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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cities and the increase of vehicles, effective control of parking space management service in cities is 

needed. However, the existing parking lot management system does not provide limited or convenient service in terms of space and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 distributed parking space management service based on large scale LPWA (Low-Power Wide-Area). 

The parking sensor collects parking space information from the parking lot and is transmitted over a low-power wide network. All 

parking data is processed and analyzed in the IoT cloud. Through a parking space management service system in all cities, users are 

given the temporal convenience of determining the parking space and the area efficiency of the parking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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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의 속한 발 과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부족한 도시의 주차 공간에 한 효율 인 리가 필요하고 사용자에게 보다 편

리함을 제고할 필요가 증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차장 리시스템은 공간   시간 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의 분산된 주차 공간 리서비스에 LPWA기반의 통신, IoT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주차 공간 리서비스에 

한 효율화  편리성을 높이도록 제안한다. 주차 센서는 주차장의 주차 공간 정보를 수집하며 력 역 네트워크를 통해 송되며, 모든 

주차 데이터는 IoT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분석되어, 주차 공간 리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도시의 사람들에게 주차 가능 면 을 확인하

도록 하여 시간 인 편리함과 주차 공간에 한 면  효율화를 제공한다.

키워드 : LPWA, IEEE 802.15.4k, IoT 클라우드, 스마트 주차, 분산된 주차 공간 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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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산업과 교통의 속한 발 으로, 도시차량 유입이 계속 악

화되면 제한된 도시공간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장치의 비용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용 가능한 주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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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발견하는 것이 항상 운 자들에게 어렵고,  더 많은 

자가용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통 으로 주차 공간은 건물구축  시설에 한 비용이 높

고, 기존 거주시설과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시계획 리 차

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었으며, 정확한 측정 결과를 

해서는 시간과 비용  차 등이 소요된다. 이에 주차 공

간에 한 리 모니터링 스테이션으로 효과 인 면   공

간 리  국민 편리성을 제고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일 필

요가 있다[1]. 

IoT (Internet-of-Things) 기술의 속한 발 으로 인해 

주차가능 여부가 감지되고 해당 데이터가 WSNs(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송하는 연

구는 지속되어 왔다[2-5]. 하지만, 단거리 송 기술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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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Ns은 매우 제한된 커버리지 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는 넓은 감지 역에 걸쳐 방 한 수의 주차 공간 센서의 통

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 이 있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해, LPWA( 력 역)기술, 새로운 M2M 

(Machine-to-Machine) 통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제한된 

데이터 송 속도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신하지 않는 장치

에 해 유비쿼터스 범 , 낮은 에 지 소비  비용을 제공

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6-9]. 

일반 으로 LPWA 네트워크는 교외  20km 이상의 시골 

범 와 약 5km의 형 인 도시 범  한 LPWA 기술은 

10년 이상 긴 배터리 수명으로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 이

러한 LPWA 기술의 특징은 주차상태 모니터링과 같은 형

인 스마트 도시 어 리 이션에 특히 유용하다. LPWA 기

술과 주차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주차상태 모

니터링 노드를 도시 지역의 모든 구석에 리 분산시켜 모니

터링의 공간   시간  해결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한 LPWA 네트워크의 스타토폴로지  장시간의 배터리 수

명은 주차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배치 비용을 

일 수 있다[10]. 

본 논문에서는 LPW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주차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첫째, 제안 된 시스템의 아키텍

처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그런 다음 하드웨어  소 트웨어 

설계에 해 자세히 설명한다. LPWA 액세스 포인트(AP) 오

 소스 SDR (Soft-Defined Radio) 랫폼에서 구 된다. 주

차상태 모니터링 노드는 자체 개발한 센서,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다. 감지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해 다양한 종류의 서버가 있는 IoT 클

라우드가 구축되었다. 사용자는 웹 사이트 는 모바일 응용 

로그램(APP)을 통해 주차장의 가용상태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다. 제안된 주차 리 시스템이 장에 설치되고 운 되

어, 주차 공간에 한 정확하고 편리한 주차  과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도심에서 주차장 공간 활용에 한 패

턴변화를 어느 정도 밝 내는 데 도움을  수 있다[10].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 에서는 제안된 방법론

의 기 로서 LPWA 통신기술의 주요특성을 정의하고, 주차

리시스템에 한 기존연구 사례를 조사하고, 다양하게 시

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로젝트 사례와 지능형 주차 제 

시스템의 기술 로드맵에 하여 악한다. 3 에서는 시스템 

아키텍처에 한 구성을 살펴보고, 4 에서는 시스템 구 에 

필요한 H/W  S/W에 하여 설명한다. 5 에서는 국내에

서 구축된 지능형 주차상태 리시스템에 한 구 사례를 설

명하고, 마지막으로, 6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의 범 를 제안한다.

