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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ovel driving system by the humanoid robot to drive a vehicle in disaster response situations. To 

enhance robot’s capability for substituting human activities in responding to natural and man-made disaster, the one of prerequisite 

skills for the rescue robot is the mounted mobility to maneuver a vehicle safely in disaster site. Therefore, our driving system for the 

humanoid is developed in order to steer a vehicle through unknown obstacles even under poor communication conditions such as 

time-delay and black-out. Especially, the proposed system includes a tele-manipulation interface and stable navigation strategies. 

First, we propose a new type of path estimation method to overcome limited communication. Second, we establish navigation 

strategies when the operator cannot recognize obstacles based on Dynamic Window Approach.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developments is verified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s, which demonstrate suitable system for driving a vehicle in disaste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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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하여 후쿠시

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

되었다. 방사능 오염 물질의 누수를 막기 위해 세계 여러 

곳에서 개발된 재난 구조용 로봇을 투입하려 하였으나, 불

확실한 지형지물, 낮은 통신 품질, 그리고 어두운 내부 환

경 등의 제한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난 현장

에 투입할 수 없었다[1]. 이로 인해 향후 50여 년간은 후쿠

시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332조원의 경제

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같은 재난 상황에 따른 인적/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US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이하 DARPA)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유사한 

재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재난구조 로봇과 제어 기술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DARPA는 DARPA Robotics 

Challenge Trials 2013(DRC Trials 2013)과 DARPA Robotics 

Challenge Finals 2015(DRC Finals 2015)라는 이름의 세계 재난

구조 로봇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가한 다양한 나라의 연

구팀들은 각자의 독자적인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재난 상황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구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DRC Finals 2015에서는 1시간 동안 총 8개

의 미션(자동차 운전, 자동차 내리기, 문 열기, 밸브 잠그기, 

드릴로 벽 뚫기, 장애물 극복하기, 계단 오르기 등)을 수행하

여야 했다[1]. 그 중, DRC Finals 2015의 첫 번째 미션과 두 번

째 미션인 ‘자동차 운전 미션’과 ‘주차 후 자동차 하차 미션’

은 방사능 오염 지역이나 산불 지역 등 인간이 가까이 접근

할 수 없는 재난 지역에서는 로봇이 차량에 탑승하여 스스로 

운전하여 재난 구조 현장까지 가야만 한다는 점에서 착안하

여 만든 미션이다. 

위의 두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로봇이 자동

차의 스티어링 핸들(steering Handle)이나 페달(pedal)을 스스로 

조작하는 로봇 제어 시스템을 갖출 뿐만 아니라, 장애물과 

도로를 인식하거나 주행 경로를 생성하는 높은 수준의 자동

차 주행 시스템을 탑재하여야 한다[2]. 특히, 재난 현장의 경

우 통신 환경의 제약으로 인한 영상 지연 때문에 로봇을 조

종하는 사용자가 로봇의 주위 환경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원격 자

동차 운전은 통신 지연으로 인한 영상 지연을 고려한 주행 

경로 생성 능력과 돌발 장애물을 로봇 스스로 회피하는 주행 

능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자동차 운전에 대한 

사전 연구로는 로봇을 원격 조종해서 차량을 제어할 때에 카

메라를 통한 회피 경로를 생성하는 연구가 있지만 통신 지연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3]. 또한 회피 시 갑작스럽게 발생

되는 돌발 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충돌 가능성이 있

다[4]. 또한 [5]의 경우는 차량 내 외부의 자기 위치 인식을 

통해 주행 전략을 세우지만, 탑승한 로봇의 센서 범위의 제

약이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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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자, 본 논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원격으로 제어하여 차량

을 주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재난 현장

에서 발생될 수 있는 통신 지연에도 원격지에 있는 조작자가 

주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구축 방법

을 다룬다. 또한 센서 정보 수신 지연으로 조작자가 대처하

기 힘든 돌발 장애물에 대해서 로봇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피 주행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휴머노이드 기반 차량 원

격 제어 시스템에 대해 다룬다. III장은 센서 지연 정보를 고려

한 원격 인터페이스 구축 방법을 논의한다. IV장은 로봇이 돌

발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 Supervisory 

Dynamic Window Approach에 대해 다룬다. V장에서는 실험 결

과 및 분석을 하고, VI장에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마무

리 짓는다. 

