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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중 주차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차 공간이 부

족한 지역에서 이중 주차가 매우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지정된 구획 라인에 주차된 차량이 이동할 길을 이중 

주차된 차량이 막고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켜야 한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사람이 손으로 밀어서 이동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며 특히 노약자나 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중 주차된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중 주차된 차량용 자동 이

동 장치를 제안하고 개발하였다. 기본 아이디어는 이중 주차된 차량의 한 쪽 바퀴를 회전시켜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중 주차된 차량의 한 쪽 바퀴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롤러로 구성되는 롤

러부를 설계 제작하였다. 개발된 자동 이동 장치는 두 개의 롤러와 두 개의 이동 바퀴, 네 개의 캐스터를 가지

고 있으며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를 장착하고 있다. 다

수의 실험을 통하여 개발된 자동 이동 장치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안전하고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a double-parked car has been investigated and a method to solve it is 

studied. Double parking is very common in a public parking lot with insufficient parking space. If a 

double-parked car blocked the way, a person needs to push the double-parked car to move it. The problem is 

that moving a double-parked car with hands is very hard and dangerous, especially for the old and the weak.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problem, an automatic mover for a double-parked car is proposed and 

developed. The basic idea is that a double-parked car can be moved by rolling its one wheel. Two rollers 

are designed and manufactured, which are used to roll a wheel of a double-parked car. The developed 

automatic mover has two rollers, two driving wheels, and four castors. It also has several ultrasonic sensors 

so that it can detect obstacles in the way and prevent possible collision. It is verified through several 

experiments that the developed automatic mover can move a double-parked car safely and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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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이천만대를 

넘어섰으며 자동차 증가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고, 차량이 많은 나라

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야기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 지역이나 

비좁은 개인 주택가에서는 주차 문제가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현재 국내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1가구 1

차량을 기준으로 주차 공간을 구비하고 있어서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이중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Fig. 1. Double-parked cars

이중 주차란 구획된 주차 공간이 아닌 지역에 자

동차의 보조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 상태로 

유지한 채로 차를 주차시킨 것을 말한다. 구획된 주

차 공간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사람이 밀어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여

성이나 노약자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

키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일반 남자 성인일지라도 

SUV 차량과 같이 차체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은 

사람의 힘으로 밀어서 이동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둘째 이중 주차된 차량을 사람이 밀어 이동시키는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렵고 이동 중인 차량을 적절히 

정지시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 부딪히

거나 사람 또는 다른 장애물과의 충돌 우려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충돌이 발생하여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

게 큰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사람이 이동시

킬 때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의 

장애물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중 

주차된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동 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시켜 주는 장치

에 대한 논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보고된 바

가 없으나 관련 논문으로는 주차 지원 시스템[1,2],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주차 공간 인식[3,4] 방법, 자

동주차를 위하여 차량의 이동 정보 없이 초음파 센

서 모듈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목표 주차 공간 

인근에 존재하는 차량들의 주차상태와 기둥을 분류

하기 위한 특징 추출방법과 분류방법을 제안한 것 

등이 있다[5]. 또한 관련 특허로는 그림 2에서와 같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바퀴에 끼워 넣고 레버

를 사람이 동작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6]

Fig. 2. Shifter for a double parked vehicle

 

Ⅱ. 자동 이동 장치 

2.1 자동 이동 장치의 기구적 제한

본 논문에서 개발한 이중 주차된 차량을 자동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장치의 기본 아이디어는 차량

의 한 쪽 바퀴를 회전시킴으로써 차량을 이동시키며 

초음파 센서를 장착하여 이동 경로 상에 있는 고정 

장애물 또는 이동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3은 자동 이동 장치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 3에 있는 바퀴는 이중 주차된 차량의 바퀴

이고, 두 개의 롤러를 이용하여 바퀴를 회전시킴으로

써 차량을 이동시킨다. 그림 3에서 ➀은 두 개의 롤

러 중 위치가 고정된 롤러를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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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➂은 위치가 가변인 롤러를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이다. ②는 위치가 가변인 롤러를 직선 이동시키

기 위한 모터이다. ➃, ➄, ➅은 직선 이동을 위한 

LM 가이드 등의 부속 장치들이고 ➆은 이중 주차된 

차량의 이동에 따라 이동 장치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캐스터 바퀴이다.