 

2. 련 연구

2.1 LWPA기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모든 사물들이 인터

넷에 연결되어 상호 간에 직  통신하는, 향후 정보통신의 미

래 인 라  서비스이다. 사물인터넷은 크게 셀룰러 이동통

신 기반의 IoT와 비셀룰러 기반의 IoT로 분류된다. 사물인터

넷 서비스의 활성화를 해서는 보안문제, 법 제도 문제, 개

방형 공통 랫폼의 구축 등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가장 걸림돌은 배터리 수명문제, 통신거리, 솔루션 가격과 월 

사용료 등의 비용문제 등이다. Fig. 1은 IoT의 무선 커넥티비

티를 나타낸다. 응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모든 커넥티비티가 

사용되고 있다. 를 들면 커넥티드 자동차와 같은 실시간, 

역 응용분야에는 셀룰러 기반의 솔루션이, 홈, 오디오, 비디

오와 련된 응용분야에는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이 

합하며 스마트 시티, 스마트 미터링과 같은 분야에는 LPWA

와 같은 솔루션이 합하다[6]. 에서 업 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한 기술개발  표 화가 다양하게 연구되고 진행되고 

있다. 즉 력 역 통신(최  40km)이 가능하여, 상 으

로 설치해야 할 인 라 수를 폭 축소하여 솔루션 구축비용

의 감이 가능하며, 월 사용료가 디바이스 당 1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렴하게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솔루션

에 한 기술개발  표 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ig. 1. Wireless Connectivity in IoT (Source: ETRI)

Fig. 2는 비면허 역의 표 을 나타낸다. 비면허 역 역 

IoT 기술에 표 인 표 은 2014년 9월에 완료되었으며, 

LTN 001 유스 이스, LTN 002 기능구조, LTN 003 로토

콜  인터페이스 표 으로 구성된다. 이 표 에는 크게 역

확산에 의한 역 펄스에 의한 UNB (Ultra Narrow Band) 

표 과 DSSS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표 이 있

다. SigFox와 LoRa의 멤버가 의장과 부의장을 맡아서 작성된 

표 으로서, 이들 표 에 하여 작성된 표 인 표 은 

2014년 9월에 완성된 UNB기반의 SigFox라는 용 Propriety 

표 과 IEEE 802.15.49기반의 DSSS 방식으로 LoRa Alliance

에서 2015년 6월에 완성된 개방형 LoRa 표 이 있다. LoRa는 

2015년 에 결성된 IBM, Semtech, Actility, Microchip 등을 

멤버로 구성된 LoRa Alliance에 2015년 6월 16일 발표한 

LoRaWAN R1.0 개방형 표 이고, IEEE 802.15.49기반의 표

이며 비동기식 력 원거리 통신망이다[11]. 

한국은 PHY 규격이 추가된 V1.0.2가 2016년 10월 배포되

었으며, Fig. 3은 LoRa를 상용화한 SK 텔 콤의 LoRa 네트

워크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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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ndards for Non-handled Band Wide Area 

(LPWA)(Source: ETRI)

Fig. 3. Configuration diagram of SK Telecom LoRa Network 

(Source: SK Telecom)

LoRa 디바이스는 IP 없이 LoRa 규격에서 정의된 단말 고

유 ID로 구분되며, 기지국과 물리 계층 간에 송수신을 수행하

고, N/W서버와 LoRa MAC 계층 간에 로토콜로 연동이 된

다. LoRa 기지국은 단말의 무선 신호를 Bit Stream으로 복조

하고, 메시지 디코딩 없이 그 로 N/W 서버에 단순 달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서버는 단말과 LoRa MAC 

로토콜로 연동하여 단말의 망 속, 재 송 등의 신호처리 기

능을 수행하고, OneM2M 규격에 맞추어 IoT 랫폼

(ThingPlug 7)으로 단말기의 데이터를 달한다[12].

