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3, pp.227-233, August 31, 201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정회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제1저자)

**정회원, 광운대 컴퓨터과학과(교신저자)

***준회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회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5월 9일, 수정완료일: 2018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25일

Received: May 9, 2018 / Revised: June 15, 2018

Accepted: July 25, 2018

*Corresponding Author: ygchoi@kw.ac.kr,

skc899@gwnu.ac.kr, jeonbk@gwnu.ac.kr

Dept. of Computer Science, Kwangwoon Univ., Korea

Dept. of Software, Gangneung-Wonu Nat’l Univ., Korea

http://dx.doi.org/10.17703/JCCT.2018.4.3.227

JCCT 2018-8-29

모바일 가상 펜스를 이용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환경 구성

메커니즘

A Mechanism to configure for Connected Car Service Environment 
using Mobile Virtual Fence

엄영현*, 최영근**, 김인환***, 유현미***, 조성국****, 전병국****

Eom Young-Hyun*, Choi Young-Keun**, Inhwan Kim***, Hyunmi Yoo***, 
Sungkuk Cho**** and Byungkook Jeon**** 

요 약 최근 차량에 부착된 센서와 컴퓨터를 통해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주변 차량들과 감지한 환경 데이터를 주고

받는 커넥티드 카 환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커넥티드 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

이 주변 환경을 감지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들과 도로 주변 기기들이 요구되며,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

하고 통신하는 모바일 가상 펜스를 적용하여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환경이 구성되기 이전에 출시된 차량들도 추가비용

없이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 커넥티드 카, 모바일 가상 펜스, 지오펜스, 방향 인식 알고리즘, 연결 인식 알고리즘

Abstract  In recent years, connected car, which has sensors and computers attached to vehicles used to detec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has been actively studied. However, in order to configure the connected car 
environment, various sensors and roadside equipments are required to detec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vehicle, and also communication techniques for transmitting the collected data are in demand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mobile virtual fence that collects and communicates the data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rough 
the sensor mounted on the mobile device is applied to the vehicles that were released before the connected car 
service environment was constructed, We propose a mechanism to receive the service and show the possibility 
through experiment. 

Key Words : Connected Car, Mobile Virtual Fence, Geofence, Direction Awareness, Connection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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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자동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으

로 자리 잡았으나 이로 인하여 교통 혼잡 등의 교통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정보기술과의 결합으

로 차량의 편리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현재 차

량에 부착된 센서만을 이용한 차량 안전서비스의 한계

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차량들과의 연

결로 인한 정보 교류를 통해 주행되는 차량뿐만이 아

니라 주변 차량에서 감지한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커넥티드 카

(Connected Car) 서비스 환경이 주목받고 있다[1].

커넥티드 카란 스마트 폰, 스마트 워치, 태블릿 장치

또는 컴퓨터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간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 경험 제공

을 추구하는 기술이다[2]. 커넥티드 카 시장은 해외 시

장조사 기관인 BI Intelige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

년에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인 9,200만대 중 75%에 해

당하는 6,900만대 이상이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연결

된 커넥티드 카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3],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및 자문 회사인 Gartner도

2020년에 전 세계 주행 차량 5대중에 1대가 무선 네트

워크로 연결된 차량으로 전망하고 있다[4].

하지만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환경이 상용화되는 시

기는 2020년에서 2030년으로 2020년 이전에 출시된 차

량은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또한,

2020년에서 2030년까지는 앞으로 생산될(Before

Market, BM) 차량과 기존에 생산된(After Market,

AM) 차량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이므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센서와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AM 차량들은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

공받기 위해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5][6].

따라서 본 논문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이를 위하

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커넥티드 카 환경을 구성한다.

