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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이동통신 기술의 발 으로 사람 는 사물의 치와 이동 상황을 활용한 치기반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S 와 CDMA 통신 기능이 있는 단말과 치 제공 서버를 이용하여 공공 청소차

량 운행 리를 한 사설 치 추  시스템을 개발하 다. 차량에 장착된 단말 장치는 GPS 신호를 수신하

여 시간, 도, 경도, 그리고 고도 정보를 포함한 치를 계산하고 이 정보를 CDMA 셀룰라 통신망을 통해 

서버에 송한다. 서버는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이동 차량을 지도화면에 표 해  맵 서버 

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다. 이 시스템을 공공 청소차 운행 리 업무에 용하여 차량의 실시간 작

업 상황과 이동 경로를 악하여 합리 인 작업  이동 노선을 제시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ABSTRACT

In these days, according to the enhancement of the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ies, location based services using the 

location and movements are vitalized. In this paper, we develop a private vehicle tracking system for garbage truck operation 

management using GPS and CDMA communication and Open map interface. The terminal equipment attached in vehicle receives 

the GPS signals and detect the position data including time, longitude, latitude, and altitude. And the terminal sends these data to 

the server PC through CDMA cellular network in fixed period. The server saves these data into database to process in map server 

program with which we can view real-time trace of moving vehicle. We apply our system to public garbage truck managing 

operation and we can increase operation efficiency by examine real-time working and moving path and by present reasonable 

operation r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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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언제 어디서나 구와도 정보 송이 가능

한 이동통신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사람 는 사물의 

치와 이동 상황을 기반한 무선 데이터 서비스가 활

성화되고 있다. 치기반 서비스(LBS :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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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Service)란 다양한 통신망에서 이동물체의 

치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제공하는 서비스이다[1][2][3]. LBS 서비스의 시작은 

치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에서 출발하며 넓은 통용범

, 신뢰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로벌 포지셔닝 시스

템(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리 사용하고 

있다.  치기반 서비스(LBS)는 이동 인 사용자의 

치 정보를 다양한 다른 정보의 실시간으로 결합하

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가 인 응용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으로 련 기술은 크게 치를 결정하기 

한 무선 치 측 기술(LDT: 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 이동 통신 기술, 악된 치로부터 

치 정보를 가공하고 기타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제공

하는 랫폼  S/W기술(LEP: Location Enabled 

Platform),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LBS 응용 

기술(LAP: Location Application Program)로 구성된

다[4].

GPS 수신 단말기는 치(경도, 도, 고도)  시

각 데이터를 제공해  수 있으며 일반 으로 NMEA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0183은 

규격 형식으로 표 된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한다. 

NMEA 데이터 각 문장은 ‘$’로 시작하여 두사 

'GP'와 문장의 내용을 정의하는 세 자 (GSV, GGA, 

RMC등)로 시작한다. 그리고 각 데이터들 사이는 콤

마(,)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이 데이터필드들과 마지막 

asterisk(*)의 Check Sum 필드로 구성되어 XOR 연

산을 이용한 문장 오류를 체크하며 총 80자 이상을 

넘기지 않는 문장으로 되어있다. NMEA 데이터의 에

러를 확인하고 정정하기 한 상태 해석기의 다이어

그램으로서 통신 간에 발생하는 타임아웃이나 체크섬 

에러로부터 제 복원 가능하도록 지원한다[5][6].

본 연구에서는 차량에 탑재된 GPS 수신 모듈에서 

입수된 치 정보를 가공하여 이동통신망으로 송하

고 이를 수신한 서버 PC에서는 수집된 치 정보를 

범용 지도 속 방식(Google Map Interface)[7]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설 LBS 시스템 랫

폼을 개발하여 공공 청소차 운행 리 시스템

[8][9][10]에 용하고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시스템 설계 및 구현

2.1 시스템 구성

본 연구의 LBS 시스템은 GPS수신 모듈과 CDMA 

모뎀 모듈이 장착된 WinCE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 

차량 단말기와 치 정보 수신하여 장하고 지도상

에 표 해주는 서버 PC로 구성된다(그림 1).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Diagram of the System

2.2 차량 단말기

단말은 xScale 계열 로세서와 GPS 모듈, CDMA 

모뎀, 터치스크린 LCD 디스 이, 스피커, 조작 버

튼으로 구성되어있으며 WinCE OS 로 구동된다. 

