.39 -

1 1,200 - 0.70

p-value -　 0.738 1.00

<Table 8> Post-mortem analysis homogeneous 

section (In-put)

 Section Interval N

Level of significance=.05 

for the minor group

1 2 3

Scheffe

(a,b)

D 2,399 0.38 - -

B 2,100 0.38 - -

C 1,200 - 0.44 -

A 1,500 - - 0.58

p-value -　 1.00 1.00 1.00

<Table 9> Post-mortem analysis homogeneous 

section (Out- put) 

 Section Interval N

Level of significance=.05 

for the minor group

1 2 3

Scheffe

(a,b)

C 1,500 -0.19 - -

D 2,399 - -0.01 -

B 2,100 - -0.01 -

A 1,200 - - 0.26

p-value - 1.00 0.99 1.00

<Table 10> Post-mortem analysis homogeneous 

section Δ (|In put-Out put|)

(4) 동질구간에 한 분산 분석 결과

설정된 각각의 동질구간의 서로 다른 유의성을 단

하기 해 설정된 구간간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이

결과 유의확율(p-value)이 0.00으로 0.05보다 작아 동

질구간의 주차패턴은 다른 것으로 단된다.

입고, 출고, Δ입고-출고에 한 사후분석 결과, 각 동

질구간은 동일한 특성을 나타지 않고, 상이한 특성을 지

닌 통계 으로 유의한 구간임을 알 수 있다.

4) 분석결과 정리

실제 운 황 분석을 해 선정된 수집 자료의 유

율  입․출고 패턴을 분석한 결과, 주차장 유율  

입출고 차량의 변화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하루를 주

기로 반복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4개의 동질구간을 

구분 할 수 있었다.

Test-Bed 운 을 해 구축된 시스템의 운  자료를 

토 로 기존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검토하기 해 시간 별, 

측단 별 오차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오차율이 평균

으로 3%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어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비

교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A구간(오  첨두)

과 C구간(오후 첨두)에서는 오차율의 변동이 매우 심하여 

오차율이 평균 5%까지 증가하는데 이 구간에 한 오차 

감서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동질구간의 유의

성을 정하기 해 설정된 구간간의 분산분석을 실시하

는데, 이 결과 유의확율(P-Value)이 0.00으로 0.05

보다 작아 4개의 동질구간에 한 주차패턴은 서로 다른 

것으로 단된다.

2. USN 기반의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특장

1) 통신  네트워크 구성의 용이

기존 유선통신망이  무선랜으로 주차안내정보시스

템의 네트워크 구축 시 지형지물, 지장물 등의 향으로 

DATA 교신이나 유무선망 설/*가 어려운 지역이 발생하

다. 기존 시스템의 이러한 설치 곤란 문제는 USN기술

을 용하여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는 장 이 있다.

2) 효율 이고 안정 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

기존의 통신방식에 비해 WMN은 이동성, 송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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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 신뢰성 측면에서 무선랜, 블루투스등 유사통신

기술  기존 이동 통신기술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

따라서 실시간의 주차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하는데 

보다 효율 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3) 렴한 시스템 구축비용

기존의 이동통신은 제한된 역폭과 고가의 구축비용 필

요하고, 넓은 역망 구성 시 모든 유선망을 이용하여야 한

다. 그러나, WMN은 체  통신망 구성비용이 렴하고 

고속 이동 에도 이음새 없이 각종 DATA를 제공이 가능

하다. 한 은 출력으로 무선망 확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USN 통신망의 특성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체 인 시스템 구축비용을 감 할 수 있으며, 향후 확장 

 증설시 구축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이 이 있다.

4) 주변여건  환경  향 최소화

WMN 통신은 온도, 바람 등의 기상여건  장의 

지형, 구조  조건에 향 없이 무선 통신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 을 주차안내정보시스템 

구축시 용할 경우, 구축 장소의 기상여건  장지형, 

지물 등에 향 받지 않고 정보수집, 가공, 제공이 가능

하여 시스템구축이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Ⅴ. 결론  향후 과제

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주차문제들을 해소

하고 주차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서는 주차

안내정보시스템의 도입  확 를 통한 주차 리 측면의 

연구가 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단 을 보완

하기 해 USN 기술을 용한 정보수집  제공방안을 

구성하 다. 한 이를 장  실제 환경에 용하여 테

스트하기 해 Test-Bed를 설계하여 시범운 을 실시

하 다. 이 과정에서 S/W 설계를 해 기존의 선행연구 

 이론  연구를 고찰하 으며, 기존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여 시스템에 용하기 한 측알고리즘을 개발

하고 시스템에 용하 다.

그 결과 기존의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의 설치 한계성 

 구축 불편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 으

며 시스템에 용한 측알고리즘 한 만족할 만한 수

의 정확성(오차율 3% 이내)을 보여 향후 시스템 구축

에 한 용가능성을 확보 하 다.

본 연구의 보완   향후에 연구해야 할 과제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고리즘 개발에서 측단 는 이용차량의 평

균 통행시간을 기 으로 설정하 는데, 정확한 상 정

보를 측하기 해서는 주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시간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용할 수 있는 USN 기술의 진

인 도입이 필요하며, 추후 교통부분의 USN 구축과 맞물

려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시계열 측 기법  지수평활 

기법을 용하여 알고리즘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

는데, 향후 지역특성  주차장이용 패턴의 변화에 따른 

측알고리즘의 용  오차발생 증가 구간에 한 개

선 등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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