Fig. 3 Conceptual structure for an automatic mover 

개발된 이동 장치는 이중 주차된 차량의 바퀴 사

이에 롤러를 위치시켜야 하므로 지면과 주차된 차량

의 바닥면 사이의 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이동 장치의 기구적인 높이에 제한이 가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동차 모델에 대하여 그림 4에 표시된 

바와 같은 다양한 치수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Fig. 4 Several measurements for a car

자동 이동장치는 주차된 차량의 하부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므로 지면에서 차 바닥까지의 높이가 중요

하다. 실제 차 바닥 부위는 차종에 따라 약간의 요

철이 있는 것들이 있었으며, 차량을 옆에서 보았을 

때의 높이인 표 1의 e, f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차량 바닥면의 불규칙한 요철까지를 고려하여 측정

한 지면과 차 바닥 사이의 높이는 표 2와 같았다.

Table 1. Measurement results for several cars(unit:mm)

K사 M

(소형)

H사 A

(준중형)

H사 S

(중형)

H사 G

(대형)

K사 S

(SUV)

a 370 570 580 660 550

b 190 200 210 200 280

c 250 700 800 800 550

d 270 220 240 220 330

e 190 200 200 200 230

f 190 200 200 200 280

g 1830 2080 2150 2170 1940

h
165

(14인치)

205

(16인치)

235

(18인치)

245

(18인치)

225

(17인치)

Table 2. Measurement results for considering 

unevenness of the bottom of a car(unit:mm)

K사 M

(소형)
140mm

H사 A

(준중형)
160mm

H사 S

(중형)
170mm

H사 G

(대형)
180.5mm

한편 차체 무게는 준중형 차량의 경우에는 1,550kg, 

가장 무거운 SUV 모델의 경우에는 1,792kg 정도가 

된다. 자동 이동 장치는 다양한 차종을 모두 이동시

킬 수 있어야 하므로 가장 무거운 SUV를 기준으로 

1,800kg 정도를 이동 시킬 수 있어야 하고 바닥면과 

차량 하부 사이의 거리가 가장 낮은 차종인 소형 차

종까지 이동 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차량의 밑 부분

으로 진입하는 부분, 즉 이동 장치의 롤러 부분의 

높이가 140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 이동 

장치의 무게를 가능한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프레임 

부분을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

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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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동 이동 장치의 기구부

 자동 이동 장치의 주요 기구적인 구성은 이중 주

차된 차량의 한 쪽 타이어 양 끝에 물려 회전함으로

써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 시킬 수 있는 롤러부, 

이중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에 롤러부를 적절한 압력

으로 밀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개의 롤러 중 하나

의 롤러를 이동시키는 직선 이동부, 이중 주차된 차

량의 운동에 따라 자동 이동 장치 자체를 이동시키

는 이동 장치 구동부, 자동 이동 장치가 이중 주차

된 차량의 타이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

이드부 등으로 되어 있다. 자동 이동 장치의 기구적

인 도면과 실물 모습은 각각 그림 5, 그림 6과 같다.

(a) 평면도

(b) 측면도

(c) 투시도

Fig. 5. Drawings for the automatic mover

Fig. 6. Developed automatic mover

자동 이동 장치의 롤러부는 그림 7과 같이 원기둥 

형태의 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 이중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와 밀착하여 회전하여야 하므로 마찰력을 높

이기 위하여 표면에 고무 재질의 소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두 개의 롤러는 그림 8에서와 

같이 두 개의 DC 모터의 회전축과 연결된다. 그림 8

의 숫자 표시 ⑧, ⑨는 전체 이동 장치를 나타낸 그

림 6에서와 같은 번호를 나타낸다.

