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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스캔닝 점군 데이터의 가시화

 [글] 윤동호, 고광희 광주과학기술원 lipo123@gist.ac.kr

1. 서 론

3D 스캐닝 기술의 진보에 따라 실생활의 물체를 데

이터화하여 가시화시키는 기술들의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설계된 3차원 데이터를 가상공간에서 사

실적으로 렌더링해서 실제 물체처럼 가시화시키는 방

법이 다양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3차원 스캐너를 통해 실제 물체를 데이터화

하고 가시화시키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물체를 다룰

수 있는 한계를 확장시킴으로써 좀 더 많은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3D 스캐닝을 이용한 가시화는 그림 1과 같

이 데이터 획득, 정합, 가시화의 세 단계를 통하여 이

루어진다. 그림 1(b)와 같이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그림 1(a)와 같은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측정

한다. 그림 1(c)와 같이 여러 위치에서 측정된 결과를

하나로 취합하여 그림 1(d)와 같이 취합된 데이터를

가시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기

술들이 있으며, 각 기술들의 동향 및 개념에 대해서 간

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최근 연구 동향

2.1. 데이터 획득

대상 물체의 형상 데이터 획득은 3D 스캐너를 사용

하여 이루어진다.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3D 스캐너들이 개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식 스캐닝은 대상 물체에 접촉식 센서(Probe)를

접촉시켜서 측정하는 방식이다. CMM(Coordinate

Measuring Machine)이라고 불리는 방식이 대표적이

며 측정의 정확도가 우수하고 필요한 부분에 직접 접

촉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림 2

와 같이 Metris社와 Mitutoyo社 등의 제품들이 대표

적인 접촉식 3D 스캐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접촉식

그림 1.  3D 스캐닝을 통한 가시화

그림 2. CRYSTA-Apexs[1](좌) C3 V5[2](우)

그림 3. Scanstation[3](좌), Focus3D[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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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가 대상물의 표면에 닿아야하기 때문에 변형이 일

어날 수 있으며 스캐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비접촉식 스캐닝은 TOF(Time of Flight)나 구조광

(Structure light)등의 방식들을 사용해서 형상을 측

정하는 방식으로 최근들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센서가 표면에 접촉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넓은 영역을 측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기존에는 넓은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거대한 스캐너만이 사용되었지만 기기

의 발전을 통해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기기

들 역시 사용되고 있다. 

TOF의 경우 단발의 레이저를 발사하여 물체의 표면

에 부딪혀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스캐너로부

터의 거리를 측정하는 Pulsed laser[5] 방식과 측정에

사용하는 레이저의 파형을 변조시켜서 방출한 후 표면

에 부딪혀 반사되는 차이를 사용하여 깊이를 계산하는

Phase shift[6]의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림

4에서 보이는 Leica社의 Scanstation(Pulsed laser)와

Faro社의 Focus 3D(Phase shift)가 대표적으로 사용

되는 제품들이다. 이 때 Pulsed laser 방식은 중장거

리의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정확

도가 Phase shift 방식에 비하여 떨어지는 단점이 있

는 반면 Phase shift의 경우 보다 정확한 결과를 주지

만 중거리 이상에서 사용할 경우 측정 오차가 급격하

게 증가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구조광(Sturcture light)[7] 방식은 그림 3과 같이 특

정 패턴을 피사체에 투영하여 패턴의 변형 상태를 파악

해서 깊이 정보를 계산한다. 패턴 투영을 위해서 구조광

방식은 프로젝터, 이미지 센서, 제어부 부품들이 하나

의 모듈을 이루고 있으며 이스라엘 Primesense 사의

3D 스캐닝 모듈[8]이 현재 Microsoft社의 Kinect[9],

Occipital社의 Structure sensor[10]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구조광 방식은 매우 정확한 측정 결과를 보

여주지만 카메라와 프로젝터의 해상도에 제한적이며

패턴 투영 후 획득된 영상들을 계산하여 결과를 얻어내

는 시간이 다른 방식들에 비하여 오래 걸리는 편이다. 

