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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트랙 하이브리드 모바일 로봇 플랫폼의 지형 적응성 및 

사용자 친화성 향상을 위한 원격 조종기 설계와 개발 

Design and Development of Terrain-adaptive and User-friendly Remote 

Controller for Wheel-Track Hybrid Mobile Robo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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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robot platforms have been designed and developed to perform given tasks in a hazardous environment for 

surveillance, reconnaissance, search and rescue, etc. We considered a terrain-adaptive and transformable hybrid robot platform that is 

equipped with rapid navigation capability on flat floors and good performance in overcoming stairs or obstacles. The navigation 

mode transition is determined and implemented by adaptive driving mode control of the mobile robot. In order to maximize the 

usability of wheel-track hybrid robot platform, we propose a terrain-adaptive and user-friendly remote controller and verify the 

efficiency and performance through its navigation performance experiments in real and test-bed environments. 

 

Keywords: terrain-adaptive, intuitive steering, remote control, wheel-track hybrid, mobile robot 

 

 

I. 서론 

현재까지 유용한 로봇들의 자율주행 성능수준은 가시권 

내 또는 비 가시권 내의 원격조종으로 움직이는 수준에서 원

활히 동작하며 그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심의 

빌딩과 공공시설 안전관리 및 실내외 방범 활동, 지하철, 지

하상가 등의 재해 발생 사전관리, 건물, 지하시설 붕괴 시 인

명 구조 작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들이 가시권에서나 

비 가시권에서 원격 조종에 의해 원활히 동작하도록 국내외

에서 많은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원격 조종기의 조종성능은 곧 로봇이 미지(未

知)의 환경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하며 로봇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로봇기술 요소가 되고 있다. 

기존 많은 원격 조종 성능향상을 위한 Tele-operation 연구

들에서는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기반 원격조종의 엄격한 실

시간성 보장 기술과 햅틱스(Haptics) 기술을 다루고 있다[1-7]. 

원격 조종기 및 원격 제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메시지 전송

을 위한 상용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게이트웨이를 통해 

원격에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 기술

의 통합이다. Chien-Liang Lai 등은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불

안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지연을 온라인으로 시간 지연 

추정과 적응적 예측기를 구현하여 원격 제어의 실시간성 보

장 구조를 제안하였다[1]. Tele-operation 연구의 또 다른 주요 

분야로 햅틱스는 가상환경(virtual environment) 혹은 조종기와 

로봇 등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물체를 만지고 조작하는 환경

에서 사용자에게 촉각 정보(haptic information)를 전달하는 방

법과 관련된 연구로 촉감을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원

격수술로봇이나 원자로 및 위험한 작업용 로봇 등에 적용하

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  

기존 원격 조종로봇의 조종기 기술형태는 가시권의 경우 

원격 조종로봇의 주행 및 움직임을 보면서 조작하거나 비 가

시권의 경우 원격로봇이 탑재하고 있는 카메라를 통한 전방 

시야의 영상을 무선통신으로 수신하여 원격 조종자가 로봇

을 조종하는 형태이었다. 특히, 비 가시권 원격 조종기의 경

우 로봇에서 보내오는 전방(前方) 영상의 시야각이 좁고 수

신 영상 품질이 좋지 않을 때 원격조종자의 원격조종 성능은 

저하되고 비 가시권 영역의 원격로봇의 주행성과 활용성이 

더불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말미암은 원격로

봇의 충돌 및 고립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본 논문은 현재의 로봇기술에 적용 가능한 원격 조종기의 

조향(操向) 결정 성능 향상과 조향 운전 조이스틱의 사용성

(Usability)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구현 및 실험을 통한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검증을 위해서 앞서 연

구, 개발된 휠-트랙 하이브리드 모바일 로봇플랫폼에 적용하

여 원격조종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II 장에서 기 개발된 휠-트랙 하이브리드 

모바일 로봇플랫폼의 개발 개요를 설명하고, III 장에서 원격 

조종기의 성능향상을 위한 지형 적응성 향상 자세제어기와 

사용자 친화성 향상 원격 조종기의 개념적 설계와 구현 및 

적용 과정을 설명한다. IV 장에서는 실험 및 분석을 통한 검

증 결과를 논의하고 V 장에서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향후 

진행방향을 정리한다. 

