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제12권제6호 2011년 11월

굴삭자동화를위한레이저스캐너기반의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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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11 연연구구의의 배배경경 및및목목적적

건축 및 토목공사에 있어 토공사는 장비운전원의 고령화, 숙

련공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 위험작업 환경 하에서의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굴삭기 등 토공사 관련 장비의 자동화를 위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두되어 왔다. 토공사 작업에 투입되는

건설 중기계 중 굴삭기는 전체 건설기계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표적 건설기계로(유병인, 2009) 성토, 집토, 상차, 다짐, 땅 고

르기 등 다양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국내외적으로 현재 그

등록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굴삭기를 상으

로 한 각종 어태치먼트(Attachment)들이 개발되면서 건설현장

에서의 효용성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굴삭기 관련 자동화 연구는 1980년 말부터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굴삭 작업의 품질 제고나 인력 투입이 어려운 위험 작

업환경 하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 MMI(Man-Machine

Interface) 혹은 원격제어 기반의 굴삭기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

며, 국내의 경우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굴삭 작

업의 전자동화를 목표로 한 지능형 굴삭 시스템(Intelli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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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bbssttrraacctt

The intelligent excavating system(IES), the development in South Korea of which has been underway since 2006,

aims for the full-scale automation of the excavation process that includes a series of tasks such as movement,

excavation and loading. The core elements to ensure the quality and safety of the automated excavation equipment

include 3D modeling of terrain that surrounds the excavating robot and the technology for detecting objects

accurately(i.e., for detecting the location of nearby loading trucks and humans as well as of obstacles positioned on

the movement path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sure the quality and safety of automated

excavation detecting the objects surrounding the excavating robot via a 3D laser scanning system. In this paper, an

algorithm for estimating the location, height, width, and shape of objects in the 3D-realized terrain that surrounds

the location of the excavator was proposed. The performance of the algorithm was verified via tests in an actual

earthwork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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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avation System; IES)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

다. 굴삭 작업은 주로 이동, 굴삭, 상차 작업 등을 거치는 일련의

프로세스이며, 이를 자동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동 경로상의

장애물 위치, 상차트럭, 사람 등 굴삭기 주변 객체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굴삭 작업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함에 있어 주변 작업환경의 지형이나 객체의 효과적인 모델링

및 탐지는 작업 품질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핵심 요소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굴삭 작업 자동화

관련 연구는 레이저 스캐너 등으로 획득한 작업 역의 지형정보

를 바탕으로 굴삭작업 계획, 운전자 성능향상, 특정 객체 탐지를

위한 알고리즘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객체 탐지 알고리즘은 적용 환경이나 상이 제한적인 관계로

비정형의 광범위한 토공사 현장을 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작업

품질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객체의 접근정

보나 형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굴삭자동화 작업을 지원

하는 연구 또한 매우 미흡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굴삭 자동화 시스템에 장착된 회전형 레이

저 스캐너로 획득한 토공사 작업 현장의 3차원 지형데이터로부

터 객체의 속성 정보(위치, 높이, 너비, 형상)를 추출하는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현장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비정형의 광범위한 토공

사 작업 현장을 상으로 개발하 으며, 굴삭기 전(全)방위에 접

근하는 사람, 상차 트럭, 장애물 등 객체의 속성 정보를 실시간

으로 탐지하여 수치와 상으로 출력함으로써 자동화 굴삭 작업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다. 

11..22 연연구구의의 범범위위 및및방방법법

자동화 굴삭 작업에 있어 객체 탐지기술의 용도는 이동경로의

설정, 사람의 접근 및 충돌 방지를 위한 경보 발생 및 작업 중단

여부 판단, 트럭의 상차 역 인식 등으로 다양하며, 이러한 판단

을위한객체인식(recognition) 기술은객체의위치, 너비, 높이,

형상 등의 속성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객체의 인식에 앞서

객체의 유무 및 속성정보를 추출하는 탐지(detection)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객체의 유무를 판단하고 객체의 속

성정보(위치, 너비, 높이, 형상)를 추출하는 탐지(detection)기술

의 개발로 그 범위를 한정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객체 탐

지 알고리즘은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지능형 굴삭 시스템의

회전형 레이저 스캐너로부터 획득한 토공사 작업현장의 3차원

지형 데이터를 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세부적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같다.

1) 선행 연구 분석

기존의 굴삭작업 자동화를 위한 객체 탐지 연구 동향과 기존

레이저 스캐너 기반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

의 한계성 및 토공사 현장에 최적화된 객체 탐지 알고리즘 개발

의 필요성을 도출하 다.

