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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n AVP (Automated Valet Parking) system which applies an autonomous driving concept into the 

current PAS (Parking Assistant System). The present commercial PAS technology is limited into vehicle. It means vehicle only 

senses and controls by and for itself to assist the parking. Therefore, the present PAS is restricted to simple parking events. But AVP 

includes wider parking events and planning because it uses infra-sensor network as well as vehicle sensor. For the realization of AVP, 

the commercial steering system of a compact vehicle was modified into steer-by-wire structure and various sensors like LRF (Long 

Range Finder) and camera were installed in a parking area. And local & global server decides where and when the vehicle can go and 

park in the testing area after recognized the status of environment and vehicle from those sensors. GPS solution was used to validate 

the AVP performance. More various parking situations, vehicles and obstacles will be considered in the next research stages based on 

these results. And we expect this AVP solution with more intelligent vehicles can be applied in a big parking lot like a market, an 

amusement park,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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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의 과학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인간

의 간섭을 더욱 최소화 시키기 위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 분야로 

무인화 기술(unmanned technology)을 꼽을 수 있다. 무인화 기

술은 인간의 간섭 및 제재를 최소화 또는 전무한 상태에서 

주변 환경 정보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적합한 상황 판단 

및 동작을 요하는 기술로 집대성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둘 이상의 공학적 요소(engineering component)

가 융합된 형태로 구성되는데 상용차 업계의 IT 융합을 예로 

들 수 있다. 무인화 기술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상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조하며 위험 상

황 시 기계가 운전자 보다 먼저 개입할 수 있는 기술로 하나

의 파생 기술이라 볼 수 있다. 현재의 상용차는 기존 전통 

방식인 내연 기관의 자동차 공학에 전자 제어 장치 (ECU)의 

전자 공학과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할 AVP는 Automated Valet Parking (자동 

발렛 주차)의 약자로서 기 상용화된 주차 보조 시스템 (PAS: 

Parking Assistance System)을 무인 자율 기술과 IT 인프라 연계 

기술에 접목하여 확장시킨 기술이다. AVP 시스템은 기존의 

무인 자율 주행 기술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자율 

주체가 무인 자동차가 아닌 외부 인프라 중앙 관제 서버가 

가지고 있다. 중앙 관제 서버(OCU: Operating Control Unit)는 

주차장 관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다수의 AVP 차량들을 제어, 

제한된 주차 공간에서 운전자들을 대신해 무인 주차 지원을 

행하도록 한다[1].  

대단위 쇼핑몰이나 큰 규모를 가진 어느 장소의 주차 지역

에 운전자가 하차 후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 스스

로 주차를 한다면 운전자가 빈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허비

하는 시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차량이 주차한 위치를 

찾기 위해 수고를 더는 방법 또한 이 AVP 시스템이 추구하

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AVP의 개념과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

해 소개하고 아키텍처를 통해 AVP의 각 노드 설명 및 고장 

진단 드라이버(fail-safe driver component)에 대한 소개를 한다. 

 

 

그림 1. 다양한 형태의 상용차 기술. 

Fig.  1. A lot of commercial vehicl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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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VP 시스템의 융합 기술. 

Fig.  2. A techniques’ fusion of AVP system. 

 

II. AVP 

1. AVP의 전체 개념 

AVP는 그림 3과 같은 개념도를 가진다. 기존 연구 방식에

서는 임의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시스템에 필요한 센서

나 제어기 등을 실험 장치나 플랫폼 내에 직접 설치하는 것

이 중요하였으나, AVP 시스템은 외부에 이미 설치된 환경 인

지 센서와 주차 관리 프로그램 등을 중앙 관제 서버에서 이

용하여 AV`P 차량에 주행 경로 정보만을 전달하여 플랫폼이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유도 주행(path following)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전체 개념에서 AVP 차량과 중앙 관제 서버로 나누

어 사용하려는 것은 차량과 중앙 관제 서버를 독립된 객체로 

보기 때문이다. AVP를 지원하는 차량은 어느 상용 차량이든 

AVP 시스템이 설치된 주차 지역에서 무인으로 주차를 할 수 

있으며, 설사 다른 주차 지역에 주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는 공통된 AVP 아키텍처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AVP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의 제어기가 존재한다. AVP 차

량의 종/횡 방향 및 AVP 차량 제어 시스템의 전원 관리를 하

는 차량 제어 노드와 외부 환경에 설치된 센서 정보 및 획득

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실제 주행 계획과 유도 주행을 

위한 가상 주행선을 생성하는 중앙 관제 서버로 구성한다. 

