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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상처리와 음  센서를 이용한 자동 주차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의 자동 주차 시스템은 운 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 공간을 확인 후 주차를 하는 방식이다. 본 연

구에서는 주차장의 주차 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주차 치까지 무인자동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발 된 형태의 자동 주차 시스템을 제안한다. 차량은 기존 자동 주차 시스템과 비

슷하나 주차장은 일정한 구조와 표식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상처리와 센서 인식의 효율을 높여주게 

되어 쉽고 안 하게 주차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1. 서론

 최근 닛산 자동차의 ‘어라운드 뷰’, 폭스바겐의 ‘

크어시스트’와 같은 자동 주차 시스템을 장착한 차

량이 기의 안 성, 기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 둘씩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 주차 시스템 

차량은 불편한 주차 과정을 손쉽게 해결해 주어 주

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보 운 자들이나 새로운 기

술을 선호하는 운 자들에게 기 를 받고 있다.

자동 주차 시스템은 보통 상 카메라와 음  센

서를 이용한다. 를 들어 닛산의 ‘어라운드 뷰’ 기

능의 경우 차량 4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360도를 

모두 확인하며 주차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카메라와 음  센서를 이

용한 자동 주차 시스템을 확  하여 주차장 입구부

터 무인 주차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 주차 

시스템을 제안하다. 기존 자동 주차 시스템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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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탑승 상태에서 주차 공간을 확인한 후 자동 주

차를 진행 하므로 주차 기능 자체를 한 시스템이

지만 본 논문의 제안된 시스템은 주차장 입구에서부

터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주차 해 으로

써 주차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일 수 있는 새로

운 시스템이다.

2. 자동 주차 시스템 설계  구

2.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의 자동 주차 시스템 개발을 한 환경을 다

음과 같이 구축하 다.

   - 운 체제 : Window XP, 리 스

   - 개발 도구 : GCC Compile, Visual studio 6.0,

      Atera QutusII 

   - 개발 장비 : HBE-KROBO ARM board

         ATmega 128, 모형 차량

         SRF04 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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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동 주차 시스템 기본 구조 

[그림 1] 자동 주차 시스템 시나리오

개발 환경을 구축 후 주차시스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 다. 

   1. 주차장은 수시로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확인하  

      여 데이터를 장한다.

   2. 새로운 차량이 도착 시 체크해 두었던 주차공  

      간을 화면을 통해 안내한다. 

   3.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안내된 주차 공  

      간을 카메라를 통해 인식한다.  

   4. 인식된 번호와 주차장 내부의 안내표지를 비   

      교, 분석하여 치를 찾아간다.

   5. 자동 주차 기능을 이용하여 주차를 완료한다.

   6. 1~5의 과정이 반복된다. 

그림1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동 주차 시스템은 

상처리를 한 ARM 보드모듈과 음  센서를 

제어하는 ATmega128 모듈 그리고 자동차 본체로 그

림 2와 같이 구성되어있다.

2.2 구성 요소 특징

2.2.1 ARM board 모듈

ARM board 는 외부로는 카메라가 있으며 내부 으

로는 FPGA 칩이 있어서 입력된 상 데이터를 

Decoder를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후 FPGA칩

을 이용하여 효율 인 상처리를 해 상을 축소

한다. 이후 보드에 내장된 리 스 상에서  C언어를 

이용해 이진화, 역 추출, 문자 인식과 같은 고  

상처리를 수행한다. 이후 처리된 정보는 시리얼 통

신을 통해 ATmega 128 모듈에 달하여 자동차가 

알맞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ARM board 모듈 구조 

2.2.2 ATmega 128 모듈

ATmega 128 MCU는 음  센서에서 트리거 펄스

를 보낸 후 발생 되는 에코 신호의 시간차를 이용하

여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한다. 이후 처리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어한다.

[그림 4] ATmega128 모듈 구조

2.2.3 자동차 본체

ARM 보드를 통해 입력된 정보와 ATmega 12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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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처리 과정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최 의 동작을 수행한다. 서

보 모터는 자동차의 핸들로서 방향을 설정하고 DC

모터는 차의 속도를 결정한다.

2.3 사용기술

2.3.1 ARM board 모듈

ARM 보드는 상처리를 담당하며 리 스 기반에서 

동작을 수행한다. 

 ① 디바이스 로그래

상획득을 해선 카메라와 리 스와의 연결이 필

요하기 때문에 리 스 커 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  시켜 카메라가 작동 할수 있도록 한다.

 ② VHDL

카메라는 NTSC 포맷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카메라로

서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SAA7111 Decoder를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데이터는 

FPGA 칩내에서 우선 으로 처리된다. FPGA 칩은 

사용자 용도에 맞게 로그래  할 수 있는 반도체

로서 설계를 해선 VHDL 는 Verilog HDL 언어

가 필요하다.

