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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로봇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직접 또는 간접 교시를 통해서 로봇. ,

이 움직이는 방법을 제어기가 저장을 한 후 그 절차에 따,

라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는 도장로봇의 공장자동화.

등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둘째 로봇이 센서. ,

를 통해서 주변 정보를 파악한 후 갖고 있는 지능에 따라,

판단하여 스스로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로봇 청소기나 물류.

자동화 로봇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사람이 탑승하거. ,

나 또는 원격지에서 통신을 통해 명령을 내려서 로봇을 제

어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건설장비 무인화 등에서 오랫동안.

필요가 제기되어온 형태이다.

로봇의 원격 제어 하는 것은 로봇이 스스로(tele-operation)

의 지능으로 자율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능을 활

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큰. ,

피해가 발생하는 로봇 시스템일수록 원격제어의 형태를 선

호한다 재난현장의 비정형 복잡 환경에서 원격제어 로봇은.

많은 강점을 갖는다 로봇의 센싱이나 제어 성능이 부족할.

경우 인간이 갖는 지능으로 극복 또는 대처가 가능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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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현장에 투입되.

는 로봇들도 원격 제어되는 형태가 많다 이와 더불어[1,2].

서 우주선의 도킹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매니퓰레이터는 지,

상의 관제센터나 우주선 내부에서 조작자가 카메라와 보조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격제어를 한다 굴삭기 같은 건.

설 중장비는 장비의 각 자유도를 유압 조이스틱으로 직접

제어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원격지에 있는 조작자는 로봇에 장착되어있는 센서로부

터 얻어지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로봇을 조작하게 된다 가.

장 일반적인 센서는 카메라이다 텍스처2D RGB [3,4]. RGB

정보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로봇의 자율제어라면 이 정.

보를 취득하기 위한 각종 인식 알고리즘 등이 필요하나 사

람이 이를 보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데이터RGB

를 전송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2D

카메라는 깊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을 제RGB

어하다 보면 정확한 제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간단하.

게 막대기를 들어서 구멍에 넣는 작업을 원격제어할 때에

도 조작자가 막대기의 크기와 구멍의 크기에 대한 사전정

보가 없을 시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중 카메라를 장착하여 로봇 시

스템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의 발전으로 고해상[5-7].

도 카메라의 가격이 낮아져서 이러한 시스템이 많아RGB

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적이기. ,

위해서는 관심 원격조작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야 방

향과 다양한 위치를 가진 다중 카메라 시스템이어야 한다

는 한계가 있다 즉 많은 공간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로. , .

봇이 소형화되면서 원격제어 센서 시스템에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센서는 단일 센서로 차원 정보를 취득하여 위와 같3D 3

은 문제를 해결했다 대표적인 것이 와 이다. Kinect Velodyne

는 센서칩을 사용하여 차원 정보를 얻[8,9]. Kinect IR T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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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은 레이저 펄스를 송수신하여 차원 스캐닝을, Velodyne 3

한다 스테레오 카메라도 차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단. 3

일 센서라 할 수 있다 개 또는 개의 카메라를 지그에 고. 2 3

정하여 카메라 간 를 통해 차원 정보를extrinsic parameter 3

얻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를 통해서 얻어진 차원 정보를3D 3

처리하여 원격지의 조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우리는 조작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다양화.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것뿐만 아2D, 3D

니라 조종기 자체가 힘반영을 할 수 있는 햅틱 마스터슬레/

이브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차원 데이터에서 장. , 3 II

에서 설명할 가상벽 을 추출하고 가시화하는 연(virtual wall)

구를 해오고 있다.

가상벽 가시화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원격

시스템에서 의 일환으로 가상벽 가시화를 활Mixed Reality

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로봇 주변에 대한 임의 시점으[10].

로의 시점변환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의 특성 상

운전석의 한정된 시야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에서는 로봇 주변의 가상벽이 아니라 조종기인 햅틱 슬[11]

레이브에 가상벽을 가시화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주는 연

구를 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로봇 원격조. II

종에서 가상벽이 갖는 의미와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장에서는 가상벽을 가시화하는 방법. III

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 이러한

가시화 방법이 필요한지 기술하였다.

로봇 원격조종에서의 가상벽II.

가상벽의 물리적인 의미1.

건설장비 자동화의 경우 굴삭기가 주변에 부딪치는 것이

허용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난현장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재난로봇이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 취급할 수.

도 있고 로봇이 부딪친 콘크리트 더미 밑에 요구조자가 매,

몰되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봇수술에서도 유사한 상.

