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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운전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자동차 협력 원격조종

Shared Vehicle Teleoperation using a Virtual Driving Interface

김 재 석, 이 광 현, 유 지 환*

(Jae-Seok Kim1, Kwang-Hyun Lee1, and Jee-Hwan Ryu1,*)
1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Abstract: In direct vehicle teleoperation, a human operator drives a vehicle at a distance through a pair of master and slave 
device. However, if there is time delay, it is difficult to remotely drive the vehicle due to slow response.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we introduced a novel methodology of shared vehicle teleoperation using a virtual driving interface. The 
methodology was developed with four components: 1) virtual driving environment, 2) interface for virtual driving environment, 
3) path generator based on virtual driving trajectory, 4) path following controlle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pproach in simple and cluttered driving environment as well. In the experiments, we compared two sampling 
methods, fixed sampling time and user defined instant, and finally merged method showed best remote driving performance in 
term of completion time and number of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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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Google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

스 인근에서 총 14만 마일의 일반도로 주행을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하여 비밀리에 성공적으로 주행하

였다는 보도는 큰 충격을 주는 뉴스였다. BWM, 벤츠, 아우

디, 토요타, 혼다, GM등 많은 유수의 자동차기업에서도 자

율주행기술들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무

인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는 2010년 제 1회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를 계기로 투싼

을 개조하여 운전자 없이 운전하는 무인자동차를 개발하였

다. 현대에서 개발한 무인자동차는 카메라 및 센서를 이용

하여 장애물 인식 및 회피 그리고 횡단보도 앞 정지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80km/h까지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다. 
아직은 국제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밖에도 

많은 국내외의 대학 및 연구소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요소기술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10-12].
최근의 활발한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전자

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실생

활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기술적인 난제들이 남아 있는 실

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

려진 구글의 경우에도, 14만 마일의 무인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3차원 주행환경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도로의 경우에는 주행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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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가능하며, 수신호에 의한 차량 통제 등 주위 운전자 또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율주행

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3].
만약 사람이 자율주행 제어루프에 개입하여 현재의 불완

전한 자율주행 수준을 보완하여줄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

에 자율주행 기술을 실생활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

이다. 로봇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

람의 판단능력을 활용하여 로봇을 조종하는 기술을 원격로

봇기술이라 한다. 원격로봇기술은 1945년 Argon National 
Lab.의 Ray Goertz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사람의 접

근이 어려운 공간 (원전, 우주공간, 심해, 전장 등)에서 사

람의 조종에 의한 원격조종 로봇이 활용되고 있다. 주로 환

경을 모니터링 하기위한 용도로 초기에 사용되었으며, 물리

적인 조작 및 작업 수행의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

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과 원격로봇의 제

어 기술을 결합하여 불확실하고 복잡한 주행환경에서도 자

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모바

일 로봇 또는 자동차를 직접 원격조종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다. Farkhatdinov 등은 모바일 로봇의 효율적인 원격조

종을 위한 명령전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2], 
McGovern 등은 자동차의 휴먼인터페이스를 원격지에서 직

접적으로 조작하는 원격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1]. 
지금까지 제안된 대부분의 모바일 로봇 형태 로봇의 원

격제어 방법은 조작자가 카메라정보 등을 통해 원격지 환

경정보를 파악하고, 로봇의 속도 및 조향각 등의 명령을 직

접적으로 통신을 통하여 전달하는 직접 원격제어(Direct 
teleoperation) 방법이거나, 로봇이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

고 있다는 가정 하에 조작자가 목표지점에 대한 정보만 전

달하고, 나머지 작업은 로봇이 수행하는 형태의 감시 원격

제어(Supervised teleoperation) 방법 있었다. 직접 원격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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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동차 협력 원격조종 시스템.
Fig. 1. Shared teleoperation system of vehicles.

(a) (b)

(c) (d)

그림 2. 협력 원격제어 개념, (a) 가상주행환경 생성 (b) 가상의 

차량 주행 (c) 가상주행정보 획득 (d) 경로생성 및 실제 

자율주행차량 경로 추종.
Fig. 2. Concept of Supervisory teleloperation (a) generation of 

virtual driving environment, (b) driving the virtual vehicle, 
(c) gather the information of virtual driving, (d) path 
generation and tracking.