Fig. 7. Structure for a roller

Fig. 8. A roller connected to a DC motor

자동 이동 장치의 직선 이동부는 이중 주차된 차

량의 타이어에 두 개의 롤러가 적절한 압력으로 밀

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으로 그림 9에서와 같

이 스텝 모터와 LM 가이드, 볼 스크류를 이용하여 

설계, 제작하였으며 한 쪽의 롤러와 연결된 DC 모터 

부분 전체를 직선 이동시킨다. 그림 9의 숫자 표시 

⑩은 그림 6에서와 같은 번호를 나타낸다.

Fig. 9. Linear motion part

이동 장치 구동부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때, 자동 이동 장치가 같이 이동하거나 필요 시 정



24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 논문지 Vol. 19, No. 1 : 20~27 March. 2018

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으로 두 개의 액티브 

휠과 네 개의 캐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액티

브 휠은 그림 10의 (a)에서와 같이 바퀴를 DC 모터에 

연결한 형태이다. 네 개의 캐스터는 그림 10의 (b)에

서와 같은 형태이고 자동 이동 장치의 앞쪽에 두 개, 

뒤쪽에 두 개를 사용하였다. 그림 10의 숫자 표시 

➅, ➆, ⑫는 그림 6에서와 같은 번호를 나타낸다.

(a) 액티브 휠 (b) 캐스터

Fig. 10. Driving part for the automatic mover

2.3 자동 이동 장치의 센서부 및 제어부

이중 주차된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는 차량의 이동 방향에 존재하는 고정 장애물 또는 

이동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자동 이동 장치를 운전 또는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서 다섯 개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초음파 센서는 그림 11의 좌측

에 나타내었고 50kHz의 주파수를 가지며 최소 3cm, 

최대 3m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 5개의 초음

파 센서는 그림 11의 우측 그림에서와 같이 약 

15cm의 간격을 두고 센서 지지대에 배치하였다. 초

음파 센서의 부착 높이나 위치는 실외 실험을 통해 

실험적으로 정하였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전진 이동

시켜야할 경우도 있고 후진 이동 시켜야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센서 지지대는 180°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11. Ultrasonic sensor part

자동 이동 장치의 제어부 구성은 그림 12와 같다. 

두 개의 ATmega128 프로세서를 각각 주제어기와 

보조제어기로 사용한다. 주제어기는 이동 장치의 구

동 상태를 LCD에 표시하고 장애물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다섯 개의 초음파 센서 구동 및 USART 통신을 

이용하여 보조제어기로 모터에 제어 명령을 내린다.

Fig 12. Structure for the controller

보조제어기는 모터 드라이브를 통해 롤러 구동용 

DC 모터 2개, 자동 이동 장치의 바퀴 구동용 DC 

모터 2개, 롤러를 직선 이동시키는 직선 이동부의 

스텝 모터 1개 등 총 5개의 모터를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롤러 구동용 DC 모터와 바퀴 구동용 DC 

모터는 기어드 DC 모터로서 모터 드라이브를 통해 

속도 제어되고 스텝 모터는 모터 드라이브를 통해 

위치(각도)제어된다. 표 3은 사용된 DC 모터의 스펙

을 나타낸다.

제어부에는 또한 스텝 모터와 각 DC 모터들에 대

한 구동 명령을 내리기 위한 다수개의 버튼과 자동 

이동 장치의 동작 상태 및 각 초음파 센서들이 감지

한 장애물과의 거리 등을 나타내기 위한 LCD 표시

부가 있다.

Table 3. Motor specification

롤러 구동 모터 바퀴 구동 모터

모델 S9D120-24CH IG52GM

정격 토크(kgf-cm) 59 23

정격 회전수(RPM) 162 136

자동 이동 장치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중 주차된 차량의 바퀴 사이에 자동 이동 장치를 

위치시키고 스텝 모터 동작 버튼을 눌러 두 개의 롤

러를 이중 주차된 차량의 바퀴 사이에 밀착 되도록 

한다. 이후 이동 시킬 거리를 설정한 후 초음파 센

서, 롤러 및 자동 이동 장치의 바퀴를 구동 시키면 

자동 이동 장치가 정해진 거리만큼 이동하면서 장애

물이 없다면 정해진 거리만큼 이동 후 멈추게 되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제동이 되었다가 장애물이 제거

되면 다시 정해진 거리만큼 이동 후 멈추게 된다. 