2)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고려요소 도출

알고리즘 개발에 앞서 토공사 현장의 속성을 고려하여 토공사

작업현장을 상으로 3차원 객체 탐지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한

고려요소를 도출하 다.

3) 지형 데이터 전처리

회전형 레이저 스캐너의 지형데이터 구성원리를 토 로 데이

터를 구성하는 수많은 점들의 수치해석을 위한 데이터의 규칙성

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지형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 다.

4) 그림자를 기준으로 한 객체 탐지 알고리즘의 개발

객체 후면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그림자 역을 기준으로 지

능형 굴삭 시스템 작업환경 주변 객체의 고도, 거리 등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그림자 역의 경계를 검출하고 객체의 정

보를 추출하기 위한 함수식을 도출하 다.

5) 현장실험을 통한 알고리즘의 검증

제안된 객체 탐지 알고리즘은 MATLAB 7.8.0 (R2009a)으로

구현하 으며, 실제 토공사 작업현장의 주요 상 객체인 사람

과 상차트럭, 장애물(기타 장비) 등의 반복적 탐지 실험 및 성능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검증을 수행하 다.

2. 선행 연구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고려요소 도출

22..11 토토공공사사 작작업업 현현장장의의 객객체체 탐탐지지 연연구구 동동향향

22..11..11 트트럭럭 탐탐지지 관관련련 연연구구

트럭의 상차 역 인식을 위한 연구는 Stentz(2000)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굴삭기가 상차 역을 향하여 선회하고 트럭 인

식 신호를 보내면 굴삭기에 장착된 3D 광 역 레이저 스캐너로

전방을 스캔하여 트럭의 특수한 평면 형태를 인식하여 상차 역

을 탐지한다. 단 트럭이 위치한 고도와 방향은 그림 1과 같이 굴

삭기가 트럭을 내려 보는 시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1. 상차 트럭의 인식 (Stentz,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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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ta(2007)는 휠로더에 2D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하고 지

면과 전방을 스캔하여 덤프 트럭을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평평한 지면의 패턴과 트럭이 존재할 때 상부로 돌출되는 패

턴을 감지하여 덤프트럭의 존재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으로 평지

의 테스트베드에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트럭 이외의 다른 객체

는 고려되지 않았다(그림 2). 

22..11..22 흙흙더더미미 탐탐지지 관관련련 연연구구

스테레오비전으로 획득한 3차원 상으로부터 평지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흙더미를 탐지하고 사이즈를 측정하는 연구가

Sarata(2008)에 의해 수행된 바 있으며, 이 역시 평지의 테스트

베드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는 고도를 기준으로 지면으로부

터 돌출된 객체를 검출하는 객체 탐지 방법으로, 비정형의 토공

사 작업 현장에서 고도만을 이용하여 객체를 분리할 경우 흙더

미와 그 외의 객체, 일반 지형의 굴곡 부 등이 구별이 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그림 3). 

22..11..33 충충돌돌 방방지지 관관련련 연연구구

Stentz(2000)는 굴삭기 붐(boom)의 충돌 방지를 위한 연구에

서 예상된 붐의 이동경로와 3D 광 역 레이저 스캐너로 맵핑한

지형데이터와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정지신호를 내리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 다(그림 4). 그러나 이는 붐의 이동반경으로 범

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범위에서는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

한다.

토공사작업현장의객체탐지를위한기존의연구를고찰한결

과, 센서인터페이스로는주로2D 또는3D 레이저스캐너를사용

함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첫째, 트럭 인식을 위한 Stentz(2000)

의 연구에서는 트럭이 위치하는 방향 및 고도를 설정하는 전제가

있었고, Sarata(2007)의 연구는 다양한 지형 조건 및 트럭 이외

의 객체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성이 있었다. 둘째, 흙더미 탐지를

위한 Sarata(2008)의 연구도 평지의 지형만을 고려하 으며, 셋

째, 붐의 충돌방지를 위한 Stentz(2000)의 연구는 충돌방지 범위

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성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하

나의 상만을 고려하거나 제한된 공간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실제현장에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사료되며, 이에자

동화 굴삭 작업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정형의 광범위

한 토공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객체 탐지 알고리즘의 개발이

절실히요구되는것으로판단되었다. 