호주 시장 조사 기관인 TNS와 국내의 KT 경제경영

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도 상반기 세계 주요 50개국

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0%에 이르며,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90%에 이른다고 분석하였다[7]. 2018년

기준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제니스(Zenith)에 따르면

2019년에는 전 세계 성인 3명중 2명이 스마트폰을 이

용할 것이라고 하였다[8]. 이와 같이 높은 스마트폰 보

급률에 따라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운전자 대부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스

마트폰을 이용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환경을 구성한다

면 AM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커넥티드 카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BM 측면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환

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모바일 가상 펜스(Mobile

Virtual Fence)를 적용한다. 모바일 가상 펜스란 디바

이스(스마트폰, 태블릿등의 모바일 장비)를 중심으로

가상의 반경을 설정한 뒤에 디바이스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가상의 펜스를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기술인 지오펜스는 사용자의 관심 지역에 지리상의 가

상의 영역을 설정하면, 고정된 영역에서 디바이스(사용

자)의 진/출입 인식 서비스를 제공한다[9][10]. 스마트

폰에 지오펜스를 적용하여 차량들 간의 상황 인식 정

보를 이용한다면, 전통적인 지오펜스는 고정된 영역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한 진/출입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차량이 움직이면 고정된 영역을 벗어나게 되므로 서비

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인 지오펜스를 이동이 가능한 펜스로 구현하여 차량과

차량 간의 상황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가상

펜스로 명한다. 이러한 모바일 가상 펜스를 이용하여

커넥티드 카 환경을 구성하는 메커니즘은, 첫 번째로

차량들이 같은 지역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같은 지역의 같은 방향으로 진

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모바일 지오펜스가 서로 겹치

는지(overlap)를 판단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모바일

가상 펜스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커넥티드 카 서

비스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한 메커니즘의

성능을 분석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

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모바일 가상 펜스

모바일 가상 펜스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커넥티

드 카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로

서, 사전 연구로 개발된 이동성이 있는 지오펜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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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지오펜스란 위치 기반 서비스 중 하나로 특정

지리적 위치 주변에 설정한 가상의 경계선 안으로 모

바일 기기나 RFID 태그가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순간

앱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미리 설정된 동작이 진행

되는 서비스이며, GPS, RFID, Wi-Fi 또는 셀룰러 데

이터 등이 활용된다. 그림 1은 지오펜스의 기본 서비

스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1. 지오펜스의 기본 서비스

Fig 1. The basic service of geofence

이러한 전통적인 지오펜스는 사용자의 관심지역에

대한 가상의 경계선을 설정하면, 관심지역에 대한 사

용자(디바이스)의 진입 또는 진출에 대한 서비스만 제

공한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에 전통적인 지오펜스를 구

현한 뒤에 차량에 적용하면 차량 이동에 따라 설정된

영역을 항상 벗어나기 때문에, 차량과 함께 설정된 지

오펜스가 이동하도록 해야 차량과 차량간의 상황 인식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사전 연구된 모바

일 지오펜스는 이동이 가능한 사물 및 사람이 관심 지

역에 지오펜스를 설정한 후 이동을 한다면, 이동 경로

를 따라 설정된 지오펜스 영역이 움직이는 지오펜스이

다[11]. 그림 2는 모바일 지오펜스의 개념을 보여준다.

그림 2. 모바일 지오펜스의 개념

Fig 2. A concept of the mobile geofence

그림 2의 (a)에서 전통적인 지오펜스는 고정된 사물

(static object) 주변을 지오펜스 영역으로 설정하면 해

당 영역에 진입과 진출에 대한 트리거를 제공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객체(movable object)의 주변을 지오펜

스 영역으로 설정하면, 설정된 영역 내에 이동 가능한

객체의 진입과 진출에 대한 트리거만 제공한다. 그림 2

의 (b)는 모바일 지오펜스 개념을 보여준다. 이동가능

한 객체가 최초의 지오펜스를 설정한 뒤에 이동을 하

면 설정된 지오펜스도 같이 이동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펜스를 의미하는 지오펜스의

기본 기능인 진출입 트리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용

도로 이용하므로 이동하는 가상의 영역이라는 의미로

모바일 가상 펜스라 명하고, 모바일 가상 펜스를 이용

하여 차량과 차량 간의 연결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커

넥티드 카 서비스 환경을 구성한다.