그림 2. 단말기 H/W 구조
Fig. 2 H/W Configuration of the Terminal

그림 2는 차량 단말기의 내부 H/W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보드는 ARM9 로세서, NAND 래시 

메모리, SDRAM, 그리고 터치스크린 기능의 7인치 

LCD 디스 이 패 을 갖추고 있으며 5개의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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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포트와 USB 호스트 포트  슬래이  포트를 

장착하고 있다. 한 외부 확장 메모리로 SD 카드 

1GB를 추가할 수 있다. 여기에 CDMA 이동통신 모

듈과 GPS 수신 모듈을 직렬통신 포트를 통해 CPU로 

연결하 다.

차량 단말기 어 리 이션 로그램의 블록 다이어

그램은 그림 3과 같다. CDMA module, GPS module, 

Sub Terminal module, GUI module 등 크게 4가지 

모듈로 나 어진다.

그림 3. 단말기 소 트웨어 구성
Fig. 3 Software Configuration of the Terminal

CDMA module은 CDMA Modem으로부터 RS-232 

통신으로 수신 패킷을 받아 버퍼링하고, GPS module

로부터 이벤트(운행 시작/종료, 본사 차고, 매립장,  

소각장 치 등)를 받으면 송신 패킷을 생성하여 

CDMA modem으로 RS-232 송신을 한다. GPS 

module은 GPS Receiver로부터 RS-232 통신으로 데

이터를 받아 버퍼링한다.

Sub Terminal module은 서버로부터의 지령이나 

단말기의 상태 정보를 단말기 보조 장치(Sub Ter-

minal)로 송한다. GUI module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통한 단말 설정, 서버와의 정보 교환을 처리한다.

2.3 운  서버 시스템

서버는 Windows XP Pro SP3 가 설치된 PC를 사

용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MySQL 5.0를 사용하고 웹 

서버는 Apache Tomcat 5.5를 사용하 다. 단말과의 

데이터 통신을 한 메인 서버 로그램은 Visual 

Studio 2008을 사용한 C# 로그램으로 개발하 으며 

웹서버 응용 로그램을 Java를 사용하 다. 

청소차 운행 리 서버 S/W 어 리 이션 로그램

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Network 

module, MySql Database module, GUI module 등 크

게 3가지 모듈로 나 어진다. 

그림 4. 서버 소 트웨어 구성
Fig. 4 Software Configuration of the Server

Network module은 청소차로부터 GPS데이터 정보

를 수신하고  수신된 데이터와 부가 정보를 메모리

에 보 한다. 장된 데이터를 싱하고 단말기 상태 

정보 수집하며 청소차 단말 제어 코드를 송한다.

MySql Database module은 Server S/W와 MySql 

Connection을 담당하며  GPS데이터  청소차 상태 

정보를 얻기 한 MySql 쿼리를 처리한다.

GUI module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청소차 

제어 코드 입력  서버 상태 확인을 담당한다.

그림 5는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차량 운행 

데이터의 포맷으로 차량 고유번호(ID), 날짜  시간

(date), 도(lattitude), 경도(longitude), 차량 상태

(status), 명령어(opcode) 의 형식으로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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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Base 구성
Fig. 5 Configuration of the dBase

단말과의 통신을 한 기본 임 포맷은 그림 6

과 같이 명령어 코드, 시각, 도, 경도, 체크섬으로 

구성된다.

그림 6. 기본 임 형식
Fig. 6 Basic Frame Format

그림 7. 확장 임 형식
Fig. 7 Extended Frame Format

기본 임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차량의 치정

보를 획득한 후 한 포인트 씩 서버에 송하기 한 

단일 포인트 임이고, 확장 임(그림 7)은 여러 

포인트의 차량의 치 정보를 모아서 보내기 한 다

 포인트 임이다. CDMA 이동통신망의 패킷 데

이터 요 제는 512 바이트를 최소 바이트 사이즈로 

과 하고 있어, 한 포인트씩의 송보다는 다  포인

트 송이 통신 요  감에 유리하다.