22..22 기기존존 레레이이저저 스스캐캐너너 기기반반의의 객객체체 탐탐지지 알알고고리리

즘즘분분석석

22..22..11 레레이이저저 스스캐캐너너의의 측측정정 방방식식

레이저 스캐너는 레이저광을 상 물체에 주사하고 그 반사광

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값을 출력하는 TOF(Time of

Flight)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TOF 방식의 레이저 스캐너는 3D

광 역 레이저 스캐너와 2D 라인 레이저 스캐너의 두 가지 종류

가 있으며, 그 특성은 표 1과 같다. 

그림 2. 2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덤프 트럭의 탐지 (Sarata, 2007)

그림 4. 굴삭기 붐의 충돌방지 범위 (Stentz, 2000)

그림 3. 스테레오비전을 이용한 흙더미의 탐지 (Sarata, 2008)

표 1. TOF 레이저 스캐너의 종류 및 특성

2D (라인) 레이저 스캐너 3D (광 역) 레이저 스캐너

평면을 선형으로 스캔

실시간으로 결과 출력

소형 장비로 이동에 적합

회전하면서 3차원 고해상도 스캔

스캔속도가 느림 (15~20분)

이동이 용이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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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 측측정정 데데이이터터의의 미미분분을을 통통한한 특특이이점점 검검출출

측정데이터를 미분하는 방법은 2D 데이터의 분석에 주로 사

용하는 방법으로, 그림 5(a)의 스캔라인상에 객체가 존재할 경우

점 P에 한 거리값 d의 변화량이 갑자기 증가하므로 이 거리값

을 스캔각 θ에 해 미분한 그래프 그림 5(b)로부터 객체의 경계

를 찾는 방법이다.  

이기룡(2008)은 스캔각 θ가 90�에서 멀어질수록 그림 6과 같

이 거리값 d의 변화량이 커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검출결과의 왜

곡을 지적하 다(그림 6). 지형은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미분값

이 점점 증가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2차원 도법(圖法)

을 이용한 미분값의 보정을 통하여 검출오차를 감소시키는 연구

를 수행하 다.

22..22..33 고고도도를를 이이용용한한 객객체체의의 분분리리

3D 스캔 데이터의 분석법으로는 고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

다. Axelsson(1999)은 3D 스캔 데이터로부터 도로면과 건물을

분리하는 연구에서, 지표면은 연결성을 가진 낮은 고도값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어느 정도의 높이 임계치를 주어 도

로면과 건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그림 7).

기존 레이저 스캐너 기반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토공사 현장에 적합한 객체 탐지 알고리즘은 부재한 실정이나,

기존의 연구는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하

다. 2D 데이터 기반의 미분을 통한 특이점 검출법은 지형데이터

의 평면적 분석에 있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검출오

차에 한 이기룡의 연구는 광범위한 토공사 현장의 지형 데이

터를 고려하면 그 측정오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 상

이 된다. 단 2D 데이터 기반의 미분법은 하나의 2차원 미분그래

프를 상으로 하 으나, 3차원 스캔데이터의 경우 스캐너원점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수백 개의 스케일을 달리하는 미분그래

프가 발생하므로, 스케일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도를 이용한 3차원 분석법은

평지의 지형에서 매우 효율적이나 고도차가 있는 비정형의 지형

을 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객체가 존재하

는 경계 내부로 분석 역을 축소한다면 고도를 이용하여 객체를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2..33 토토공공사사 작작업업 현현장장의의 객객체체 탐탐지지를를 위위한한 고고려려요요

소소도도출출

22..33..11 전전((全全))방방위위의의 실실시시간간 탐탐지지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굴삭기 전(全)방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지능형 굴삭 시스템

은 실시간 탐지를 위해 2D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고 전(全)방

위를 스캔하기 위해 2D 레이저 스캐너의 회전을 통한 3차원 지

형 모델링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회전형 레이저 스캐너 모듈

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33..22 비비정정형형의의 광광범범위위한한 지지형형

토공사 현장은 비정형의 광범위한 지형이라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지형에 구애받지 않는 객체의 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으므로 레이저의 직진성에 기인하여 객체 후면에 필연적으로 발

생하는 그림자를 검출하여 객체를 탐지하는 방안을 사용하기로

한다. 추가적으로, 스캐너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데이터의

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스캔지점에

따라 가변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2..33..33 토토공공사사 현현장장의의 탐탐지지 상상 주주요요 객객체체

객체 탐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동화 상 작업은 매우 다양

하며, 크게 회피 상과 작업 상을 탐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회피 상을 탐지하는 경우로는 이동경로의 설정, 협착 및 충