황이 발생한다 수술이 필요한 부위 근처에 로봇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되는 장기가 있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종래의 원격 조작과 햅틱 마스

터슬레이브 관련된 연구해서 가상벽이라는 개념이 오랫동/

안 적용되어왔다 로봇햅틱 슬레이브이 진입할 수[12,13]. ( )

없는 영역을 설정해두고 그 경계면에 조종기햅틱 마스터( )

가 접근했을 시에 조종기에서 반력이 형성되어 조종자에게

경계면에 접근했음을 알림과 동시에 해당 영역에 로봇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실재하지 않는 벽을. ,

지정해두고 이를 로봇 원격제어에 활용하는 것이다.

가상벽의 추정 방법2.

본 논문에서는 과 같은 매니퓰레이터가 장착된 모바[1]

일 로봇을 가정하고 가상벽 가시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

안한다 모바일 로봇이 복잡한 지형지물 사이로 주행을 해.

야 하고 로봇이 지형지물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로.

봇에 장착된 매니퓰레이터가 밸브 잠금 등의 물체조작을

하면서 관심 물체 외의 접촉을 피해야는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한 가상벽 추정 알고리즘은

그림 과 같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1 . .

로봇에 장착된 센서에서 얻어진 차원 포인트 클라RGB-D 3

우드를 클러스터링하기 전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점들의 유효성 을 확인하고 유효한 것만 클러스터링의(valid)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다 각 포인트가 센서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포인트의 높이를 유효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앞에서.

서술한 가상벽의 사용목적인 로봇과 포인트 클라우드와의

충돌 여부를 판단할 때에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포인트나

높이 있는 포인트는 관심영역 밖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과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클러스터링 또는[9] (clustering)

세그멘터이션 하는 것이다 클러스터링된 포인(segmentation) .

트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직육면체를 생성하고 이 직육면체,

의 면을 가상벽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가상벽 가시화 방법III.

실험의 구성 및 가상벽의 필요성1.

그림 는 가상벽 가시화 방법을 비교하기 위한 포인트2

그림 1. 가상벽추정을위한순서도.

Fig. 1. Flowchart for virtual wall estimation.

그림 2. 실험을위한환경.

Fig. 2. Experiment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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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환경이다 그림 의 두 로봇 사이를 제 의 로봇. 2 3

이 지나가는 것을 가정하여 가시화 방법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 위 환경에서 로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드. Kinect V2

가 그림 이다 오른쪽 밑의 빨강 초록 파랑으로 되어3(a) . , ,

있는 축이 만나는 지점이 센서의 위치이다3 3D .

센서에 가깝고 로봇의 대부분이 센서의 시야각 안에3D

들어온 왼쪽 로봇도 확대해보면 포인트 클라우드의 음영지

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는.

첫째 센서의 발광부로부터 방출된 레이저가 물체에, 3D IR

의해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림 와 같이. 2 2D

카메라 데이터로만 원격지를 모니터링할 때에는 그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 와 같이 데이터로. 3(b) 3D

모니터링하면서 임의시점에서 기울여보기를 하면 음영지역

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 로봇의 오른쪽 팔이 손과 어깨를.

제외하고는 가려짐 에 의해 보이지 않는다 둘째(occlusion) . ,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센서의 원리 상 발생되는 차원3D 3

정보 추출 불가 영역이 발생하는 것이다 와 같이. Kinect IR

레이저 센서는 흡수체라거나 반사되는 광택면 등에ToF IR

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 그림 에서 모니터 왼쪽 모. 3(b)

서리의 아래위를 보면 흰색 플라스틱 부분은 데이터depth

가 치밀한 반면에 광택이 많은 검은색 플라스틱 부분은

데이터가 드물다 순수하게 데이터로만 차원depth . RGB 3

정보를 추출하는 스테레오 카메라도 이와 유사하게RGB

텍스처 정보 부족이나 반사체에 의한 오인식 등의 문제로

음영지역이 발생한다.

원격제어 되는 재난로봇이 두 로봇 사이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음영지역은 조종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그림 의 뒤편처럼 사람이 음영지역 안을 예상할3(a)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상벽 가시화가 필요하다.

모서리만 표시된 가상벽2.

그림 는 그림 의 가상벽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 얻4(a) 1

어진 가상벽의 모서리만 가시화한 영상이다 물체인식이나.

보행자인식 등에서 널리 쓰이는 가시화 방법이다 재난환경.

에서 주의해야 하는 물체를 가시화하는데 시스템 부하가

가장 적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 가시화 방법은 그림 와. 4(a)

같이 가상벽과 그 주변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만 의

미가 있다 그림 와 같이 정밀작업을 위해 가시화된 포. 4(b)

인트 클라우드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모서리의 일부만 보이

기 때문에 벽으로서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정밀작업.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로봇이 주행 중에 가상벽에 접근하

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투명한 색상이 채워진 가상벽3.