 

II. 휴머노이드 기반 차량 원격 제어 시스템 

본 연구의 차량 원격 제어에 사용된 로봇은 총 32개의 모

듈형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본 로봇은 

DRC Finals 2015에 TEAM SNU팀의 THORMANG이라는 이름

으로 출전하였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탑승한 차량 시스템은 

Polaris사의 Ranger XP900이다. 차량은 450kg의 페이로드에 2

륜 구동이며 최대 속도는 10mph이다. 차량의 조향 비는 실험

적으로 측정하였고 약 17.6:1이다. 그림 1은 THORMANG이 

차량에 탑승하여 주행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1. Hardware Architecture 

THORMANG은 147cm신장, 60kg의 중량 그리고 195cm의 

팔 폭으로 설계되었다. 총 32 자유도로 양 팔에 각각 8자유

도, 양 다리에 각 6자유도 그리고 몸통과 머리에 각각 2자유

도를 갖는다. 센서는 머리 부분에 4대의 카메라와 1개의 레

이저 스캐너 그리고 양 쪽 발에 FT센서가 장착되어있다. 로

봇의 연산 처리는 2대의 PC를 통해 수행하며, 제어를 위한 

RCU (Robot Control Unit)과 환경 인식을 위한 RPU (Robot 

Perception Unit)으로 구분된다. 또한, 본 휴머노이드 로봇을 

원격지에서 조작하기 위한 원격 시스템은 OCU (Operator 

Control Unit)과 주행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있다. 세부적인 

제원 및 통신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내용은 [6]에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주행과 관련한 센서 및 인터페

이스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그림 2는 Hardware Architecture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본 시스템에서 차량 주행을 위해 하드웨어적으로 고려된 

부분은 영상 정보 취득을 위한 카메라 선정과 조작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차량의 속도 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

록 설계된 가/감속 기구부가 있다. 

카메라는 원격지에 있는 조작자에게 현장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센서이다. 따라서 원격 주행에 사용되는 카메

라는 실외 환경의 조도 변화에 강인한 Auto Iris가 지원되는 

카메라를 선택하였다. 통신 인터페이스는 안정적인 이미지 

전송 및 에러 핸들링을 위해 GigE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120도 화각의 렌즈를 통해 사각 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

다. 본 카메라는 THORMANG의 머리 뒷부분에 장착되어 주

행 미션에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원격지의 조작자가 직관적으로 가/감속 입력과 

조향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로지텍사의 G27의 가감속 페

달과 핸들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봇이 차량의 가/감속 

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은 가감속 기구부

를 설계하여 장착하였다[7]. 로봇이 본 기구부의 페달을 밟게 

되면 Transmission Shaft를 통해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구조

이다. 차량의 가속 페달과 기구부의 페달 간의 비율은 

blocker를 통해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2. Software Architecture 

로봇을 이용한 차량 주행 시 모션을 만들기 위한 제어 모

듈은 RCU가 담당을 하고, 센서와 관련된 처리는 RPU에서 

담당을 한다. 필드 서버에는 두대의 FCU (Field Computer Unit) 

 

그림 1. 휴머노이드를 이용한 차량 주행 모습. 

Fig.  1. Humanoid Robot Driving using Teleoperation. 

 

그림 2. THORMANG의 Hardware Architecture. 

Fig.  2. Hardware Architecture of THOR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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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속도 제어를 위한 가감속 제어부(위) 및 차량에 적용

한 모습(아래). 

Fig.  3. Pedal assistance tool (Top) and its application (Bottom). 