이상의 비접촉식 스캐닝은 스캐너의 레이저 혹은 센

서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FOV(Field of View)에

종속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물의 정보를 단

번에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여러 번의 측정을 거친 후

획득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것을 정합이라고 부른다.

2.2 정합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비접촉식 스캐너로부터 획

득된 데이터는 대상의 일부분에 대한 불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장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

성된 데이터는 3차원의 좌표 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인접한 점과의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 사용하는 장비의 추가적인 센서의

지원을 통해 색상 정보 및 법선 벡터와 같은 기하학적

인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각의 스캔 데

이터는 측정될 때의 위치를 원점으로 하는 지역 좌표

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역 좌표계로 통합한 후

모델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인 정합을 수행해야 한다.

스캔 데이터의 정합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점군 사이

의 중복 영역을 찾는 것과 이를 일치시키는 변환 행렬

을 계산하고 적용시킴으로써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2.2.1 중복 영역 탐색

두 점군 사이의 중복 영역 탐색을 위해서 SIFT

[112], FAST[12] 등을 이용한 특징점 위주의 탐색,

RANSAC [13]과 같은 확률적 방법을 이용한 모델 기

반 탐색 방법 그리고 점 기반의 대응점 탐색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2.2.2 특징점 기반 탐색

특징점 기반은 점의 기하학적 혹은 광학적 특성을 사

용하여 점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점들을 추출하여 양

그림 4. 구조광의 패턴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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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군 사이의 상관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다. SIFT[11],

SURF[14], FAST[12] 등의 연구들이 제안되었는데,

이 연구들은 그림 5와 같이 주변 점들과의 색상 혹은

광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극

값을 갖는 점을 특징점으로 선택한 후 인접점과의 관

계를 기술자에 기록하여 다른 점군에 비슷한 기술자를

갖는 점을 찾아서 대응점으로 선택한다.

초기 스캐너의 경우 위치 정보만을 스캔할 수 있었

지만 최근의 스캐너는 카메라와 같은 추가 장비를 사

용하여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색상 혹은 광도 정보를

포함하는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징점 기

반의 대응점 탐색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2.2.3 모델 기반 탐색

모델 기반은 점군 내에 존재하는 특정 모델들을 대

응 관계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합하려는 영역에 특

정 모델(구, 패들, 패턴이 프린트된 종이 등)들을 설치

한 후 탐색하여 찾는 것뿐 아니라 그림 6과 같이 자연

적으로 존재하는 모델들을 탐색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

능하다. RANSAC[13]으로 대표되는 확률적 탐색 방

법을 통하여 설치된 인공적 모델을 탐색하는 방법뿐

아니라 트리와 같은 자료 구조를 사용하여 작은 사이

즈의 모델 또한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델 기반의 대응점

탐색을 이용하여 정합하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모델

들이 탐색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탐색의 정확도가 매

우 중요하다.

2.2.4 점 기반 탐색

점 기반 탐색은 대부분 반복적으로 최적의 변환관계

를 찾아나가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Iterative

closest point(ICP)로 알려진 방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ICP는 Besl and McKay [15]에 의하여 제안되

었으며 많은 연구자들[16-24]이 대응점 탐색을 위한

다양한 변형된 방법들이 제안하였는데, 기본적인 컨셉

은 다음과 같다. 점 기반 탐색 방법을 사용하여 대응점

을 찾은 후 측정된 거리를 에러로 계산한 후 순차적으

로 대응점 탐색과 정합을 반복함으로 측정된 에러값을

최소화시키는 정합 방법이다. Besl and McKay [15]

에 의해 제안된 점 대 점 탐색 방식부터 Chen[24]에

의하여 제안된 점 대 면 탐색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변형들이 제안되었다.

2.2.5 변환 행렬 탐색

변환 행렬을 찾는 방법은 강체 이동과 비강체 이동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강체 이동은 점군의 형태와 크기

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림 8과 같이 회전 및 평행 이동

변환만을 수행하여 두 점군을 정합하는 이동이며, 비

강체 이동의 경우 점군의 형태와 크기를 변형시켜서

두 점군을 정합하는 방법이다. 강체 이동의 경우 주로

단단한 물체들을 여러 방향에서 스캔한 후 정합하는데

그림 5. 특징점 기반 매칭(SIFT[11])

그림 6. 스캔 데이터 내의 모델 탐색

그림 7. 점 기반 대응점 탐색

그림 8. 변환 행렬(강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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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비강체 이동은 인체, 옷 등의 변형이 가능한

물체들의 이동을 추적하고 정합하는데 사용된다.