 

II. 휠-트랙 하이브리드 모바일 로봇플랫폼  

본 장에서는 이미 개발된 휠-트랙 하이브리드 모바일 로봇

플랫폼 개발 개요를 설명하고 원격조종 성능 검증을 위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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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플랫폼으로 적용하였다. 휠-트랙 하이브리드 모바일 로봇

플랫폼 연구는 재난 및 위급현장에 투입되어 인명 및 화점탐

색, 감시정찰, 요구조자 지원 등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험지 

주행용 전문서비스 로봇플랫폼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8-11]. 특히, 평지주행 시 신속성과 계단 등반 성능 효율성 

증대를 중점으로 한 험로 주행용 플랫폼 구조 설계, 계단등

반 성능지수 도출, 성능지수 기반 플랫폼 설계 파라미터 선

정 등을 통한 휠-트랙 하이브리드 주행 구조의 로봇플랫폼을 

설계, 제작하였다. 

1. 휠-트랙 하이브리드 이동로봇플랫폼의 개념 설계  

휠-트랙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평지뿐만 아니라 계단, 비포

장도로 등의 다양한 지형 조건에서 지형 적응성과 주행 유연

성을 가지는 이동 로봇 플랫폼으로 고안, 설계 및 구현하였

다. 더불어, 실험검증을 통한 재난 현장에서의 실용성을 제고

하는 데 주된 개발 목적을 두었다. 그림 1은 주행 모드 전환 

및 계단 등반에 따른 휠-트랙 하이브리드 로봇 플랫폼의 개

념적 설계를 나타낸다. 계단 등반을 위해서는 4단계를 거치

며 주행모드 전환과 등반을 수행한다. 먼저 1단계는 주행 단

계로써 주행용 바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평지를 주행할 수 

있다. 다음 2단계에서 3단계는 계단 등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 지면과 면 접촉 및 계단 

모서리와의 선 접촉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서 지면에서의 선 

접촉과 계단 모서리에서 선 접촉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

이다. 또한, 2단계에서 3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에서 로봇이 계

단 면을 따라 일정 길이만큼 이동하게 되면 지면 접촉 지점

을 중심으로 계단 면과 반대방향의 회전 모멘트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2단계와 3단계에서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고 계

단 등반 모멘트 값이 크다면 계단 등반 성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계단을 오르는 단계로써 3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계단과의 미끌림을 최소화하여 어려움 

없이 계단을 등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로봇플랫폼 구현 

그림 2에서는 앞서 설명한 구조적 개념설계와 성능지수 

도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기구부 제작 완료한 로봇플랫폼의  

Prototype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치수는 계단 등반 시 트

랙이 계단지형의 적어도 2개 이상의 계단이 트랙 면과 닿을 

수 있는 조건이 만족하도록 하였다. 구동부는 평지 주행용 

구동 모터 2 EA와 장애물 및 계단 등반용 가변트랙 자세제

어용 모터 2 EA로 구성되어 있다. 트랙 자세제어용 모터를 

좌·우측 트랙에 각각 채용한 것은 로봇 전방 좌·우측 의 계단 

및 험지 지형의 높이나 접근 각이 다를 경우 좌·우측 트랙의 

자세를 달리 적용시켜 지형 적응성을 높이고 로봇 플랫폼의 

안정자세 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다. 표 1

에서는 설계된 로봇 플랫폼의 제작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a) Tracked navigation mode. 

 

(b) Wheeled navigation mode. 

그림 2. 제안된 로봇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 

Fig.  2. Prototype of the proposed robot platform. 

 

표   1. 로봇 플랫폼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robot platform. 

Dimensions 
1,070 x 600 x 343mm(Track) 

1,146 x 600 x 240mm(Wheel) 

Ground clearance 50mm(Wheeled navigation) 

Net weight 50Kg(including 2 batteries: 2Kg)

Payload 20Kg 

Max. forward speed 4.5Km/h(Tracked navigation) 

Slope Climbing capability 40 degrees 

Variable attack angle 10 to 160 degrees 

Steering Skid steering 

Motor for driving 24V and 150W(gear ratio 43:1)

Battery 24V and 6Ah x 2 

 

그림 1. 휠-트랙 하이브리드 로봇 플랫폼의 개념 설계. 