방법의 경우, 통신에 의한 명령전달 및 정보 피드백의 지연

이 없을 때에는 사용가능하나, 통신에 의하여 명령전달 및 

정보피드백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는 로봇의 효율적인 조

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8]. 즉, 통신에 의한 시간지연

에 의하여 작업자는 과거의 환경정보를 토대로 미래의 명

령을 전달해 주어야 하므로, 자율주행 차량과 같이 고속으

로 주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었다. 또한, 
지연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로봇의 모든 동작을 일일

이 조작자가 조작한다는 것이 작업자의 원격작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였다. 감시 원격제어 방법의 

경우, 작업자에게는 원격조종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아직

까지 로봇의 지능수준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자율적인 작업

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모자란 수준이므로 실제

로는 구현이 어려운 실정이다[7]. 
본 논문에서는 통신에 의한 시간지연에 무관하게 자율주

행 자동차의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원격 운전자가 차량의 

하위레벨 명령을 일일이 전달할 필요가 없어 원격운전자의 

작업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에 장착된 센서를 바탕으로 원격지 환경의 정

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으로 재구성된 가상주

행 환경을 원격운전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작업자와 차량

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협력하여 자율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원격운전자는 원격지 환

경정보를 바탕으로 3차원으로 재구성된 가상주행환경에서 

가상의 차량을 주행시키고, 이러한 가상차량의 주행정보가 

실제 원격지 차량의 자율주행알고리즘에서 경로계획의 중

요 데이터로 사용되는 방법론이 제안되었다. 원격운전자는 

원격지의 차량을 직접적으로 운전하는 대신 가상주행환경

상의 시뮬레이터 차량을 실시간으로 운전하게 되므로, 기존

의 시간지연에 의하여 발생하던 원격운전의 어려움은 사라

지게 된다. 제안된 방법은 실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

동차에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II 장에서는 자동차 협력 원격조종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III 장에서는 실험 방법 및 실험결과를, 
IV 장에서는 실험결과에 대한 결론 및 향후 과제를 기술하

였다.

II. 차량 협력 원격제어(Shared Teleoperation) 시스템

본 절에서는 차량의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작업자의 원격

제어명령을 조합하여 차량을 원격지에서 안정적으로 원격

주행 하기 위한 협업 원격제어(Shared teleopera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1은 제안된 차량 협력 원격제어 방법의 전체 구조

를 나타낸다. 제안된 구조에서는 기존의 원격제어 방법과는 

달리 원격 운전자가 차량에 직접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

니라 원격운전자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구성된 가상주

행환경을 매개로 하여 명령전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상주

행환경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및 3차원 거리측정 센서 등

을 바탕으로 구성되게 되며, 원격운전자는 이렇게 구성된 

가상운전환경에서 가상의 차량을 실시간으로 운전하게 되며 

여기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원격지 차량의 자율주행 모듈에 

전달되어 주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상주행환경

과 원격지 차량 사이에는 통신에 의한 시간지연이 존재하

지만, 원격운전자와 원격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조작하게 되

는 가상운전환경 사이에는 시간지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림 2는 제안된 협력 원격제어의 개념을 잘 나타내 주

고 있다. (a)는 원격지 차량에 장착된 3차원 레이저 스캐너

를 사용하여 생성된 3차원 가상주행환경이며, (b)는 생성된 

3차원 가상주행환경에서 원격운전자가 가상의 차량을 주행

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c)는 이렇게 가상주행한 차

량의 경로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실제 차량에 전달하여 (d)
와 같이 실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주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능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의 기본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1) 가상주행환경 생성기

2) 가상환경 주행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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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차원 가상주행환경과 가상의 차량. 
Fig. 3. 3D virtual driving environment and virtual vehicle.

3) 가상주행정보기반 경로생성기

4) 경로 추종기 

위 4가지 구성요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이제부터 

상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1. 가상주행환경 생성기

원격 운전자가 원격지 차량이 처해있는 환경 및 도로주

변 환경들을 인지하고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

경 정보를 원격 운전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시스템이 필수

적이다. 기존에는 카메라를 여러 대 차량에 장착하여 영상

정보를 전송하여 줌으로서 차량이 처해있는 환경을 원격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장애물과의 거리정보 파악이 

어렵고, 1인칭 시점에만 국한되어 차량에 직접 타고 있지 

않은 원격 운전자에게 차량의 자세정보 전달이 어려우며, 
시간지연이 존재할 시에는 과거영상에 의존하여 명령을 전

달하여야하기 때문에 원격운전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

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여 장애물 

정보를 포함한 차량의 주변 환경 정보를 3차원으로 모델링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주행 환경을 구성하여 원격 운전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적용 하였다. 32-ch Velodyne 레이

저 스캐너 센서가 사용되었으며, 10Hz로 샘플링 되는 point 
cloud 데이터를 PCL library [3]를 활용하여 3차원으로 가상

운전 환경을 구성하였다. 그림 3은 가상주행환경 생성기에

서 생성된 3차원 주행환경과 가상 차량을 보여주고 있다. 
차량으로부터 80m 떨어진 위치까지 모델링이 가능하며, 위
치 정밀도는 2cm 이었다. 
2. 가상환경 주행 인터페이스

본 논문에서는 원격지의 차량을 직접 원격 주행하는 대

신 가상의 차량을 위절에서 생성된 가상주행환경에서 주행

시키고, 이렇게 생성된 가상주행 데이터를 차량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전달하여 실제차량을 주행하는 방법을 제안하

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 운전자가 가상주행 환경과 인

터랙션하며 가상차량을 주행하기 위한 운전자 인터페이스

가 필요하다. 