돌 방지를 위한 경보 발생, 비상정지 등이 있으며, 이 경우 존재

하는 모든 객체는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토공사 작업

현장에 존재하는 장애물로는 고가의 측량장비들이나 덤프된 흙

그림 6. 스캔각에 따른 거리값의 변화량 증가 (이기룡, 2008)

그림 7. 고도를 이용한 도로와 객체의 분리(Axelsson, 1999)

그림 5. 측정데이터의 미분을 이용한 특이점 검출 (정진구, 20008)

(a) 스캔라인상의 객체의 존재 (b) 미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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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협착 및 충돌사고로 인

한 인명피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

람의 탐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상을 탐지하는 경

우로는 상차 작업을 위한 상차 역의 인식을 들 수 있다. 상차

역의 인식을 위해서는 트럭의 위치 및 너비, 높이, 형상 정보

의 탐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회전형 레이저 스캐너 기반의 3차원 객
체 탐지 알고리즘의 개발

33..11 지지형형데데이이터터의의 구구조조 정정의의

지능형 굴삭 시스템의 회전형 레이저 스캐너 모듈은 2D 라인

레이저 스캐너와 회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a)와 같이

레이저 스캐너의 스캔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회전 장치에 장착

한 후, 지면으로부터 4.5m 높이의 굴삭기 상부에 설치하여 그림

8(b)와 같이 지면을 스캔한다. 스캐너가 실시간으로 지면을 선형

스캔하는 동시에 회전 장치를 정속으로 회전시켜 3차원 지형 데

이터를 획득한다.

수많은 점으로 구성된 지형 데이터를 전산적으로 처리하기 위

해서는 데이터의 처리 방향이나 순서에 일정한 규칙을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지형 데이터의 구성원리에 입각하여 데이터

의 주소 구조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회전형 레이저 스캐너 모듈

은 극좌표계에 기반한 좌표를 가지며, 측정점의 거리값 D와 회

전장치의 회전각 Φ와 스캐너 스캔각 θ로 지형데이터가 구성된

다. 그림 9에서 임의의 점 P에 해 회전장치의 회전각을 Φi라

하고, 스캐너의 스캔각을 θj라 하면 점 P의 주소는 i, j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극좌표

데이터는 내부 프로세서에서 3차원 직교 좌표계로 변환되어 객

체 탐지를 위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다.

33..22 그그림림자자 역역을을기기준준으으로로한한객객체체탐탐지지프프로로세세스스

지형 데이터 상에 객체가 존재할 경우 레이저의 직진성에 기

인하여 그림 10과 같이 객체 후면으로 그림자 역이 발생하며

그림자 역을 발생시키는 모든 점은 객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객체 탐지 알고리즘은 그림자 역을 기준으로 객

체를 탐지하는 방안에 착안하 으며, 검출된 그림자 역 별로

분석 역을 축소하여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 다. 본

객체 탐지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8. 지능형 굴삭 시스템의 회전형 레이저 스캐너 모듈

(a)회전형 레이저 스캐너 모듈 (b)스캔 방식

그림 9. 회전장치 회전각 Φi와 스캐너의 스캔각 θj

그림 10. 그림자 역의 발생 원리

그림 11. 객체 탐지 프로세스

� 평면상에서 그림자 구간 검출 � 각 객체별로 클러스터링

■ 미분그래프

� 그림자 역의 경계설정

■ 주변지형, 고도참조

� 객체 분리 및 객체정보 추출

■ 고도 참조, 객체정보 함수

■ Grass Fire 알고리즘

각 그림자 역으로
분석 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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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11 그그림림자자 구구간간의의 검검출출 및및클클러러스스터터링링

그림자 구간은 지형데이터를 X-Y 평면으로 보고 측정점의 2

차원 거리값을 미분하여 검출한다. 그림 12에서 Di, j 는 스캐너

원점으로부터 임의의 측정점 Pi, j 까지의 2차원 평면상의 거리

를 나타낸다. 스캔라인상에 객체가 존재할 경우 D값이 갑자기

감소하고 그 후면으로 그림자 역이 발생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2D 레이저 스캐너 데이터의 미분방법과 같이 측정점의 거리값

을 각도에 해 미분한 식 (1)을 사용하면 객체의 시작점과 끝점

에 해당하는 특이점을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그림 13과 같이

스캔각 θj가 90。에서 멀어질수록, 즉 측정점이 스캐너 원점으로

부터 멀어질수록 데이터의 도가 감소하여 평균적인 점간의 거

리가 멀어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스캔각 θj가 달라짐에 따라

미분값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어느 위치에서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이점을 검출할 수 없게 된다. 미분값

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이유는 스캐너가 정속 회전 하는 관계로

회전각 Φ의 변화량 ΔΦ가 항상 일정하여 상수화되고, θj가 변

화해도 ΔΦ가 변화하지 않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캔각이 θj일 때의 평균적인 점의

도를 표하는 변수 Sj(Scale j)를 정의하 다.