그림 는 그림 의 가상벽 가시화의 단점인 화면 확5(a) 4

대 시 발생하는 정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한 색상

을 가상벽 내에 채운 것이다 이 가시화 방법은 에서. BMW

(a)

(b)

그림 3. 실험을위한환경에서취둑한포인트클라우드(a) (b)

취득된포인트클라우드에서의음영지역.

Fig. 3. (a) Point cloud grabbed at experiment setting of Fig. 1 (b)

Hall area on the point cloud.

(a)

(b)

그림 4. 모서리만표시된가상벽 화면확대시발생되는(a) (b)

정보손실.

Fig. 4. (a) Virtual wall with edge only (b) Information loss when

the view is mag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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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카메라에 장애물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용화된 방

법이다 영화나 게임에서도 가상벽을 표시하는 방법으[14].

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 5(b)

원격제어에서 발생되는 화면 확대에서도 정보의 손실이 발

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가상벽 내부의 정보가 원격의 조종자에게 전

달될 때 왜곡된다는 문제가 있다 즉 내부의 텍스처 정보. ,

가 손상되는 것이다 모바일 로봇의 주행할 때 가상벽을 피.

하기만 하면 되는 사용처는 그림 의 방법이 적합하지만5 ,

가상벽 내부의 물체를 통해 위치파악을 해야 하는 경우에

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텍스처 맵핑된 가상벽4.

앞에서 말했듯이 투명한 색상으로 가상벽을 채울 경우

가상벽 내부의 정보가 원격지의 조작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다 이와 더불어서 차원 재구성이 음영영역에 의해 조작. , 3

자에게 인지 피로도를 증대시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그림 과 같이6

가상벽에 텍스처 매핑 을 하는 것이다(texture mapping) .

그림 은 텍스처 매핑을 위한 순서도로서 센서7 , RGB-D

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알RGB depth

고리즘에 대한 것이다 데이터는 그림 에서 제시된. depth 1

알고리즘으로 가상벽을 추출하는 데 사용한다 이 추출된.

가상벽을 센서에서 얻어진 이미지에 투영RGB-D RGB

하여 가상벽에 출력될 텍스처 정보만 선별한다(Projection) .

선별된 텍스처 정보를 가상벽에 매핑하는 것이다.

P
TP (1)

식 은 투영을 위한 기본 변환 식이다(1) . P는 그림 에1

서 언급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얻어진 가상벽의 모서

리 좌표      이다. P는 가상벽의 모서리가

센서로부터 얻어진 이미지에 매핑된 좌표RGB-D RGB

   이다 이를 위한 변환행렬. T를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이 를 활용한 변환행렬 계산이다Pseudo Inverse [15-17].

식 는 를 적용한 결과이다(2) Pseudo Inverse .

TPP
T PP

T 
(2)

차원 가상공간의3 P의 위치에 가상벽을 생성하고,

입력 이미지 위RGB P위치로부터 텍스처를 갖고 와서 3

차원 가상공간에 출력하는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식 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2) .

T










   
   

×   
(3)

(a)

(b)

그림 5. 투명한색상이채워진가상벽 화면확대후정보(a) (b)

유지.

Fig. 5. (a) Virtual wall filled with transparent color (b)

Information upkeep when the view is magnified.

(a)

(b)

그림 6. 텍스처매핑된가상벽 텍스처뒤의포인트클라(a) (b)

우드.

Fig. 6. (a) Virtual wall with texture mapping (b) Point cloud

behine texture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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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텍스처 매핑된 면에 대해서는 영상과 같2D

이 텍스처 정보가 풍부한 영상을 조작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차원 공간상에 평면으로 표현되기 때문. 3

에 평면까지의 거리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림 처럼. 6(b)

가상벽 뒤의 차원 재구성 정보도 확인할 수도 있다3 .

반면에 단점으로는 계산량이 많고 그림 에서 언급된4(b)

것과 반대로 한 화면에 텍스처 매핑된 가상벽이 많아질 경

우에 조작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림 에서 보이듯이 차원 재구성 중간에 불연속적인 정6(b) 3

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결론IV.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원격제어로 작동되는 경

우가 많다 그리고 원격지의 조작자가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을 인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차원 재구성 기술을 활용한 가상벽 가시화3

방법들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고찰하였다 제시된.

방법으로는 첫째 가상벽의 모서리만 표시하는 방법 둘째로,

투명한 색상으로 가상벽을 채우는 방법 셋째로 가상벽에,

텍스처 매핑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조작자에게 제공하, 1

는 정보의 양 은 가상벽에 텍스처 매핑을 하는 것이 가( )量

장 많다 원격 로봇 시스템에서는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공.

간에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조작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므

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

향후 연구 계획은 특이점 기반의 SLAM(feature based

이 사람이 공간을 인지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지SLAM)

도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것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텍스처가 매핑된 가상벽의 개념을 에 적용하여 가시SLAM

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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