그림 4. 가상환경 원격 운전자 주행 인터페이스.
Fig. 4. Interface for virtual driving environment.

그림 4는 원격 운전자의 가상주행환경 인터페이스를 나

타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상주행환경을 모니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시점을 운전자의 편

의에 맞게 조절 가능하다. 가장 직관적이고 익숙한 운전 게

임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였으며, 원격 운전자는 가상환경에

서 가상의 자동차를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 엑셀을 사용

하여 주행시킬 수 있다. 원격지 차량을 직접 원격 주행시키

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지연에 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3차원 영상만으로도 가상의 차량을 주행시키는 것이 가

능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가상차량의 조작

을 위해서 힘 반향 기능을 추가하였다. 가상차량과 장애물

과의 상대위치를 고려하여 가상 차량이 장애물과 충돌하였

을 경우에 스티어링 휠에 반발력을 생성해 주는 기능이 적

용 되었다. 차량의 동역학 모델[4]을 시뮬레이션 하여 가상

차량이 0.4 sec 후에 위치하는 위치에서 장애물과 충돌 할 

경우 장애물과 가상차량의 시뮬레이션 된 모델의 중첩되는 

넓이에 비례하여 반발력을 생성해 주도록 하였다. 

  
  


 (1)

식 (1)은 가상 차량과 장애물과의 접촉 시에 스티어링 휠

에 가해지는 반발력을 계산하는 식이다. F 는 스티어링 휠

에 가해지는 토크를 나타내며, k는 계수이다. 는 가상차량 

모델과 장애물과의 충돌을 검출할 때 사용되는 10cm 간격

으로 위치하는 벡터 성분으로서,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만큼 

적분되어 반발력의 크기를 키우게 된다. 항상 차량의 외부

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벡터 성분을 가지게 되며, 반발력을 

통하여 장애물과 반대 방향으로 가상의 차량을 인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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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반발력 생성 미케니즘 및 결과.
Fig. 5. Mechanism for generating repulsive force and its result.

그림 6. 일정 시간 간격으로 가상 주행경로 상에서 추종 주행경

로의 포인트를 샘플링.
Fig. 6. Sampling way points from virtual driving trajectory in 

fixed sampling time. 

그림 7. 원격 운전자가 임의로 추종 주행경로의 포인트를 샘

플링.
Fig. 7. Sampling way points from virtual driving trajectory by 

remote driver’s additional intentional command.

된다. 그림 5는 반발력의 생성과 이로 인한 가상차량의 원

격조작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으로써, 원격 운전자로 하여금 

장애물의 위치를 직접 주행 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

며, 가상차량의 운용 방향을 수월하게 결정 가능하게 한다.
3. 가상주행정보기반 경로생성기

가상차량의 주행 정보는 두 개의 극단적인 방법 (직접 

원격제어, 감독 원격제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 원격제어와 감독 원격제어의 장단점을 보

완하여 두 가지 방법의 경로생성 방법을 제안하다. 
제안된 경로생성기를 설명하기에 앞서, 직접 원격제어와 

감독 원격제어에 의한 경로생성방법의 장단점을 간략히 요

약하면 아래와 같다. 직접 원격제어 방법의 경우, 가상차량

이 주행한 경로정보를 그대로 실제 차량의 주행경로로 활

용하는 경우이며, 감독 원격제어의 경우 차량의 최종 목표 

지점만을 전달하고, 중간 지점의 경로는 차량에 내제되어 

있는 경로생성기를 통하여 생성하는 방법이다. 직접 원격제

어와 같이 가상차량의 주행경로를 그대로 실제 차량의 주

행경로로 활용할 경우, 별도의 경로생성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가상차량이 주행한 불필요한 경로, 예를 