 ③ C언어

FPGA 칩을 통해 처리된 데이터를 불러와 이진화, 

역 추출, 문자인식과 같은 상처리를 해 사용된

다.[2][8]

2.3.2 ATmega 128 모듈

ATmega128은 센서와 자동차 제어를 담당한다.

 ① 모터제어(PWM, CTC)

자동 주차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터로는 서보모터와 

DC모터가 있다. 각 모터는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

로 제어한다. 서보모터의 경우 CTC 방식을 사용하는

데 CTC는 Clear Timer on Compare Match의 약자로 

사용자가 세 한 값과 타이머가 같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서보모터의 각도는 상  펄스의 시간을 이

용하는데 CTC는 타이머의 세는 수를 조  할 수 있

기 때문에 정확한 타임을 측정하여 각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DC 모터는 PWM 방식을 이용하

여 제어하는데 PWM은 Pulse Wid Modulation 의 약

자로 펄스 폭 변조를 말한다. 일정 크기의 DC 압이 

공 되면 스 칭 소자가 주 수 역을 on/off 하면

서 펄스 폭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PWM 방식은 DC

모터를 제어할 때 사용되는데 DC모터에 흐르는 

류 펄스의 폭을 임의로 조 하여 원하는 속력을 얻

을 수 있다.[7]

2.4 알고리즘

2.4.1 상처리

본 시스템에서의 상처리 핵심은 주차 치를 나타

내는 문자나 숫자를 인식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주

차 치는 숫자로 표시하면로 주차 치를 나타내는 

디스 이로는 7세그먼트를 이용하 고 이를 카메

라를 통해서 입력 받는다. 입력된 상은 FPGA 칩

을 통하여 160*120 사이즈의 상으로 축소되어 

장되며 이를 이용하여 상처리를 한다. 장된 상

에서 7세그먼트의 빨간색 부분을 인식하여 이진화 

한다. 이진화는 otsu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지역 으로 

threshold 값을 용시켜 이진화의 성능을 높인다. 이

진화된 상은 Gras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라벨링 

처리를 하여 숫자 역을 분할한다. 분할된 역은 7

세그먼트의 특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방법은 

분할된 상을 15구역으로 나 어 각 부분에 이진화

된 비율을 통하여 등 구역을 악하는 것이다. 이

때 모든 구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능 가능성

이 있는 부분만 분석하게 된다. [1][3][4][6]

2.4.2 음  센서

음  센서는 주차 시 주변 환경을 인식할 때 사용

하는 것으로 센서에서 trigger pulse를 10us 만큼의 

시간 동안 출력하면 이 신호가 어떠한 물체에 부딪

 echo pulse로 돌아오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

정하여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본 시스템에 

사용된 음  센서인 SRF04는 trigger pulse를 10us 

만큼 출력하고 echo pulse로 돌아오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59us일 경우 물체와의 거리가 1cm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echo pulse로 입력되는 시

간을 계산하여 원하는 거리 값을 알 수 있다. SRF04

는 인식 범 가 최소 3cm부터 최고 3m까지고 인식 

반경은 30도 이므로 주차장의 벽이나 다른 자동차와

의 거리를 계산하기에는 충분하다. 자동 주차 시스템

에서는 음  센서를 통해 인식된 거리 정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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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음  센서 인식 과정

[그림 7] 자동 주차 시스템 모형 자동차

[그림 8] 모형 자동차 실행 화면

용해 서보모터와 DC모터를 제어함으로 충돌을 피하

고 원하는 곳에 안 하게 주차 할 수 있다.

3. 구  테스트  결과

본 논문에서는 [그림 7]과 같이 모형 자동차를 설계

하 다. HRE-KROBO ARM 보드를 차량 에 탑재

하고 보드에 연결된 카메라는 차량 면에 부착하

다. 음  센서는 총 4개를 사용하여 ,후, 좌,우에 

설치하 으며 완성된 차량은 모형 주차장에서 테스

트를 해보았다. 

테스트 결과 원하던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었

지만 빛과 같은 주변 향으로 인해 상처리 결과

가 달라져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 다.

4. 결론

본 논문을 통해 구 된 자동 주차 시스템은 주차장 

입구 에서부터 자동으로 작동 하므로 운 자가 주차 

공간을 찾기 해 헤매는 시간을 이게 되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구  되기 해서

는 주차장 환경 자체에 많은 향을 받는다. 우선 주

차장 내에 주차 공간 인식과 같은 리 시스템이 구

축 되어야 하며  지하 주차장 는 실내 주차장 같

은 곳에 비해 야외에 개방된 주차장에서는 상 처

리에 어려움이 있어 용시키기 어려운 이 있다. 

단 본 논문이 상처리와 음  센서만을 이용하여 

주차장 정보 습득에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었

지만 만약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차장 리 

시스템과 연결할 경우 보다 쉽고 안 한 주차 시스

템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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