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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 구축에서 중요 요소 중 하나는 주차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며, 주차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두 가지 기술방식이 경쟁하고 

있음. 공공기관은 센서(IoT) 기술을 이용한 정보 집약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구글은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한 알고리즘 방식의 정보 집약 방식을 택하고 있음. 스마트한 도시 정보 제공을 

위한 센서와 알고리즘의 경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놓고 미국 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I . 실시간 주차공간 정보 제공, 센서 방식과 기계학습 방식의 경쟁 

 주차 관리 및 혼잡 정보를 발신하는 것은 행정부문의 책임이기도 한데, 따라서 최근 스마

트 시티 구축에 나서려는 국가와 도시들은 대체로 센서기술을 이용하여 주차와 차량 관련 

정보를 집약, 분석,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도 주차장에 IoT를 적용하여 혼잡도를 파악하는 ‘SF 

Park(SF 파크)’라는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음 

 샌프란시스코 시가지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는 주차 미터기(Parking Meter)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자들은 주차 후 동전이나 카드, 앱으로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음 

 주차와 동시에 주차 미터기의 센서가 작동하여 차의 유무를 감지하며, 주차 미터기에 연결된 

IoT 전용 네트워크인 ‘시그폭스(Sigfox)’를 통해 주차 공간의 혼잡 정보가 집약됨 

 샌프란시스코시는 계획대로 IoT 주차관리시스템이 완성되면 주차 혼잡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도 있음 

 전문가들은 주차 미터기가 주차 여부를 제대로 감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

획대로 주차 혼잡도 정보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 

 가령 주차 미터기가 있는 주차 장소에 누군가 불법주차하거나 또는 특별 허가증을 가진 차량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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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공간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반면, 주차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주차 

중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이유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주차 공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며, 현재 

실험 중인 주차 미터기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이에 비해 구글은 접근 방식을 바꿔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알고리즘의 파워를 통해 혼잡 

상황을 파악하고 시설을 관리한다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있음 

 구글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량의 흐름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으로 분석해 혼잡 상황을 

정확히 추정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지난 달부터 시작된 구글 지도의 주차장 혼잡 

상태 표시 서비스에 반영되어 있음 

 현재 구글 지도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검색하면 [그림 2]와 같이 화면 하단에 주차

를 의미하는 ‘ⓟ’ 아이콘과 함께 목적지 주

변의 주차 난이도가 표시됨 

 주차장 혼잡도는 ‘수월(easy), 보통(Medium), 

한정(limited)’의 셋 중 하나로 표시되며, ‘수

월’이나 ‘보통’의 경우 ⓟ가 파란색으로 표

시되며, 이는 주차 공간을 찾기가 어렵지 

않아 제 시간에 출발해도 괜찮음을 의미함 

 반면, 주차장 상태가 ‘한정(Limited)’일 경우 ⓟ는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이는 말 그대로 주차 공

간이 한정되어 있어 주차 장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용자는 주차에 걸

리는 시간을 감안해 출발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판단을 할 수 있음 

<자료> San Francisco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 

[그림 1] 샌프란시스코시의 SF Park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주차 미터기(Parking Meter) 

<자료> Google 

[그림 2] 구글 지도의 주차장 혼잡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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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지도는 주차가 어려울 경우 전철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구글에 따르면 이 주차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실제로 전철로 이동하는 루트의 검색 

건수가 급증했다고 함 

 구글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위해 주차 공간을 파악하는데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과 ‘기계학습’이라는 두 기법을 사용 중이라고 함 

 구글은 이 새로운 서비스의 구조를 “기계학습을 이용한 주차의 어려움 예측(Using Machine 

Learning to predict parking difficulty)”이라고 이름 붙여 발표하였음 

 크라우드 소싱과 기계학습이라는 두 가지 적용 기술 중 크라우드 소싱은 사용자의 다양한 데

이터를 집약하여 이용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기계학습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주차 패

턴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고 함 

 크라우드 소싱으로 집약되는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 체류 정보, 주차장 찾기까지 

걸린 시간 정보 등이 포함됨 

 주차 혼잡도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 구글은 구글 지도에서 모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이용하

고 있으며, 구글은 일찍부터 사용자 동의 하에 입수한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

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음 

 사용자 위치 정보를 이용한 대표적인 서비

스는 구글 지도에 나타나는 ‘실시간 트래픽

(Live Traffic)’ 현황으로 차량의 흐름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줌 

 또한, 구글 지도는 상점과 레스토랑의 ‘혼잡 

시간(Popular Time)’ 및 ‘방문 지속시간(Visit 

Duration)’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유용한 정보도구로서 이미 생활의 일

부로 이용되고 있음 

 이들 데이터 외에도 구글 지도에서는 사용자에게 “주차장을 찾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

