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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된 
무인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무인 차량은
위험 지역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크다.(1) 
무인화 기술은 플랫폼에 부착된 CCD/IR 카메라, 
LADAR 등의 센서 정보를 활용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한 원격 조종 또는 무인자율주행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Fig. 1과 같은 국방 무인 차
량은 일반적으로 야지 또는 비포장 도로에서 구동
되어야 하므로 노면, 장애물 등의 불확실성에 대
해서 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차량의 영상센서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조종자가 
직접 판단하여 수동적으로 플랫폼을 제어하는 원
격조종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격 조종 기술은 전달받은 영상 정보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상 정보의 평
가가 매우 중요하다. 영상 기반의 원격 조종을 위
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Jang(2)은 탈것을 탑승했
을 때 발생하는 멀미증상을 저주파수로 이동하는  

Key Words: Remote Control(원격 조종), Unmanned Vehicle(무인 차량), Image Processing(영상 처리) 

초록: 본 논문에서는 영상기반의 무인 차량에 대한 원격 조종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영상 흔들림 지표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상 환경의 무인 차량 시뮬레
이터 실험 환경을 통한 주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가상 환경 시뮬레이터는 다물체 동역학 기반의 실
시간 무인 차량 동역학 프로그램, 모션시뮬레이터, 드라이버 콘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역학 해석에 
의해 차량의 운동이 정의되고, 차체의 움직임이 모션시뮬레이터를 통해 반영된다. 모션시뮬레이터 위의 
카메라는 흔들리는 영상정보를 피실험자에게 제공한다. 다양한 노면에 대한 흔들리는 영상에 대하여 객
관적인 지표와 피실험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를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image shaking index to evaluate the remote controllability of vision based 
unmanned vehicles. To analyze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image-shaking index, we perform subjective tests using 
a virtual unmanned vehicle driving simulator. The developed driving simulator consists of a real-time multibody 
dynamic software of the unmanned vehicle, a motion simulator, and a driver console. We perform dynamic simulations 
to obtain the motion of the unmanned vehicle running on the various road surfaces such as ISO roughness level A~E 
roads. The motion of the vehicle body is reflected in the motion simulator. Then, to enable remote control operation, we 
offer to operators the image data that was measured using the camera sensor on the simulator. We verify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image-shaking index compared with subjective index provided by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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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nmanned military robot 

 
대상에 대한 시각적 멀미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
한 Kim(3)은 가상현실에서 조종자가 멀미증상을 
보일 경우 사이버 멀미 감소를 위한 환경 조건 등
에 대한 연구가 수행하였다. 이처럼 영상신호에 
의한 멀미증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영상 흔들림의 
정량적인 평가를 통한 원격조종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적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인 차량의 카메라 센
서로부터 전달된 영상 정보에 대해서 원격 조종이 
가능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영상 흔들림 
지표를 제시 하고, 주관적 평가를 통해서 제안된 
지표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2. 영상 흔들림 지표를 통한 원격 조종성 
분석 과정 

원격 조종성 분석을 위하여 먼저 가상환경 기반
의 무인 차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험 환경을 
구축하였고,(4) Fig. 2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
였다. 구축된 시험환경은 사용자로부터 차량의 주
행속도와 노면의 정보 등의 주행 환경 조건을 입
력 받아 실시간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에 전달된다. 
여기서, 무인 차량의 거동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무인 차량의 실시간 다물체 동역학 기반의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5) 해석의 결과로 차
체의 6자유도 운동이 모션시뮬레이터에 인가되고, 
모션시뮬레이터의 상판에 부착된 카메라는 조종자
에게 차량의 거동에 의해 흔들리는 차량 전방의 
가상환경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제공된 영상은 
제안된 흔들림 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원격조종 운전자를 통한 주관적 평가가 수행된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영상 흔들림 지표는 이와 같은 
가상 무인 차량 시뮬레이터에 의해서 주관적 지표
와 비교 검증된다.  

Simulation conditions
(velocity, road profile)

Real-time dynamics simulation

Motion simulator

Evaluation of image Driving simulator

Objective index Subjective index

Comparison

6-axis motion data

Camera image data

Strat

End
 

Fig. 2 Image-shaking index evaluation process 

3. 원격 조종을 위한 실험 환경 

3.1 원격 조종을 위한 가상 주행 환경 구성 
Fig. 3은 원격 조종성의 가상 실험환경을 보여준

다.(4) 실험 환경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다.  