Ⅲ.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환경 구성

메커니즘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는 메커니즘은

모바일 가상 펜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다음 2가지

를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는 차량들이 같은 지역의 같

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같은 지역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모바일 가상 펜스가 서로 겹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 판단의 이유는, 클라이언트(차량안의 스마트

폰)의 위치 정보(위도, 경도)와 반경을 서버로 전송하

면, 서버에서 모든 클라이언트가 보낸 정보에 대해 서

로 겹쳐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서버에 많은 부담을

준다. 또한, 서로 다른 위치 및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

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연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서버로 전송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중 같은 지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차량들을 선별해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선별된 차량

들을 대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이에 대한 각 알고리즘을 다음에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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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방향 인식 알고리즘

방향 인식 알고리즘(Direction Awareness Algorithm)

은 기준이 되는 모바일 가상 펜스를 적용한 디바이스

의 주변에 관련된 위치를 가지는 디바이스들을 판단하

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3은 방향 인식 알고리즘을 보

여준다.

Algorithm_1 : 방향 인식 알고리즘

가정 : 위도와 경도 값이 세 번째 소수점까지 동일하면 위

치의 오류 범위는 140미터 미만이다.

모바일 가상 펜스가 적용된 차량 : MVF;

MVF의 위치 관계값 : RMVF;

시작

MVF의 메시지에서 위도, 경도에 대해 다음을 적용하여 목

록 작성;

RMVF = 절대값(내림(위도MVF1*1000) AND 내림(경도

MVF1*1000 - 내림(위도MVF2*1000) AND 내림(경도

MVF2*1000)) =< 1;

연관된 차량이 없을때까지 반복 :

RMVF 목록에서 각 메시지의 방향각을 비교;

만약, 같은 방향이라면,

위도와 경도 값에 따라 정렬;

정렬된 목록에서 처음 디바이스와 마지막 디바이스

에 대해 RMVF의 위치 관계값을 다시 계산;

더 이상 연관된 디바이스가 없다면,

Algorithm_2 실행;

반복 끝

끝

그림 3. 방향 인식 알고리즘

Fig 3. A Direction Awareness Algorithm

디바이스간의 관련된 위치 판단은 디바이스 간의

거리가 140m 이하일 때 관련된 위치의 디바이스로 판

단한다. 그 이유는 140m의 차이가 날 때 위도와 경도

의 수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수치만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도와 경도의 값에 각각 1000을 곱

하고 소수점 뒤의 수들을 버렸을 때 관련된 위치에 있

다면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1번의

디바이스의 위도가 127.99999이고 2번의 디바이스의

위도가 128.00000일 때, 천을 곱하고 소수점 뒤의 수들

을 버려도 127999와 128000으로 바로 옆 위치의 위도

와 경도의 값을 가지고 있더라도 값이 다른 수치이기

때문에 연관이 없는 위치로 판단한다. 따라서 디바이

스 1번과 2번의 계산 값 차이가 1이하일 때 관련된 위

치에 있는 디바이스로 판단하게 하였다. 관련된 위치

에 있는 디바이스를 판단하였다면, 관련된 위치에 있

는 디바이스들의 메시지에 포함되어있는 방향각

(heading)을 비교하여 같은 값을 가진 디바이스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다음으로 목록에 있는 디바이스들

을 위도와 경도의 값에 따라 정렬하여 목록의 첫 번째

와 마지막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이 두 디바이스를 중

심으로 관련된 위치의 디바이스가 없을 때 까지 다시

방향 인식 알고리즘을 실행하며, 더 이상 같은 지역에

서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디바이스가 없다면 선별된

목록을 대상으로 다음 알고리즘 2인 연결 인식 알고리

즘을 호출한다.

