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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자동차는 최근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함과 도시에 전자장치의 혁신적인 발

전으로 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지향 자동차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 ITC 융합기술은 첨단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의 센서 및 전자장치가 

지능적,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증대시켜 최적의 운전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동

차의 전장화와 스마트카의 등장으로 자동차 – ITC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동차

에 IT관련 기기 및 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동통신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차량 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편의성이 증진되고 있

다. 또한, 자동차와 절대적 관계에 있는 유류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자동차 유지비에도 적지 않은 지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프로젝트는 자동차 유지비에 포함되는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기 위해 사용자 운전 패턴을 이용한 주유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한다. 위

의 프로젝트 구성에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이며, 사용자 등록 시스템

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 각 개인의 차량 정보와 통상의 주유 기간, 통상의 주

유 금액 등의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다. 이 정보를 받은 서버에서는 GPS정보를 활용

하여 속도, 위치 정보 등의 수치를 연산하여 산출되는 결과를 얻는다. 결과물에는 평

균 주유 소모량,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구간의 정보 등 이다. 그 후 서버는 사용자

에게 권장주유 금액,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구간 진입시 알림, 다른 차량과의 비교 

분석 자료, 주유 소모 순위 등의 값 등을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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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사용자 운전 패턴을 이용한 주유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국제유가 

시장 하락에 불구하고도 국내 유가의 하락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였다. 또한 

운전자의 가계 내용 중 유류비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이를 보고 유류비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과 관용적으로 주유하는 양에 

따라 낭비되는 연료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되었다. 

 

1.2.1  ‘주유관리 및 경제운전’ 기술의 시장 현황 

현재 구글플레이 스토어 또는 아이튠즈에서는 주유관리에 관한 어플리케이션과 경

제운전에 관한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어 있다. 주유관리에 관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주는 기능,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찾아주는 기능 등을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에코드

라이빙 어플리케이션에는 본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급출발, 급감속, 급가속을 탐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출시했다. 

 

 

그림 1. 친환경운전 IOS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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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유정보시스템 Opinet App 

 

어플리케이션 이외에도 기타 다른 장치들을 활용하여 연료소모량과 연료소모비용 등

을 알려주는 장치들이 임베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어 있다.  

 

 

그림 3.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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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사용자 운전 패턴을 이용한 주유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요성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어플리케이션과 기타 장비들은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을 인지, 

주유소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사용자

가 인지하고 패턴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비해 시스

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이는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쉽게 다가가고 유용하게 쓰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유

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

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여 최적의 자료를 제공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그 결과 ‘사용자 운전 패턴을 이용한 주유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결과로 보다 나

은 범국민적 가계 지출을 절약할 수 있고, 기존 교통안전공단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업에 다시 희망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림 4.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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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하여 GPS정보와 가속도 센서를 가지고 위치정보와 속도

정보를 수집한다. 

2)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운행자의 주행 패턴을 파악한다. 

3) 개인 사용자가 작성한 자동차 정보 및 주유 금액을 이용하여 분석된 정보와 비

교하여 주유권장량을 설정한다. 

4) 주행패턴 분석을 통하여 급가속, 급정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운행자에게 

통계적 수치로 제공해 준다. 

5) 주유 관리, 사용자 주행 패턴 분석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사용자 UI를 

구성한다. 

6) 다른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여 스스로의 기준을 확인한다. 

7) 주유 순위와 같은 이벤트를 구성하여 운행자가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

경을 구성한다. 

8) 사용자에게 알림 정보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보

편적으로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는 운행자가 사용 할 수 있게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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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각 개인의 차량 정보와 평상시에 하는 주유 기간, 주유금액 등의 사용자 정보를 

알기 위하여 로그인 과정의 부분을 개발하여 입력 값을 알 수 있게 수행을 한다. 

또, GPS정보를 가지고 속도 위치정보 등의 수치를 계산하여 수식을 통하여 입력 

값과의 연산을 통해서 원하는 출력 값들을 얻는다. 출력 값에는 수치계산을 통하

여 주유 소모량을 알고, 급가속을 하는 구간의 정보 값들을 가진다. 크게 4가지 

부분의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주유소모량을 통하여 권장주유 금액을 알려 

주는 것과 급가속 정보를 가지고 발생하는 구간에서 급가속 주의 알림, 다른 차량

과의 비교 분석 자료, 그에 따라 나오는 주유 소모 순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수

행한다. 개발 방법으로는 웹서버를 구축하여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원하는 출력 

값을 계산하는 환경을 만들고 안드로이드 어플을 통한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들을 디스플레이 하게 된다. 단계별로 웹서버를 구축하고 안드로이드 부분의 UI를 

원하는 출력 정보에 맞게 구성하고 GPS정보를 해석하는 단계의 작업을 한다. 이

런 수행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어플과 웹서버 두 가지의 결과물을 제시한다. 