들면, 장애물과 아주 가까운 경로 또는 경로를 찾기 위해 

전/후진을 반복한 경우 등, 까지도 모두 추종을 해야 하므

로 최적의 경로라고는 할 수 없다. 차량에 최종 목표 지점

만을 전달하는 감독 원격제어의 경우, 복잡한 지형의 장애

물이 존재할 경우 경로를 찾는데 실패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 두 가지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가상 주행경로의 포인트들을 샘플링하고 이를 자동경로 

생성기를 활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가상 주행

경로의 포인트를 샘플링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제안 되었

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동적으로 샘플링 되는 방법 

그리고 원격 운전자가 버튼 등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임의로 샘플링 하는 방법 두 가지이다. 이 경우 불필요한 

경로추종 및 자동경로생성에 걸리는 시간에 의한 문제 등

은 최소화 되게 된다. 
그림 6은 원격 운전자가 가상의 차량을 주행시키는 동안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추종 주행 포인트를 샘플링 

하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가상주행 인터페이스

를 통하여 원격운전자가 출발점부터 도착지점까지 운전한 

가상 차량의 주행경로를 일정한 시간마다 샘플링 하여 중

간 목표지점 데이터를 축척하게 된다. 이렇게 축척된 중간

목표지점 데이터들은 차량으로 전송이 되며, 차량에 내제되

어 있는 RRT (The Rapidly-Exploring Random Tree) [5] 기반 

지역 경로 계획기 알고리즘을 통해 원격지에 존재하는 장

애물을 회피하면서 추종해야 할 경로가 생성되게 된다. 
그림 7은 원격 운전자가 가상주행 인터페이스를 활용하

여 가상 주행경로를 생성하는 중에 원격 운전자가 원하는 

임의의 지점에서 인터페이스에 장착된 보조 버튼을 눌러 

중간 목표지점을 샘플링 하는 그림을 나타낸다. 경로의 변

화가 적은 구간에서는 샘플링을 적게 하고, 경로의 변화가 

급격한 구간에서는 샘플링을 촘촘하게 하여, 추후 차량에 

전송되어 지역 경로계획기에서 수행할 경로계획을 수월하

고 빠르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격 

운전자가 위의 경우와 비교하여 좀 더 많은 주위를 기울여

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별화 된다. 
4. 경로 추종기

차량에 전달된 추종 주행 포인트들은 차량에 내제되어 

있는 RRT 기반의 경로생성기를 통해 원격지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피하며 차량이 주행 가능한 형태의 곡선으로 생

성되게 된다. 이를 차량이 최종적으로 추종해야 하는 추종

경로하고 부르며, 10cm 간격의 평면상의 점으로 구성된다. 
차량의 현재위치와 추종경로간의 오차는 관측기에서 측

정되며, 이 두 요소간의 오차 값이 감지되면 경로 추종기는 

추종경로를 따라가기 위하여 조향, 가속, 제동 명령을 출력

으로 내보낸다. 자세한 차량의 조향 및 가/감속 제어기에 

대한 설명은 [9]을 참고하기 바란다. 

III. 실차를 활용한 실험

1. 실험 환경 및 방법

본 논문에서 개발된 원격제어 알고리즘의 실험적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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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율주행자동차 PHAROS 외형.
Fig. 8. Outlook of autonomous vehicle PHAROS.

(a) Simple environment.

(b) Cluttered environment.

그림 9. 장애물 회피 실험환경.
Fig. 9. Experimental environment with obstacle avoidance.

그림10. 단순장애물 회피 주행완료시간 비교.
Fig. 10. Comparison of the completion time on a simple obstacle.

위하여 자체 제작된 자율주행 자동차 ‘PHAROS’ [9]가 활용

되었다. 그림 8은 제작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외형을 보여주

고 있다. 지붕에 장착된 Velodyne 32ch 레이저 스캐너를 활

용하여 주행환경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여 원격 운전자 측

에 전달하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가상주행환경 간의 통

신에서는 2 (sec) ~ 3 (sec)의 가변 시간지연이 존재하였으

며, 주행환경 지도는 매 5 (sec)마다 갱신이 되도록 설계 되

었다. 또한, 주행환경 상에서 원격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조

작하는 가상의 자동차는 실시간(100Hz)으로 움직임이 갱신

되었다. 
운전자 측에 전달된 3차원 데이터는 그림 4와 같은 가상 

운전 인터페이스의 모니터 상에 디스플레이 되어 원격 운

전자로 하여금 원격지의 환경을 이해하고 조향 및 가감속 

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원격운전자에 의

하여 생성된 조향 및 가감속 명령은 자동차에 전달되어 차

량에 장착된 조향 모터 및 가감속 모터들을 동작시켜 주어

진 조향 및 속도명령을 추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앞서 제안된 두 가지의 가상주행정보 기반 경로생성기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9와 같이 두 가지 장애물 회