Sj에 한 식은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평지의 지형을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하학적 원리에 의해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4(a)에서 스캔각이 θj일 때 스캐너 원점으로부터 임의의 측정점

Pi, j까지의 2차원 평면상의 거리를 Di, j라 하면, 지면으로부터

스캐너까지의 높이 4.5m를 적용하여 Di, j는 식 (2)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이를 평면에서 본 그림 14(b)에서 점들 상호간의 거

리를 Sj라고 했을 때,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평지의 지형이므로

같은 θj값을 가진 점들의 D값은 모두 같다. 따라서 Sj는 제 2코

사인법칙에 의해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림자 구간을 검출하는 미분식 Differential (i, j)

는 그림 12에서 D값을 Sj에 해 미분한 식 (4)와 같다. 여기서

Sj는 데이터 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스케일로 미분값을 증폭하

는 역할을 한다.

식 (4)에 의한 미분 그래프는 그림 15와 같다. 객체의 시작점

istart와 끝점 iend는 일정한 임계치 Td값을 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다. 여기서 istart는 항상 (-)부호를 가지며 iend는 항상 (+)부호

그림 12. 미분을 이용한 그림자 구간의 검출

그림 14. Sj 공식 유도 원리

그림 13. 스캔각 θj에 따른 데이터 도의 차이

(a) 측면 (b)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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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므로 부호가 반 인 한 쌍의 구간 istart�iend를 그림자

구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Td는 검출하고자 하는 특이점의 최소 높이 ho를 반 하여 다

음과 같이 설정한다. 그림 16에서 스캔각이 θj일 때 Pi, j는 객체

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측정점의 위치이고, Pi-1, j는 객체가

존재할 경우의 측정점의 위치이다. 측정점 Pi-1, j의 높이를 ho

라고 할 때, 두 측정점 Pi, j 와 Pi-1, j 사이의 D 값 변화량은 식

5와 같다. 이를 식 4에 입하여 식 6과 같이 Td값을 설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그림자 구간으로 검출된 점들은 클러스터링을 통해

같은 객체별로 그룹화 한다. 같은 객체에 속하는 점들은 그 주소

i, j가 연속되어 있는 속성을 이용하여 서로 연속하는 점들을 각

각의 역으로 그룹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ass Fire 알

고리즘1)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그림

17과 같이 같은 객체로 분류된 점들 별로 객체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33..22..22 그그림림자자 역역의의 경경계계 결결정정 및및객객체체 정정보보 추추출출

클러스터링이 완료되면 분석 역은 각각의 그림자 역 내부

로 축소된다. 각 객체별 그림자 역의 경계는 클러스터링된 점

들로부터 그림 18(a)와 같이 4면의 경계 중 3면의 경계를 우선

결정할 수 있다. i 방향에서는 istart의 최소값 min(istart)와 iend

의 최 값 max(iend)가 그림자 역의 경계이며 j방향에서는 j의

최소값 min(j)가 그림자 역의 경계이다. 그러나 미분을 통하여

검출된 점들 중 j의 최 값은 실제 그림자 역의 경계로 볼 수

없다. 그림 18(b)에서 그림자 역의 나머지 한 경계인 max(j)지

점은 실제 객체의 위치로 지면과 객체가 만나는 지점이며, 지면

과 객체의 패턴 차이가 모호한 지점이기 때문에 미분을 통하여

검출되지 않는다. 

