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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타 주차장 애플리케이션의 단점을 보완한 Smart Drive 시스템에 대해 서술했다. Smart Drive 시스템은 오픈 API에서 실

시간 잔여석을 포함한 주차장 정보와 주유소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주차장의 요일 및 시간별 실시

간 잔여석 데이터를 예측하여 제공한다. 또한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해 항목 중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

족하는 주차장 및 주유소를 추천한다. 주요 기능인 추천 서비스와 예측 서비스는 챗봇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와 직관성을 향상시

킨다. 추천된 주차장으로 이동 중 잔여석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 사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잔여석 알림 및 알림 기준 잔여석 수를 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가 Smart Drive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현재보다 한층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 현재 API에

서 제공하는 주차장의 개수는 적기 때문에 향후 참고자료를 활용한다면 잔여석 정보 제공이 가능한 주차장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In this paper, a smart drive system that compensates for the shortcomings of other parking lot applications has been described. The 

Smart Drive system collects parking information including real-time remaining seats and gas station information from the open API 

and provides it to users, it predicts and provides real-time remaining seat data by day and hour of the parking lot desired by the user. In 

addition, by using a recommendation algorithm, it is possible to select a priority among items and recommends parking lots and gas 

stations that satisfy the user’s requirements. Recommendation service and prediction service, which are the main functions, use 

chatbots to improve user convenience and intuition. In case the remaining seats are lost while moving to the recommended parking lot, 

the user can set the remaining seat notification and the number of remaining seats based on the notification on My Page. In this way, 

when users use the Smart Drive system, they can drive more conveniently and efficiently than they are now. Currently, the number of 

parking lots provided by the API is small, If future reference materials are used, the number of parking lots that can provide 

information on remaining seats can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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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운전자 대부분은 주차 공간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운전자는 실시간으로 주차장의 잔여석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잔

여석이 있음을 확인 후 주차장을 방문하여도 주차 공간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 반복적으로 타 주차장을 검색 

및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에 시간 낭비와 이동 거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이파킹은 기본

적으로 목적지 내에 가까이 위치한 주차장 검색이 가능하고 주차장 요금, 운영 시간, 여유 공간, 주차 가능 전체 대수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도는 주차장 위치 정보와 주차장 요금, 주유소 정보, 운영 시간 등을 제공한다. 주차장 및 주유소를 선

택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장소를 구별하여 제공한다. 이와 같이 기존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은 주차장 및 주유소의 상세정보와 

주차장의 잔여석 등의 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실시간 주차장 잔여석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거의 없고 주차장 및 

주유소 추천과 실시간 주차장 잔여석 예측 기능, 챗봇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Smart Drive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첫째로는 

사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할 요일 및 시간에 맞게 실시간으로 주차장 잔여석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로 사용자의 요

구사항에 맞는 주차장과 주유소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SMART DRIVE 시스템은 딥러닝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주차장 잔여석 예측 시스템과 주차장 및 주유소 추천 시스템을 통해 나온 예측 및 추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처리

한다. 실시간 API 데이터와 tensorflow 예측 알고리즘 및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을 이용하여 예측한 요일 및 시

간별 잔여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주차장 및 주유소를 추천하는 시스템에 초점을 두었다. 

Smart Drive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주차장 및 주유소의 오픈소스 API를 JSON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JSON 파일 

내의 데이터를 파싱하여 사용하였다. JSON 파일에 담긴 데이터는 정적인 데이터로 주차장과 주유소의 이름, 주소, 요금 정보 등

을 가져와서 이름과 주소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때 주차장은 거리, 요금, 잔여석 세 가지 항목이 있으며 주유소는 거리, 

요금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로 주차장으로 이동 중 잔여석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즐겨찾기에 

등록한 주차장의 잔여석 알림과 잔여석 수를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설정한 잔여석 수 이하가 될 경우 팝업과 소리 알림을 제

공한다. Smart Drive는 타 애플리케이션과의 차별점을 두며 실제 운전자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연구, 3장에서 SMART DRIVE 시스템의 세부 구성에 대한 내용과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4장 결론으로 구

성되어 있다.

