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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쇼핑몰, 백화점등이 대형화됨에 따라 사용자들을 위한 주차장도 대형화된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리업체는 주차 상황판 또는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주차 편이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설치 비용과 인건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

여 사용자가 주차 공간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주차 시스템을

설계한다.

ABSTRACT

As shopping malls and department stores become larger and larger, the parking lots for

customers of the facilities provide broad spaces for massive cars. Though managers of the

facilities support parking situation plates or numbers of guides in order to help customers, it

requires additional costs for managing parking plates or guid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arking system using smart devices. The proposed system exploits sensors and zigbee modules to

collect the data of each parking space and shows the current state of the parking lot to

customers with smart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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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80년대에는 차량 보급률이 낮고 대부분의 주차

장이 소규모였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할 때 어려

움이 없었다. 그러나 대형마트, 대형백화점등이

건설되고 자차 보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물에서는 대형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차

장 면적이 대형화됨에 따라 붐비는 시간에 차량

을 주차하기 위한 빈 공간을 찾기 위하여 주차자

들이 주차장을 배회하거나 또는 자기 차량이 주

차된 곳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물 관리 업체는 주차자의 주차 편이성을

돕기 위하여 직원들을 배치하거나 주차장의 입구

에 종합 상황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

나 시설물 관리 업체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 비용에 관리 시스템 하드웨어를 설치

하기 위한 설치 비용과 안내 요원을 배치하기 위

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담이 발생한

다. 또한 주차장을 배회함에 따른 주차자의 시간

과 차량 운영 비용등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

[1]에서는 RFID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차 상태

를 관리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용 제품

으로 대경전자의 스마트주차[2]는 스마폰으로 주

변의 주차장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차료를 정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에버랜드의 가이드앱

[3]은 자차의 주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각 주차면마다 센서를 설치하여

주차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센서를

통하여 수집된 주차 정보는 지그비 모듈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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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버에 전송되고 주차자는 스마트 기기의 앱

을 이용하여 주차 상황을 파악한다. 이 논문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주차관리 시스템

의 관련 제품 및 연구를 기술한다. 그리고 3장에

서는 스마트 기기와 센서를 이용한 주차관리 시

스템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

론을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1]에서는 RFID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차 관리

를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RFID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차 여부를 판단하고

주차장의 전체 상황을 입구의 주차 상황판에 표

시하였다. 그리고 상황판에서 자차의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자가 항상 주차 상황판을 주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경전자의 스마트주차[2]는 기존의 주차 시스

템에 추가적으로 스마트앱을 지원한다. 스마트주

차는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차료를

정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자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주차상황을 보여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에버랜드에서는 주차의 편이를 돕기 위하여 에

버랜드가이드[3]를 제공한다. 에버랜드의 가이드

앱은 자차의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차량

통제를 지원한다. 그러나 일일이 앱을 통하여 자

차의 위치를 등록하고 주차장의 주차 상황을 보

여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Ⅲ.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주차관리시스템

그림 1 주차관리 시스템 개념도

그림 1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주차관리시스템의 개념도이다. 주차장의

각 주차면에는 지그비 송신 모듈과 함께 센서가

매장된다. 차랑이 주차될 경우 센서를 통하여 주

차 여부를 판단하고 센서 데이터를 지그비 송신

모듈을 통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주차자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주차장 정보를 요구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주차면의 주차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2 시스템 구조도

그림 2는 제안한 시스템의 서버 시스템과 스마

트 기기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준다.
서버 시스템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센서의

지그비 통신을 통해 송신된 지그비 데이터는 수

신받기 위한 RS-232C통신모듈에서 수신하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RS-232C의 통신 모듈로부터

의 수신된 센서 데이터는 주차데이터 갱신 모듈

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리고 클라

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요구받을 때 통신 모듈이

요구 패킷을 분석하고 결과 데이터 패킷을 구성

하며, 주차데이터 검색 모듈을 통하여 필요한 주

차 데이터를 검색한다.
스마트 기기에서 운용될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의 통신을 위한 통신모듈, 서버의 결과인 XML 문
서로부터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XML 분석모듈,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입력/출력하기 위한 UI 모듈

그리고 사용자 요구에 따라 질의를 구성하고 처

리하기 위한 조정자모듈로 구성된다.
Ⅳ. 결론

시설물의 주차 면적이 대형화됨에 따라 차량

주차에 소요되는 설비와 인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빈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하여

주차자의 시간과 차량운영비용이 낭비되는 문제

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70%가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주차장의

주차 편이를 돕기 위한 주차관리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센서와 지그비 모듈을 이

용하여 주차면의 주장상태를 서버에 저장한다. 그
리고 스마트 기기의 앱을 이용하여 주차장의 주

차 상태를 검색하고 주차 위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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