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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년 화물 선박의 전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며, 대부분 과적, 복원력을 고려하지 않은 선

적, 부실한 고박 관리 등으로 원인이 분석되고 있으

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비규격 화물을 

크레인으로 쌓아 올려 운반하는 RoRo(Roll on-Roll

off)선이나 차량 운반선은 더 빠른 운항 속도를 내기 

위하여 일반 컨테이너선보다 선폭이 좁게 설계되어 

급격한 변침이 일어나는 경우 화물 쏠림 현상이 발생

한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복원

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가 있으며, 이는 심각한 해양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2014년 세월호 사고로 

304명이 사망·실종되었으며, 1994년 에스토니아호 

침몰로 952명, 세계 최악의 해상사고로 꼽히는 2006

년 알살람 98‘호 침몰은 약 1000여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게 했으며, 해당 사고 선박들은 모두 비규격 

화물 운반선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운송비 절감을 위해 한 번에 많은 양의 화물

을 실어 운반하거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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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과태료보다 과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무분별한 선적을 시도한 것에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의 과적 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계량소에서 화물 무게에 대한 계량증명서

를 발급받아 선사에 제출하는 계량 증명 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계량 이후 화물을 추가 선적하거나 증명서 

위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비규격 화물 운반선의 경우 

규격 화물 운반선에 비해 선적 산출이 쉽지 않으며,

계량 증명서 및 외관 등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과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더욱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비규격 화물 운반선에 적용되는 운영 시스템

은 현장 작업자들이 수동으로 화물을 탑재한 후 고박

장치로 화물을 고정하고, 선적 위치를 수기로 기록하

여 관리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작업이 

매우 비효율적이며 언제든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개별 화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체

적·중량 관리로 최적의 선적 배치설계를 지원하여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고 선박 과적 운항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화물 자동계측 시스템 구현 기술이 요구

된다.

비규격 화물 자동계측 시스템은 선박 내 적재공간 

및 복원력을 고려한 최적의 선적 위치 결정과 최대 

적재량 계산, 계측-선적-하역 각 단계의 화물 추적

을 위해 화물 식별번호(ID), 무게, 체적(부피, 크기,

윤곽)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값을 상위 시

스템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차량번호 식별, 화물 

무게 측정, 화물 체적산출, 해당 화물에 대한 데이터 

추출, 상위 시스템 전달 기능 순으로 동작 시나리오

가 이루어진다. Fig. 1은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물동량 급증과 항만의 디지털화

에 따라 화물 선적이나 컨테이너 배치 자동화를 위한 

유전 알고리즘 기법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1,2]. 유전 

알고리즘은 생물체가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최

적화된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을 모방한 알고리즘이

며,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

의할 수 없는 불규칙한 문제에 대한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크기

와 무게가 균일한 차량을 대상으로 선적 방법이 최적

화되어 크기와 무게가 불규칙한 모든 비규격 화물을 

자동 계측하여 선적 배치를 최적화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현재의 비규격 화물 계측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기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어 효율적인 

화물선적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규격 화물을 대상으로 실

물 데이터 측정부터 3D 모델링을 통한 정확한 계산

까지 통합된 실시간 계측기술을 제안한다. 데이터 측

정에는 외부환경 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고 정밀도가 

높은 LiDar 센서를 사용하며, 3D 모델링 연산과정을 

통해 최대 99%에 가까운 계측 정확도를 얻을 수 있어

체계적인 개별 화물 관리가 가능하여 항만 화물 선적

을 보다 자동화 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장에서는 비규격 화물의 실시간 체적산출

을 위한 제안 방법을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전처리,

체적 계산, 3D 모델링의 단계별로 기술한다. 3장에서

는 제안된 방법의 검증 및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마

지막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을 제시한다.

2. 제안된 방법

Fig. 2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비규격 화물 체적산

출 방법의 전체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2.1 데이터 획득(Data Acquisition)

체적산출에 필요한 데이터 획득을 위하여 외부환

경 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고, 높은 분해능과 정밀도

로 정확한 거리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2D LiDar 센서

[3,11]를 사용한다. 좌, 우, 중앙 센서 아래를 통과하

는 물체의 윤곽을 스캐닝한 점군 데이터를 추출한다.

추출된 점군형태의 스캔 데이터는 센서의 중심에서 

Fig. 1. Main components of the non-standard cargo auto-

matic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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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까지 측정된 거리와 각도로만 표시되므로, Fig

3의 삼각함수를 이용해 거리·각도 데이터를 xy좌표

로 변환하여 좌표 데이터로 가공한다.

그리고 각 센서의 다른 측정 위치로 인해 데이터

의 좌표값이 일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준점을 좌측 

LiDar 센서 위치 바로 아래의 지면을 원점으로 하는 

직교좌표계(Cartesian coordinate system)에 맞게 

프레임 데이터의 xy좌표를 이동시키고, 해당 xy좌표

는 m 단위로 환산한다.