2. 관련 연구

Fig. 1과 같이 아이파킹은 기본적으로 목적지 내에 가까이 위치한 주차장 검색이 가능하고 주차장 요금, 운영 시간, 여유 공간, 

주차 가능 전체 대수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이파킹의 차별화되는 점으로는 편리한 주차권 결제에 초점이 잡혀있다는 것

이다. 주차권과 월정기권 구매가 가능하며, 출구에서 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스마트폰 NFC/QR 코드 스캔으로 빠른 정산과 출차

가 가능하다. 또한 정기권 할인 판매 등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며, 사용자의 자동차 위치도 파악하여 알려 준다. 그러나 주유소 정

보는 함께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직관성이 뛰어난 챗봇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지도는 주차장 위치 정보와 주차장 요금, 주유소 정보, 운영 시간 등을 제공한다. 주차장 및 주유소를 선택해서 사용자

에게 필요한 장소를 구별하여 제공한다. 주유소를 요금순, 거리순, 기름 종류 등으로 구별하여 검색한다. 그리고 기름의 종류별

로 각 주유소의 요금 정보를 자세하게 보여 준다. 주차장은 검색한 지역 및 사용자 위치 중심으로 검색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관련도순 및 거리순으로 정렬한다. 그러나 금액 정보와 같은 상세정보가 부족한 주차장이 많으며, 잔여석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챗봇 서비스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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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Parking and Naver Maps application

Fig. 2와 같이 기존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은 주차장 및 주유소의 상세정보와 주차장의 잔여석 등의 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실시간 주차장 잔여석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거의 없고 주차장 및 주유소 추천과 실시간 주차장 잔여석 예측 기능, 챗

봇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Smart Drive 시스템은 실시간 API 데이터와 tensorflow 예측 알고리즘 및 다층 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을 이용하여 예측한 요일 및 시간별 잔여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주

차장 및 주유소를 추천하는 시스템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챗봇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챗봇을 통한 직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차 여부 판별을 위해 각 주차 공간마다 새로운 센서 및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공공데이터 API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비 설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1]. 그리고 주차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연

구[2]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연구[3]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 정보를 활용해 실시간 잔여석을 예측하고, 사용

자가 선택한 기준들에 적합한 주차장과 주유소를 추천해주지는 않는다. 

Fig. 2. Comparison of smart drive with tradition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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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ART DRIVE 시스템

3.1 SMART DRIVE 시스템 구성

SMART DRIVE 시스템 구성은 Fig. 3과 같이 딥러닝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주차장 잔여석 예측 시스템과 주차장 및 주유

소 추천 시스템을 통해 나온 예측 및 추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결과를 주차장 

및 주유소 정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고, 회원 정보를 관리한다. 사용자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

이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Fig. 3. System configuration

3.2 SMART DRIVE 알고리즘

Smart Drive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주차장 및 주유소의 오픈소스 API를 JSON 파일로 저장한다[4]. 그리고 Android studio

에 넣어 JSON 파일 내의 데이터를 Fig. 4와 같이 파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JSON 파일에 담긴 데이터는 정적인 데이터로 주

차장과 주유소의 이름, 주소, 요금 정보 등을 가져와서 이름과 주소로 Fig. 5와 같이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5]. 

(a) (b)

Fig. 4. API integration and parsing algorithm (a), Search sequence diagram (b)



김나영· 한혜영· 석은주· 이종호· 최한용 / 딥 러닝 기반의 예측 서비스를 적용한 SMART DRIVE 시스템 ∙ 163

Fig. 5. Searching example UI

본 연구에서 예측 시스템은 tensorflow 내의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한다[6,7].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 잔여석의 

요일 및 시간별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Fig. 6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간 API의 데이터를 가져

와 xlsx 파일로 저장한다. 

Fig. 6. API parsing and saving xlsx sequence diagram

짧은 기간의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예측값 산출이 어려우므로 적어도 5주 이상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Fig. 7과 같이 데이

터 중 주차장 잔여석 항목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Tensor 형으로 만든 후 예측 모델을 생성한다[8]. 지속적으로 학습된 모델

에 predict 예측 메소드를 사용하면 잔여석 예측 데이터 도출이 가능하고, 수집 데이터량을 증가시킬수록 예측값은 실제값과 오

차가 줄어든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델을 학습시킨 후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Fig. 7과 같이 실

시간으로 받은 API 엑셀 파일을 읽은 후 시간에 따른 잔여석 수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생성한다. 생성된 모델을 학습시킨 후, 

예측 결과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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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mplementation of prediction using time zone and number of remaining seats

3.3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Fig. 8과 같이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원하는 주차장 추천을 위해 사용자는 거리, 요금, 잔여석 세 가지의 항목 중 원하는 항

목을 선택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Fig. 8. Recommendation algorithm

이를 바탕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사용자의 우선순위를 만족하는 주차장을 추천해준다. 주유소 추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거리, 요금 두 가지의 항목 중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선택한 항목을 점수로 환산하여 우선순위를 만족하는 주유소를 추천해준다. 