이 두 시스템의 상호 간 통신은 AVP 전용 메시지 셋으로 연

결되어 있다.  

2. 실험 차량 설계 

AVP 시스템 구성을 위해 2대의 AVP 차량을 준비하였다. 

실험 차량은 모두 구매가 가능한 내연 기관용 차량과 전기 

차량을 다음과 같이 개조하였다.  

AVP 차량은 조향, 가속, 감속, 기어 조작이 가능하도록 액

추에이터를 장착하였으며, 좀더 정확한 실험을 구현하기 위

해 속도 데이터 및 이동 거리 획득은 따로 차속 센서(wheel 

speed sensor)를 설치하였으며, 차량의 헤딩각은 SAS (Steering 

Angle Sensor - 조향각 센서)를 설치하였다. 각 구성 위치는 그

림 5와 같다.  

그림 6은 전자식 조향 시스템(EPS)로 일반 상용차에서 사

용하고 있는 조향계이다. 토크 센서와 SAS가 한 세트로 구성

되어 있고 상시 운전자의 조향 보조력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 주행 시 핸들 각도 명령을 받아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7은 가속/감속/변속 기어 제어용 액추에이터 장착 모

습이다. 차량의 공간 제약성을 따져 최소한의 공간으로 액추

에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인 주차 시 AVP 차량의 주차 공간 인지를 위해 차

량의 앞/뒤 범퍼에 초음파 센서와 시각 공간 인지용 카메라

를 그림 8과 같이 차량의 전/후/측방에 설치하였다. 

 

 

그림 4. AVP 차량 (좌: 내연 기관용, 우: 전기 차량). 

Fig.  4. AVP vehicles (Left: Engine, Right: Motor car). 

 

 

그림 5. 센서 및 구동 액추에이터 구성 위치. 

Fig.  5. Mounted position of sensors and actuator. 

 

  

그림 6. 전자식 조향 시스템. 

Fig.  6. EPS (Electric Power Steering). 

 

그림 3. AVP 시스템의 개념도. 

Fig.  3. Conception of AVP system. 



우 훈 제, 김 재 환, 성 경 복, 김 정 하 

 

586

   

그림 7. Accel., Brake, Gear-shift 제어용 액추에이터. 

Fig.  7. Actuator that be controlled Accel. & brake, gear-shifting. 

 

 

그림 8. 초음파 센서와 비전 센서 차량 장착 모습. 

Fig.  8. A pic of mounted Sonar & Vision Sensors. 

 

 

그림 9. AVP 차량을 위한 실시간 제어기와 I/O 블록선도. 

Fig.  9. A diagram of I/O and RT controller for AVP. 

 

그림 9는 차량 제어 노드의 I/O 블록선도를 묘사하고 있다. 

차량 제어 노드에 사용하고 있는 제어기는 400 MHz RTOS와 

40 MHz FPGA로 설계되어 있다. 제어기에는 차량의 부착된 

센서, 액추에이터 및 각 종 입출력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

링 하며, 종/횡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 4축 자유도(4-axis DOF: 

steering, acceleration, braking, gear-shifting) 명령을 상위 프로세

서로부터 획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또한, 각 센서

와 액추에이터, 차량의 fault-tolerance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

고 있다. 

표   1. 차량 제어기 노드를 위한 실시간 제어기 구성. 

Table 1. The configuration of RT controller. 

 Specification 

NI-9602 

400Mhz Embedded Processor, 

40Mhz-2M gate FPGA 

-20 ~ 44 °C operating 

Controlling RT-PID 

UMS-04 

Daughter board 

NI-9602 compatible 

6xSerial interface (RS-232,485) 

2xCAN interface (High speed) 

2xSPI, 2xI2C, 4xSpeed Sensor 

50xDIO interface 

Xmega 128A1 
32Mhz MCU 

8xSerial interface (only sonar sensors) 

 

 

그림 10. 인프라 환경 센서. 

Fig.  10. An infra-structure sensor that posed on terrain. 

 

3. 인프라 환경 센서 소개 

본 논문은 AVP의 차량 설계 및 시스템 아키텍처에 초점을 

맞추어 인프라 환경 센서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만 한다. 

인프라 환경 센서에는 2가지의 센서 노드와 하나의 센서 통

합 노드가 존재한다.  

