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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주행차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원격비상정지시스템

Remote Emergency Stop System to Improve Safety
of Automated Driving Vehicle

유 영 재*

(Young-Jae Ryoo1,*)
1Department of Control Engineering and Robotics, Mokpo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a remote emergency stop system to improve the safety of an automated driving vehicle is proposed.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of the previous wireless remote emergency system is that it does not work when the wireless 
channel is damaged in case of an emergency because it is composed of a single communication channel. Therefore, the 
proposed remote emergency stop system composed of a portable wireless remote system and a stationary wireless remote system 
is designed and the remote emergency stop system for automated driving vehicles is developed. By applying it to an automated 
driving vehicle to check it's performance, the wireless remote system is tested. Emergency stops using the portable wireless 
remote system is tested when the stationary wireless remote system is disconnected. Also, emergency stops using the stationary 
wireless remote system are tested when the portable wireless remote system is disconnected. The results of the emergency stop 
test show a satisfactor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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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자동주행 차량관련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되고 있

다. 자동주행 차량은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

행하는 차량을 뜻한다. 사용자의 경로설정에 따라 주행경로 

및 환경을 인식하여 목표지점까지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또한 무선통신 기술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무인화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되고 있다. 바로 건물 철거, 
자연재해 지역 및 폐기물 매립지역 등의 작업자에게 위험

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건설용 중장비와 각종 특

수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특수차량들이다. 이런 장비들은 사

용자와 함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1,2]. 이러한 위

험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

행 되고 있다.  
기존의 원격비상정지 시스템은 통신거리와 통신방법에 

따라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원격비상정지를 실시하

는 근거리 원격비상정지,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원격

비상정지를 실시하는 인터넷 기반 원격비상정지,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원격비상정지를 실시하는 모바일 기반 원격비

상정지 등으로 구분된다[1-10]. 
또한 기존의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은 단일의 제어채널을 

이용하여 원격비상정지를 실시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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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기존의 단일 제어채널을 이용하여 원격비상정지

를 하는 경우 비상정지 혹은 회피주행이 필요한 긴급 상황

에서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이 파손되거나 파손된 잔여물로 

인해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1]. 또한 원격비상정지에 관

한 연구는 대부분 통신지연이 일정하고 원격지 환경이 정

적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이동로봇의 원격비상정지에서 

원격지는 가변적이고 원격지 환경은 변화한다[3]. 
근거리에서 사용되는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은 가시거리내

의 제어대상에게 근거리에서 사용자의 제어를 실시하는 방

법이다[4]. 사용자의 시야에 의존하여 원격비상정지를 실시

하여 관제센터에서 원격비상정지를 실시하는 방법보다 넓

고 자유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지만 사용자가 작업 현장에 

존재해야함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원거리에서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은 관제센터에서 무선통

신을 통하여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을 바탕으로 원거리에 

있는 제어대상을 사용자가 원격비상정지를 실시하는 방법

이다[4]. 하지만 사용자가 관제센터에 존재함에 따라 위험

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통신의 연결 및 기기 오작동 등의 

오류가 발생하여 제어대상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할 

수 있다[2,5].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상황에 관

제센터의 사용자의 대응하지 못하였을 때 현장에서 작업하

는 작업자가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원격비상정지시

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용 원격비상정지시

스템과 관제센터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비

상정지가 가능한 2중 제어채널을 가지는 원격비상정지시스

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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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

Fig. 1. Proposed remote emergency stop system for automated 
driving vehicle.

그림 2. 이중채널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portable emergency stop system with dual 

channels.

제안한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휴대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과 관제센터용 원격비상

정지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

템을 장착한 자동주행차량을 개발하며 비상정지 실험을 통

하여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한다. 
II 장에서는 제안하는 자동주행차량의 안전성 향상을 위

한 원격비상정지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고 III 장에서는 원

격비상정지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하여 설명한다. IV 
장에서는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실험 및 결과에 논하고 마

지막으로 V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제안하는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

은 제어대상의 근거리에서 자동주행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휴대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과 관제센터에서 자동주행차량

을 제어하는 관제센터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 자동주행차량

의 영상 및 차량정보를 취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

하는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이다. 
휴대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은 현장의 사용자의 제어에 

따라 차량의 조향 각과 구동속도가 결정되며 또한 비상시

에 비상정지(Emergency-Stop)신호를 전달하며 무선제어를 

이용하여 자동주행차량을 제어한다.
관제센터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은 관제센터에서 사용자

의 제어에 따라 차량의 조향 각 및 구동속도를 조절 가능

하며 차량의 주행 방법에 대한 모드설정을 이용하여 자동

주행차량을 제어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W-LAN(Wireless-LAN)을 이용하여 자

동주행차량에 연결되어있는 카메라의 영상정보와 자동주행

차량의 주행정보를 전송하여 자동주행차량의 정보를 파악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기존의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휴대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과 관제센터용 원격비상정

지시스템을 결합하여 2중 채널의 구조를 활용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

의 구조이다. 자동주행차량과 관제센터, 휴대용 원격비상정

지시스템 및 관제센터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제어채널을 

통한 자동주행차량의 제어를 나타낸다.