Fig.  1. Conceptual design of wheel-track hybrid robo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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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격조종 성능 향상 방안 

원격 조종기의 성능향상을 위한 지형 적응성 향상 자세제

어기와 사용자 친화성 향상 원격 조종기의 개념적 설계와 구

현 및 적용 과정을 설명한다.  

1. 지형 적응성 향상 자세제어기 

휠-트랙 하이브리드 모바일 로봇은 평지와 험지에서의 주

행모드 전환으로 주행 성능과 험지 적응성 향상에 대해 주안

점을 두고 휠과 트랙을 복합하여 2가지의 주행모드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평지를 주행할 시에는 변형 가능한 

트랙이 접혀 있어 평지 주행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며, 험지

에서는 트랙이 펼쳐져 험지 지형 적응성과 극복능력을 높일 

수 있는 험지 주행모드로 주행하게 된다. 

주행모드 전환 방법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행모드

는 평지 주행모드와 험지 주행모드로 나뉘게 된다. 트랙 자

세 제어기는 플랫폼의 PSD 센서가 약 1.5m 이내에 장애물을 

감지할 경우, 플랫폼의 주행속도를 저속으로 변경하여 안전

주행하며 약 1m 이내의 접근에도 지속적 장애물 인식이 있

는 경우 험지주행모드(계단등반모드)로 전환을 하게 된다. 이

는 트랙의 자세 변형뿐만이 아니라, 장애물의 높이와 거리에 

따라 트랙의 진입각을 변경시켜준다. 장애물의 감지는 그림 

3과 같이 무한궤도에 가깝게 부착된 거리 측정센서로 감지

한다. 휠-트랙 하이브리드형 모바일 로봇의 거리측정 센서로

는 Shaft 사의 PSD (Position Sensor Detector)를 이용하여 장애

물의 거리를 측정한다. 장애물 측정을 위한 PSD 센서는 

20~150cm의 측정범위 가지고 있다. 측정센서는 레이저, 초음

파 등 다양한 센서가 있으나, 대부분의 레이저 센서는 고가

이며, 초음파 센서는 가격이 저렴하나 외부 장애물에 대해서 

오인을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PSD 센서는 매우 저렴한 가격

에 비해 근거리에서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적으며, 정

확한 측정값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표   2. 장애물 경사각 및 높이 결정. 

Table 2. Decision of obstacle angle and height. 

Obstacle distances θ H 

d1≈d2≈d3≈ND Wheeled navigation Flat 

d1<d2, d3≈ND 
2 1

2 1

arctan 2( )
h h

d d

−

−

 h2 

d1>≈d2, d3≈ND 
2

2

arctan 2( )
h

d
 h2 

d1, d2≈d3≈ND 
1

1

arctan 2( )
h

d
 h1 

d1 < d2< d3 
3 1

3 1

arctan 2( )
h h

d d

−

−

 h3 

d1 >≈d2, d2< d3 
3 2

3 2

arctan 2( )
h h

d d

−

−

 h3 

d1> d3 or d2> d3 
3

3

arctan 2( )
h

d
 h3 

d3 <≈h3 Obstacle avoidance Over h3 

 

그림 3에서는 전방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한 PSD 센서의 

설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센서들은 지면에서 각각 

60mm, 160mm, 260mm 떨어진 높이에 로봇 플랫폼 본체에 설

치된다. 그림 4에서는 감지된 장애물의 높이 및 경사각을 추

정계산하고 로봇의 트랙 진입 각을 결정하는 구조를 설명하

고 있다. 장애물 극복을 위한 트랙자세 진입 각(θ)은 PSD 센

서 간의 수직거리(h)와 PSD 센서에서 측정된 거리정보(d)에 

따라 표 1과 같이 계산된다. 표 1의 ND는 No Detection을 의

미하며 센서 감지 범위 내에 장애물이 감지되지 않음을 나타

낸다. 