그림 10은 AVP 차량이 유도 주행을 하기 위해 전체 주행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 도로주변과 주차장에 설치된 레이저스캐너는 

AVP차량의 위치정보를 획득하는데 사용된다. 도로 위나 주

차장에 있는 AVP차량의 위치를 로컬 맵 상의 차량 위치를 

직교좌표로 변환하여 중앙 관제 서버로 전송한다. 전송된 좌

표는 위도/경도 데이터로 환산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카메라는 AVP 차량의 주행경로상의 장애물의 유무를 판단하

고 주차장내 공주차면(empty parking lot space)을 인식하여 그 결

과값을 중앙 관제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2].  

 

III. 다수 AVP 차량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1. JAUS의 기본 구성 

JAUS란 Joint Architecture for Unmanned System의 약자로서 

무인화 시스템을 위한 일관된 아키텍처 설계의 참조 사항을 

뜻한다. JAUS는 미 국방성에서 체계화시켰으며 현재는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ing - 미국 자동차 공학회)로 이

관되었다. JAUS에서의 무인 자율 주행 차량의 아키텍처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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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시스템 노드(node)로 구성하고 있다. 첫째, 현재 무인 

자율 주행 차량의 전 방위 위치를 전역 디지털 맵핑할 수 있

는 항법 노드(navigation node)가 있으며, 둘째, 무인 자율 주행 

차량의 주변 환경 인식을 행하여 지역 디지털 맵핑을 할 수 

있는 환경 인식 노드(perception node)가 있다. 셋째, 무인 자율 

주행 차량의 종/횡 방향 제어를 행할 수 있는 차량 제어 노

드(vehicle control node), 넷째, 위 3가지의 노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항법 노드와 환경 인식 노드에서의 디지털 맵을 

바탕으로 자율 주행에 있어 차량 제어 노드에 명령을 내리며, 

미션 수행 관리(behavior manage) 및 다수의 무인 시스템 간 

통신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노드(arbiter node)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인 자율 주행 차량 및 전체 다수의 무인 시스

템 간 통신 트래픽(communication traffic)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신 컴포넌트(node manager)로 구성할 수 있다[3]. 

이러한 아키텍처는 상호 운용(interoperability)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JAUS V3.3 (AS-4, SAE)을 호환하고 있으며, JAUS는 

현재 미국 교통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채택하고 있다[4]. 

그림 11과 12는 JAUS의 기본 골격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11. JAUS의 수직 위상. 

Fig.  11. The hierarchy of JAUS. 

 

 

그림 12. JAUS의 수평 위상. 

Fig.  12. The horizontal topology of JAUS. 

 

표   2. JAUS의 각 계층. 

Table 2. JAUS nomenclature. 

 

JAUS의 각 계층간 설명은 표 2와 같다. 

2. AVP 아키텍처 설계 

AVP 시스템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항법 노드와 환경 인식 

노드, 통합 노드를 외부에 설치된 인프라 중앙 관제에 구성

하도록 하였다. 즉, AVP 시스템에 차량 제어 노드와 통신 노

드 두 가지의 노드가 구성되어 있고, 또한 AVP 차량에 장착

된 센서도 최소한의 센서 - 초음파 센서, 주차 지원 카메라 

외의 모든 센서가 외부 환경에 설치되어 기존의 무인 자율 

주행 차량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림 13과 같이 상위 sub-system에는 중앙 관제 서버와 

AVP 차량들이 존재하며 중앙 관제 서버는 항법 노드, 환경 

인지 노드, 통합 노드로 이루어져 있다. 항법 노드에서는 

DGPS, GML 과 함께 전역 위치 드라이버(GPD)를 이용하여 

월드 맵을 생성하며, 환경 인지 노드에서는 레이저 센서, 비

전 센서와 함께 지역 위치 드라이버(LPD)를 이용하여 지역 

맵 생성 및 차량의 월드 맵에서의 위치 계산, 공주차면을 확

인한다. 통합 노드에서는 경로 생성 드라이버(PBD)를 이용해 

중앙 관제 서버에 등록된 차량이 주행할 가상 주행 라인을 

생성하고, 통신 컴포넌트(NM)를 통해 AVP 차량의 상위 노드

로 입력한다.  