 

 

그림 4. THORMANG의 Software Architecture. 

Fig.  4. Software Architecture of THORMANG. 

이 있다. 이는 각각 제어와 인식에 관한 정보들을 처리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원격 인터페이스를 담당

하는 시스템은 총 3대의 OCU (Operator Computer Unit)으로 구

성되어있다. 각 시스템의 Software Architecture는 [6]에 상세하

게 다루고 있고, 본 장에서는 원격 제어 시스템과 관련한 부

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4에 THORMANG을 위한 

원격 시스템의 Software Architecture를 도식화하였다. 본 논문

에서 중점을 둔 차량 주행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OCU3에 있

으며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먼저 Robot Commander 모듈

은 핸들과 가감속 페달로 이루어진 주행 인터페이스로부터 

입력 받은 정보를 로봇의 제어 입력으로 변환하여 FCU로 전

송을 담당한다. 그리고 Inverse Perspective Viewer는 조작자에

게 현장의 영상 및 차량의 예상 주행 궤적 정보를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III장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Device Manager

는 하드웨어 주행 인터페이스 장치와 통신을 위한 모듈로 핸

들 및 가감속 페달의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III. 주행 인터페이스 

휴머노이드를 이용한 원격 주행 시 조작자가 차량에 탑승

한 로봇으로부터 취득한 영상 정보만으로 차량의 상태를 파

악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조작자가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차

량을 원하는 위치에 정차시키기 위한 입력 값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조작자가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 능

력을 향상시키고, 차량의 상태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

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의 영상 정보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여 공간감을 함께 

전달하거나 2차원 영상 정보에 차량 예상 궤적을 함께 나타

내기도 하였다[3,4].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통신 환경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하여 재난 현장과 같이 전송 대역폭이 낮아 

정보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 장애물과 충돌 위험성이나 목표 

지점과의 거리 오차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통신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

용 가능하도록 통신 지연을 최소화 하기 위한 영상 데이터 

처리 방법 및 지연 시간을 고려한 주행 궤적 생성 방법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1. Inverse Perspective Mapping 기반 인터페이스 

IPM (Inverse Perspective Mapping) 이미지 변환 방법은 주행 

도로 면과 장애물들을 마치 하늘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변

환하는 것을 의미한다[8,9]. 이 방법은 현재 차량의 위치와 

도로에 있는 장애물과의 상대적인 거리를 조작자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장점뿐만 아니라 전송량을 줄이기 위한 IPM 이미지 활용 방

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주행 인터페이스는 IPM 이미지 전체를 

메시지 송수신에 사용하지 않고, IPM 이미지가 갖는 거리 정

보를 활용하여 현 시점에서 차량이 주행 가능한 영역에 대해 

ROI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ROI 영상을 원격지에 있는 조

작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는 2D 영상 정보를 IPM 변환을 통

해 거리 정보가 반영되어 영상의 일부 영역의 영상으로도 충

분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지 수신 시점의 주

행 계획과 관련 없는 정보를 제거할 수 있다. 특히 DRC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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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같이 최대 전송 유닛(MTU: Maximum Transmission Unit)

을 제약이 있을 경우 640x480 이미지를 396x200으로 전송 시 

약 3배의 지연 시간이 감소된다. 그림 5는 본 내용을 도식화

한 것으로 (a)는 로봇으로부터 취득된 영상의 일부 영역을 

추출하고, IPM 변환을 통해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주행에 필

요한 영상 정보를 추출 할 수 있음을 보인다. (b)는 지연 시간

을 계산한 것으로 최대 전송 유닛이 1500byte일 경우 각 

640x480 이미지를 전송하는데 0.741376초, 392x200 이미지를 

전송하는데 0.191136초로 약 3배 이상의 지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지 변환 방법은 도로 면이 편평하다 라는 가정을 통

해 2D 정보를 3D 정보로 변환할 수 있다. 자세한 과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카메라의 이미지 좌표 계를 설정하기 위해 

카메라 내부 인자인 focal length, optical center, distortion 

parameters 정보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얻는다. 그리고 로봇

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 카메라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와 카

메라와 차량의 오프셋 정보를 계산한다. 이를 이용하여 로봇

에 장착된 카메라 좌표계와 실제 도로 면 좌표 계 사이의 변

환 행렬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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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각각 도로면 좌표계와 카메라 좌표계를 의미한다. 