2. 사용자 친화성 향상 원격 조종기 

그림 5와 같이 기존 원격 조종기는 비 가시권에서 임무 수

행하는 로봇에서 보내온 전방 시야 영상정보에 의존하므로 

그 시야각이 좁고 수신 영상 품질이 좋지 않아 조종자의 원

격 조종 성능은 저하되고 비 가시권 영역의 로봇의 주행성과 

활용성이 더불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한 

로봇의 충돌 및 고립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문

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영상 정보에 의존한 로봇 조작 방법

에 거리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원격 조종기의 조향 결정 성

능향상과 조향 운전 조이스틱의 조작성을 높이는 기법을 제

안한다. 

그림 6에서는 로봇 주행 전방의 장애물 및 공간 거리정보

를 거리센서(초음파 또는 레이저센서)로 인식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전방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원격 조

 

 

그림 3. 전방 장애물 인식용 PSD 센서 설치. 

Fig.  3. Installation of PSD Sensors for obstacle recognition. 

 

그림 4. 장애물 인식 높이 및 경사각 결정. 

Fig.  4. Estimation of obstacle height and angle. 

 

그림 5. 영상 정보를 이용한 제한적 원격 조종. 

Fig.  5. Limited remote control by using only camer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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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의 화면 상에 영상정보와 거리정보를 오버랩하여 직관

적 상황 인지 정보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조종자의 보다 넓

은 로봇 전방 상황 인지와 직관적 조향 판단에 효과적 도움

을 주도록 하였다. 그림 7에서는 제안된 조향 결정 및 조향 

성능향상 원격 조종기 개발의 전체적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

다. 2D 영상정보만으로는 주행 경로를 판단, 조향하는 경우, 

그 전방 경로의 원근(遠近)감이 조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원격조종 시 잦은 충돌과 고립되어 원활한 조종이 

어렵고 더욱이 좁은 통로 및 사무실 환경의 경우 상황은 더 

어렵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로봇 주행 전방의 장애물 

및 공간 거리정보를 거리센서(초음파 또는 레이저센서)로 수

집하고 Vision 센서로부터 수신된 영상정보를 융합하여 원격 

조종기의 화면 상에 직관적 상황 인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였다. 이는 영상정보 만으로 조종할 때의 시야각 제한과 원

근감 감쇠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원격조종의 

조향과 속도를 조종하는 조이스틱에 햅틱기술을 채용하여 

앞서 상황인지 및 조향결정 향상에도 불구, 적절하지 못한 

방향으로의 조향을 시도할 때 조종자에게 조이스틱의 촉각

과 힘 정보의 피드백을 주어 감각적으로 현재의 조향조작이 

부적절함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전술한 원격 조종기의 시각 

및 촉각적 운용성 증대로 최적주행 조향각 결정, 비 가시권 

장애물인식/회피 주행성능향상, 햅틱 피드백 기반 조종자 운

용성 향상의 효과를 보였다. 

2.1 원격 조종기 구성 

사용자가 원격 조종기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제어할 시 직관적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구성하였다. 사용자는 플랫폼을 조종하기 위해 조종기의 

화면을 관찰하면서 조이스틱을 이용, 플랫폼을 동작시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랫폼의 특징인 휠-트랙의 

전환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세제어 조작버튼을 배치하

였다. 또한, 플랫폼에 장착된 카메라 Pan/Tilt를 위해 카메라

를 조작하기 위한 조이스틱을 장착하였다. 그림 8은 개발된 

원격 조종기와 시스템 구조를 보여준다. 

내부에 장착된 전장은 크게 임베디드 컴퓨터용 보드와 배

터리와 변압기를 포함한 전원부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

한 패널부로 구성된다. 임베디드용 컴퓨터의 메인 CPU는 

Intel 사의 Atom Dual Core Processor인 N330이 장착되어 있고, 

빠른 데이터 처리와 적은 발열 및 적은 전력 소비를 위하여 

일반 HDD보다 뛰어난 SSD를 장착하였다. 메모리는 DDR2 

RAM 2GB가 내장되어 있다. 또한, 메인보드의 크기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 Mini-ITX(17*17cm) 규격이다. 크기가 작은 원

격 조종용 휴대용 케이스는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입력장치

를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별도로 입력장치를 구비하는 

것도 매우 불편하다. 그러므로 GUI 환경을 최대한 간단히 구

성하며,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하여 Touch Screen 방식의 LCD

를 장착하였다. Touch 방식으로 마우스를 대체하고, 윈도우 

내의 가상키보드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 입력도 가능하다. 