2.3 가시화

점군 데이터의 가시화는 정합을 통해 생성된 대용량

의 모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산업 현장에서 스캔된 데이터의 경우 한 번의 스

캐닝으로 획득되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1GB이상인 경

우가 많으며 최소 십여 번의 스캐닝을 통해 획득된 데

이터를 정합하게 되면 산술적으로도 10GB 이상의 데

이터를 갖게 된다.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시화시키는 것은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 한계로 인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스캔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가시

화하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2.3.1 Unity 3D[25]

원래 게임 개발용으로 개발된 플랫폼이었지만 다양

한 OS 환경(Windows, Mac, Android , IOS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데이터 형식과 고급 렌더링 기술 등

을 지원하여 3D Point cloud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

는 널리 알려진 툴이다.

2.3.2 Point based global illumination

점 기반의 실사적 렌더링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

서 매우 오랫동안 연구된 분야이다. Bunnel[26]이 제

안한 점 기반의 전역 조명 기법이 대표적인데 이 방법

은 Surfel이라고 부르는 컬러 디스크를 각 점에 부여

한 후 직접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장면을 렌더링 하는

기술이다. 이후 많은 영화에서 이 기법을 활용하여

3D 물체를 실사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캐리비언 해적”, “Bolt” 등을 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논문[27]를 참조하기 바란다.

2.3.3 PBNPC(Progressive Blue-Noise Point Cloud)

NVIDIA는 매우 넓은 지역을 매일 드론을 통해 주변

정보를 스캔하고 누적시킨 데이터를 정합[28]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는 드론을 통해 매일 1.5GB의 데이터

를 촬영하여 생산하였고 총 86일간 촬영한 데이터를

정합하였다. 그림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색상 정보

및 기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문제와 매일 달라지는 기상환경에 따른 색상

의 불일치 및 넓은 공간을 스캔하기 위해 발생하는 스

캔 위치의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정합 에러를 해결하

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은 그림 12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시각적 품질을 보장하면서 가변

성을 갖는 샘플링 기술을 통해 120GB에 해당하는 데

이터를 50GB까지 감소시켰으며 원본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샘플링된 데이터에 Blue-noise 특성을

갖는 포인트들을 추가 및 삭제하는 PBNPC(Progressive

Blue-Noise Point Cloud) 기술을 적용하였다. 추후 각

각의 스캔 위치로부터 깊이 맵을 그린 후 그라디언트

맵을 생성한다. 생성된 그라디언트 맵을 Hill climbing

그림 9. Unity 3D 기반 Point cloud Viewer

그림 10. 점 기반 렌더링으로 표현된 영화 속 효과

그림 11. PBNPC 실험 환경

그림 12. 가시화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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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사용한 Octree 기반의 대응점 탐색을 사

용하여 정합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Time Lapse

Blending기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색상 정

보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시켰으며 마지막으로 OpenGL

4.5 버전에서 사용되는 Sparse Buffer와 Instant

LOD(Level Of Details) 기법을 활용하여 가시화하였

다. 하지만 태양 위치의 변화에 따른 그림자의 위치 문

제와 색상 분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3D 스캐닝을 이용한 가시화는 하드웨어의 진보와

정합 알고리즘의 발달을 통하여 많은 진보를 이루었지

만 아직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레이저에 의한

TOF 측정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부터 다수의 대

용량 점군 사이에 존재하는 중복 영역을 탐색하여 보다

정밀한 정합을 수행하고 통합된 스캔 데이터로부터 효

율적으로 가시화하는 것까지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해당 분야들의 기술의 진보를 통하여 보다 손쉽게 가

상과 현실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제품 생산에서부터 실

제 물체의 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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