3.2 연결 인식 알고리즘

연결인식알고리즘(Connected Awareness Algorithm)

은방향인식알고리즘의결과를토대로디바이스와디바

이스(차량과 차량)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4에서 연결인식의원리를보여주며

그림 5에서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그림 4. 연결 인식의 원리

Fig 4. A principle of connection recognition

그림 5에서모바일가상펜스의반경은디바이스의움

직임에따라함께이동하므로, 두반경의합이두디바이

스의 실제 거리보다 작다면 적용된 모바일 가상 펜스들

이 서로 겹쳐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된 차량으로 판

단하게 되는 원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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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디바이스는 실험 시작 위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하고 주행하며 위치, 방위각을 수집한다.

2. 각 디바이스는 주어진 주행경로를 주행하면서 1의 결과를

서버에 전송한다.

3. 1번 그룹의 결과를 토대로 연관된 디바이스 중 같은 방향

으로 진행하는 디바이스 감지를 평가한다.

4. 2번 그룹의 결과를 토대로 모바일 지오펜스 반경이 겹쳐

져 연결된 디바이스 감지를 평가한다.

표 1. 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 시나리오

Table 1. Evaluation Scenarios for Awareness Algorithm

Algorithm_2 : 연결 인식 알고리즘

시작

Algorithm_1의 결과가 없다면,

연결되어있지 않음;

Algorithm_1의 결과가 있다면,

RMVF의 목록에서 각 MVF1~n에 대해 다음을 계산;

각 MVF1~n의 반경 : R1~n

MVFn과 MVFn+1의 거리 : D(n, n+1)

만약 Rn+Rn+1 < D(n,n+1)라면,

연결되어 있음;

끝

그림 5. 연결 인식 알고리즘

Fig 5. A Connected Awareness Algorithm

그림 5에서 만약 그림 3의 결과가 없다면 주변에 같

은 지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디바이스가 없으

므로 연결된 디바이스가 없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

림 3의 결과가 있다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디바이스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림

3의 결과 목록으로부터 위도와 경도 및 반경을 비교하

여 연결된 디바이스가 있는지 판단한다. 그림 5에서는

목록에 포함된 각 디바이스들의 거리를 계산하고 두

디바이스에 적용되어있는 모바일 가상 펜스의 반지름

의 합과 디바이스들 사이의 거리의 값을 비교하여 디

바이스간의 연결을 판단한다.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환경을 구

성 하기 위한 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을 평가한다.

인식 알고리즘은 방향 인식 알고리즘과 연결 인식 알

고리즘으로 구성되며, 기준 차량 주변에 있는 차량 중

같은 진행 방향을 가진 차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

오펜스 반경이 겹쳐졌을 경우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정량 평가를 한다. 다음은 각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

한 시나리오와 실험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실험 결과

를 보여준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 여섯 개의 디

바이스에 모바일 가상 펜스를 적용하였다. 여섯 개의

디바이스는 세 개씩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배치한

다. 그림 6과 그림 7은 두 그룹의 주행 환경을 보여주

는 그림이다.

그림 6. 1번 그룹의 주행 환경

Fig 6. Driving Environment of Group 1

그림 7. 2번 그룹의 주행 환경

Fig 7. Driving Environment of Group 2

1번 그룹의 세 디바이스는 모두 140m이하의 거리에

두어 관련이 있는 위치를 감지하며 하나의 디바이스의

주행방향을 다르게 하여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디바

이스를 감지하는 실험을 한다. 다음으로 2번 그룹은 1

번 그룹과 140m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실험하여 인식

불가능한 위치의 디바이스가 인식되는지 실험한다. 2

번 그룹의 디바이스는 세 개의 디바이스 모두 같은 방

향으로 주행하며 모바일 가상 펜스 반경이 겹치도록

주행하게 하여 서로 연결되는지 실험한다. 실험을 진

행한 위치는 인식 연결을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GPS

의 신호가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기 위

해 고층 건물이 없는 평지에서 진행하였다.