AVP 차량 계층에서는 두 가지의 노드가 존재하는데, 차량 

상위 노드와 하위 노드로 구성한다. 차량 상위 노드에서는 

유도 주행 드라이버(PFD)와 주차 시 AVP 차량 주차 알고리

즘(PP)이 동작하며, 중앙 관제 서버와 상호 데이터를 주고 받

는다. 또한 차량 하위 노드에서는 상위 노드에서의 차량 목

표 속도와 차량 목표 헤딩 각도 ( ,x ψ� ) 명령을 받아 차량의 

종/횡 방향 제어 드라이버(PMD)로 주행한다[5].  

 

 

그림 13. AVP 아키텍처 위상. 

Fig.  13. Topology of AVP architecture. 

 

 

그림 14. 차량의 제어 방향. 

Fig.  14. A direction of controlling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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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노드 간 Fail-Safe 

무인 자율 주행 차량의 경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스

템 중 어느 한 부분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회피하거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그림 

15와 같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무인 주행 

시스템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의 한 부분

에 이상이 발생하면 무조건 정지하거나 kill 스위치 등을 통

해 시스템을 정지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AVP 차량 시스템 내에서의 안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유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AVP 시스템 내에 fail-

safe 컴포넌트를 새로 설계하였다. 이는 그림 16과 같이 

JAUS 상에서도 fail-safe를 reflexive 드라이버 컴포넌트를 따

로 두어 차량의 이상 징후 판단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1. 고장 레벨 정의 

Fail-safe 컴포넌트를 설계하기 위해서 표 3을 참조하였으며, 

표 3의 고장 레벨 정의는 한국산업규격으로 지정된 고장 분

석 기법이다. 표 3을 근거로 레벨 III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

트웨어의 고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AVP 차량의 주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주행 시 심각한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정차한다. 레벨 II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고장이 감지가 되었으나, 대체

할 시스템이 있는 경우로, 주행이 가능하나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심각한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레벨은 

모든 시스템 또는 사용자에게도 권고를 줄 수 있는 단계이다. 

레벨 I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정상 주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른 추가적인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 고장을 기억하고 모니터링 한다. 레벨 0은 모

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노드 별 하드웨어 - 센서 및 액추에이터 

- 인스턴스 고장에 따른 fail-safe에 대처하였으며 소프트웨어 

- 각 종 드라이버들 - 컴포넌트 고장에 따른 fail-safe는 표 4

에 정의하였다[6].  

2. 컴포넌트 동작 불능에 관한 fail-safe 

그림 17에서 보듯이 AVP 시스템의 각 컴포넌트들은 같은 

노드 내에 있는 통신 컴포넌트(NM)로 일정한 주기 마다 

heartbeat 펄스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러한 컴포넌트 동작 불

능에 heartbeat 펄스가 존재하는 것은 컴포넌트가 대체로 소

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의 동작 불능은 각 제조사

마다 고장 조치에 대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정의해 놓아 

판단이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고장은 메모리 누수

(memory allocation error) 및 참조 오류, 논리 오류, deadlock, 데

이터 범위 오류 등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오류이어서 판단

하기 어렵다. 더욱이 전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이상 – 라우

터 이상, 통신선 단선 등으로 명령 메시지에 대한 요청/응답

에 대한 반응이 없을 시 다른 기기까지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heartbeat 펄스가 일정 시간 내에 전

달받지 못할 경우, 통신 컴포넌트는 일정 시간 내에 전송하

지 못한 컴포넌트 ID를 fail-safe 컴포넌트에 넘겨주어 상황 

판단하도록 한다. 

 

 

그림 17. Heart beat 펄스 메시지의 흐름도. 

Fig.  17. Flow diagram of heartbeat pulse message. 

 

그림 15. 무인 자율 주행 차량의 사고 장면. 

Fig.  15. An accident of UGVs. 

 

그림 16. JAUS 상에서의 reflexive 드라이버 위치. 

Fig.  16. Reflexive driver (ID 43) on JAUS. 

 

표   3. 고장 레벨 정의 (KS AIEC60812). 

Table 3. A definition of failure level. 

표   4. AVP 시스템에서의 failure 형태. 

Table 4. Classification of failure type on A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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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네트워크 기반 메시지 설계 

1. 메시지 헤더 

AVP 시스템의 모든 메시지들은 그림 18과 같은 메시지 헤

더를 포함하며, 헤더의 구성은 그림 18과 같다.  