휴대용 케이스 내부의 메인보드와 패널의 인터페이스 모

듈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24V 6,600mAh의 배터리를 사용

하였으며 DC 변환을 위해 DC-DC 컨버터를 내장하였다. 내

장 배터리로 실제 원격 조종기를 사용하였을 때 약 2시간 가

그림 6. 거리정보와 영상정보 융합을 통한 직관적 원격 조종.

Fig.  6. Intuitive remote control by fusing both camera image and

range information. 

 

그림 7. 직관적 조향결정 성능향상 원격 조종기 개념도. 

Fig.  7. Conceptual remote control for enhancing the intuitive

steering determination. 

 

 

(a) 

(b) 

그림 8. 원격조종기(a) 및 시스템 구성도(b). 

Fig.  8. Remote controller(a) and system architectu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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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원격 로봇의 영상 데이터와 레

이저 스캐너 데이터, 각종 센서들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

하고, 제어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하여 802.11g 방식의 

Wireless LAN을 장착하였다. 그리고 송수신율을 높이기 위하

여 접이식 7dBi의 안테나를 사용하였다. 

원격 조종기용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계측

과 제어에 용이한 National Instrument 사의 LabVIEW를 이용

하여 개발하였다. 그림 8(b)에서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능모듈

은 하드웨어 기능모듈과 1:1 연관성을 가진다. 하지만, 일부

의 하드웨어 기능모듈(전원부)은 제외된다. LabVIEW에서 소

프트웨어 기능 모듈은 VI (Virtual Instrument)로 구성된다. 이는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 또는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

다. 원격 조종기의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는 크게 4개의 VI로 

구성되며 영상 수신, 주행 기능, 주행 보조 기능 및 통신 VI

가 된다. 

영상 수신 VI는 플랫폼에서 송신되는 영상 데이터를 수신

하여 모니터로 출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카메라 조작 상태를 확인하여, 플랫폼으로 카메라의 Tilt 및 

Pan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조작 정보를 통신 VI로 제공하

는 기능을 한다. 주행 기능 VI는 사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

하여 만들어진 플랫폼 주행 정보(조향 및 속도)를 통신 VI로 

제공한다. 그리고 피드백 데이터로 통신 VI에서 수신된 플랫

폼의 주변 상황을 촉감정보로 알 수 있도록 Haptic 모듈을 

구동시켜준다. 그리고 주행 보조 기능 VI는 하이브리드 플랫

폼의 핵심인 플랫폼 자세변형을 할 수 있는 자세제어 및 변

형 속도를 조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용자의 입력에 따른 

자세각 및 속도 변경을 감지하여 통신 VI로 제어 데이터를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통신 VI는 전반적인 데이터의 수신과 

송신을 담당한다. 플랫폼과 원격 조종기간의 송수신 데이터

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영상 수신, 주행 기능 및 주행 보조 

기능 VI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송수신 프로토콜에 맞게 데이

터를 생성하고, 플랫폼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프로토콜에 맞

게 데이터를 분리하여 각 기능 VI가 동작할 수 있도록 데이

터를 전송한다. 

2.2 사용자 친화적 조향결정 지원 및 성능향상 

조작성 향상을 위한 기본 기술은 로봇의 전방 사물에 대한 

거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 

센서 중 레이저 스캐너 데이터와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스캐너는 해상도가 높고 데이터는 비교적 정확하며 

빠르다. 그래서 고정 및 유동 물체를 잘 인식할 수 있으나 

빛의 난반사가 일어나는 곳의 물체 인식은 취약하며 반사물

체의 색상에 따라 데이터 정보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초

음파 거리 센서는 다른 거리 센서들에 비교하면 비교적 저렴

하게 구성 가능하며 정적인 물체를 인식하는 것은 유용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고, 움직이는 물체 인식이나 좁

은 공간에서의 물체 인식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두 가지 

센서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센서

를 데이터를 로봇의 주변 환경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조합하

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림 9는 개발된 하이브리드 로봇플랫폼에 채용된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Hokuyo Laser-Range Finder, URG-04LX 모델

[12])와 스캔 수집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10

의 DSP 기반 초음파 센서 거리 측정 모듈은 DSP를 이용하

고 Delayed pulse의 time delay와 음파의 속도를 이용하여 초음

파 센서의 거리 계산한다. 4개의 GPIO pin을 사용하여 Control 

pulse signal 출력 시 GPIO로 설정하며, Delayed pulse 입력 시 

Capture로 사용한다. 초음파 센서 거리측정 모듈은 7개의 초

음파 센서를 사용하고 있어 동시에 초음파 송수신 시 상호 

간섭 및 충돌 문제를 발생하므로 0번 모드(4개)와 1번 모드(3

개)로 구분하여 동시 송수신하고 20ms 간격으로 거리 측정

하도록 하였다. 