III.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개발

제안하는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은 2중 채

널의 제어채널을 가지는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이다. 자동주행

차량의 조향 및 구동속도, 비상정지의 기능을 제어가 가능

한 휴대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 관제센터에서 W-LAN을 이

용한 차량의 영상, 차량의 주행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관제센터에서 조향 각, 구동속도, 모드 기

능을 무선원격 제어하는 무선원격 제어기로 구성되어있다.
1. 이중채널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구조 

제안하는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은 다중채널 구조를 가진

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채널 원격제어의 실례로 그림 2와 

같이 447MHz 원격비상정지 채널과 2.4GHz 원격비상정지 

채널을 결합한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을 구성하였다.
2.4GHz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은 자동주행차량을 가시거리

에서 무선원격비상정지가 가능한 휴대용 제어기이다. 
2.4GHz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은 주행모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휴대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으로 추가적인 명령이 

전송되지 않으면 수신제어기에서 대기 모드로 변경되며 관

제센터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에서 전송되는 명령에 따라 

모드기능이 수행된다.
447MHz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은 관제센터에서 관리자가  

자동주행차량의 무선원격비상정지를 실시하는 원격비상정

지시스템이다. 자동주행차량의 방향 및 구동속도, 비상정지 

등의 신호를 전송하여 자동주행차량을 제어한다. 관제센터

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은 관제센터에서 차량의 정보를 확

인하기 위하여 영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2. 이중채널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프로토콜

이중채널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운영은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무선원격제어 및 자동주행차량으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토롤은 그림 3과 같다.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동주행차량에 부착되어있는 

카메라의 영상과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정보 및 차

량주변정보를 취득한다. 취득된 정보는 자동주행차량의 무

선 LAN 및 인근의 중계기를 통하여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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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중채널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프로토콜.
Fig. 3. Protocol of remote emergency stop system with dual 

channels.

그림 4. 이중채널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조.
Fig. 4. Hardware architecture of remote emergency stop system 

with dual channels.

그림 5. 실험용 자동주행 차량의 구조.
Fig. 5. Structure of automated driving vehicle for experimental 

setup.

표 1. 이중채널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remote emergency stop system with dual 

channels.

주파수 2.4GHz 447MHz
안테나 BODA 헬리컬

신호주기 10.21ms 833us
통신거리 약 100m 약 1Km
전원 3.7 ~ 9.0V 5V

출력 형태 주파수 폭 변조 주파수 편이 변조

데이터 형태 아날로그 디지털

이를 바탕으로 자동주행차량의 위치와 주행경로, 영상정보

를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표현한다.
그림 3은 관제센터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구조를 표현

한 것이다. 비상정지, 대기, 자동주행, 무선원격 주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기능에 따라 차량의 주행 속도 및 자동주

행차량의 모드가 변경된다.
3. 이중채널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하드웨어

그림 4는 2.4GHz 휴대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과 447MHz
관제센터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을 결합한 이중채널 원격비

상정지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조를 블록도로 표현한 것이다. 
공통적으로 차량의 조향 및 구동속도, 비상정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제센터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에 모드 선택기능을 

가지고 있다.
휴대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송신기는 2개의 조이스틱과 

하나의 토글스위치로 구성되어있으며 조향 각과 구동속도를 

제어하며 토글스위치는 비상정지의 실행여부를 설정한다. 비
상정지가 실행되었을 때 자동주행차량의 E-brake가 동작하여 

차량이 정지한다. 비상정지가 동작하지 않을 때 E-brake는 동

작하지 않으며 자동주행차량은 지정된 속도로 주행한다.
표 1은 무선원격 응급정리 시스템의 사양으로 휴대용 원

격비상정지시스템과 관제센터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사

양을 비교하였다. 447MHz의 신호주기는 833us이지만 전송

할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전송주기가 변화된다.
4. 실험용 자동주행차량

제안하는 자동주행차량용 다중 채널 원격비상정지시스템

의 실험을 위하여 실험용 전기자동차를 설계 및 개발하였

다. 차량의 크기는 길이 1100mm, 폭 700mm, 높이 450mm 
이며 무게는 88kg, 최대하중은 200kg, 회전각 최대 40°, 회
전반경은 1.5m가 되도록 개발하였다. 