메시지 헤더 구성 중 명령 코드 항목은 메시지의 형태와 

명령 코드의 특성들을 명세화할 수 있도록 2바이트 데이터 

(그림 18. Command code 명시)로 되어 있다. AVP의 메시지 셋

을 분류하여 메시지 클래스 정의를 하였으며 각 클래스마다 

명령 코드의 범위를 표 5와 같이 지정하였다. 일반 JAUS 명

령 코드 클래스는 0000h ~ 1FFFh까지를 사용하며, AVP 명령 

코드 클래스는 experimental message 코드 클래스 범위 D000h 

~ FFFFh까지를 사용한다. 이 클래스 범위 내에는 고장 진단 

메시지 셋 및 차량 제어 노드 메시지 셋도 포함되어 있다. 

2. 메시지 셋 

표 6은 AVP 차량이 중앙 관제 서버에 등록 시 차량의 차

대 번호와 wheel base, tread, 차 폭, 최대 조향 각도, 기어 비, 

후진 기어 비 등의 유도 주행에 필요한 정보 메시지 셋을 정

의한 표이다.  

표 7은 AVP 차량의 제어 메시지 셋이다. 목표 속도 명령과 

목표 헤딩 각도 값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8의 메시지 셋은 fail-safe 컴포넌트에 존재하는 리스트

에서 각 계층 별 고장 상태를 설정할 수 있다. 필드 #1 ~ 4까

지 고장이 발생한 위치를 명시하고, #4의 값이 0 이외의 값이

면 컴포넌트의 고장을 의미한다. #5는 소프트웨어 고장을 뜻

하며, #6은 통신 time-out이 발생했을 때 송신 데이터의 중요

도를 명시함으로써 fail-safe 컴포넌트가 위험 레벨을 결정하

는데 도움을 준다. 큰 숫자일수록 고장 레벨이 높다. #7은 하

드웨어 고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표 9에 명시한 메시지 셋은 fail-safe 컴포넌트에 존재하는 

각 계층 별 리스트에서 해당 계층의 고장 상태를 해제하도록 

 

그림 18. JAUS 메시지 헤더. 

Fig.  18. JAUS message header detail. 

 

표   5. 메시지 클래스 별 명령 코드 범위. 

Table 5. Segmentation of command codes by class. 

 

표   6. AVP 차량 중앙 관제 서버 등록 메시지 셋. 

Table 6. Message set of put on record to OCU. 

 

표   7. 유도 주행 메시지 셋. 

Table 7. Message set of controlling vehicle. 

 

표   8. 고장 알림 메시지 셋. 

Table 8. Set failure message set. 

 

표   9. 고장 해제 메시지 셋. 

Table 9. Set clear messag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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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메시지 종류에는 ‘Set Failure’, ‘Clear Failure’, ‘Failure 

Countermeasure (제한 속도 명령)’, ‘Reset Component’으로 정의

한다. 

 

VI. 실험 환경 및 실험 구현 

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소개한 AVP 아키텍처 및 fail-safe 컴포넌트, 

차량 제어에 대한 검증 방법으로 실차 테스트 및 시뮬레이터

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를 구성하여 확인하였다. 시뮬레이터

의 이용은 fail-safe 상황을 실제 이끌어 내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사용하였다. 총 이동 거리는 약 720 

미터 구간이며 대전에 위치한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구내 

도로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그림 19에서 시뮬레이터 내 실험 

환경도 동일한 3차원 공간에서 진행하였으며 레이저, 비전, 

GPS, gyro, 차량 이동량 측정 센서 등을 모델링 하였다. 

2. 중앙 관제 서버 등록 시퀀스 

그림 20은 중앙 관제 서버에 AVP 차량의 IP 주소를 동적

으로 리스트에 추가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순서도에 따

르면 차량 시스템의 연결 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며 요청 

시 차량 ID 및 IP 등록 허가와 등록 리스트에 추가를 한다. 

추가된 등록 IP 주소에 heartbeat 펄스를 송신하여 연결 상태

를 모니터링 한다.  

 

  

그림 19. 실 테스트 장소와 시뮬레이터 상의 3차원 지형. 

Fig.  19. Test field & 3D terrain in simulator. 

 

 

그림 20. 중앙 관제 서버에 차량 등록 흐름도. 

Fig.  20. Flowchart for registered vehicle IP to OCU. 

 

그림 21. Fail-safe 발생 흐름도. 

Fig.  21. Flow sequence of fail-safe. 