두 좌표계 사이의 변환 �� 는 식 (2)와 같으며 �, 	는 카메라 

내부 인자인 focal length와 optical center에 대한 정보이다. 그

리고 
는 카메라의 pitch 각도, �는 카메라의 yaw를 의미한

다. 본 영상 처리 방법은 본 연구팀에서 제안한 논문[10]과 

같이 카메라에 모터와 엔코더 정보를 고려하여 카메라 외부 

인자를 추출하면, 다양한 시야 각에 대한 영상 정보의 제공

도 가능하다. 

2. 영상 지연을 고려한 주행 궤적 알고리즘 

주행 궤적 생성은 차량의 동적인 현 상태에 대한 정보와 

이에 적합한 모션 모델을 통해 계산된다. 대표적인 차량 궤

적 생성 방법으로 차량의 선 속도와 각 속도를 고려한 

CTRV (Constant Turning Rate and Velocity) 방법과 가속도의 정

보까지 고려된 CTRA (Constant Turning Rate and Acceleration) 모

델이 있다[11,12]. 이 외에도 도로의 곡률 정보가 고려된 

CCA (Constant Curvature and Acceleration), 동역학 모델[13, 14] 

등도 있으나 휴머노이드를 이용한 차량 주행 시, 모델의 입

력 값 (도로 곡률, 타이어 미끌림 정보 등)을 직접적으로 얻

기가 용이하지 않아 모델 선정 시 배제하였다.  

앞서 언급한 CTRV와 CTRA 두 모델은 가속도의 고려 여

부에 의해 수식이 달라지며, 조향 변화가 크지 않은 주행 환

경에서는 두 모델을 통해 계산된 궤적의 오차가 크게 발생되

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인 통신 지연이 없는 환경에서는 궤

적의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CTRV 

모델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 현장과 같이 통신 지연이 발생되어 업데이트 

주기가 늦거나, 장애물 등의 회피를 위해 큰 조향 변화가 요

구되는 환경에서는 CTRA 모델이 CTRV모델에 비해 곡률 오

차가 적어 더욱 적합하다. 하지만 CTRA모델의 사용을 위해

서는 가 감속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로봇이 차량의 페달 링에 따른 가 감속 프로파일 과정이 요

구된다. 아래는 CTRA 모델 수식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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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차량의 위치와 조향각에 대한 정보이고, v, a, �는 

각각 속도, 가속도, 각속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T는 현 시점 t

로부터 예측할 시간의 간격이다. 여기서 위치정보와 선 속도

는 시간에 따른 변수이고, 가속도와 각속도는 일정한 상수 

값으로 정의하며, 본 모델은 차량의 미끌림이나 도로 면의 

각도는 무시한다. 이 모델은 앞서 설명한 Inverse Perspective 

Image와 함께 출력하여 조작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

측된 주행 궤적이 장애물과의 충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조작자가 원하는 위치에 차량을 주/정차 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제 주행 환경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통

신 제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즉, 통신의 대역폭이 낮아 

(a) 

(b) 

그림 5. IPM 이미지 처리 과정(a) 및 데이터 크기의 축소를

통한 지연 시간 감소(b). 

Fig.  5. IPM image processing (a) and reduction of the delay time 

(b). 