Fig. 3. The method of acquiring xy coordinates with dis-

tance and angle data.

2.2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추출된 2차원의 점군 데이터에는 대상 물체뿐만 

아니라 LiDar 센서의 측정 가능 거리의 모든 물체들

도 함께 생성된다[4]. 체적산출에 필요한 물체 정보

만을 추출하기 위해 불필요한 배경 제거, 좌표일치 

및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

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안 방법은 Fig. 4와 같이 

구성된다.

우선, 불필요한 배경 제거를 위해 Fig. 5와 같이 

프레임 데이터에서 대상 물체가 통과하는 구역을 벗

어난 좌표를 제거한다. 다음으로, 좌·우측 센서에서 

획득한 2개의 프레임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정

합하는 과정에서 물체의 상단 좌표가 겹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측 센서에서 획득한 데이터는 

우측 하단의 좌표부터, 좌측 센서에서 획득한 데이터

는 좌측 하단의 좌표부터 동시에 탐색을 시작하여 

상단의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탐색을 종료하게 되고,

탐색이 진행된 좌표만으로 하나의 평면 데이터를 구

성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외부환경으로 인한 센서 측정 오

Fig. 2. Flowchart of the Non-Standard Cargo Volume Calculation Process.

Fig. 4. A Block Diagram of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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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데, 미세한 먼지나 날아

다니는 벌레 등으로 인해 생기는 외부 노이즈와 물체

를 구성하는 유리로 인해 차량 내부 물체의 좌표가 

획득되어 발생되는 내부 노이즈가 있으며, 정확한 체

적 산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먼저, 외부 노이즈 제거를 위해 이상치 탐지 알고

리즘인 Local Outlier Factor[5]를 적용하여 Fig. 6와 

같이 평면 데이터 여러개를 합친 후, 가우시안 분포

를 통해 통계적으로 99% 이하의 이상치를 가진 좌표

를 추출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외부 노이즈를 제거

한다.

다음으로, 평면 데이터에 물체 크기보다 작은 사

각형을 구현하여 사각형 내부의 좌표를 제거하는 방

식으로 내부 노이즈를 제거한다.

2.3 체적 계산(Volume Calculation)

Fig. 7은 전처리된 2D 형태의 데이터를 3D 모델링

화하기 위해 물체의 넓이 및 체적 계산 과정을 나타

낸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먼저 물체의 길이, 폭,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

앙 LiDar 센서의 좌표 데이터와 평면 데이터의 좌표 

데이터가 필요하다. 물체가 중앙 센서 아래를 지나가

는 동안의 프레임당 z좌표 데이터의 최댓값, 최솟값

으로 프레임 개수에 해당하는 길이 데이터를 획득한

다. 그리고 길이 데이터의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Fig. 5. The method of Removing Background.

Fig. 7. A Block Diagram of Volume Calculation.

Fig. 6. The method of Removing Noise using Local Outlier 

Factor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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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시안 분포로 통계적으로 평균에서 68% 이상 벗

어나는 좌표를 제거하고, 남은 값들의 평균을 다시 

계산하여 길이를 산출한다. 폭과 높이는 평면 데이터 

x좌표의 최댓값, 최솟값과 y좌표의 최댓값, 최솟값

을 이용하여 구한다.

다음으로, 평면 데이터의 넓이는 중앙 LiDar 센서

를 통해 획득된 물체의 길이를 적분하여 구할 수 있

다. 우선 각 평면 데이터의 수십 개의 좌표로 이루어

진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다각형 넓

이 공식인 신발끈 공식(shoelace formula)을 이용하

여 계산한다. 이를 위해 Fig. 8과 같이 좌푯값을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배치한 후, 식 

(1)에 좌표를 대입하여 다각형의 넓이를 계산한다.



∣  ⋯     (1)

  ⋯    ∣
마지막으로, 체적을 구하기 위하여 구분구적법으

로 적분을 시행한다. 정확한 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넓이 데이터를 함수로 나타내고 정적분을 통해 계산

해야 하지만, 데이터에 일치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

서는 처리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므로 본 연구에서

는 변형된 식 (2)의 계산량이 적은 구분구적법을 사

용한다. 여기서 A(k)는 식 (1)에서 구한 넓이, n은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length는 물체의 길이를 의미

한다.


  

  

× 


(2)

2.4 3D 모델링(3D Modeling)

체적 계산이 완료된 데이터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

해 Fig. 9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같이 3D 재구성 작업

을 수행한다. 해당 데이터는 xy좌표로 이루어진 2D

평면 데이터이므로, 중앙센서를 통해 물체에 해당하

는 z좌표를 추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물체 앞부분 

평면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index(번호)를 부여하고 

식 (3)을 사용하여, 같은 index에 해당하는 평면 데이

터의 모든 좌표에 동일한 z좌표를 할당한다.