- 무인 차량 실시간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 
- 모션시뮬레이터 
- 운전자 환경 

 
3.2 무인 차량 실시간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 
Fig. 3과 같은 원격조종 운전자 환경에서 영상장

치로부터 전송된 가상 환경 영상을 보며 가상의 
무인 차량을 조종하는 실내 시험 시스템에서는 운
전자의 입력 신호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성된 가상 
차량의 모션이 모션 시뮬레이터에 인가 되어야 한
다. 이러한 실시간 차량 모션 생성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부분 시스템 합성방법 기반의 무인 차
량의 실시간 다물체 동역학 해석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5) 
개발된 무인 차량 대상체는 Fig. 1과 같은 차륜
형 국방 로봇으로 6개의 바퀴와 현수장치,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실시간 동역학 해석을 위한 
부분시스템 합성방법은 동일한 구조를 갖는 시스
템을 해석할 때, 큰 운동방정식을 계산하지 않고, 
작은 크기의 같은 운동방정식을 여러 번 계산하여 
효율성을 높인다.(4) 또한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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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guration of virtual driving simulator 

 

Fig. 4 Concept of subsystem synthesis method 
 
개의 부분 시스템 해석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면 
개발된 모듈을 활용하여 손쉽게 전차량 모델로의 
통합이 가능하므로 확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Fig. 4는 이러한 부분시스템 통합과정을 도식적으
로 나타내고 있다. 
부분시스템 합성법을 적용하면 식 (1)과 같이 
기준물체 운동방정식과 부분시스템 운동방정식으
로 표현할 수 있다.(5) 여기서 0M̂ 는 기준 물체의 

질량 관성 행렬이고, c
iM 는 각 부분시스템의 효과 

질량 행렬을 의미하며 식 (1)은 6개의 부분시스템
이 더해진 것을 의미한다. 우변은 차체에 작용한 
외력( 0Q̂ )과 부분시스템에서 계산된 효과 힘( c

iQ )의 

합으로 표현된다. 0Ŷ 는 기준 물체의 가속도를 나
타낸다. 
 

6 6

0 0 0
1 1

ˆˆ ˆ( ) ( )c c
i i

i i= =

+ = +∑ ∑M M Y Q Q        (1) 

 
여기서,  
 

1 , ( 1 ~ 6)c T
i i i i i−= − =yy yq qq yqM M M M M  

1 , ( 1 ~ 6)c
i i i i i−= − =y yq qq qQ P M M P 이다. 

 
Fig. 5 Marker in virtual reality 

 
식 (1)을 통해 계산된 기준 물체의 가속도 0Ŷ 를 
이용하여, 식 (2)와 같은 방법으로 각 부분시스템
의 가속도 iq 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1

0
ˆ( ), ( 1 ~ 6)T

i i i i i−= − =qq q yqq M P M Y        (2) 
 

3.3 모션시뮬레이터 
Fig. 3의 모션 시뮬레이터는 실시간 해석 프로그
램을 통해서 얻은 차체의 거동을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모션 시뮬레이터는 6개의 모터와 영상장치
로 구성되어있다. 모션시뮬레이터 상판에 부착된 
영상장치는 차량의 거동에 따라 흔들리는 가상주
행화면을 조종자에게 전달한다.  

 
3.4 운전자 환경 
운전자 환경은 원격 조종자의 제어 입력이 가능
한 드라이버 콘솔과 몰입 형 돔 스크린으로 구성
되어 있다. 모션시뮬레이터에서 촬영된 흔들리는 
영상정보가 원격 조종자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하
여 영상 흔들림 지표가 실제 조종자가 느끼는 주
관적 지표와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4. 영상 흔들림 지표 

영상 처리를 통한 영상 안정화를 수행하기 위해 
영상의 흔들림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다. 영상의 픽셀을 분석하여 픽셀의 변화
를 모델링 하는 방법,(6,7) 영상의 특징 점을 찾아 
이를 추적하여 영상의 흔들림을 추정하는 방법(8) 
등 적용되는 대상체에 알맞게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정보의 흔들림 정도에 대하
여 객관적 지표를 생성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가상 주행환경에 고정된 임의의 두 점을 설정하고, 
카메라를 통하여 매 영상프레임 마다 이 두 점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영상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두 가지 색의 고정된 
원형 이미지의 색상 데이터를 획득하고, 원형 마
커 영역과 영역의 중점을 출력한다. 계산된 두 점
의 위치를 이용하여, 두 점을 잇는 벡터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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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ector definition for evaluation of image shake 
 
점 위치를 계산한다. 그 다음 얻어지는 영상정보
를 이용하여 같은 계산을 반복 수행하고, 두 위치
의 차를 계산하여 Fig. 6과 같이 영상의 흔들림에 
의한 변위를 계산할 수 있다.  
위 과정을 통해 얻어진 영상 흔들림 정도( xΔ , 
yΔ , θΔ )에 대하여 식 (3)~(5)와 같은 실효치 계산
을 통해 수평방향(sway), 수직방향(heave), 회전방
향(roll) 흔들림 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다. 

 
2( )

1sway
x

N
ϕ Σ Δ

=
−

              (3) 

2( )
1heave

y
N

ϕ Σ Δ
=

−
              (4) 

2( )
1roll N

θϕ Σ
=

−
               (5) 

 
여기서 N은 영상 프레임의 개수를 나타낸다. 
또한 정현파 형상의 범프로 이루어진 도로를 주
행할 때 차량에 가해지는 가진 주파수는 차량의 
속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므로, 위 (3)~(5)의 
흔들림 변위뿐 아니라 흔들림의 빠르기를 나타내
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속도와 흔들림 변위로 이
루어진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s sway h heave r rollJ w v w v w vϕ ϕ ϕ= ⋅ ⋅ + ⋅ ⋅ + ⋅ ⋅     (6) 

 
여기서, w는 각 축에 대한 가중치 인자이고, v는 
차량의 속도 이다.  