Ⅲ. 시스템 동작 및 운영

차량 단말은 1  단 로 GPS 수신 모듈로부터 받

은 정보를 분석하여 유효한 치 정보를 화면에 표시

하고 매 10 마다 CDMA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버에 

송을 한다. 원을 인가한 기 상태에서는 GPS가 

Cold Start를 시도하여 30～40 의 시간 지연 후에 

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Warm Start의 경우 

1～2  후에 치 정보가 표시된다. 그림 8은 단말의 

GPS 동작 상태  데이터 송과 서버로부터의 수신 

확인 메시지를 처리하는 단말기의 동작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림 8. 차량 단말의 동작
Fig. 8 Operation of a Vehicle Terminal

서버 PC의 IP 주소를 설정하는 창(1), 재 차량의 

치를 도, 경도, 그리고 이동 속도를 표시하는 창

(2), 치정보를 서버에 송하는 주기를 설정하는 창

(3), 그리고 차량의 일련 번호를 표시하는 창(4)이 있

다.  한 CDMA 이동 통신망 속 상태를 표시하는 

창(5)과 송수신 되는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창(송신, 

수신)이 있으며 송수신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할지 여

부를 결정하는 체크박스(데이터 출력)가 있다. 단말이 

동작하기 해서는 먼  화걸기 버튼으로 CDMA 통

신망 속을 시도하고 운행 시작 버튼으로 서버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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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명령어를 달한다. 이 모든 과정은 차량 시동 직

후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있다.

그림 9는 서버 기능을 수행하는 PC로 청소차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차량에 작업 상황에 따른 리자 지

시를 달하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9. 서버의 동작
Fig. 9 Operation of the Server

그림 10은 각 차량들이 작업 는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을 보여 다. 

그림 10. 실시간 차량 치 추
Fig. 10 Real-time Vehicle Tracking 

시스템 서버와 구 맵 서버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해 화면 갱신 주기는 길수록 좋으므로 평소에는 확

장 임 패킷을 사용하여 100  단 로 데이터 갱

신을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효과를 

높이기 해 기본 임 패킷을 사용하여 10  단

의 갱신을 하도록 하 다.

그림 11은 쓰 기 수거차량 하나가 작업한 이동

을 보여주며 확  화면은 시내 수거지역에서의 이동 

 정지 의 분포를 보여  것이다.

그림 11. 차량의 이동 궤  
Fig. 11 The Trace of a Vehicle

그림 12는 하루 동안 청소차량들이 작업한 역과 

이동경로, 이동거리, 그리고 작업시간을 나타내어 작

업 내용과 효율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볼 수 있다. 

그림 12. 작업 분석 
Fig. 12 Operation Analysis

2 의 쓰 기 수거 차량(1호차, 2호차)과 2 (3호

차, 4호차)의 노면 청소 차량을 상으로 단말기를 부

착하 고 매일 운 한 데이터가 서버의 DB에 장되

었다. 작업 시간인 오  5시 30분부터 오후 5시 까지 

운행한 기록을 일자별로 추출하여 노선 분석  운행 

거리 와 소요 시간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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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PS와 CDMA 모뎀이 장착된 차량 

단말을 이용하여 작업  이동 인 청소 차량의 

치를 서버 PC에 송하고 서버에서는 차량의 치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범용 지도 속 방식을 지

원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속된 모든 사람

에게 치 정보를 지도와 함께 표출해 주는 사설 

LBS 시스템 랫폼을 개발하여 공공 청소차 운행 

리 시스템에 용하여 그 동작을 확인하 다.  차량 

단말은 GPS 치 정보를 정확히 추출해 내고 주기

으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버 PC에 장할 수 있으

며 서버는 차량 치 정보를 Google Map 지도에 실

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한 서버 데이터 베이스

에 장된 로그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의 이동 경로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동 거리, 소요 시간 등의 운행 정

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개발된 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청소차량 

 쓰 기수거차량의 실시간 제와 운행경로 분석이 

가능하여 리자의 업무 시간 단축  리 인력의 

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에는 스마트폰의 통신기능을 사용하고 간단한 

보조 입출력 기기로 기능을 수행하는  비용 차량 

단말기도 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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