신 세 호, 김 민 성, 안 준 우, 김 상 현, 박 재 흥 

 

908

이미지 전송에 지연이 있는 경우, 이미지 취득된 시간과 수

신된 시간 사이의 지연 시간으로 인해 앞서 논의된 궤적의 

오차가 높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성

이 높아지고, 원하는 위치에 주/정차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CTRA 모델에 지연 정보를 고려하는 방

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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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는 각각 이전 각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값이고, ��

와 ��는 현재 입력된 각속도와 가속도 값이다. ��는 이미지

가 생성된 시점을 의미하며, 영상 생성 시 함께 기록하여 전

송 받는다. 궤적 생성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계산된다. 첫 

번째 과정은 지연된 시간에 대한 궤적을 계산하여 지연 영상 

정보 내 현 시점의 위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 각속

도와 가속도를 이용해 식 (4)의 � $  � ��의 조건에 대해 계

산해준다. 두 번째 과정은 앞서 계산된 이미지 내 현 위치로

부터 입력될 각속도와 가속도에 대해 궤적을 예측하는 것이

다. 이 방법은 궤적 생성 시 이미지의 업데이트 주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지 지연 시간과 제어 명령에 대한 지연 

시간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궤적 생성이 가능하다. 이 방

법은 DRC Finals 2015의 차량 미션에 요구되는 장애물 회피 

주행과 로봇 하차를 위해 지정된 플랫폼에 차량을 근접 주차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역할을 수행 하였다[15].  

 

IV. SUPERVISORY DYNAMIC WINDOW APPROACH 

앞서 제안한 인터페이스는 비교적 주변 환경이 정적이거

나 원하는 목표 지점에 주차하기 위해 저속으로 주행하는 경

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주변 장애물이 동적으

로 존재하는 경우나 고속으로 주행 시 발생되는 돌발 장애물

에 대해서는 영상 지연 문제로 인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

다. 따라서 비교적 차량을 빠르게 이동해야 할 경우 돌발 장

애물에 대처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로봇의 회피 경로 생성 방법인 Dynamic window approach 

방법을 확장한 Supervisory Dynamic window approach 방법을 

제안한다. 

1. Dynamic Window Approach 

DWA (Dynamic Window Approach)는 속도 평면 기반 회피 

경로 생성 방법 중에 하나이다[16,17]. 지역적인 회피 경로 

생성 방법은 PF (Potential Field), VFH (Vector Field Histogram), 

MPC (Model Predictive Control)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하지만 PF나 VFH의 경우 주행할 차량의 논홀로노믹 

특성을 반영하기에 어렵고, 로봇을 통한 차량 조작 시 차량

의 동역학 상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어 MPC 기반 

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18-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 

기구학적 정보를 반영하면서 구속 조건들을 모델링하기 용

이한 DWA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방법은 기구학적 구속 조

건과 장애물에 대한 구속 조건들을 비용 함수로 설정하여 장

 

그림 6. Dynamic Window 개요. 

Fig.  6. Illustration of Dynamics Window. 

 

 

(a) Delay images taken for 1Hz without path estimation. 

 

(b) Delay images taken for 1Hz with propose method. 

 

(c) Images taken in 5 Hz without delay. 

그림 7. 지연 시간에 따른 오차 분석. 

Fig.  7. Performance Analysis for Path Estimation Method. 

Seho Shin, Minsung Kim, Joonwoo Ahn, Sanghyun Kim, and Jaehe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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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과 충돌이 없는 최적 경로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도와 각속도를 고려하

여 가능한 속도 범위 (�를 구한다. 그리고 로봇의 현재 속도

와 가속도에 대해 일정한 주기 동안 가질 수 있는 속도의 범

위 (	를 계산한다. 또한 장애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장애물과 

충돌이 없는 속도 범위 (
를 계산한다. Dynamic Window 

Approach는 그림 7과 같이 앞서 설명한 세 가지의 속도 범위

의 교집합 영역을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속도 영역(Dynamic 

Window)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목표 지점까

지 비용, 장애물과의 공차, 목표 지점에 최단 시간 내에 도달

하기 위한 비용을 함수화 하여 최적 비용을 갖는 로봇 입력 

속도를 계산한다. 