그림 15. 스캔각이 θj인 데이터의 미분그래프

그림 17. 객체별 번호 부여

그림 16. Td값 설정 원리

1) 2D 상에서 픽셀단위의 연산을 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인접하여

연결된 모든 픽셀에 동일한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반복하는 알고리즘

그림 18. 그림자 역의 경계

(a) 그림자 역 4면의 경계

(b) max(j)의 위치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제12권제6호 2011년 11월 137

굴삭 자동화를 위한 레이저 스캐너 기반의 3차원 객체 탐지 알고리즘의 개발

그림 19는 min(j)부터 max(j)까지의 고도(z)값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min(j)의 바로 이전 위치인 min(j)-1은 그림자 역 경

계 외부이므로 일반적인 지형과 같은 패턴을 보이다가 그림자

역의 경계인 min(j)에서 뚜렷하게 객체가 돌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max(j) 방향으로 갈수록 지면과 객체의 고도 패

턴 차이가 모호해져 max(j)에서 지면과 동일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max(j)의 위치는 고도를 이용한 3차원 분석을 통

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고도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가상의 지형라인을 생성하여 이를

기준으로객체와 지면을분리한다. 가상의지형라인은 그림자

역경계외부에존재하는주변지형G1, G2를참조한다(그림20).

그림자 역 경계의 i값이 min(istart), max(iend)일 때, 참조하는

주변지형 G1의 i값은 min(istart)-1, G2의 i값은 max(iend)+1이

된다.

G1과 G2를 지나는 가상의 지형라인 의 i에 한 1차 함

수를구하여z값이직선 를Th이상상회할경우객체로분

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형으로 분리한다. 그리고 객체가 더

이상 출현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점의 j값을 max(j)로 결정한다. 여

기서Th는지형과객체를구분하는임계치로이연구에서는사람

의발목의높이를기준으로하여0.15m로설정하 다. 즉사람이

서있을때지형과사람의구분은발목이상의부분부터시작된다

는의미로, Th가0.15m일때0.15m 이상지면으로부터돌출되지

않은부분은객체로간주하지않는개념과동일하다(그림21).

직선 의 i에 한 1차 함수 GL(i)는 두 점을 지나는 직

선의 방정식에 의해 식 (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4면의 그림자 역 경계가 모두 결정되면 그 내부의 점들로부

터 객체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표 2는 객체의 위치, 너비, 높

이를 추출하는 공식이다.

4. 현장실험을 통한 알고리즘의 검증

본 객체 탐지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경기도 안산 소재의 토

공사 작업 현장을 상으로 객체 탐지 실험을 수행하 다. 본 현

그림 19. min(j) � max(j) 구간의 고도 패턴

그림 21. 고도를 이용한 지형과 객체의 분리

그림 20. 주변지형 G1, G2의 위치

표 2 객체 정보 추출 공식

Item Formula

Object No. Clustered Number

Location : 

(x-y) coordinates of P(i, j)

Width

Height max(z)-m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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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최 고저차 1.5m의 경사가 있는 비정형의 지형이었으며

성토와 절토에 의해 흙더미들이 중첩되어 쌓여 있었다. 또한 측

량작업, 굴삭작업, 상차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트럭, 사람, 흙더미, 측량장비 등의 탐지 상객체가 모두 존재

하는 일반적인 토공사 현장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그림 22).

실험에서는 굴삭기를 중심으로 반경 30m 범위를 스캔한 지형데

이터를 상으로 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트럭, 사람, 흙더미,

측량 장비의 탐지 여부를 확인하 다. 알고리즘의 검증은 1)객체

의 속성 정보를 올바르게 출력하는지의 여부, 2)시간을 달리하

여 획득한 여러 개의 데이터에 해 객체를 누락 없이 탐지하는

지의 여부, 3)Td값 설정에 따른 객체 탐지 결과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 다.

1) 객체 속성 정보 추출 결과

그림 23은 현장실험을 통해 도출된 객체 탐지 결과를 보여준

다. 현장에 존재하는 트럭, 흙더미, 장비, 사람이 모두 탐지되었

으며 각 객체별로 객체 번호가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첩되어 쌓여 있는 흙더미들의 경우 그림자 역이 겹쳐져 있으

므로, 여러 개의 흙더미가 하나로 클러스터링 되어 객체 번호가

부여되었다. (5)번 객체의 경우 역시 두 사람이 앞 뒤로 나란히

서 있는 경우로 하나의 객체로 클러스터링 되었다.

그림 23에서 탐지된 객체들에 한 위치, 너비, 높이, 형상 정

보 추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추출된 객체의 위치 및 크기

정보는 실제 객체의 정보와 일치하 다. 형상정보의 추출 결과

는 스캐너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객체일수록 높은 데이터

도로 인해 뚜렷한 형상정보가 추출되었다.