 

3. Fail-safe 컴포넌트 구현 

그림 21은 fail-safe 흐름도이며 각 컴포넌트들은 하위의 인

스턴스 또는 상대 컴포넌트들을 감시한다. 고장 발생 시 각 

컴포넌트들은 ‘Set Failure’ 메시지를 fail-safe 컴포넌트에 전송

하며 fail-safe 컴포넌트는 고장을 분석, 고장 레벨을 결정한다. 

결정된 레벨에 따라 AVP 차량의 유도 주행 드라이버에 제한 

속도를 전송, 저장하도록 한다. 유도 주행 드라이버는 fail-

safe 컴포넌트에 차량 속도를 보고하며, 정차 시 fail-safe 컴포

넌트가 고장 컴포넌트 또는 전체 컴포넌트에 ‘reset’ 명령을 

내린 후 고장 상태를 확인한다. 고장 컴포넌트가 정상 복구 

시 ‘Clear Failure’ 메시지를 보내 고장 리스트를 해제한다.  

 

VII. 실험 결과 

1. AVP 차량의 종/횡 방향 제어 결과 

그림 22, 23은 가속 및 조향 반응성에 대한 실험 결과 그래

프이다. 가속 제어는 속도 20 kph의 명령 시 0.5 deg 내에서 

반응하였으며, 목표 속도 도달까지 약 4 sec의 시간이 필요하

였다. 오차율은 현재 속도의 -10 %로 주행 반응 정도를 보였

다. 조향 반응 결과는 그림 23과 같이 조향 명령 시 0.2 sec 

내에서 반응하였으며, 우조향 목표 한계 각도 도달(핸들 기

준으로 450 deg, 차량 헤딩 각도: 약 30 deg)까지 약 1.5sec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우조향에서 좌조향(핸들 기준으로 -450 

deg, 차량 헤딩 각도: 약 -30 deg)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약 2.8 

sec 정도였다. 실험 조건은 일반 아스팔트 도로에서 무부하 

상황에서 행하였다. 

 

 

그림 22. 가속 제어 그래프. 

Fig.  22. Graph of increasing speed (up to 20 k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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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조향 제어 그래프 (우조향에서 좌조향). 

Fig.  23. Graph of controlling steer (right to left). 

 

2. AVP 차량의 중앙 관제 서버 접속 시험 

그림 24는 AVP 차량 등록을 위한 통신 컴포넌트와 중앙 

관제 서버의 통신 컴포넌트를 보여주고 있다.  

접속 시험은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구내 도로에서 실시하

였으며, 접속 기기는 4G LTE 무선 단말기를 이용 WAN (wide 

area network) 망에 접속하였다. 실험 방법은 두 대의 AVP 차

량을 각기 다른 곳에 두고 서로 서버 접속을 행하였고, 중앙 

관제 서버에 등록되는 소요 시간과 횟수를 측정하였다. 총 

100회를 수행하였으며, WAN 망에서의 최대 등록 지연 시간

은 그림 25에서 보듯이 약 700 msec이며 최소 등록 지연 시

간은 300 msec, 평균 등록 시간은 472.83 msec가 측정되었다. 

3. AVP 차량의 Fail-Safe 시험 

그림 26은 AVP 시스템을 위한 시뮬레이터 영상이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터에 접속하여 각 센서의 데이터들을 수신 받

을 수 있다. 이에 각 컴포넌트들을 시뮬레이터의 센서와 연

결을 하여 fail-safe 컴포넌트를 시험하도록 하였으며, 인프라 

센서(Camera와 레이저 스캐너)를 대신해 GPS 및 이동량 측

정 센서로 대체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험하였다. 

- 시나리오 1 (이동량 측정 센서 오류) 

중앙 관제 서버에서 전송된 속도 명령을 제어하기 위해 차

량 이동량 측정 센서가 AVP 차량에 부착되어 있다. AVP 차

량의 속도 측정은 일정 주기 동안 이동한 양을 측정하여 속

도로 변환한다. 이 센서의 고장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중

앙 관제 서버로부터 차량에 이동 명령이 전송된 후 차량은 

속도 제어를 통해 이동 중 속도 측정 센서 오류를 발생시켜 

차량의 fail-safe 컴포넌트를 시험하도록 하였다. 이동량 측정 

센서 오류 상황에서 센서를 대체할 시스템은 상용차량의 

OBD-II (On Board Diagnostic-II: 차량 고장 진단 라인)에서의 

차량 속도 데이터로 대체하도록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나리오 1의 실험 결과, 차량 이동량 측정 센서 고장은 