2. Supervisory Dynamic Window Approach 

기존 DWA (Dynamic Window Approach) 방법의 목표 지점에 

대한 비용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량 시스템을 기

준으로 목표 지점까지의 상대 좌표 정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GPS나 SLAM 등과 같은 위치 추정 방법 통해 매 주기

마다 목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차량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로 

변환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재난 상황의 경우 주변 구조물로 

인한 GPS 음영지역이 많이 발생하여 GPS기반의 위치 추정

이 어려울 수 있고, 로봇이 차량으로부터 센서 정보를 얻기

가 용이하지 않아 SLAM 방법도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

제로 인해 [3]에서는 DWA를 목표 지점에 대한 비용을 고려

하지 않고, 장애물 충돌에 대한 비용과 조향 변화량에 대한 비

용을 이용하여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중 경로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목표 지점으로 수렴하

지 않는 경로를 생성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다중 경로가 존

재하는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SDWA (Supervisory 

Dynamic Window Approach)를 제안한다. 

SDWA는 원격 주행 시 목표 지점을 주행 예상 궤적의 마

지막 지점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과 달리 재난 

현장에서는 이미지 전송 지연 등으로 인해 조작자가 주행 예

상 궤적을 지속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조작자는 목

표지점을 이미지를 전송 받은 시점에 로봇에 목표 지점에 대

한 정보를 전송하고, 다음 목표를 전송 받기 전까지는 로봇

의 현재 속도 정보와 조향 정보를 이용하여 Dead Reckoning

을 통해 목표 지점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즉, 조작자는 로봇에게 감독자 역할로서 최소한의 목

표 지점 정보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봇은 새로운 목표 입력이 들어오기 전까지 관

성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추측 항법을 수행하여 현재 차량 

위치를 예측한다. 그리고 이전 목표 입력 위치와 차량의 위

치 정보를 바탕으로 현 시점의 지역적인 목표 위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 P�� � +�,�)�� � ���- · ,�)�� � ���-         (5) 

 

여기서 ���와 ���은 조작자로부터 목표 지점(P���을 입력 받

은 시점의 차량 위치와 방향각을 나타내고, �)��와 �)��는 

Dead Reckoning을 통해 예측된 현 시점의 차량의 위치를 나

타낸다. 여기서 Dead Reckoning은 로봇의 관성 센서를 이용하

고, 주행 인터페이스 궤적과 동일한 CTRA 모델을 사용하여 

Exact Integration 방법을 적용한다. �)��은 로봇이 SDWA 계산

을 위한 새 목표 위치로 두 시점의 차량 위치 관계를 이용하

여 계산되었다. 

SDWA의 최종 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Cost �  α · Target,�)��, ��
�	
� - �  8 · 9:'��;&%,����

� - 

�< · (%&=;"��,(, (	 , 	��
�  -                 (6) 

 

여기서 Target은 차량의 목표 위치(�)���와 후보 궤적의 마지

막 노드 (��
�	
� �와의 오차와 관련한 비용이다. Obstacle은 장

애물과 후보 궤적 간의 공차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게 설정

한다. 또한 Velocity는 속도와 관련한 비용 함수로 목표 속도

와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를 갖도록 설정하였으며, 추가적

으로 영상 정보 지연 시간(	��
��이 늘어날수록 감속에 대

한 가중치가 높아지도록 설계되었다. 이 방법을 통해 조작자

의 간헐적인 목표 지점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지연 상황에 발

생된 돌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고, 통신 지연이 지속될 경

우 별도의 조작자 입력 없이 스스로 주행 속도를 줄여 안전

성을 높일 수 있다. 

