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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작업을 위한 3 차원 점군 데이터기반의
실시간 폴리곤 생성 및 텍스처 맵핑 기법
Real-time Polygon Generation and Texture Mapping for
Tele-operation using 3D Point Clou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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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real-time polygon generation algorithm of 3D point cloud data and texture mapping for tele-operation is
proposed. In a tele-operation, it is essential to provide more highly realistic visual information to a tele-operator. By using 3D point
cloud data, the tele-operator can observe the working environment from various view point with a reconstructed 3D environment.
However, there are huge empty space in 3D point cloud data, since there is no environmental information among the points. This
empty space is not suitable for an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refore, real-time polygon generation algorithm of 3D point cloud
data and texture mapping is presented to provide more highly realistic visual information to the tele-operator. The 3D environment
reconstructed from the 3D point cloud data with texture mapped polygons is the crucial part of the tele-operation.
Keywords: real-time polygon generation, texture mapping, 3D point cloud data, tele-operation

I. 서론
원격 작업이란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 등의 센서를 통해 원
격에 있는 작업자가 작업지의 환경 정보를 파악하고 작업지
의 로봇을 제어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의 원격 작업에서는 환경 정보를 얻기 위하여 영상 정보가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영상 정보는 원격 작업자가 환경
을 파악하기에 중요한 정보이지만 원활한 작업을 위한 영상
시점의 이동에 제약이 있으며 공간에 대한 거리 정보를 제공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원격 작업자가 점군 데이터로 이
루어진 재구성된 원격 작업지의 환경에 존재하는 물체를 관
찰하며 상호작용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물체 가까이 시점을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가까운 시점으로 이동할수록 물체를
이루는 점들 사이의 빈 공간이 더 크게 보이므로 물체의 식
별이 어려워지고 원활한 원격 작업이 어렵게 된다. 만약 물
체가 점군 데이터가 아닌 폴리곤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가까
운 시점으로 이동하더라도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고 상호작

하지 않아 영상 정보만으로 원격 작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
이 있었다. 이러한 영상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차원
레이저 스캐너 및 깊이 감지 카메라 등을 통해 획득한 3차원
공간 정보를 원격 작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3].
3차원 레이저 스캐너 및 깊이 감지 카메라와 같은 3차원
공간 센서는 중심 좌표계를 기준으로 각 지점에 대한 공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3차원 위치를 포함하는 점

용을 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원격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4].
점군 데이터로부터 폴리곤의 생성은 컴퓨터 그래픽스 분
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5,6]. 상기 분야에서의 폴리곤 생
성 알고리즘은 연산 시간이 길고 원활한 작업을 위한 높은
하드웨어 성능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출시된 Microsoft
KINECT [7]와 함께 제공되는 SDK에서도 폴리곤을 생성하여
출력하는 샘플을 제공하고 있으나 Direct3D11 [8]에서 사용
가능한 지오메트리 쉐이더(Geometry Shader)를 통하여 구현되

군(Point Cloud)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3차원 공간 센서가
제공하는 점군 데이터를 그대로 원격 작업자에게 3차원 형
태로 시각화하면 자유로운 시점 이동이 가능해지고 공간에
대한 측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상 정보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으나 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 점군 데이터
의 특성으로 인해 가까운 시점에서는 환경의 식별이 어려운

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 고성능의 최신 그래픽카드가
요구된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원격 작업은 원활한 작업을 위하
여 원격 작업자에게 원격 작업지의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연구되는 알
고리즘은 그 연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
는 원격 작업에 적합하지 않으며 원격 작업에 사용되는 로봇
의 내부 공간의 제약, 배터리의 제약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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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으로 인해 고성능의 CPU와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여 사
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 작업에 적합하고 점군 데이터의 제한
성을 극복하여 원활한 원격 작업을 가능케 하기 위해 점군
데이터로부터 이미지 그리드에 기반한 실시간 폴리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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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생성한 폴리곤에 환경의 컬러 이미지
정보를 추가하여 폴리곤으로 재구성된 원격 작업지의 환경