레벨 I으로 레벨 0인 정상 상태에서 속도 명령치 (20 kph)에 

대해 속도 추종을 하도록 하였으며, 주행 경로 이동 중 임의

의 시간에 이동량 측정 센서 고장을 발생하였다. Fail-safe 컴

포넌트는 레벨 I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약 3.5 sec 이내에 센서 

고장을 인지하여 차량의 OBD-II 차량 속도를 대체하여 차량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시 센서의 데이터가 획득된 후 

fail-safe 컴포넌트는 약 3.5 sec 이내에 레벨 0, 정상 상태로 복

귀하고 있다. 

 

 

그림 26. AVP 시스템을 위한 시뮬레이터 화면. 

Fig.  26. A simulated scene for AVP system. 

 

 

그림 27. Fail-safe 컴포넌트. 

Fig.  27. Fail-safe component. 

 

 
 

그림 24. AVP 차량 등록을 위한 통신 컴포넌트 (上)과 중앙

관제 서버의 통신 컴포넌트 (下). 

Fig.  24. Node manager for registering AVP vehicle (up) & node 

manager of OCU (down). 

 

그림 25. WAN 망에서의 평균 접속 시간 그래프. 

Fig.  25. Graph of average delay time that had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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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이동량 (상), OBD-II 속도(하) 측정데이터 비교. 

Fig.  28. Compare driving speed between distance sensor(up) and 

OBD-II’s value. 

 

그림 28의 그래프는 차량의 속도 피드백을 보여주고 있다. 

- 시나리오 2 (GPS 센서 오류) 

GPS의 고장 (이동량 측정 센서 작동)인 경우 레벨 II에 속

하며, fail-safe 컴포넌트가 동작하지 않을 시 현재 위치 값에 

오차가 발생해 정해진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 주행하는 것을 

그림 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fail-safe 시스템에 의

하여 주행 속도를 제한한 결과, 목표 경로에서 한쪽으로 치

우친 경향이 보이나 위치 오차의 크기가 줄어 유도 주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시나리오 3 (GPS 및 이동량 측정 센서 오류) 

GPS와 이동량 측정 센서 모두 고장인 경우 레벨 III에 해

당하며, fail-safe 컴포넌트가 적용되지 않을 시 그림 30의 상

단 그림과 같이 잘못된 유도 주행을 행하고 있다. Fail-safe 컴

포넌트가 적용된 결과로 레벨 III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차량

이 정차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시나리오 4 (컴포넌트 오류) 

그림 31은 소프트웨어 고장을 시험하기 위해, 정상 주행 

도중 임의의 컴포넌트에서 heartbeat 발생 중지 시 fail-safe에 

의한 컴포넌트 복구 기능을 실험할 수 있도록 AVP 차량의 

속도 피드백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점선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임의의 컴포넌트의 heartbeat 발생이 중지되어 속도

가 0으로 떨어져 정차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

나 다시 속도가 정상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fail-safe 컴포넌트가 임의의 컴포넌트에 ‘reset’을 시킨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no fail-safe ]                  [ apply fail-safe ] 

그림 29. 레벨 II의 유도 주행 궤적 비교. 

Fig.  29. Compare driving trajectory of Level II. 

 

그림 30. 레벨 III의 유도 주행 궤적 비교. 

Fig.  30. Compare driving trajectory of Level III. 

 

 

그림 31. 컴포넌트 고장 시 결과. 

Fig.  31. Result of component failure. 

 

 

그림 32. 실제 주행 모습. 

Fig.  32. Field test. 

 

V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AVP에 대한 상세 개념과 AVP를 위한 다수

의 차량 설계 및 구현 방향 그리고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 설

계 및 통신 메시지 셋에 대해서 논하여 보았고 자체적으로 

각 노드 또는 컴포넌트 별 고장에 따른 fail-safe와 메시지 셋

에 대해서 고찰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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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의 AVP 기술은 걸음마 단계이며, 실외뿐만 아

니라 실내 주차에서의 연구 또한 진행해야 하며, 수 십, 수백 

대의 다수 AVP 차량에 대한 연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한, AVP 시스템의 안정화와 안정성 테스트를 위하여 시뮬레

이션에 인프라 센서의 알고리즘을 구현시켜 전체 AVP 시스

템 테스트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fail-safe

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임계 상황에서 차량의 안정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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