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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인간이 환경에 대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중 카메라를 이용한 사용자 

시각기반 어라운드 뷰를 개발하였다. 4대의 하향식 경사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을 획득하고 켈리브레이션한다. 렌즈의 왜곡을 보

정하고 호모그라피 행렬을 계산하여 지표면과 수평이 되는 관점으로 영상을 변환한다. 그 결과 사용자에게 종합적 상황정보 획

득이 용이하도록 정보화하기 위한 위성 영상 관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4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한 하드

웨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상처리가 가능한 임베디드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였다. 사용자-로봇 상호작용을 위해 버튼 및 조이

스틱과 같은 기계적 입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통하여 제어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터치 패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원격에서 로봇의 상황정보를 획득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로봇제어를 할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같은 상황 환경에서의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키워드: 어라운드 뷰(around view), 원격 로봇 제어(remote robot control), 스마트 카메라(smart camera)

I. 서론

최근 지능형 로봇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인하여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 많은 사

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로봇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로봇 연구는 군사, 산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

였다. 로봇을 일상 생활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원

격에서 로봇의 주위 환경을 파악하여 위치를 찾아 주행하는 것이 

중요한 논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원격의 로봇을 제어하기 위

해서는 적외선 센서, 초음파 센서, 레이저 스캐너 등 장애물을 감

지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주위 환경을 파악하면서 조이스틱

을 이용한 기계적인 감각 행동을 요구하는 제어 시스템이었다. 로
봇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원격 제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인터페

이스를 조작하기 위해 교육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이는 사용자에

게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에게 로봇의 주변 환경

에 대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원격 로봇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로봇

의 주변 환경에 대한 부족한 상황정보를 제공하고 기계적인 제어 

장비를 이용하여 친화적이지 못한 인터페이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로봇의 시각 정보를 통하여 상황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

면서 별도의 훈련없이 자연스러운 제스쳐를 통하여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 친화적인 로봇 제어 시스템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1. 어라운드 뷰 기반의 원격 로봇 제어 시스템

    Fig. 1. Remote robot control System based on around 

view

본 논문에서는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원격에서 로봇의 상

황 정보를 획득하여 사용자의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통하여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방향 화면을 

이용하여 로봇의 상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라운드 뷰

를 시스템에 적용하고, 사용자가 로봇을 자연스럽게 제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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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연구하여  새로운 원격 로봇 제어 

시스템을 구현, 평가하였다.

II. 관련 연구

원격 로봇 제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로봇에 다양한 센서를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장착하여 사용자에게 상황정보를 제공하고 

기계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졌다. 최근에는 영상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를 로봇에 장

착하여 전방향 화면 기반의 원격 로봇 제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1][2]. 

그림 2. 전방향 화면 기반의 원격 로봇 제어 시스템

Fig. 2. Image sequence prediction for remote robot control

그림 2의 연구는 하나의 옴니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처리를 

통하여 전방향 화면의 연속적인 영상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컴퓨

터를 이용하여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3]. 이 시스템에서는 사

용자에게 로봇의 전방향 화면을 제공하지만, 공간에 대한 거리정

보가 부족하여 주행 제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사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제어 인터페

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림 3. 어안렌즈 기반의 해저 차량 원격 제어 시스템

   Fig. 3. The low distortion all-around view system using 

fisheye lens for an underwater vehicle

원격 로봇 제어 시스템은 지상뿐만 아니라 수중에서도 많이 연

구되고 있는데 어안렌즈 기반의 해저 차량 원격 제어 시스템이 그 

한 예이다. 그림 3의 연구는 수중 로봇에 설치된 단방향 카메라에 

어안렌즈를 장착하여 로봇의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햅

틱 장비를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4]. 수중 원격 

로봇 제어 시스템은 정면에 대한 제한된 상황정보만 제공하기 때

문에 로봇 제어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햅틱 장비는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는 훈련시간이 필요하다.

III. 본론

시스템의 구성은 MCU(Machine Control Unit)가 설치된 모바

일 로봇과 상황 정보를 획득하는 스마트 카메라가 모바일 로봇에 

설치되었고 사용자가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원격 제어

를 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통신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원격 로봇 제어 시스템 구조

Fig. 4. Remote robot control architecture

모바일 로봇을 제어하는 중앙 컴퓨터인 MCU는 스마트 카메라

가 USB로 연결되어 영상 정보를 스마트패드에 무선 송신하고 스

마트 패드의 제어 정보를 수신하여 직렬 통신으로 모바일 로봇을 

제어한다.
각 스마트 카메라는 MCU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하여 백그

라운드에서 동작하며 AVM으로 영상을 보내준다. AVM 프로그

램은 4대의 영상을 하나의 화면으로 정합하여 사용자가 로봇을 위

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어라운드 뷰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의 제어 정보를 받아 제어 프로그램에서 모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모바일 로봇을 동작한다. 