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집약한 후 주차장 찾기의 난이도를 산출한다고 함 

 구글은 이를 위한 기법 중 신뢰도가 높은 ‘지상 실측자료(Ground Truth)’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

터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지상 실측자료는 원격탐사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지상에서 직접 측정하고 확인한 보조자료 및 기준 자료를 의미함 

<자료> Google Help 

[그림 3] 구글 지도의 혼잡시간과 방문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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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크라우드 소싱 방법만으로는 주차장의 정체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데, 이는 

차를 주차하는 패턴의 수가 많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유지에 주차하는 이용자가 많다면 주차 소요시간은 짧을 것인데 알고리

즘은 이를 주차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이용자가 택시나 버스로 이동한 경우도 주차 소요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알고리즘은 주

차 공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처럼 주차 공간을 판정하는 데 크라우드 소

싱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임 

 이 때문에 자동차가 어떤 패턴으로 이동하면 

주차장이 없음을 의미하는지, 그 특징량을 찾

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가령 [그림 4]처

럼 점심 시간에 자동차가 거리를 뱅뱅 도는 

움직임을 보이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으로 판

단하는 모델을 설정할 수 있음 

 반면, 이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그대로 시

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구글은 이러한 특징량을 파

악하여 알고리즘에 반영하였음 

 이 밖에도 목적지의 특수한 조건이나 주차장

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요인도 고려할 필요

가 있었다고 하며, 주차 시간과 주차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 등을 도입하였음 

 또한, 과거의 통계 정보도 이용하였으며, 이런 방식으로 구글은 최종적으로 20개의 모델을 분

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교육했다고 함 

 앞서 언급한 기계학습 기술이 바로 이 20개 모델의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기계학습의 다양

한 방법 중에서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 사용되었음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변수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학의 대표적인 기법으로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연속형(3 개 이상의 값)이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범주형(0 과 1 의 두 값)일 때 변

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알고리즘을 교육하여 변수를 입력하면 어떤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예

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행 데이터를 입력하면 주차장을 찾기가 쉬울지 어려

울 지를 예측할 수 있음 

<자료> Google 

[그림 4] 차량 이동 패턴으로 주차공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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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은 주차가 ‘쉽다’와 ‘어렵다’의 두 값을 

출력하게 되며, 따라서 이는 ‘바이너리 로지스틱 

모델(Binary Logistic Model)’이라 부를 수 있음 

 이 기법으로 샌프란시스코 도심 주차장의 혼잡

을 예측하면 [그림 5]와 같이 시가지를 구획으로 

나누어 각 주차장의 정체를 표시하게 되며, 짙

을수록 혼잡이 심함을 나타냄 

 상단은 월요일, 하단은 토요일을 나타내며, 왼쪽

은 오전 8 시, 오른쪽은 오후 9 시의 표준적인 

혼잡 정보를 표시하며, 월요일 아침은 상업 지

역의 주차장이, 토요일 밤은 관광 명소 지역의 

주차장이 붐비는 것을 알 수 있음 

 전문가들은 구글이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과감히 기계학습 기술을 주차 예측에 적용한 것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음 

 인간의 뇌를 본 뜬 인공지능인 신경망(Neural Network)을 활용하는 대신 통계적 기법인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구글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이미 확립된 기술이어서 그 작

동방식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라 설명함 

 이런 설명은 신경망은 그 내용이 블랙 박스이기 때

문에 작동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공지능 연구

의 최신 이슈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주간기술

동향 1778호 최신ICT이슈 “답은 맞는데 풀이과정

을 알 수 없는 인공지능을 믿어야 할까?” 참조) 

 비단 구글만이 아니라 최근 다른 인공지능 연구 

기업들에서도 기계학습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신경망 전성 시대가 도래하고 있

긴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기술을 개량

하고 잘 이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음 

 물론 기계학습에 재주목하는 것과 동시에 신경망이라는 블랙박스를 열어 구조를 해명하려는 

연구도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임 

 구글의 주차장 혼잡 예측 모델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AI 연구의 관점에서 올해의 큰 테마는 기

계학습의 개량과 신경망의 해명이라 할 수 있음 

<자료> Google 

[그림 5] 기계학습을 통한 주차장 혼잡 예측 

<자료> SourceForge 

[그림 6] 블랙박스처럼 알 수 없는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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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주차장 혼잡 정보 예상 서비스를 놓고 미국에서는 센서와 알고리즘의 싸움이 시작

되었으며, 둘 중 누구의 손이 올라 갈지를 두고 많은 이들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음 

 구글과 SF 파크의 노력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개발의 모델 케이스

로 주목 받고 있으며, 따라서 둘 중 어느 쪽이 경쟁에서 이길 것인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물론 수십 조 개의 센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려는 시도에 비해 알고리즘은 보다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대립 구도로 규정되고 있기는 하나, 기술의 정확도 면

에서 센서와 알고리즘은 물론 상호 보완적으로 접목될 가능성도 높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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