트럭과 같이 높이가 높은 객체의 경우 스캐너 원점으로부터

반경 15m를 벗어나면 스캔라인이 트럭의 높이를 넘지 못하여

트럭의 형상을 온전히 스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이 경우 트럭의 형상 추출은 되지 않았지만 위치, 너비, 높

이 정보는 모두 추출되었다.

그림 22 토공사 현장 전경 (경기도 안산시)

그림 23. 객체 탐지 결과 상 (Td = 5)

그림 24. 스캐너 반경 15m 위치의 트럭 스캔 결과

표 3 객체 정보 추출 결과

객체 종류 No. 객체 정보 형상 정보

트럭 (1)

Location (x, y) -2.38, 5.57

Width (m) 3.26

Height(m) 3.29

흙더미 (2)

Location (x, y) -9.00, -8.46

Width (m) 4.31

Height(m) 1.68

측량 장비 (3)

Location (x, y) -20.32, -9.25

Width (m) 0.87

Height(m) 0.88

흙더미 (4)

Location (x, y) -4.41, -12.38

Width (m) 5.38

Height(m) 1.64

사람 (5)

Location (x, y) -11.83, 4.81

Width (m) 0.69

Height(m)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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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지형 데이터에 한 객체 탐지 결과

5분 간격으로 획득한 10개의 지형 데이터를 상으로 객체 탐

지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현장에 존재하는 모

든 객체는 누락 없이 탐지되었으며, 존재하지 않는 객체가 탐지

되거나 존재하는 객체가 탐지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

다. 다만 2개의 데이터에서 노이즈 점이 검출되는 일이 있었다.

노이즈는 트럭의 일부에서 발생하 는데, 이는 스캔라인이 트럭

의 높이를 넘지 못하여 트럭의 경계를 온전히 스캔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1~2개의 점으로 나타나므로

정상적인 객체와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3) Td값에 따른 객체 탐지 결과

동일한 지형 데이터를 상으로 Td값을 변화시키며 알고리즘

을 적용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Td값을 5로 설정하 을 때는 모

든 객체가 검출되었으며, Td값을 15로 설정하 을 때는 최고 높

이가 1m 미만인 객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Td값을 25로 설정하

을 때는 최고 높이가 2m 미만인 객체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트

럭만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Td값에 비례하여 검출되는 객체의

높이기준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장실험 결과 토공사 작업 현장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누락이

나 오류 없이 탐지해 내어 객체의 유무를 판단하 고, 객체의 속

성정보를 추출함으로써 본 객체 탐지 알고리즘의 성능을 테스트

하 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에 의해 객체의 속성 정보를 굴삭기

의 작업계획 시스템(TPS; Task Planning System)으로 전송하

면 이동경로 설정, 비상정지 등이 가능하며, 상차 역 및 작업계

획을 위한 객체 인식(recognition) 모듈에 객체의 속성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상차 역 인식을 위한 트럭의 속성 정보 추출의

경우 스캐너 반경 15m를 벗어나면 스캐닝 포인트의 도가 급

격하게 낮아지고, 사각이 증가하여 트럭 전체가 스캔되지 않았

으므로, 트럭에 한해서 형상정보 추출 및 상차 역 인식 범위는

스캐너 반경 15m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캐너 반경 15m 이

외의 지점에서도 트럭을 비롯한 객체의 유무, 위치, 너비, 높이

정보의 탐지는 가능하 다. 15m 지점 이외의 역에서 객체 탐

지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레이저 스캐닝 회전 속도를 감소시킴

으로써 스캐닝 포인트의 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레이

저 스캐너의 회전속도를 낮출 경우 도는 높아지지만 3차원 모

델의 갱신속도가 늦어진다. 실제 상차트럭의 적재함 역 인식

이 주요목적일 경우 보다 정확한 모서리점 인식을 위해서는 회

전속도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반 로 신속한 인식을 위해서

는 회전속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시간을 달리하여 측정한 10개의 지형데이터에 한 객

체 탐지 실험 결과, 모든 객체를 누락 없이 탐지하 으며 10개의

데이터 중 단 2개의 데이터에서 노이즈가 검출되었다. 또한 알

고리즘에 사용되는 변수 가운데 Td값에 따라 탐지되는 객체의

높이 기준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트럭 인식의 경우와 같이 다

른 객체를 배제하고 트럭만 인식할 필요가 있을 때 Td값을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 4. 여러 지형 데이터에 한 객체 탐지 결과

(a) 여러 지형 데이터에 한 객체 탐지 결과 표

(b) 여러 지형 데이터에 한 객체 탐지 결과 상

Terrain data No.