그림 13은 이러한 동작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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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lgorithm for the operation

Ⅲ. 실험

제안한 자동 이동 장치를 실제 자동차에 적용 가

능한지를 확인하고자 그림 14와 같은 모형차를 제작

하여 실내에서 이동 실험을 수행하였고 모형차의 한

쪽 바퀴만을 굴려 모형차를 이동시킬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후 다양한 실제 차량을 이용하여 실외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4. A model car for indoor experiments

실외 실험은 소형 차량, 중형 차량, SUV 차량 등

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다양한 크기의 고정 장애물을 

차량의 전방과 후방의 중앙, 좌측방, 우측방 등에 설

치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고 사람과 같은 이동 장애

물이 지나가는 경우에 대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경우에 개발된 자동 이동 장치가 고정 장

애물과 이동 장애물을 잘 감지하였으며 이중 주차된 

차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는 중형급 세단인 H사의 S 모델을 사용하

여 전방에 비교적 큰 고정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대

한 실험 결과이다. 이 모델은 가장 평균적인 중형 

모델로 바닥과 자동차 사이의 공간은 약 170mm이

고 타이어의 크기는 약 235mm이다. 그림 15의 (a)

는 차량 이동이 시작될 때의 상태이고 그림 (b)는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자동 이동 장치가 

정지한 상태이다. 그림(c)와 (d)는 사람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다시 전방에 배치하면 자동 이동 장치가 

이동을 재개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e)에서 

다시 장애물을 감지하여 정지한 후 (f)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면 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a) (b)

(c) (d)

(e) (f)

Fig. 15. Experiment for front fixed obstacles

그림 16은 폭이 넓은 고정 장애물과 폭이 좁은 고

정 장애물이 이중 주차된 차량의 뒤쪽 좌측방에 치

우쳐 있는 경우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16의 

(a)는 차량 이동이 시작될 때의 상태이고 그림 (b)는 

후방에 있는 폭이 넓은 장애물을 감지하고 자동 이

동 장치가 정지한 상태이다. 그림(c)와 (d)는 장애물

이 제거되면 자동 이동 장치가 이동을 재개하는 과

정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e)에서 다시 폭이 좁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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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을 감지하여 정지한 후 (f)에서 장애물을 제거하

면 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a) (b)

(c) (d)

(e) (f)

Fig. 16. Experiment for rear fixed obstacles

(a) (b)

(c) (d)

(e) (f)

Fig. 17. Experiment for rear moving obstacle

그림 17은 사람과 같은 이동 장애물이 있는 경우

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17의 (a)는 차량 이동

이 시작될 때의 상태이고 그림 (b)는 사람이 차량의 

후방 우측에서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해 들어오

는 경우에 자동 이동 장치가 사람을 감지하고 정지

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림 (c)는 사람이 이동하여 

차량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동 이동 장치가 이동

을 재개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림 (d)에서는 사람

이 차량의 중앙쪽에서 진입해 온 경우에 역시 자동 

이동 장치가 장애물로 감지하고 정지하고 있으며 그

림 (e)에서 사람이 차량의 이동 경로에서 멀어지면 

그림 (f)에서와 같이 차량 이동을 재개하게 된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주차 면적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정

된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보조 브레이크를 풀고 기

어를 중립 상태에 위치시켜 주차해 놓는 이중 주차

된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 주차시킬 수 있는 이중 주

차된 차량용 자동 이동 장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

디어로 주차된 차량의 전방 또는 후방의 한 바퀴를 

회전시켜 차량 전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

안하고 실내에서 간단한 모형 차를 만들어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아이디어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실외 환경에서 실제 차량에  적용 가능한 

자동 이동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의 다

양한 차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개발할 장치에게 주어지는 기구적인 제한 조건을 구

하였으며 이러한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중 주차

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자동 이동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개발된 자동 이동 장치가 

임의의 위치에 있는 다양한 크기의 고정 장애물과 

이동 장애물을 감지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면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시

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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