표 1은 실험을 위한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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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서 1번은 20초간 주행하며 메시지는 1초

에 1개의 메시지를 생성하므로 각 디바이스마다 서버

에 전송되는 메시지는 20개이다. 아래는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 예측 결과이다.

l 진행한실험의결과로는 1번그룹과 2번그룹은서로

140m 이상의 거리이기 때문에 인식 불가능하여야한

다.

l 그림 6의 1번 그룹은 세 디바이스 모두 모바일 지오

펜스 반경이 겹치지 않은 상태로 연결 인식에 대한

결과는모두감지를못하는상태이며, 같은방향으로

주행중인 1번디바이스와 2번디바이스가같은방향

으로 인식되어야한다.

l 그림 7의 2번 그룹은 세 디바이스 모두 같은 방향으

로주행하기때문에 모두같은방향으로인식해야하

며, 1번 디바이스와 2번 디바이스, 2번 디바이스와 3

번디바이스의모바일 지오펜스가 반경이겹쳐져있

어 겹쳐진 디바이스에 대해서 연결 인식되어야한다.

표 1의 시나리오대로 3번에 걸쳐 실험을 진행한 결

과는 아래와 같다. 표 2는 1번 그룹에 대한 실험결과이

고, 표 3은 2번 그룹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방향인식은

기준이 되는 디바이스를 행에 기록하고, 인식이 되는

디바이스를 열에 기록하였다.

Group1

방향인식

Device1 Device2 Device3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Device1 - 90 95 85 0 0 0

Device2 90 95 85 - 0 0 0

Device3 0 0 0 0 0 0 -

표 2. 1번 그룹의 알고리즘 실험 결과

Table 2. A experimental result of Group 1

표 2에서 연결 인식 결과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실

험 결과는 디바이스 1,2,3 모두 시나리오의 예측 결과

와 같이 연결 인식이 되지 않았다. 1번 그룹은 디바이

스1과 디바이스2가 같은 방향에 있었지만, 1~3차 실험

결과 평균 96.6%로 같은 방향으로 인식을 하였다.

Group2

방향인식

Device1 Device2 Device3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Device1 - 95 85 95 100 95 100

Device2 95 85 95 - 85 80 95

Device3 100 95 100 100 80 95 -

Group2

연결인식

Device1 Device2 Device3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Device1 - 95 85 95 - - -

Device2 95 85 95 - 95 80 95

Device3 - - - 95 80 95 -

표 3. 2번 그룹의 알고리즘 실험 결과

Table 3. A experimental result of Group 2

표 3은 2번 그룹의 방향 인식 및 연결 인식의 결과

를 보여주는데, 방향 인식은 약 93%로 같은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연결 인식은 디바이스 1과 2에서 약

91.6%, 디바이스 2와 3은 90%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실험에서 위치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GPS신호의 오차와 송신된 메시지가 서버에

전송되는 순간 통신 지연으로 인해 다른 위치로 인식

하거나 이전 메시지의 값과 비교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을 측정된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된 메커니즘에 의해 높은 확률로 방향

및 연결을 인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

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모바일 가상 펜스를 적용하여

차량의 방향과 연결을 인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

하고 실험을 통해 구현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모바일 가상 펜스를 통해 위도와 경도값을 비교하

여 기준 디바이스와 관련 있는 위치의 디바이스 감지

를 구현하였으며, 관련 거리에 있는 디바이스들의 방

위각 비교를 통한 방향 인식을 확인하였고, 방향 인식

을 한 차량들 중 지오펜스의 반경이 겹쳐진 차량들의

연결을 확인하여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환경 구성을 위

해 차량에 부착되는 추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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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하며, 또한 커넥티드 카 환경에서 다른 차량

을 감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추가적인 위치 측정

기술을 연구하여 정확하지 않은 GPS 신호를 보조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커넥티드 카 서

비스 환경을 이용하여 차량과 차량간의 메시지 통신을

통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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