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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주차 공간에 배치된 센서들로부터 차량을 감지하고 이를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클라이언트

가 실시간적으로 주차 공간 정보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은 웹이나 앱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쉽게 접근 가능하며,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센서는 주차장 환경에 따라 구성과 배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핵심은 검증된 센서의 값이 서버 전송을 

통하여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다. 제안한 시스템으로 대형 주차장에서의 

효율적인 주차 정보 서비스를 통해 주차시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IoT주차장(IoT Parking Lot), 주차정보(Parking Information), 주차안내(Parking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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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차량 증가 현상에 따라 주차 공간의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도래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쇼핑몰 등의 대형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주차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빈 주차 공간을 한 번에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다. 주건 단기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주차 방식에 대한 연구[1]와 대규모 행사장에서의 주차 문제 연구[2]등 

특성별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주차 공간 안내 서비스를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조도 센서와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교차검증을 거쳐 정확하게 차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카메라와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을 

검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3][4].

LED 표시등은 주차 공간마다 설치된 초음파 센서를 통해 차량 

유무를 판별 후, 주차 공간 상단에 LED를 통해 차량 유무를 표시한다. 

해당 시스템은 주차 공간 근처까지 접근해야 주차 공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주차 가능 공간 수 표시는 주차장 

진입로나 구역별로 나뉘는 길목 등에 주로 위치한다. 이 시스템은 

구역별로 주차 가능 대수를 표시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비교적 저렴한 센서를 활용해 기존 상용화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구현해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II. The Proposed Scheme

주차 시스템의 구성도는 Fig.2와 같다. 아마존 웹서비스(AWS)에 

기반하며 주차영역의 리드센서와 센서정보 취득 및 통신을 위한 

제어기,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로 구성된다. 서버의 정보는 사용자에게 

웹과 앱으로 정보 서비스를 하는 구조이다.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는 주차 공간에 설치된 자력 감지 센서(Reed 

Switch)로부터 차량 유무에 대한 상태가 실시간으로 ESP-32로 전송

된다. 입력된 데이터는 Wi-Fi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된다. 

서버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라우팅하여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방법을 

처리한다. 가공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웹에 접속했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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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g. 2.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그림 3은 AWS 서버 구성에서, 생성한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 

이름과 동일한 보안 그룹 ID를 클릭하고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하는 

화면이다. 포트를 생성해주기 위해 ‘규칙 추가를 누르고, 유형은 

사용자 지정 TCP로 설정해서 TCP 프로토콜로 지정한다. 포트범위는 

사용하기 위한 포트 번호를 지정해줍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소스는 ‘Anywhere-IPv4’로 설정해주고 규칙 저장을 저장해 서버를 

사용할 준비를 완료한다.

Flg. 2. Inbound Rule edit of AWS

ESP-32 보드에 Reed Switch를 연결하고 3.7V 외부 전압을 연결해

서 제작한 회로이다. 

그림 3은 주차 공간 바닥 밑에 설치될 모습을 모형화한 모습이다.

Fig. 3. ESP-32 & Reed Switch

그림 4는 센서에서 받은 값을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한 

것과 서버에 정확히 전송되는지 콘솔 화면에서 확인한 모습이다. 

ESP-32가 Wi-Fi에 연결된 것 역시 확인된다. 주차 공간이 비었으면 

‘1’, 비어있지 않으면 ‘0’이 출력되는 것이 확인된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4000번 포트를 구성했으며 서버에 할당된 IPv4 주소를 통해 

접속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센서로부터 받은 값을 가공해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 공간이 

비어있을 경우 테두리가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비어있지 않을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에 1초 간격으로 새로 고침 되도록 설계했다.

Fig. 4. Server Console & ESP-32 Console

III. Conclusions

본 연구는 기존의 주차 안내 시스템보다 개선된 실시간 주차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주차장 시스템에서 얻은 차량 

유무의 데이터를 수집해 서버에서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로 웹을 

통해 실시간 주차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운전자가 직접 웹에 

접속해서 확인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네비게이션과 연동해 목적

지에 도착했을 때 비어있는 주차 공간으로 안내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

로 발전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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