1과 같다. 그림 1의 측정 정보와 최소 제곱 최적화 방법을
적용한 식 (1)의 모델을 통해 깊이 보정 함수의 파라미터를

에 질감을 줄 수 있으며 원격 작업자에게 향상된 임장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점군 데이터로부터 폴리곤의 생성 및
컬러 이미지 정보의 추가는 실시간으로 수행되므로 실시간
으로 이루어지는 원격 작업에 적용하여 원활한 원격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구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1.2 IR 카메라 보정
깊이 보정을 통하여 획득한 z [m]로부터 x [m], y [m]를 획득
하기 위하여 IR 카메라의 초점거리 (cir , x , cir , y ), 광축의 중심
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11]. 본 논문에서는 Bouguet이 개

II. 실시간 폴리곤 생성 알고리즘
1. 점군 데이터의 획득
점군 데이터는 깊이 감지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2차원 디
스패리티(Disparity) 이미지로부터 깊이 보정, IR 카메라 보정
그리고 직교 좌표계 변환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9].
1.1 깊이 보정
깊이 감지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거리 이미지는 각 픽셀들
에 대한 공간의 상대적 거리정보인 디스패리티 d를 가지고
있으나 디스패리티 정보는 정확한 거리정보가 아니므로 식
(1)의 보정 함수를 이용하여 실제 거리 정보를 구해야 한다
[10].

f (d ) =

좌표 ( f ir , x , f ir , y ) 값들이 필요하며 이 값들은 IR 카메라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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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12]를 통해 위 값들을
구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1.3 직교 좌표계 변환
깊이 보정과 IR 카메라 보정을 통하여 획득한 값들은 식
(2)의 핀홀(Pin-Hole) 카메라 모델을 이용하여 직교 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다[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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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i, j ) 는 2차원 디스패리티 이미지의 픽셀 좌표이다.

여기에서 Z 0 는 기준평면, f 0 는 깊이 감지 카메라의 초점거
리 그리고 b 는 깊이 감지 카메라의 IR 송신부와 수신부사이
의 거리를 의미한다.
깊이 보정을 위해 실제 거리에 대한 디스패리티를 측정하
여 깊이 보정 함수 내의 파라미터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하여 정밀한 실제 거리 정보와 측
정한 디스패리티의 관계 데이터를 구했으며 그 결과는 그림

그림 2는 2차원 디스패리티 이미지로부터 획득한 점군 데
이터를 보여준다.
2. 이미지 그리드 기반 실시간 폴리곤 생성 알고리즘
폴리곤(Polygon)은 3개의 정점(Vertex)들로 구성된 삼각형이
며 이러한 폴리곤들이 모여 복잡한 물체를 표현할 수 있는
메쉬(Mesh)를 구성한다. 하나의 정점은 점군 데이터를 이루
는 하나의 점(Point)에 대응되며 그림 3은 3개의 정점들로 구
성된 폴리곤과 이러한 폴리곤들이 모여 구성된 메쉬(자동차)
를 보여준다.
하나의 폴리곤을 생성하기 위하여 점군 데이터로부터 3개
의 정점 후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후보는 깊이 감지 카메라로
표 2. IR Camera 보정 값.
Table 2. Calibrated IR camera variables.

Value

cir , x

cir , y

f ir , x

f ir , y

320.17

260.00

582.64

586.97

그림 1. 디스패리티 값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측정한 거
리 값.
Fig. 1. Disparity vs. Measured distance.
표 1. 디스패리티 모델의 파라미터 값.
Table 1. Estimated parameters of the disparity model.
1/Z0

1/( f 0 × b)

Value

3.1674

-0.0029

Standard Error

0.00295

2.96884E-6

그림 2. 3차원 점군 데이터.
Fig. 2. 3D Point Clou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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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폴리곤 생성에 적합하지 않은 정점 후보(0).
Fig. 6. Unsuitable vertex candidate ‘0’ for a polygon.

그림 3. 정점, 폴리곤, 메쉬.
Fig. 3. Vertex, Polygon, Mesh.

그림 4. 2차원 디스패리티 이미지의 그리드 분할.
Fig. 4. Grid-based 2D disparity image.