 

2.2.1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에 대한 근거 

출발 시 처음 5초간 시속 20km 정도까지 천천히 가속하고, 급 가속과 급 

감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급 출발 10번하면 100cc(2,000cc 급 기준) 정도의 

연료가 낭비되고, 급 가속은 연료소모가 30%이상 늘어나고 질소 산화 물 등 오염 

물질도 최고 50%이상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가속은 엔진회전 수 2,000rpm 

정도로 지속적으로 가속 하고, 감속 시에는 연료차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행→감속(엑셀 off)→제동(breaking) 순으로 운전을 해야 한다. 

 

2.2.2  목표 1 : GPS 정보 및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속도계산 

1 단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GPS 위성 정보 확인 

2 단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속도 센서 정보 확인 

3 단계: 위 사항을 바탕으로 한 속도 계산 

4 단계: 속도, 좌표 계산을 서버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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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목표 2: 서버 구현 및 통계자료 추출 

1 단계: 안드로이드와 통신하기 위한 JSON 방식의 모듈 구현 

2 단계: 속도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가속, 급정지에 대한 통계추출 

3 단계: 속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한 거리 추출 

4 단계: Opinet(주요종합정보시스템) API 연동을 통한 주유 금액 산출 

 

2.2.4  목표 3: 안드로이드 UI 구현 

1 단계: 로그인 및 회원가입 UI 구현 

2 단계: 속도 정보 및 사용자 주행 패턴에 대한 UI 구현 

3 단계: 사용자 별 통계치 제공 UI 구현 

4 단계: 권장 주유량 및 비교 사항에 대한 표시 UI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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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안드로이드 항목 구상도 

 

그림 5.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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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로그인 기능 : 주유 금액에 대한 알림 제공 

2) 속도 측정 기능 : 안드로이드 폰의 GPS 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이동하는 속도를 측정 한다. 

3) 주유 금액 알림 기능 : 자동차의 속도측정을 통하여 이동거리를 계산 필요 주유 

금액을 알려준다. 

4) 주유 금액 비교 기능 : 다른 사용자와 주유 금액을 비교하여 제공한다. 

5) 급 가속구간 알림 기능 : 사용자 주행 패턴을 통해 급 가속하는 구간에서 알림 

기능을 제공해준다.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속도 측정 

- GPS 정보를 이용하여 속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GPS 위성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 속도 측정 시 보정을 위하여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속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통신 

- 서버와의 통신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속도에 대한 정보를 1 초에 한번씩 

데이터 저장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알림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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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가지며 MVC Pattern 으로 설계한다. 서버에서 보여지는 

View 의 부분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해당하며, 안드로이드가 서버에 요청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Controller 이며, 데이터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은 Model 에 

해당된다.  

 서버는 Apache Tomcat 을 사용하며 JSP 를 이용하여 구성된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 을 이용하고 JSP 를 이용함으로 JDBC Library 를 이용하여 서버와 연결을 

수행한다.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쉽게 개발하기 위하여 Java Framework 중 

하나인 Spring Framework 를 이용한다. 

 
그림 6. 시스템 구조 

 클라이언트에서 GPS 정보를 수신하여 해당되는 속도를 측정하고, 속도 측정에 

대한 정보는 서버에 전달되게 된다. 서버에서는 해당되는 정보를 추출하여 

이동거리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게 되며, 이동거리 계산을 통해서 필요 주유 금액을 

제공되게 된다. 주유 금액에 대한 정보는 Opine(주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와 연동하여 전국 평균 유가에 대한 기름값을 제공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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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pinet(http://www.opinet.co.kr/user/main/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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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Client 

주유량 계산 개인별 필요 주유량 계산 Android/UI  

속도표시 사용자 주행 속도 표시 Android/UI  

주유금액비교 개인별 주유 금액 비교 Android/UI  

로그인 개별 로그인 과정 Android/UI  

속도측정 
GPS 좌표 정보를 얻어 

속도계산 
Android/Module  

Server 

서버 구성 
안드로이드와 통신하기 위한 

서버   
Tomcat  

통계치 추출 사용자 별 이동거리 계산 Java  

통계치 추출 단위별 주유량 계산 Java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사용자 운전 패턴을 이용한 주유관리 어플리케이션 

팀 명 Eco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5-MAR-10 

 

캡스톤 디자인 I Page 16 of 24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입력을 요구 받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가동만으로 자신의 잘못된 운전 습관 알림 및 적정량의 주유량을 권장 

받게 된다. 이는 평소 운전자의 습관과 주유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낭비되는 

연료의 소모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가계에 부담되는 비용 절감이 1 차적으로 절약하게 

된다. 또한 국가적 차원입장에서는 차량 소유자 각각이 연료를 자발적으로 절약하는 

운동이 확산되므로 이에 부담되는 캠페인 홍보비 및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되며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추가적으로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이 도로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되어 교통사고 발생도 줄어들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 

  위의 기대효과들에서 접근한다면 네비게이션에 본 프로젝트를 추가하여 하위 

기능으로도 탑재가능하고, 각 사용자 개인이 스케줄을 작성할 때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차량의 속도 및 위치가 서버로 전송되므로 현재의 교통량 파악 및 