5. 험지 주행을 통한 원격 조종성 규명 

제안된 영상 흔들림 지표를 검증하기 위하여 험
지 주행 조건에서 주행시험을 수행하였다. 험지는 
ISO 규격의 A 등급에서 E 등급까지 분류하였고, 차
량의 속도는 3km/h에서 15km/h까지 3km/h씩 증가시
켜 가며 시험하였다. 식 (6)를 통해 제안된 영상 흔
들림 지표 값을 계산하여 객관적 지표를 얻었다.  

Table 1 Information of surveyors 
항 목 내 용 

연 령 평균 23세(±1.56) 

성별 / 인원 남/20명, 여/ 7명 
 

Table 2 Subjective index 
항 목 0 1 2 3 

눈의 불편함 (뻑뻑함, 
시린감, 피로감 등) 정상 보통 불편 힘듬

멀미감(울렁거림, 어
지러움, 멍해짐, 졸림) 정상 보통 불편 힘듬

 
Table 3 Results of driving test survey 

ISO roughness  
A B C D E 

3 km/h 0 0 1 3 11 
6 km/h 0 0 1 5 10 
9 km/h 0 0 3 7 15 

12 km/h 0 0 7 9 15 

차

량

속

도

15 km/h 0 0 7 13 20 
 
주관적 지표는 3장에서 언급한 가상 주행 시험
환경 장치를 이용한 주행시험을 통해 얻어졌다. 
이러한 시험은 Table 1과 같은 피 실험자가 1분간
의 몰입 형 스크린의 영상 정보 보고하고, Table 2
의 눈의 불편함과 멀미 감이 단계별로 정의된(9) 
설문에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위 두 조건 중 
한 개 이상이 2단계일 경우 원격조종이 어려운 것
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서, 주관적 평가는 사람이 
느끼기 쉬운, 눈의 피로함과 멀미감으로 표현하였
다.(8) 
위 과정을 통해 얻어진 주관적 지표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은 노면의 ISO A~E 등급과 차량의 진
행 방향 속도 3~15 km/h의 주행영상을 보고 2단계
(불편)를 답변한 인원수를 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노면의 거칠기 등급이 올라 갈수록, 
차량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불편을 느끼는 인원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ISO A, B 등급의 노
면에서는 차량의 속도와 관계 없이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상관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해서 Fig. 7에 무인 차량의 속도와 노면 등
급에 따른 정규화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나타내었다. 

Fig. 7에 나타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8과 같은 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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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bjective index 

 

 

(b) Subjective index 
Fig. 7 Results of driving test survey and proposed index 

 
따른 등고선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x축은 차량의 
속도를 의미하고, y축은 노면의 등급을 나타내며, 
검은색 점선과 빨강색 실선은 각각 제안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20% 분기마다 경계선을 의
미한다. 즉, 제안된 객관적 지표의 경계선과 주관
적 지표의 경계선이 유사성을 가질 때 제안된 방
법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 8(a) ~ 
(c)는 식 (6)의 객관적 지표의 영상 흔들림 방향
의 가중치를 각각 1로 정의하였을 때의 비교이고, 
Fig. 8(d)는 가중치를 33%씩 나누어 정의했을 때
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중치의 변화에 대하여 
Fig. 8(c)의 경우가 가장 유사도가 높지만 여전히 
저속 구간의 노면 거칠기가 높은 구간에서는 4가
지 경우 모두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중치에 의한 유사성의 차이의 민감
도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
인은 Table 2의 주관적 평가의 정도에 대한 등급
이 4단계로만 나뉘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된
다. 유사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
다 세밀한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 판단이 된다. 

 
(a) 1.0sw = , 0.0hw = , 0.0rw =  

 
(b) 0.0sw = , 1.0hw = , 0.0rw =  

 
(c) 0.0sw = , 0.0hw = , 1.0rw =  

 
(d) 0.33sw = , 0.33hw = , 0.33rw =  

Fig. 8 Comparison of objective and subjectiv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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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인 로봇의 원격 조종의 가능성 여
부를 객관화 하기 위하여 영상기반의 흔들림 지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하도록 실
시간 무인 차량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 모션시뮬레이
터, 운전자 환경 등을 구성하였다 영상 흔들림 지표
의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노면에서의 분석을 수행하
였다. ISO 규격의 A에서 E등급에 대해서 차량의 속도
를 증가시켜 가며 실험한 결과 제안한 영상 흔들림 
지표와 원격조종자 설문조사에 의한 주관적 지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이용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한 
원격 조종성에 대한 가능 여부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평가가 가능 하고, 나아가 시스템의 설계 단
계에서 원격조종성 향상을 위한 기계적 영상 안정
화 시스템의 안정화 성능 요구도 설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연구로는 지표의 보다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
해서는 원격조종자의 주관적 설문 평가에 있어서 불
편함 정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가 가
상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가상
현실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곡선주행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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