2.2 주차 제시스템 로젝트 

주차 리에 한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도시(헬싱

키, 쾰른, 마인츠, 슈투트가르트, 비스바덴, 알보그, 헤이그)의 

운 자에게 실시간 변동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한 주차

가 되도록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주차 제 시스템은 운 자

가 최종 목 지에 근 할 때, 빈 주차 공간을 찾도록 도와주

고 있으며, 주차 약 시스템  주차 수익 리시스템의 개

념을 연구하 다[13]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는 Les Corts District의 Gran Via 

de Carles III 내에 약 500 의 주차 무선 Fastprk 센서를 포

함하여 용되었다. 이 로젝트는 SigFox 통신 기술을 사용

하여, 도심지역의 혼잡을 이고 CO2배출량을 이면서 운

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World Sensing은 

무선 감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을 통해 교통 

리  산업계에 명을 불러 일으켜 실시간으로 교통 탐지 

 데이터 캡처를 가능하게 한다[10]. 스마트 킹은 주차 공

간에 한 약, 경로안내, 결제 등을 해 센서, 주차 분석, 

킹앱 로바이더가 모바일 앱을 통합하여, 커(Parker), 

캣마이 하우스(Parkat-my House), 크모바일(Park mobile), 

퀵페이(QuickPay)와 같이,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

을 간소화시키고 국가재정 비용을 감하도록 하고 있다. 

국의 캣마이 하우스는 주차하려는 사람에게 가용한 주차 

공간을 연결해주도록 디자인된 온라인 서비스로 공유경제 비

즈니스 모델이다. 북미지역의 가더 크(GottaPark)는 고객을 

상으로 P2P(Peer-to-Peer) 주차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지난 6년 간 10,000여 명의 운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 다. 

미국과 유럽에서 스트릿라인(Streetline)은 노상과 노외 주차

련 시정부  교통 리 센터, 통근자들을 하여 신 으

로 실시간 주차 솔루션을 제공한다[14-16].

Fig. 4. Technology Roadmap of Intelligent Parking Control 

System (Source: Government)

 

지능형 주차 제 시스템의 기술로드맵은 상 데이터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차량 번호  인식, 차량 인식 등을 

수행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주차장 출입통제, 빈 주차 공간으

로 주차 유도, 주차 치 확인, 주차 요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인식 기술과 통합운 시스템 S/W기술로 구분

되며, 장기 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한다. 확

정된 요소기술은 차량  차량번호  인식과 련한 자연 환

경에서 다양한 형태 차량  차량 번호  상 인식기술, 빅

데이터 차량  차량 번호  상 인식 기술, 차량  차량 

번호  인식 스마트 카메라 개발 기술 등이 설정되었으며, 통

합 운용 시스템 S/W기술에는 주차장 제 정보 공유 리 

 주차 약 리 운용, 여유 주차장 공간 안내를 한 지리 

정보  교통 정보 연동기술, 리자용 지도 제작  주차장

내 차량 치 정보 제공 기술, 주차 이력에 따른 데이터 마이

닝  통계 처리, 클라우드 기반 역 주차 제 데이터 정보 

처리  운용 리, 스마트 모빌리티와의 연동기술 등이 설정

되어 년차별로 개발된다[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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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마트시티 로젝트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경제수 과 국가의 도시정책에 

따라 정의가 상이하지만, 일반 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하여 도시의 경쟁력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로 정의된다. 스마트도시 추진목표는 

에 지 효율화가 36%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며, 신도시 

개발  도시 리 부문이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에 융·복합  특징을 반 하여 정보통신기술 신, 데이터의 

개방, 통합  도시 리를 한 지능화, 시민참여 등에 심

을 두고 있다[21].

Fig. 5. IBM Smart City Concept (Source: IBM)

 

Fig. 5와 Fig. 6은 스마트시티에 한 개념  국가별 스마

트시티 진행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국가별로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Fig. 6. Concept of Smart Cities by Country (Source: National 

Building Policy Committee (2016)

 

Fig. 7과 같이, 정부( 한민국)에서도 사회·경제  력

이 높아 신속하고 집 인 지원이 필요한 “  국가 략 

로젝트”  하나로 성장동력 확보를 해 “스마트 시티”를 선

정하고, 기존의 법(U-City법)을 스마트 도시 법으로 개정하

는 등 극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U-City)의 기반

시설을 통신망, 지능화된 기반 시설, 도시통합운 센터로 신

도시를 개발할 때 추진하고 있다[22].