환산된 1순위 기준 점수에는 *2.0의 가중치를, 2순위 기준 점수에는 *1.5의 가중치를, 3순위 기준 점수에는 *1.0의 가중치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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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준 점수에는 *0.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9]. 예를 들어 사용자가 요금을 1순위, 잔여석을 2순위로 선택했을 경우 환산된 요

금 점수에는 *2.0을, 잔여석 점수에는 *1.5를, 미선택한 거리 점수에는 *0.0을 연산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10].

그리고 Fig. 9와 같이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이클립스의 JSP 파일과 Tomcat 서버를 통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오라클 

JDBC를 연결하여 구현한다[11]. 오라클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미리 생성해 둔 데이터베이스와 Connect 작업을 수

행한다. 그 후 안드로이드에서 이클립스의 JSP 파일을 실행한 서버의 링크 주소 URL을 적어 연결한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는 아이디와 이메일을 이클립스의 JSP 파일에서 request.getParameter() 메소드로 값을 받는다. 받은 아이디와 이메일 값

으로 회원가입 구현은 SQL의 INSERT문과 SELECT문으로 이메일 중복을 확인한 후에 USER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로그인 구현은 SQL의 SELECT문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이메일을 모두 비교하여 일치하면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a) (b)

Fig. 9. Membership registration and login algorithm flow (a), Sign in and login execution UI (b)

마이페이지는 Listview로 이루어져 있으며 Adapter를 이용해 리스트 아이템들의 항목을 설정한다. setOnClickListener로 클

릭한 아이템에 따라 Intent를 전달하며 다음 UI(User Interface)로 전환된다. 즐겨찾기 설정과 알림 설정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완료된 회원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Fig. 10과 같이 즐겨찾기 등록은 전체 주차장 및 주유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가져와 INSERT문으로 즐겨찾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등록된 주차장 및 주유소 정보는 즐겨찾기 

Listview에 표시된다. 등록된 주차장은 잔여석 알림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등록했던 즐겨찾기를 해제할 경우 

DELETE문을 사용해 즐겨찾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즐겨찾기 목록에도 적용된다. 즐겨찾기로 등록한 주차장에 한해서 

잔여석 알림 설정이 가능하고, 사용자는 잔여석 알림 ON/OFF와 알림 기준 잔여석 수를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잔여석 수 이하

가 될 경우 운전 중에도 쉽게 알 수 있게 팝업과 소리 알림을 함께 제공한다. 그 외로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 탈퇴가 가능한 계정 

설정 기능, 정책 및 약관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과 개발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조작이 익숙

하지 않다면 ‘Smart Drive 사용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보다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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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My page notice settings algorithm flow (a), My page settings UI (b)

4. 결 론

현재 운전자 대부분은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차장 방문 후 주차 공간이 없을 시 

타 주차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또한 이동 거리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시간 

낭비는 비효율적이다. 기본적인 연구 내용은 학술대회로 발표되었으며[12],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주차장 잔여석 예측을 위해 

tensorflow 예측 알고리즘 및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을 이용하여 예측한 요일 및 시간별 잔여석 데이터를 제공

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주차장 및 주유소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실시간 잔여석 예측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정확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잔여석 예측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데이터 세트 수집이 필요하다. 실시간 데이터를 설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CSV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번 새로운 파일로 저장되고 예측 모델을 학습시킬 때 하나의 CSV 파일밖에 읽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각 주

차장마다 잔여석을 분류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CSV 파일로만 저장하여 활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파이어

베이스를 이용하여 실시간 API 데이터를 갖고 오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한계점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추천 시스템에서 관

리자의 임의 기준점을 사용해 점수를 환산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추천 기준에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주차장마다 이용 

시간에 따른 주차 요금이 다르기에 추천 시스템 실행 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입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시간 데이

터 API 연동 부분에서 실시간 잔여석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받아오면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부족하거나 시스템 과부하 현상이 일

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용 카메라로 자동차가 출입할 때마다 번호판을 촬영하여 

출입 차량의 잔여석 수 계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잔여석을 알 수 있는 주차장의 수를 늘릴 수 있다[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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