 

V. 실험 결과 및 분석 

이 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시간 지연 정보를 고려한 궤적에 

대한 유용성과 Supervisory Dynamic Window Approach 방법에 

대해 시뮬레이션과 실험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조작자에게 제공되는 이미지의 지

연으로 인해 원하는 목표 위치에 정차하고자 할 때, 발생되

는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먼저 차

량의 초기 위치와 차량의 목표 위치를 선정하고, 초기 위치

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일정한 주기로 목표 위치에 수렴하기 

위한 조향 각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통신 지

연으로 이미지가 1Hz로 들어오는 경우로 설정하였고, 이미지

의 지연 시간을 모사하기 위해, 조향각을 계산하는 시점에서

의 수신 지연으로 인한 오차를 적용하였다. 또한 차량 모델

과 실제 차량의 모델에 대한 오차를 가정하기 위해 시뮬레이

션 모델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계산하

였다. 두 번째 실험은 3.2절에서 제안된 방법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이미지 수신 주기와 영상 지연에 대한 조건은 동

일하다. 단, 조작자는 제안된 궤적 모델을 적용하여 목표 조

향각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수신 정보는 1Hz마다 들어오지만 

예측된 궤적 정보를 바탕으로 첫 번째 실험보다는 빠른 5Hz 

주기로 조작자 입력을 넣어주었다. 마지막 실험은 5Hz로 영

상 정보를 지연 없이 받는 경우의 결과를 시뮬레이션 한 것

으로 제안된 방법과 지연 없는 상황에서의 거리 오차를 비교

하기 위한 실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의 평균 오차는 각각 

1.5752m, 0.6435m, 0.4377m로 나타났으며, 그림 7은 본 실험에 

대한 결과 그래프이다. 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DRC 두 

번째 미션과 같은 원하는 구역에 정확한 주차를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궤적 생성 방법이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SDWA 방법에 대한 검증을 위해 수

행되었다. 그림 8에서 차량의 목표 지점 (분홍색 점) 이 통신 

지연 등의 문제로 간헐적으로 업데이트 될 경우에 대해 수행

Development of Tele-operation Interface and Stable Navigation Strategy for Humanoid Robot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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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이다. 본 실험 상황은 실시간으로 장애물의 위치를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을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

을 모사하였다. 테스트를 위해 주행 차량의 속도는 10km/h로 

설정하고 1초의 지연 이미지가 수신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

은 환경에서 SDWA를 통해 1Hz와 5Hz로 간헐적인 주행 목

표 명령을 내리는 경우 모두 장애물을 안정적으로 회피함을 

볼 수 있었다. 

SDWA를 적용한 실제 차량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

작자의 명령은 평균 1.0294초에 한번씩 업데이트되었으며, 

차량 주행 위치를 실측하기 위해 64채널 Velodyne 센서를 통

한 SLAM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22]. 조작자의 주행 입력은 

장애물 회피를 고려하지 않고, 이미지 상에 보이는 도로의 

중앙을 목표 입력으로 설정하였다. 본 실험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상단 그림은 SLAM을 통해 측정된 차량의 주행 궤적

과 장애물 정보이다. 하단은 사용자가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

고 내린 주행 목표 지점을 주행 궤적과 함께 표시하였다. 

SDWA는 주행 궤적에 장애물이 발생하더라도 조작자가 이전

에 내렸던 주행 입력을 고려하여 회피를 위한 주행 제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VI. 결론 

통신 지연이 발생되는 재난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하여 차량을 주행 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 및 

제어 전략에 대해 다루었다. Inverse Perspective Mapping 기반 

영상 지연을 고려한 주행 궤적 생성 방법은 DRC Finals 2015

에 실제 적용되어 주행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Supervisory Dynamic Window Approach는 사용자가 근접 장애

물이나 돌발 장애물을 인지할 수 없을 때 로봇의 인지 정 보

와 이전 사용자의 목표 지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회피 주행을 

할 수 있음을 실제 실험을 통해 보였다. 후속 연구로는 3차

원 지형 정보 제공 방법 및 주행 궤적 생성 방법 등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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