그림 7. 가까운 시점에서 본 점군 데이터(a), 체크보드 위에
놓인 박스(b), 점군 데이터(c).
Fig. 7. Point cloud data from close view(a), Actual object of point
cloud data(b), Point cloud data(c).
한 3개의 정점 후보를 나타낸다.
하나의 폴리곤을 이루는 3개의 정점 후보들은 깊이 보정

그림 5. 하나의 블록과 4개의 정점 후보.
Fig. 5. Four vertex candidates per block.
표 3. 3개의 정점 후보.
Table 3. Three vertex candidates.
폴리곤
1
2

정점 후보(시계방향)
0, 1, 2
2, 1, 3

부터 획득한 2차원 디스패리티 이미지를 그리드(Grid) 기반으
로 분할한 후 선택한다. 그림 4는 10 x 10으로 분할된 2차원
디스패리티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5와 같이 그리드로 분할된 2차원 디스패리티 이미지
를 구성하는 하나의 블록으로부터 2개의 폴리곤 생성을 위
한 4개의 정점 후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폴리곤은 3
개의 정점 후보를 갖는다. 표 3은 하나의 폴리곤 생성을 위

과 IR 카메라 보정을 통하여 점군 데이터를 이루는 정점으로
변환된다. 이 때 변환된 3개의 정점 후보들을 연결하여 하나
의 폴리곤을 생성할 수 있으나 각 후보들이 폴리곤을 생성하
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므로 정점 후보들에 대한 거리 테
스트를 수행하였다.
2차원 디스패리티 이미지는 디스패리티 정보의 크기에 따
라 색을 지정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이미지이
다. 그림 4에서 밝게 표현된 부분은 디스패리티가 작은 값이
며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고 어둡게 표현될수록 멀리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그림 5의 하나의 블록으로부터 폴리곤 2를
생성하기 위한 3개의 정점 후보 2, 1, 3은 그 색이 유사하므로
이를 정점으로 변환하면 이웃한 3개의 정점이 되고 하나의
폴리곤을 생성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정점이 다른 두 개의
정점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서로 이웃하지 않아 폴리곤을
생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정점이 된다.
그림 6은 그림 5의 블록을 확대한 그림을 보여준다. 폴리
곤 1을 생성하기 위한 정점 후보 0, 1, 2에서 정점 후보 0은
정점 후보 1, 2 보다 어둡게 표현되며 정점으로 변환하면 정
점 0은 정점 1, 2보다 멀리 떨어져 서로 이웃하지 않은 정점
이 되므로 폴리곤 1을 생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

원격 작업을 위한 3 차원 점군 데이터기반의 실시간 폴리곤 생성 및 텍스처 맵핑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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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size = 2 x 2
FIND_BLOCK(current disparity coordinate,
block size, current four vertex candidates per
block)
four vertex candidates ß current four vertex
candidates per block
FIND_POLYGON_CANDIDATE(four vertex
candidates, current polygon candidate lists)
polygon candidate lists ß current polygon
candidates lists
CREATE_POLYGON(polygon candidate lists,
polygon)
polygon lists ß polygon
end for
end function

그림 8. 정점에 대한 거리 테스트 적용(a), 정점에 대한 거리
테스트 미적용(b).
Fig. 8. Applying depth test(a), Not applying depth test(b).
정한다.
그림 7(a)는 그림 7(c)의 붉은색 사각형 영역을 위에서 바
라본 모습이다. 그림 7(a)의 노란색 사각형 영역은 그림 7(b)
의 체크보드 위에 놓인 박스의 윗부분에 대한 노란색 영역에
해당되며, 그림 7(a)의 붉은색 사각형 박스 영역은 그림 7(b)
의 붉은색 영역(박스와 체크보드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된다.
그림 7(a)의 검은색으로 표현된 영역은 점군 데이터가 없
는 것을 의미하며 노란색과 붉은색 영역은 서로 떨어져 있으
므로 폴리곤을 생성하지 말아야 한다. 그림 8(a)는 정점에 대
한 거리 테스트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며 파란색 사각 영역
에 폴리곤이 생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b)
는 정점에 대한 거리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며 동일
한 영역에 폴리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폴리곤은 비어있어야 할 공간을 채워 정확하지 않은 환경 정
보를 제공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디스패리티 이미지를 320 x 240의 그
리드로 분할하여 76,800개의 블록을 생성하였다. 각 블록들
에 대하여 2개의 폴리곤 생성을 위한 4개의 정점 후보를 선
택한 후 각각의 폴리곤에 대한 정점 후보 3개를 정점으로 변
환하여 거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림 9는 이미지 그리드
기반 실시간 폴리곤 생성 알고리즘에 대한 의사코드를 보여
준다.
3. 2차원 컬러 이미지 맵핑(Mapping)
거리 테스트를 통하여 선택된 3개의 정점으로 생성한 폴
리곤에 2차원 컬러 이미지를 추가하여 폴리곤으로 재구성된
원격 작업지 환경에 질감을 주고 원격 작업자에게 향상된 임
장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9. 이미지 그리드 기반 실시간 폴리곤 생성 알고리즘(의
사코드).
Fig. 9. Grid-based real-time polygon generation algorithm (pseudocode).
function POLYGONGENERATION
for all vertex candidates do
current disparity coordinate ß visited