 

IV. 실험 및 분석 

1. 지형 적응성 성능평가 

개발된 로봇 플랫폼의 주행속력은 휠 주행 시 최고 

7.3km/h, 트랙 주행 시 4.5km/h가 가능하며, 차륜 회전반경은 

휠 주행 시 최대 70cm 이내이고, 트랙 수직변형 상태에서는 

최소 60cm 회전이 가능하였다. 지형 적응적 트랙자세 제어기

의 성능검증을 위해 테스트베드의 경사로와 계단에서 등반 

성능을 확인하였다. 그림 11에서는 약 30도 기울기의 경사로

를 직면했을 때 로봇이 자율적 모드 전환과 트랙자세 진입각

을 결정하여 경사로를 등반하는 실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로봇의 PSD 센서 거리정보를 기반으로 추정, 계산된 

트랙자세 진입각은 35도로 그림 12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2(a)는 각 PSD 센서의 감지거리 변화추이를 나타

내고 그림 12(b)는 감지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좌·우측 트랙의 

진입 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경사로 기울기와 추

정된 진입 각의 차이는 각 센서에 측정된 거리정보의 오차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차이는 PSD센서의 비선형적인 

신호출력에 의해 나타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

(a) (b) 

그림 9. Hokuyo URG-04LX(a) / 스캔 된 데이터(b). 

Fig.  9. Hokuyo URG-04LX(a) / Scanned data(b). 

 

그림 10. DSP 기반 초음파 센서 거리 측정 모듈. 

Fig.  10. Ultrasonic sensor distance measurement module based on 

DSP. 

 



휠-트랙 하이브리드 모바일 로봇 플랫폼의 지형 적응성 및 사용자 친화성 향상을 위한 원격 조종기 설계와 개발 

 

563

리에 대한 측정거리의 보다 정밀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과 

더불어 Lagrange 보간법(interpolation)이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를 적용한 거리 측정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테스트베드 계단 및 수직장애물 등반 실험에서의 트랙자

세 진입 각 결정 및 등반 실험결과를 그림 13과 14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3의 높이 160mm 계단 등반 실험과 그림 

14의 220mm 수직장애물 등반실험에서도 정확한 진입 각 결

정으로 장애물 극복 성능을 보여주었다.  

실험을 통해서 본 연구의 개발 플랫폼은 약 40도 기울기 

경사로와 약 300mm 높이 계단의 자율적 극복 주행 가능함 

  

  

그림 13. 높이 160mm 계단 등반 실험. 

Fig.  13. Experiment on stairs with a height of 0.16m. 

 

  

  

그림 14. 높이 300mm 수직 장애물 등반 실험. 

Fig.  14. Experiment of climbing over a vertical obstacle with a 

height of 0.3m. 

 

  

  

그림 15. 테스트베드 및 실제 환경에서의 계단 등반. 

Fig.  15. Stairs climbing in test-bed and real environments. 

 

을 검증하였다. 그림 15에서는 테스트베드 및 실제 건물 계

단에서의 원활한 등반 성능으로 계단 주행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1. 30도 경사로 등반 실험. 

Fig.  11. Experiment on a slope with a gradient of 30 degrees. 

 

(a) 

(b) 

그림 12. PSD 센서의 거리측정 변화추이(a)와 트랙자세 진입

각 결정(b). 