Detection Result

Expected

Objects

Detected

Objects
Missed Objects Noise

1 4 4 0 1

2 3 3 0 1

3 2 2 0 0

4 2 2 0 0

5 3 3 0 0

6 3 3 0 0

7 3 3 0 0

8 3 3 0 0

9 4 4 0 0

10 2 2 0 0

Terrain data No. 상 Terrain data No. 상

1 6

2 7

3 8

4 9

5 10

표 5. Td값에 따른 객체 탐지 결과

Td

탐지 결과

트럭 흙더미 사람 측량 장비

(height : 3.29m) (height : 1.68m) (height : 1.63m) (height : 0.88m)

5 O O O O

15 O O O X

25 O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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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굴삭 자동화 연구 동향 및 레이저 스캐

너 기반의 객체 탐지 알고리즘 고찰 결과와 토공사 작업 현장의

지형적 특성을 규정하여 도출한 고려요소를 바탕으로, 토공사

현장에 최적화된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 으며 현장실험

을 통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

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토공사 작업 현장의 객체 탐지 고려요소 도출 결과 전(全)방

위의 실시간 탐지의 필요성, 비정형의 광범위한 지형, 가변적인

데이터 도 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회전형 레이저 스캐닝 모듈의 데이터 처리, 데이터 도를 반

한 그림자 검출의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고려요소들을 모두 반

함으로써 토공사 작업 현장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서의 실

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토공사 작업 현장의 주 탐지 상 객체인 사람, 상차트럭,

측량 장비, 흙더미를 상으로 한 객체 탐지 현장 실험 결과, 제

안된 알고리즘은 시간을 달리 하여 측정한 10개의 지형 데이터

에서 누락이나 오탐지 없이 현장에 존재하는 객체를 모두 탐지

하 으며, 추출된 객체의 속성(위치, 너비, 높이 형상)정보는 실

제 객체의 속성과 일치하 다. 상차트럭에 한해 형상정보 추출

가능 범위는 스캐너 반경 15m이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상차 역 인식에 있어 충분한 범위라 할 수 있다. 

노이즈 발생 데이터의 비율은 20% 으며 노이즈는 크기와 높

이에 있어 객체와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므로 노이즈 필터링 기

법을 이용하여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Td값과 탐

지 객체의 높이 사이에 비례 관계가 존재하여 Td값 조정을 통해

높이에 따른 객체의 선별적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현장 실험 결과 Td값 15에 해당하는 탐지 객체의 최 높

이는 0.88m�1.63m 범위 으며 Td값 변화량 10에 하여 검출

되는 객체의 최고 높이가 약 1m씩 상향 조절 되었다. 평지를 기

준으로 한 식 (6)에 의한 Td값은 초기값 설정에 참조할 수 있으

나 현장실험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최적화된 Td값은 현

장 여건에 따라 경험적으로 얻어짐으로 이에 한 정량화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기존의 객체 탐지 연구가 토공사 현장의 주 상 객체인 사

람, 트럭, 흙더미 중 어느 하나의 객체만을 상으로 하 고 평

지만을 고려하여 수행된 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

리즘은 위의 객체를 모두 고려하 으며 실제 토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 사람, 트럭, 흙더미를 모두 누락없이 탐지하

다. 따라서 지능형 굴삭 시스템의 이동경로 설정, 상차 역 인

식, 협착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객체 탐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레이저 스캐닝 모듈을

사용하는 자동화 장비의 핵심 요소 기술로서 그 활용범위가 넓

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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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 자동화를 위한 레이저 스캐너 기반의 3차원 객체 탐지 알고리즘의 개발

요 약

2006년부터 한국에서 개발중인 지능형 굴삭 시스템(IES)은 이동, 굴삭, 상차를 포함하는 굴삭 작업 일련의 과정을 전자동

으로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굴삭 로봇 주변 지형의 3차원 모델링과 상차트럭의 위치, 사람의 접근, 이동경로상의 장

애물 등의 객체를 정확하게 탐지하는 기술은 굴삭 자동화 장비의 작업 품질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

심 요소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능형 굴삭 로봇 주변의 지형과 객체를 3

차원으로 탐지함으로써 자동화 굴삭 작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굴삭기 주변의 3차원 지형으

로부터 객체의 위치, 높이, 너비, 형상 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으며, 실제 토공현장을 상으로 한 실험을 통하

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 다.  

키워드 : 3D, 객체, 탐지, 레이저 스캐너, 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