function FIND_BLOCK(current disparity coordinate, block
size, four vertex candidates per block)
for current disparity coordinate do
vertex candidate ß current disparity coordinate
+ block size
four vertex candidates per block ß vertex
candidate
end for
end function
function FIND_POLYGON_CANDIDATE(four vertex
candidates, current polygon candidate lists)
for all four vertex candidates do
current vertex candidate ß visited
CONVERT_TO_POINTCLOUD(current
vertex candidate, current vertex)
current polygon candidate lists ß current
vertex
CONVERT_TO_UV(current vertex candidate,
current UV coordinate)
current polygon candidate lists ß current UV
coordinate
end for
end function
function CREATE_POLYGON(polygon candidate lists,
polygon)
for polygon candidate lists do
current polygon candidate ß visited
for current polygon candidate do
DEPTH_TEST(current polygon
candidate, bool)
if bool = true then
polygon ß current polygon
candidate
else
continue
end if
end for
end for
end function
function DEPTH_TEST(current polygon candidate, bool)
for all z of vertex of current polygon candidate do
if abs(z_0 - z_1) <= ε and abs(z_0 - z_2) <= ε
and abs(z_2 - z_1) <= ε then
bool ß true
else
bool ß false
end if
end for
e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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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곤을 구성하는 3개의 정점은 3차원 직교 좌표이며 2
차원 컬러 이미지는 2차원 픽셀좌표이다. 2차원 컬러 이미지

그림 11(a)는 그림 10(a)와 동일하게 바닥과 그 위의 물체의
식별이 어렵지만 그림 11(b)의 경우 체크보드 위에 놓여진 박

를 3차원 직교 좌표에 맵핑하기 위하여 RGB 카메라와 IR
카메라의 스테레오 보정[11]을 수행한 후 2차원 디스패리티
이미지에 2차원 컬러 이미지를 맵핑하여 보정된 2차원 컬러
이미지를 획득한다. 보정된 2차원 컬러 이미지의 픽셀좌표는
2차원 디스패리티 이미지의 픽셀좌표와 같으므로 정점 후보
와 같은 픽셀좌표를 갖는다. 따라서 폴리곤 생성을 위한 3개
의 정점 후보를 정점으로 변환한 후 해당 정점에 보정된 2차
원 컬러 이미지의 픽셀 좌표를 1:1 대응하여 맵핑할 수 있다.

스와 KITECH 로고 및 로고 밑의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2차원 컬러 이미지를 맵핑한 폴리곤으로 재구성된 원격
작업지 환경을 출력하기 위해서 Direct3D 또는 OpenGL과 같
은 3D API를 사용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Direct3D를 사용
하여 출력하였다[14]. 폴리곤 생성을 위해 변환된 정점에 보
정된 2차원 컬러 이미지의 픽셀 좌표를 맵핑하기 위해 해당
픽셀 좌표를 Direct3D에서 사용하는 텍스처(Texture)의 UV 좌
표로 변환해야 하며 이 과정은 폴리곤 생성 알고리즘 내부에
서 함께 수행된다.