운전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도로환경도 파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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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1) 개발환경 

- OS: Window, Ubuntu 

- IDE: Android Studio, Intellij 

- VCS: Git, SourceTree 

 

2) Server 

- Cloud Server 이용 (AWS, KT) 

- OS: Ubuntu 12.04 

- DB: Mysql 

- Language: Java 

- Framework: Spring framework 

- Protocol: Ajax를 이용하여 Android와 JSON 형태로 데이터 교환 

 

3) Client 

- Android 4.4 kitkat 

- DB: sqlite 

- Language: Java 

- Device: Galaxy Note 2  

- GPS 위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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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GPS 위성정보의 부정확함 

- 속도측정을 위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속도측정이 이루어지게 되

는데 GPS 위성정보는 25M ~ 0M 오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오차 정보를 조

정하기 위해 차량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치 정보 계산을 개선한다. 

 

2) 스마트폰의 낮은 하드웨어 성능 

- GPS 속도 계산 뿐 아니라 월간이상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리하기

에는 스마트폰 성능이 좋지 않음으로, 데이터 저장과 통계치에 대한 분석은 서버

를 통하여 실행하기로 한다. 

 

 

3.2.2  소프트웨어 

1) 주유금액에 대한 신뢰성 

- 현실적으로 사용자게 제공될 데이터가 이동거리 산출에 대한 통계에 대한 금액

임으로  현재 주유 금액에 따른 금액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유 정보

를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파싱하여 제공해 준다. 

 

2) 주유 금액에 대한 입력 

- 주유 금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주유금액을 입력해 주어여 하는데, 입

력하지 않을 시에는 전체적인 거리에 따른 주유금액 통계치를 제공해 주어 입력

하지 않아도 비교 할 수 있게 해주고, 입력한다면, 주유금액에 대한 비교를 제공

해준다. 

 

3.2.3  기타 

1) 실시간 데이터 통신 

- 데이터를 실시간을 서버에 전달하기 위해서 연결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하는데, 

데이터 량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을 것으로 판단하여 통신사 LTE로 연결

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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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성근 - Software Project Leader, Server Architecture 설정 및 프로토콜 구성 

김세훈 - Database 설계 및 사용자 거리 통계량 추출 

김연상 - 안드로이드 UI 설계 ( 로그인 및 사용자 정보 ) 

김현준 - 안드로이드 UI 설계 ( 주유량 및 통계치 제공) 

나홍철 - GPS 위성 정보를 통한 속도 계산 

정성진 - 안드로이드에서 GPS 정보 얻기 및 주유 정보 파싱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서버 환경 구축 20 

데이터 베이스 설계 20 

주유 정보 API 파싱 10 

통계 데이터 추출 10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GPS 개발 30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UI 개발 30 

통합 및 테스트 10 

합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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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서버 구축        

데이터 베이스 구축        

안드로이드 UI 구현        

안드로이드 GPS 모듈 구현        

통합 및 테스트 통합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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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5-03-01 2015-03-12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5-03-12 2015-03-20 

1 차 중간 보고 

로그인 기능, GPS 정보 얻기, 

데이터베이스 설계, 서버 구축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5-03-21 2015-04-08 

2 차 중간 보고 

Opinet API 연결, 디자인 적용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5-04-09 2015-05-13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2015-05-13 2015-05-2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2015-05-20 2015-05-26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2015-05-20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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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김성근 
서버 구축 2015-03-01 2013-05-28 20 

데이터베이스 설계 2015-03-01 2015-03-01 10 

김세훈 
급가속, 급정지 통계자료 추출 2015-03-01 2013-05-28 15 

속도에 따른 거리 추출 2015-03-01 2015-05-28 15 

김현준 
안드로이드 UI 구현(주유량)  2015-03-01 2015-05-28 15 

안드로이드 UI 구현(통계치) 2015-03-01 2013-05-28 15 

김연상 
안드로이드 UI 구현(로그인, 사용자정보) 2015-03-01 2015-03-01 15 

안드로이드 UI 구현(메인, 속도) 2015-03-01 2013-05-28 15 

나홍철 
안드로이드 GPS 정보 분석 2015-03-01 2015-05-28 20 

GPS 속도 측정 2015-03-01 2015-05-28 10 

정성진 
Opinet API 파싱 2015-03-01 2015-05-28 20 

UI 디자인 2015-03-01 2015-05-28 10 

전원 애플리케이션 통합 및 테스트 2015-03-01 2015-05-28 20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사용자 운전 패턴을 이용한 주유관리 어플리케이션 

팀 명 Eco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5-MAR-10 

 

캡스톤 디자인 I Page 23 of 24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노트북 6 대 LG & SAMSUNG 2015-03-01 2013-05-28  

Android Device LG & SAMSUNG 2015-03-01 2015-03-01  

Opinet API KNOC 2015-03-01 2013-05-28  

Mysql Oracle 2015-03-01 2015-05-28  

Intellij Jetbins 2015-03-01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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