정부에서도 U-시범사업, U-Eco City사업, 지능형 력망

(스마트그리드) 사업, 자동차 용도로 자율 주행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Fig. 8과 같이 다양하게 스마트시티 로젝트가

Fig. 7. U-City Integrated Operations Center (integrated 

Platform) Model (Source: KRIHS)

 
Fig. 8. Current Status of Smart City Projects in Korea 

(Source: KRIHS)

추진 에 있으며, 주차 제 시스템도 그 에 하나의 스마트

시티 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23-25].

3. 분산된 주차 공간 리 서비스

3.1 아키텍처

분산된 주차 공간 리 시스템은 Fig. 9, Fig. 10과 같이 

loT 기술 기반으로 운 자에게 주차장 치와 요 , 주차 가

능 면수 등 맞춤형 정보를 모바일 앱  웹으로 운 자에게 

제공하며 내비게이션과도 연동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

러한 서비스를 운 하기 해서는 3개의 계층  IoT 아키텍

처가 채택되며, Sensor 계층, Network 계층, Application 계

층의 아키텍처가 구축된다[10, 26, 27].

3.2 구성

1) 센서 계층(Sensor Layer)

Sensor Layer는 분산 주차 리 시스템의 Base로 차량의 

주차상태 감지  데이터를 센싱하는 역할을 한다. 감지 계층

의 주요 Entity로서, 분산된 주차 노드는 배터리 원을 사용

하며 넓은 노상변의 무인주차 역에 범 하게 설치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드에서 규모 역의 주차 데이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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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rchitecture of the LPWA-based Distributed Parking 

Space Management System

Fig. 10. Modelling of Parking Space Management System

할 수 있다. 차량 인식율을 제공하는 Radar 센서를 통해 차량 

입·출차 Event를 실시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바닥면

에 설치되어 주차면의 차량 유 여부를 감지한다.

2)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Network Layer는 IEEE802.15.4k 사양에 기반을 둔 LPWA 

네트워크로 모니터링 노드와 AP (Access Point) 간에 유비쿼

터스 연결을 한다. 커버리지(통신 도달 범 )성능을 높이고, 

수신 감도를 높이기 해 물리 계층에 특정 DSSS 기법이 

용된다. AP는 유연하고 비싸지 않은 로토콜 방식을 용하

여 오  소스 SDR을 기반으로 개발된다[28-29].

3) 어 리 이션 계층(Application Layer)

Application Layer은 감지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자에

게 상호 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필요하다. 이 Layer는 

IoT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어 리 이션 등 두 부분으로 나

눠진다. AP는 센서 노드에서 수집된 차량주차 상태 데이터를 

수신하면 먼  IoT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장한다. 수집된 차량 주차정보 데이터는 IoT 클라우드에서 

집계, 처리, 분석한다. 한 IoT 클라우드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컴퓨터 기반 웹 디스 이 

시스템이나 스마트 폰 기반의 모바일 APP 같은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에 의해 Triggered 정보 달  서비스를 지원

한다.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Application의 도움을 받아 IoT 클

라우드에서 주차가 가능한 빈 공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4. 시스템 구

4.1 하드웨어 구 (Hardware Implementation)

시스템의 하드웨어에는 주로 1) Monitoring Node 2) AP 

Node로 구성된다. 모니터링 노드는 실시간 주차 데이터를 수

집하고 무선 채 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AP로 송한다. 

AP는 무선 신호를 수신하고 주차 상태 데이터를 정확하게 탐

지한다. 두 가지 구성 요소에 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g. 11. Main Functional Components of the Monitoring Node

Description Part Number Manufacturer

LPWA Module LOM102A-LoRa WISOL

Radar Sensor A111-R2A/FCCSP Acconeer

Bluetooth Module BGM113 Silicon Labs

MCU STM32L475VGT6 STMicro

Battery
(Lithium ion)

ER18505, 
3.6V/4000mA x 

8ea(Max)

Energy Very 
Endure)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Monitoring Node

1) 모니터링 노드(Monitoring Node)

Fig. 11과 Table 1과 같이, 각 Monitoring Node는 다섯가

지 기능 구성 요소(즉, 원모듈, 센서모듈, 컨트롤러, LPWA 

모듈, Bluetooth 모듈)로 구성된다. 센서 모듈은 자동차 주차 

상태정보를 감지하고 USART(범용 동기식/비동기식 수신기 / 

송신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를 컨트롤러 모듈로 송한다. 