1. 연산 시간 비교
동일한 환경에 대한 307,200개의 점군 데이터를 획득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컴퓨터 그래픽스의 Alpha Shape [5], Ball
Pivoting [6] 알고리즘의 연산 시간을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
한 시스템은 Intel Core i7-2600K(CPU), 16GB(RAM)이며 단일
스레드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12는 실험에 사용한 점
군 데이터와 2차원 컬러 이미지이다.
각 알고리즘에 대한 연산시간을 30회씩 측정하였으며 그

보정된 2차원 컬러 이미지는 Direct3D의 텍스처로 변환되
며 변환 시 0.25 [ms]의 연산 시간이 소요되므로 4.12 [ms]의
연산 시간에 생성되는 메쉬에 실시간으로 텍스처를 추가하
여 출력할 수 있다. 그림 10(a)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생
성한 폴리곤들이 모인 메쉬를 보여준다.
그림 10(a)의 메쉬는 바닥과 물체의 식별이 어렵고 무엇에
대한 메쉬인지 판별이 어렵지만 보정된 2차원 컬러 이미지
를 맵핑한 그림 10(b)에서는 바닥에 놓여있는 체크보드와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Alpha Shape과 Ball Pivoting알고리즘은 각각 10,801 [ms]와
733, 655 [ms]의 연산 시간을 보여준다. 특히 Ball Pivoting알고
리즘의 경우 약 12분의 연산 시간을 보여주며 두 알고리즘
모두 실시간 연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안하는 알고리즘은 4.12 [ms]의 연산 시간을 보여주므로 33
[ms]마다 갱신되는 깊이 감지 카메라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위에 놓여진 박스, KITECH로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그림 10의 메쉬를 가까운 시점에서 바라본 것
이다.

2. 폴리곤 생성 품질 비교
컴퓨터 그래픽스의 알고리즘은 연산 시간이 길지만 생성
한 폴리곤의 품질은 제안하는 알고리즘 보다 나은 결과를 보
여준다. 그림 13은 각 알고리즘들에 대한 폴리곤 생성 결과
를 와이어프레임(Wireframe)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3(a)~(c)는 그림 13(d)의 붉은색 사각형 영역을 왼쪽에서 바
라본 모습이다.
그림 13(a)는 Alpha Shape알고리즘의 결과이며 그림 13(b)는

III.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컴퓨터 그래픽스 알
고리즘의 연산 시간 및 폴리곤 생성 품질에 대한 비교를 수
행하였으며 재구성된 환경을 점군 데이터로만 출력하였을
경우와 폴리곤을 생성하고 텍스처를 맵핑하여 출력한 경우
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Ball Pivoting알고리즘의 결과를 보여준다. 두 알고리즘 모두

그림 10. 메쉬(a), 보정된 2D 컬러 이미지 맵핑(b).
Fig. 10. Mesh(a), Texture mapping with calibrated 2D color
image(b).

그림 12. 점군 데이터(a)와 2차원 컬러 이미지(b).
Fig. 12. Point cloud data(a) and 2D color image(b).
표 4. 알고리즘의 연산 시간.
Table 4. Running time of the algorithms per loop.
그림 11. 메쉬(가까운 시점)(a), 보정된 2D 컬러 이미지 맵핑
(가까운 시점)(b).
Fig. 11. Mesh(close view)(a), Texture mapping with calibrated 3D
color image(close view)(b).

연산시간[ms]
생성한 폴리곤 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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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36

Alpha
Shape
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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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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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림 14(a)는 점군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점군
데이터 사이의 빈 공간은 검은색 줄무늬처럼 출력된다. 그림
14(b)는 메쉬에 텍스처가 맵핑된 것이므로 점들 사이의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림 14(a)보다 선명하게 출력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c), (d)는 그림 14(a), (b)를 가까운 시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림 14(c), (d)의 붉은색 사각 영역은 서로 동일한 위
치를 나타내지만 그림 14(c)는 점들 사이의 빈 공간으로 인
해 체크 보드 위의 물체와 물체 뒤로 보이는 체크보드 무늬
가 중첩되어 출력되므로 체크보드와 물체의 식별이 용이하

그림 13. Alpha Shape(a), Ball Pivoting(b), 제안하는 알고리즘(c),
점군 데이터(d).
Fig. 13. Alpha Shape(a), Ball Pivoting(b), Grid-based algorithm(c),
Point cloud data(d).
제안하는 알고리즘(c)보다 모서리 부분의 폴리곤이 부드럽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생성된 폴리곤들도 더 작게 생성
된 것을 볼 수 있으나 모서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3가지 알고리즘 모두 생성한 폴리곤을
통해 전체적인 물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8(a)에
서와 같이 폴리곤을 생성하지 말아야 하는 영역에 대하여 폴
리곤이 생성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3. 점군 데이터와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와의 비교
그림 14(a)는 점군 데이터를 이루는 정점들에 2차원 컬러
이미지의 RGB값을 맵핑한 것이며 그림 14(b)는 점군 데이터
로부터 생성한 메쉬에 텍스처를 맵핑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14(a), (b)모두 체크보드와 그 위에 놓인 물체를 확인할 수 있