Fig.  12. Distance measurement change process of PSD sensors (a)

and determination of an attack ang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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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친화성 성능평가 

두 가지 거리 센서 정보의 정확도와 특성의 차이를 이용

하여 최적의 거리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융합하였다. 원 내부에 적색 선은 레이저 스캐너의 데이터이

고 청색은 초음파 센서의 데이터이다. 원의 간격은 실제 거

릿값으로 50cm이다. 일반적으로 두 센서 중 레이저 스캐너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그림 16과 같이 좁은 영역에

서는 레이저 스캐너는 정확한 데이터를 출력하나 초음파는 

실제보다 더 짧은 데이터를 출력한다.  

건물 복도와 같은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에서의 거리 데

이터는 그림 17과 같이 두 센서 모두 비교적 유사한 데이터

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레이

저 스캐너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18과 같이 유리나 

난반사가 일어나는 물체가 있으면 레이저 스캐너의 신뢰성

은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초음파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신

뢰도가 높다. 닫혀 있는 유리문에는 초음파 거리 정보가 잘 

얻어지지만, 레이저 스캐너는 거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최대

값을 출력하고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레이

저 스캐너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고 거리 정보를 입력하며 초

음파 데이터를 오류 구별 및 보완 데이터로 활용하여 레이저 

스캐너만으로 구성되었을 때보다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었다. 

원격 조종기의 화면 상에 영상정보와 거리정보를 오버랩

한 상황 인지정보를 제공하여 조종자는 로봇 전방 넓은 범위

의 상황을 인지하고 원격조종에 필요한 조종자의 조향 방향 

결정에 시각적으로 효과적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수집된 거

리 센서 정보와 영상정보를 종합하여 오버랩한 직관적 상황 

인지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은 Windows 

XP 운영체제 하의 NI LabVIEW를 사용하여 GUI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그림 19는 영상정보와 거리정보의 융합된 제공

으로 사용자의 직관적 조향 결정과 이동경로 예상에 효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물 감지거리에 따라 진

동 모터의 강도를 지수곡선함수에 비례하여 동작하도록 제

작하였다. 모터 진동강도의 사용자 의식 정도는 주관적이라 

다를 수 있지만, 눈으로 보면서도 실제 공간감이 떨어져 조

종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촉각적으로 느끼게 해

줌으로써 보다 빠르게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로봇을 원격 조종하여 목표 지점 도달하는 조종 시간

에 있어 영상정보 만으로의 조종 시간보다 더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8. 유리문 주변에 대한 거리센서 데이터. 

Fig.  18. Distance measurement data in a space adjacent to a window 

door. 

 

 

그림 19. 영상정보와 거리정보 통합기반 직관적 조향 결정. 

Fig.  19. Intuitive steering determination based on fusion of image 

and distance measurement data. 

 

그림 16. 좁은 실내 공간에서의 거리 센서 데이터. 

Fig.  16. Distance measurement data in a narrow indoor space. 

 

그림 17. 넓은 복도에서의 거리 센서 데이터. 

Fig.  17. Distance measurement data in a wide 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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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언 

기존의 원격 조종기는 카메라의 좁은 시야각에서 들어오

는 시각적인 정보에만 의지하여 로봇을 움직여야 했기 때문

에, 어떤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좌우 공간 확인을 위해 

로봇의 잦은 회전이 필요했고,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 조종기에 레

이저 스캐너와 초음파 센서의 거리 정보가 융합되어 직관적 

조향 결정 정보를 제공해주어 좌우 공간을 확인하면서 조향

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고 로봇 이동경로를 예상하면

서 조종하게 됨으로써 전체 목표지점 도달 시간이 평균적으

로 단축되었다. 이 결과와 더불어 거리 센서들과의 융합된 

정보로 원격 조종 시 직관적 최적 조향 결정과 로봇 이동경

로 예상에는 도움을 받지만, 직접적 조향 조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응시간이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원

격 조종 조이스틱에 햅틱 요소를 추가로 제공하여 조종자가 

눈으로 보면서도 실제 공간감이 떨어져 조종하기 어려운 점

을 보완하여 촉각적으로 느끼게 해줌으로써 좀 더 빠르게 조

종해 나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목표 지점 이동 시간도 상대적

으로 보다 더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직관적 원격조종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촉각적 진동 

또는 힘 피드백을 제공하는 조종간(操縱杆)을 모듈화 적용하

여 보다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원격 조종기 개발로 다양한 원

격 조종 전문서비스 로봇의 실용적 적용과 사용성(usability)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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