그런 다음 컨트롤러는 차량주차상태 데이터를 샘 링하여 

IEEE 802.15.4k 사양에 따라 기  역 신호 처리 차에 부

합하는 무선 면 RF 모듈을 통해 데이터를 송한다. 한 

노드 내에서 모든 제어 워크 종료를 수행한다. Monitoring 

Node는 장기 인 사용을 지원하는 배터리 시스템(DC 12V, 

AMP 100Ah)으로 구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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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센서 노드(Sensor Module)

센서는 Radar 센서  Loop센서, Magnetic 센서를 포함한 

여러 개의 센서로 구성된다. Radar 센서(60GHz)를 통해 다른 

방식 센서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정확도(98% 이상)의 주차

면 차량을 인식한다. Radar 센서는 비  방식으로 차량 입·

출차 이벤트를 감지하고, 유기체에 한 고유 특성을 데이터

화하여 별한다. 기존 Loop 안테나의 디자인이나 방식과 달

리 바닥면에 설치되어 주차면의 차량 유 여부를 실시간 감

지하여 정 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한, Radar 센서는 

Self Diagnosis, 주기 상태 보고를 통해 센서 이상여부 모니

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b) 컨트롤 노드(Control Module)

Control module의 모든 제어 기능은 80MHz 주 수, 고속 

임베디드 메모리(최  512KB의 래시 메모리  최  

32KB)에서 작동하는 ARM® Cortex®-M4 32-bit RISC, 컨

트롤러인 STM32L47-5VGT6 MCU, SRAM (최  128 

Kbyte)  3 개의 APB Buses에 연결된 범 한 I/O  주

변 장치를 제공한다. 이 MCU는 최  2개의 고속 12비트 

ADC(5Msps), 2개의 Comparators, 2개의 작동 Amplifiers, 2

개의 DAC채 , 내부 압 기  버퍼, 력 RTC, 2개의 범

용 32비트 타이머, 2개의 16비트 PWM 타이머와 표   고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한 MCU는 DFSDM (외

부 시그마 델타 변조기)에 해 4개의 디지털 필터를 지원한

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STM32L475-VGT6 마이크로 

MCU는 시스템 용에 유리하다[30]. 원을 켜거나 재설정

한 후에 모니터링 노드가 RUN모드에 있게 된다. 력 소비

를 이기 해 일반 으로 낮은 원 모드에서 기하다가 

작동 모드로 진입한다. 일반 으로 낮은 력 소비 모드는 세 

가지가 있다. 즉, Sleep, Stop  Standby 모드이다. Sleep, 

Stop 모드에서는 모든 I/O핀이 Run 모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며 SRAM과 지스터의 내용이 유지되어 어느 정도 

력을 소비한다. Standby 모드에서는 최소한의 원만 필요

하며 SRAM  지스터에 장된 콘텐츠가 손실된다. 반면

에, LPWA 시스템에서의 송을 해서는 최  32768까지의 

SF를 갖는 확산 시 스를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과 력 소

비가 필요로 한다. 노드 원이 켜지면, 확산 시 스는 주어

진 사용자 ID로 한번만 계산한 다음 래시 메모리에 장된

다. 래시 메모리의 내용은 모든 모드에서 유지된다. 그런 

다음, 노드가 Standby 모드에서 깨어 난 후에 추가 계산 없

이 사용하기 해 확산 시 스를 읽을 수 있다. 추가 인 에

지 약을 해 어 티  듀티 사이클 조정노드에 사용된

다. PD기능(사물인지기능)은 개는 변동하지 않으므로, 차

량상태를 감지하고 1분마다 데이터를 송하기 해 노드가 

웨이크업 된다. 감지 데이터의 연속 블록 두개가 주어진 임계

값보다 큰 경우 듀티 사이클은 기 시간을 모니터링하기 

해 듀티 사이클을 낮춘다. 그 지 않으면  기간이 기본 

값으로 증가할 수 있다.

c) LPWA 송신 모듈(Transmitter Module)

LPWA 송신모듈은 SKT LoRa 모듈을 용한다. 이모듈은 

LoRa Alliance의 LoRaWAN Specification 국제 규격을 수

하여야 하며, LoRa Alliance Certification 인증을 획득하거나 

LoRa Alliance Certification 인증에 규정된 항목들을 수한

다. 한, IEEE  RFC, ETSI 표 을 수하여야 하며, 련 

국내법( 기통신 기본법, 기통신 사업법, 법, 무선국 기

술기  등)을 수하여야 한다. LoRa 모듈은 32-bit ARM 

Processor 외 32-bit Intel Harvard x86 (Quark), 32-bit 

MIPS 등 MCU 구성되었으며, 메인칩의 외부 인터페이스는 

UART, I2C, SPI, GPIO, ADC 등 I/O port를 통하여 력 

작동으로 설계된 무선 송수신 칩을 통해 송된다[31].