자동주행차량에서는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수신기 신호

를 자동주행차량에서 사용하는 모드와 차량의 조향, 속도로 

수신제어기에서 가공하여 차량제어기에 전송한다. 차량제어

기는 가공된 조향각과 차량속도를 비상정지, 대기모드 및 

자동주행 등의 신호에 따라 유선 통신을 이용하여 차량의 

조향을 제어하는 조향제어기, 차량의 구동을 제어하는 구동

제어기에 신호를 전송한다.
그림 5는 자동주행차량의 하드웨어적 구조를 블록도를 

나타낸다.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수신부와 차량의 조향을 

제어하는 조향 제어기, 구동을 제어하는 구동 제어기, 수신

부의 신호를 차량의 조향 및 속도로 변경하여 내부 유선통

신을 제어하는 차량제어기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6은 실험용 자동주행차량의 구조를 표현한 것으로 

차량제어기 내부에 휴대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수신기와 

관제센터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수신기, 무선 LAN을 내

장하였다. 또한 차량 정면의 영상촬영이 가능하도록 카메라

를 정면을 향하여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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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중채널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비상정지 실험방법.
Fig. 7. Experimental method of remote emergency stop system 

with dual channels.

표 2.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 of remote emergency stop system. 

Stopping Distance Stopping Time (sec)
Maximum 950 mm 0.8
Average 772 mm 0.5

Minimum 540 mm 0.3

그림 8.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실험결과.
Fig. 8. Experimental result of remote emergency stop system with 

dual channels.

그림 6. 실험용 자동주행차량.
Fig. 6. Automated driving vehicle for experiment.

IV.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실험

1. 실험환경

개발한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성능을 확

인하기 위한 실험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길이 50m, 폭 3m의 실험구간과 실험구간의 끝 지

점에 정지선 그리고 길이 4m 폭 4m의 정지구간을 포함하

는 실험구간.
둘째, 영상 및 데이터 측정 환경으로 정지선의 측면에 

카메라를 고정하여 자동주행 중 E-Stop신호에 의하여 정지

하는 자동주행차량의 주행 및 정지 영상을 촬영.
셋째, 다중채널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통신 환경으로 휴

대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과 관제센터용 원격비상정지시스

템의 통신거리를 확인하여 통신반경 안에 휴대용 원격비상

정지시스템 및 관제센터를 배치.
2. 실험 방법

제안한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성능을 확

인하기 위한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원
격비상정지시스템 간의 통신오류 혹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실험방법을 설정하였다.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비상정지시스템과 자동주행차량의 데이터 초기

화 실시,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송수신여부 확인.
둘째: 자동주행차량을 자동주행 모드로 실험구간을 주행.
셋째: 자동주행차량에 장착한 카메라를 통하여 관제센터

에서 정지선을 확인하여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실

행한다.
넷째: 자동주행차량이 정지 후 정지선과 앞바퀴의 거리

를 측정한다.
그림 7은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수신기의 실험환경을 나

타낸다. 관제센터에서 카메라 영상을 통하여 영상을 확인하

며 자동주행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면 비상정지를 실행하

며 정지선으로부터 차량의 제동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나타

낸다.
3.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비상정지 실험

자동주행차량의 비상정지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원

격비상정지시스템의 실험을 12회 실시하여 최대 제동거리 

와 최저 제동거리를 제외한 10회의 실험 결과 값 이용하여 

을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2는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을 이용한 비상정지 실험결과

로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갈 때 E-Stop 신호를 전송하여 차

량이 정지한 이후 제동거리를 측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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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시스템은 E-Stop 신호 이후 평균 이동거리는 772mm이

며 소모시간은 0.5초이었다. 이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신

지연으로 인하여 영상정보가 0.1~0.4초의 지연, 유선통신으

로 인하여 최대 0.15초의 통신지연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

다. 이로 인하여 비상정지 신호의 전송이 늦어지면서 자동

주행차량의 제동거리가 늘어났다. 
또한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각 수신제어기에서 데이터를 

전송 주기에 따라 약간의 제동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신제어기에서 송신데이터를 변환하는 과

정 및 전송주기의 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은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비상정지 실험의 자동주

행차량의 비상정지실험 사진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기존의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작업자

가 관제센터에 위치함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통신의 연결 및 기기 오작동 등의 오류가 발생하여 제어대

상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

상정지시스템은 다중채널을 가지는 구조를 가진다. 제안한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계 및 개

발하였다. 개발된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을 자동주행차량에 적

용 실험하였다.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여 위하여 관제센터

에서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을 이용한 비상정지 실험을 실시

하였다.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원

격비상정지시스템을 제외한 다른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을 사

용하여 비상정지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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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시스템은 평균 제동거리 772mm로 분석되었다. 이는 차

량제어기의 내부 유선통신의 지연과 모니터링 시스템의 영

상전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동거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격비상정지시스템의 각 수신제어기

에서 데이터를 전송 주기에 따라 약간의 제동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 개발된 자동주행차량용 원격비상정지시스템

을 실제 자동주행차량에 적용하여 사고방지 및 예방에 적

용하는 응용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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