그림 5. 스마트 패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5. User interface of smart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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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패드에서는 MCU에 무선 접속하여 어라운드 뷰를 수신

하며, 버튼 또는 제스쳐를 통한 터치 패드 입력 방식을 통하여 모

바일 로봇을 제어하는 정보를 송신한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스쳐 인터페이스는 그림 5에서 

보듯이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로봇의 이동 경로를 손가락 제스쳐

를 이용하여 그려주게 되면 로봇이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

다. 어라운드 뷰를 통하여 로봇의 위에서 보는 듯한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로봇을 원하는 위치로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다.

그림 6. 모바일 로봇에 설치된 스마트 카메라

Fig. 6. Mobile robot with Smart Camera

어라운드 뷰를 구성하기 위한 스마트 카메라는 그림 6과 같이 

모바일 로봇에 지면을 향하여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고정되며 전

방향의 영상 획득을 위해서 4대가 설치된다. 사용된 스마트 카메

라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는 임베디드 비전 시스템

으로 MCU와 어라운드 뷰의 구성 과정을 분산 처리하여 하드웨어

적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림 7. 어라운드 뷰의 영상 처리 과정

Fig. 7. Image processing of around view

스마트 카메라와 MCU의 알고리즘 분산 처리 과정은 그림 7과 

같다. 켈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 카메라의 켈리브

레이션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지표면과 카메라의 호모그라피 행렬

을 구하여 헤더파일 형식으로 스마트 카메라의 개발툴에 적용한

다. 스마트 카메라의 개발툴에서는 켈리브레이션 파라미터와 호모

그라피 행렬을  최초 시작시 연산하여 룩업 테이블로 작성하고 렌

즈의 왜곡을 실시간으로 보정 후 어라운드 뷰를 구성하기 위한 영

상을 제공한다. MCU에서는 제공된 스마트 카메라 4대의 영상을 

정합하여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구성한다.
분산 처리 전 MCU에서만 어라운드 뷰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는 5프레임 이하의 속도에 높은 CPU 점유율을 보였지만, 스마트 

카메라와 MCU의 분산 처리시에는 10프레임의 속도와 낮은 CPU 
점유율로 문제가 없었다.

IV. 실험

어라운드 뷰 기반의 사용자 제어 인터페이스와 전방향 화면 기

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각 상황별로 진행하고 사용성을 비교 

실험하였다. 제어 인터페이스는 터치 패드 인터페이스와 조이스틱 

인터페이스로 실시하였고, 어라운드 뷰와 비교할 전방향 화면의 

실험은 파노라마 뷰를 이용하였다.
실험은 총 20명의 20, 30대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어하려는 모

바일 로봇을 볼 수 없는 원격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서 경유지와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대 장소 크기

인 3m²의 실험 장소와 모니터에서 목적지를 확인 할 수 없는 6m²
의 실험 장소에서 인터페이스 별로 실시하였다.

     (a) 3m²의 실험 장소            (b) 6m²의 실험 장소

그림 7. 제어 인터페이스의 실험 결과

Fig. 7. The experimental results of control interface

인터페이스 비교 실험은 그림 7의 실험 결과와 같이 실험 장소

의 크기에 상관없이 터치 패드를 이용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

이스를 이용한 실험이 월등한 수행 속도를 보였다. 실험 참가자 모

두 터치 패드 인터페이스와 조이스틱 인터페이스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터치 패드의 제스쳐를 이용한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하는 것이 기계적인 인터페이스에 비하여 불

편함없이 쉽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부담없

이 빠른 수행 속도의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라운드 뷰

에서 제공하는 시각 정보와 실험 장소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좋

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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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m²의 실험 장소          (b) 6m²의 실험 장소

그림 8. 전방향 화면의 사용자 선호도

Fig. 8. User preference of around view

그림 8은 어라운드 뷰와 파노라마 뷰의 사용자 선호도를 조사

한 결과이다. 실험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70% 이상이 어라운

드 뷰를 선호하였다. 실제로 파노라마 뷰를 이용하여 로봇을 목적

지를 정확하게 도달하는 사용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실험 참가자 

모두 정확한 위치에 로봇을 이동하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반면 어

라운드 뷰를 이용한 주행 실험에서는 사용자 모두 원하는 위치에 

로봇을 이동시켰으며 10cm이상의 오차를 보이지 않았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원격 로봇 제어 시스템은 어라운드 뷰

를 이용한 사용자 시각 기반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제스쳐를 통하여 제어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

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로봇을 제어할 있다. 또한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원격에서 로봇의 상

황 정보를 획득하여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원격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다수의 사용자에 실험 결과 기

존 시스템의 조이스틱을 이용한 기계적인 제어 인터페이스보다 논

문에서 제시하는 터치패드를 이용한 제스쳐 인터페이스의 실험 수

행 시간이 향상되었으며, 로봇의 시각 정보에 대한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만족도 또한 어라운드 뷰를 선호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들은 반복 작업을 하는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기

계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닌 사용자 관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더 효율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

로 로봇 연구 분야에서 사용자를 위한 인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를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로봇이 실생활에서도 대중화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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