d) 원 모듈(Power Module)

원노드는 황산화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며 태양 지

을 통해 충 할 수 있다. 태양열 발 의 문제  하나는 태양

열 패 의 출력 압이 종종 가변 이고 배터리를 충 하기

에는 무 크다는 것이다. 태양열 충  컨트롤러는 압을 낮

추고 기 에 지를 안 하게 배터리에 장하는 역할을 한

다. 한 과 충  는 과 방 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해 배터리 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태양열 충  

컨트롤러의 도움을 받아, 배터리는 모니터링 노드의 각 모듈

에 안 하고 안정 인 원을 공 한다.

2) AP 노드(Access Point Node)

Network layer 의 AP노드는 컴퓨터와 USRP (범용 소

트웨어 무선 주변 장치)로 구성된 오  소스 SDR 랫폼 기

반의 GPP(범용 로세서)을 사용하여 구 된다. Ettus USRP 

B210은 IEEE802.15.4K의 모든 작동 주 수 역을 포 하는 

70MHz에서 6GHz까지의 넓은 주 수 범  때문에 일반 RF

장치로 선택된다. USRP B210의 주 수 변환  디지털화 

후, 수신된 신호는 USB 3.0 인터페이스를 통해 GPP와 함께 

일반 컴퓨터로 송된다. 이어서, 수신기의 기  역 신호 

처리부의 기능은 실시간 GNU 라디오 기반의 신호 처리 구조

를 사용하여 실 된다. 수신기에서 주 수  상 오 셋의 

향을 제거하기 해 시스템 복 제거를 해 비 응축 감

지가 먼  사용된다. 다음으로, 방 한 수의 모니터링 노드에

서 동시 데이터 송을 처리하기 한 병렬 인 문 탐지 

체계가 채택된다. 각 가공 스 드에는 FFT(고속 퓨리에 변

환)기반 알고리즘이 사용되어 방  검출을 한 상 계 

로세스를 구 하며, 동  타이  조정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최 의 샘 링 시간을 추 한다[31].

4.2 소 트웨어 구

Fig. 10과 같이 , 로세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자가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IoT 클라우드 뿐만 아니

라 클라이언트에도 많은 소 트웨어 로그램이 필요하다.

1) 서버(Server)

IoT 클라우드에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3개의 서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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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데이터 로세스 서버(Data Processing Server)

감지된 주차상태 데이터는 IoT 클라우드에 지속 으로 제

공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Low데이터를 직  

사용할 수 없다. 가능한 송 오류  기계 고장의 존재. 데이

터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해 “dirty data”를 탐지하

고 필터링하려면 사  처리 차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여과

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처리 서버에 의한 주차상태의 

경향을 나타낸다. 를 들어 사용자가 지난 1주일 는 심지

어 한달동안 특정 지리  치의 주차상태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처리된 데이터가 Low 데이터 신 송될 수 있다. 이러

한 방식으로, 송 지연 시간을 이기 해서는 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b) 장 서버(Storage Server)

필터링된 원시 데이터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도 장소 서

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한 새로운 분석 결과를 사

용할 수 있게 되면 사용자에게 알리는 트리거 기능이 있다. 

새로운 감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도착하는 즉시 데이터 처

리 서버에서 새로운 분석 결과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한 Web Socket 로토콜을 사용하여 사용자에

게 송된다. Web Socket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효율

이고 안정 인 통신을 제공 한다. 반복 인 HTTP헤더가 없

으면 주차상태 데이터의 송 지연 시간을 어느 정도 일 

수 있다. 이 게 하면 서버는 무 많은 동시요청을 방지하면

서 주차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c) HTTP Server

HTTP 로토콜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사

용되며, 따라서 HTTP서버는 Servlet  JSP (Java Server 

Page)를 사용하여 개발된다. 서블릿의 수명 주기를 리하는 

웹 컨테이 에 배포된다. HTTP서버 인터페이스는 Post  

Get등의 양방향 요청 모드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작동한다. 