지 않다. 하지만 그림 14(d)는 물체 뒤의 체크보드 무늬가 보
이지 않으며 체크보드와 물체의 식별이 용이하고 물체에 적
힌 KINECT [7]의 글자와 그림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앞부
분에 위치한 KITECH로고와 글자 모두 식별이 가능하다.
4. 원격 작업과 이미지 그리드 기반 실시간 폴리곤 생성 알
고리즘
그림 15는 원격 작업지에 위치한 이동 로봇으로부터 원격
작업자의 워크스테이션까지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동 로봇에서 획득한 디스패리티 정보와 보정된 RGB 이
미지는 TCP Socket을 통하여 원격 작업자의 워크스테이션까
지 전송되며 전송된 디스패리티 정보는 깊이 보정, IR 카메라
보정 및 핀홀 카메라 모델을 통하여 점군 데이터로 변환된다.
그림 16은 원격 작업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점군 데이터가
메쉬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러한 메쉬에 보정된
RGB이미지로부터 생성한 텍스처를 추가한 후 3차원으로 시
각화한다. 원격 작업자는 시점 제어 명령을 통해 다양한 시
점에서 재구성된 3차원 환경을 관찰한다.
그림 17은 이동 로봇의 원격 제어에 적용한 이미지 그리드
기반 실시간 폴리곤 생성 알고리즘을 보여주며 3차원으로
시각화 한 메쉬정보를 원격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격
작업자는 메쉬로 재구성된 환경을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하
며 원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5. 데이터 전송 다이어그램.
Fig. 15. Data transfer diagram.

그림 14. RGB 정보가 추가된 점군 데이터(a), 텍스처가 추가
된 메쉬(b), RGB 정보가 추가된 점군 데이터(가까운
시점)(c), 텍스처가 추가된 메쉬(가까운 시점)(d).
Fig. 14. Colored point cloud data(a), Texture mapped mesh(b),
Colored point cloud data with close view(c), Texture
mapped mesh with close view(d).

그림 16. 원격 워크스테이션에서 텍스처가 추가된 메쉬의 생성.
Fig. 16. Texture mapped mesh generation on remote work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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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원격 작업에 적용한 이미지 그리드 기반 실시간 폴
리곤 생성 알고리즘.
Fig. 17. Real-time polygon generation algorithm implemented in
tele-operation.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원격 작업자의 원활한 원격 작업을 위하여
3차원 점군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폴리곤 생성 및 텍스처 맵
핑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3차원 점군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가까운 곳으로 시점을 이동하게 되면 점군 사이의 빈 공간으
로 인해 원격 작업자의 환경 인지가 어려워지므로 3차원 공
간 센서로부터 획득한 3차원 점군 데이터의 실시간 시각화
에 있어 폴리곤 생성 및 텍스처 맵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
나 기존의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연구된 알고리즘들은 많은
연산 시간이 소요되고 높은 하드웨어 성능을 필요로 하여 실
시간성과 하드웨어 구성에 제약이 있는 원격 작업에는 적합
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차원 공간 센서로부터 획
득한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3차원 시각화하여 원격 작업
에 적용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의 실시간 성능에
중점을 둔 이미지 그리드 기반 폴리곤 생성 알고리즘과 폴리
곤 정보를 이용한 텍스처 맵핑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307,200개로 이루어진 점군
데이터로부터 154,236개의 폴리곤을 생성하였으며 연산 시간
은 4.12 [ms]이므로 33 [ms]마다 갱신되는 점군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폴리곤을 이루는 정점들에
대한 거리 테스트를 수행하여 환경의 재구성에 적합하지 않
은 폴리곤을 생성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원격 작업
지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었으며 생성한 폴리곤에 환경의 2
차원 컬러 이미지 정보를 추가하여 폴리곤으로 재구성된 원
격 작업지 환경에 질감을 주어 원격 작업자에게 향상된 임장
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원격 작업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원활한 원격 작업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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