피의 난이도를 가지는 주행환경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

였다. 첫 번째 환경은 기준 경로 상에 단순한 형태의 장애

물만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환경은 기준 경로 상에 

concave 형태의 복잡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10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트레

이닝 시간을 두어 미리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각각의 경로생성 방법 및 주행환경에 대하여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주행완료시간 및 장애물과의 충

돌 회수의 통계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경로생성 방법의 성

능을 평가하였다.
2. 실험 결과

그림 10에서 보듯이 단순 장애물의 경우에는 일정시간 

간격으로 추종 포인트를 샘플링 하여 자동으로 경로를 생

성하는 방법(Automatic Generation)이 운전자가 주행 중 임

의의 포인트를 샘플링 하는 방법(Manual Generation)에 비하

여 빠른 주행완료 성능을 나타냈다. 단순 장애물의 경우 지

정된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을 통해 경로를 생성하는 계산 

시간이 적어 일정시간 간격으로 추종 주행경로의 포인트를 

샘플링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제안된 두 가지 방법 모두 샘플링 된 포인트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장애물회피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으므

로 차량과 장애물간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248 Jae-Seok Kim, Kwang-Hyun Lee, and Jee-Hwan Ryu

그림13. 복합장애물 회피 주행완료시간 비교.
Fig. 13. Comparison of the completion time on a mixed obstacle.

그림11. 복잡장애물 회피 주행완료시간 비교.
Fig. 11. Comparison of the completion time on a complex 

obstacle.

그림12. 복합 장애물 회피 실험환경.
Fig. 12. Experimental environment with mixed obstacle 

avoidance.

복잡 장애물의 경우(그림 11)에는 반대로 운전자가 임의

의 포인트를 샘플링 하여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

는 방법이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에 비

하여 빠른 주행완료 성능을 보였다. 복잡 장애물의 경우, 
일정시간 간격으로 추종 포인트를 샘플링 하게 되면, 본 논

문에서 지정하여 사용한 기본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이 경

로 계획에 실패하거나 경로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증

가시킬 수 있는 경우의 추종 샘플링 포인트들이 자주 생성 

되었다. 그러므로 원격조작자의 판단 하에 경로생성이 상대

적으로 어려운 구간은 쉬운 구간에 비하여 샘플링을 의도

적으로 촘촘히 하게 되는 경우 빠른 경로계획 및 주행결과

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주행 환경(그림 12)에서는 단순 및 복잡한 

장애물들이 혼재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므로, 한 

가지의 고정된 알고리즘으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안된, 추종 포인

트의 자동생성 및 매뉴얼생성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경로생성(Mixed Generation) 프레임을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대부분

의 단순장애물 구간에서는 일정시간 간격의 자동생성 모드

에서 샘플링을 진행하게 되며, 필요시 매뉴얼 생성모드로 

전환하여 추종 포인트를 샘플링 한다. 실험을 위하여 모드

전환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제작되었다. 실험결과 복합

경로생성은 일정시간 간격으로 추종포인트를 샘플링하는 

자동경로생성 방법과, 원격조작자의 판단 하에 경로를 생성

하는 방법에 비하여 경로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복합경로생성 알고리즘은 원격

조작자의 판단 하에 경로생성이 쉬운 경우 일정한 시간 간

격으로 경로생성하는 방법을, 상대적으로 복잡한 경우 의도

적으로 샘플링을 좁은 간격으로 생성함으로써 기본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이 경로계획에 실패하거나 경로를 찾는데 요

구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그림 13).

I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자율주행기술과 원격조

종로봇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자율주행차량의 안

정적이고 효율적인 원격주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

였다. 특히 추종 포인트의 자동생성 및 매뉴얼생성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경로생성 프레임을 최종적으

로 제안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성능을 평

가하였다. 기존의 시간지연이 발생 시 차량의 원격 제어의 

단점을 보완하는 3차원 가상 주행환경과 가상의 차량을 도

입함으로써 작업자와 차량의 자율 주행 알고리즘이 협력하

여 시간지연과 무관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
한, 가상 차량과 장애물과의 접촉 시 발생되는 반발력은 원

격 조작자가 차량의 원격 제어에 필요한 경로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이는 가상차량의 운용 방향을 결정 가능

하게 하였다.
현재의 시스템은 초기 개발한 알고리즘을 평가하고 입증

하는 단계로, 실 차량의 속도를 약 10km/h 미만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향후 30km/h 이상의 속도로 실 차량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

으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 원격 조작자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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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과 무관하게 무인으로 실 차량을 조종할 수 있도록 연

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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