한 고객이 웹 라우 나 모바일 APP를 사용하여 주차상

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한다.

2) Display Applications

웹 사이트나 모바일 APP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주차

상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HTML, JavaScript, 

CSS를 이용하여 개발된다. 디스 이 응용 로그램을 통해 

Fig. 12와 같이 주차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Best Practice of Use Cases

5.1 실험구성(Experimental Configurations)

운 자에게 주차장 치와 요 , 주차 가능 면수 등 맞춤

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loT, 센서, 통

신, 서버, 디스 이 등 loT 기술 기반으로 랫폼 구축한다. 

사용자에게 주차장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련 정보를 

APP, 웹으로 표시하며 내비게이션과도 연동하도록 구축한다. 

Fig. 12. Examples of GUI Interface in the Parking Space 

Monitoring System

Fig. 13. Monitoring Node Installation Cases

 

Fig. 14. In side of Monitoring Node Cases

Monitoring Node는 지면에 인입하는 형태로 2가지 종료로 

개발되어 Fig. 13과 Fig. 14와 같이 설치된다.

AP Node는 SK텔 콤의 력 IoT서비스를 용한다. 

Fig 15와 같이, 이 AP는 LoRa Alliance Release 1.0 and 

LoRaWAN Server Release 2.0.2를 용하며, IEEE  RFC, 

ETSI 표 을 용한다. 한 917～923.5 ㎒ 무선설비 기술기

 표 규격에 따라 심주 수  공 선 력 등 상응하는 

최신 표 규격을 수한다[32].

주차 리 운 시스템은 주차장 치와 요 , 주차 가능 면

수 등 맞춤형 정보를 클라우드로 구축한다. 주차장 상황을 실

시간 악하고 련 정보를 APP, 웹으로 운 자에게 제공하

며 내비게이션과도 연동하도록 구축한다. 실시간 주차 공간 

정보 제공으로 운 자 편의성 향상  유휴 공간 발생과 부

정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주차면 의 50% 이상

을 효율화하고, 주차장 상활  요 , 공간 등 1차정보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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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ccess Point Node Installation Cases

      

Fig. 16. Configuration of the Parking System Model

(17A)

    

(17B)

(17C)

Fig. 17. A Case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Stem in Parking Condition Management 

(A: Number of parking per hour, B: Usage rate Per hour, C: Parking status 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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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보제공으로 서비스 도입 후 개선이 된다. Fig. 16은 

주차 리시스템의 서비스 모델로 주차 리 통합센터에서 주

차장 장 리  주차정보 모바일 App, 웹 서비스 모델을 

보여 다.

도심의 역의 주차면 에 하여 LPWA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주차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Fig. 17과 

같이, 주차면 의 시간 별 주차 상황  역지역의 주차상

태  주차면 별 상태 등 다양한 정보에 한 데이터를 통

합센터에 송함으로써 도심의 주차 공간을 효율 으로 개선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6. 결  론

이 연구는 규모 LPWA 기반 네트워크에서 분산된 주차 

공간 리서비스에 하여 구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운 자들이 “주차 리시스템의 주차 

공간 서비스 기능” 을 이용해 주차 공간을 찾는데 50%의 시

간을 약하고 있다[15]. LPWA 기반의 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넓은 주차공간의 주차면에 한 효율 인 리를 가능하

게 하고, 주차 센서는 주차장의 주차상태 정보를 시에 수집

하고, 력의 역 네트워크를 통해 송되며, 클라우드에

서 데이터를 처리되고 분석됨을 구  하 다. 이로서 주차상

태 모니터링 시스템은 LPWA 네트워크의 Star Topology  

모니터링 노드 등을 통하여 유지 보수  배치 비용을 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상태에 한 모니터링 리에 있어서

도 공간   시간 으로 편리성을 크게 향상 시킨다. 한, 

많은 자가용 이용자들은 도시 지역의 구석에 분산되어 있는 

주차 가능 공간에 한 정보를 제공 받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객 으로 증명하기 

하여 스마트 주차 리 시스템의 효율성 지표를 도출하고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용 이 과 이후의 변화에 한 비교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무인 주차면의 

주차차량은 일반 인 범용기 의 차량 무게를 감안하여 설계

되었지만 도심의 주차 차량은 다양한 차량의 무게를 상하

여야 하며, 형차량  트럭 등 상용차량도 주차할 수 있음

을 감안하여 견고한 모니터링 노드 확보가 필요하도록 시스

템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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