  


×  (3)

이렇게 구성된 xyz 좌표는 Open 3D[6]를 사용하

여 3차원의 공간에서 표시할 수 있는데, 점군 데이터 

전체로 모델링할 경우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

에, Voxel Grid Filter를 사용하여 데이터 경량화 작

업을 거친다. Voxel Grid는 2차원의 도트(점)를 작은 

3D 박스(Voxel)로 구성된 3차원의 형태로 구현하는 

것으로[7], Voxel 내에 점이 1개 이상 존재한다면 

Voxel의 중심점을 대표 좌표로 지정하고, 나머지 점

은 제거하여 좌표 개수를 줄이는 다운샘플링(Down

Sampling)으로 연산 부하를 감소시킴으로써 처리시

간을 단축할 수 있다. Fig. 10은 다운샘플링한 결과를 

Fig. 8. The method of using Shoelace formula.

Fig. 9. A Block Diagram of 3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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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경량화된 데이터는 3D 모델 구조화 진행

을 위해 Mesh를 생성한다. 이를 위해 Open 3D에서 

지원하는 Triangle Mesh 방법 중 Alpha Shapes

Algorithm[8]과 Ball Pivoting Algorithm[9]을 적용

할 수 있다. 먼저 Alpha Shapes Algorithm은 모든 

점에 대해 겹치지 않도록 점과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Mesh를 생성한 뒤 반지름이 Alpha인 원을 삼각형 

각 경계 주위에 그려 Alpha Shape(알파형상)을 형성

하며, 변수인 Alpha 값을 변경하여 3D 모델 형상을 

조절할 수 있다.

Ball Pivoting Algorithm은 점의 표면을 따라 작은 

공(ball)을 굴려 점과 점 사이의 공간에 걸리게 되면,

두 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고 이러한 삼각형들

이 모여 Mesh를 생성하게 된다[10]. 이 기법은 알고

리즘 2개 이상의 이중 벡터로 구성된 원의 여러 반지

름에 대해 표면 처리를 모두 시행하므로 Alpha

Shapes Algorithm보다 수행 속도가 매우 느려, 실시

간성을 확보해야 하는 본 연구에는 Alpha Shapes

Algorithm 기법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이 적합하다.

Table 1은 Voxel 크기와 Alpha 값 차이에 따른 

모델링 결과에 대한 비교표를 나타낸 것이다. Alpha

Shapes Algorithm에서 Voxel 크기와 Alpha 값을 변

경하여 3D 모델의 형태를 조절했을 때, Voxel 크기

와 Alpha 값이 작을수록 섬세하고 유연한 모양이 출

력되고, Voxel 크기와 Alpha 값이 클수록 선명한 모

양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D 모델 표면을 생성하기 위하여 표면 법선(Sur-

face Normal)의 방향 분포를 구해야 한다. 좌표 중앙

의 지점에서 Mesh로 생성된 삼각형의 각 꼭짓점에 

해당하는 좌표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후 길이를 1로 

정규화하여 표면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수행 작업 화면은 Fig. 11과 같다. 그리고 표면 

법선 벡터의 방향에 따라 표면을 덮음으로써 3D 모

델링 작업을 완료한다.

Table 1. The comparison of modeling results according to the voxel size and alpha values.

Voxel size
Alpha

0.9 0.4 0.1 Not performed

Point Cloud

1

0.7

0.5

0.3 -

0.1 - -

Fig. 10. the Method of Down Sampling using Voxel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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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된 비규격 화물의 실시간 체적산

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윤곽 계측용 2D LiDar 센

서를 좌, 우, 중앙에 설치한 구조물을 교내 지하주차

장에 설치하여 계측 환경을 구축하였다.

각기 다른 크기의 물체가 LiDar 센서 아래를 통과

하는 방식으로 각각 5회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여 실

제값과 측정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Table 2의 a는 

길이, 폭, 높이가 1m 이내인 크기가 작은 물체에 대한 

측정결과이며, b는 길이, 폭,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크기가 큰 물체에 대한 측정결과이다.

먼저 길이, 폭, 높이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측정값

의 정밀도를 알아보았다. 크기가 작은 물체의 길이,

폭, 높이에 대한 표준편차는 0.0058 m, 0.0066 m,

0.0015 m이며, 크기가 큰 물체의 표준편차는 0.028

m, 0.073 m, 0.006m로 모두 0.1 m를 넘지 않았으며,

이는 측정값들이 평균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측

정값의 정밀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측 정확도의 경우 크기가 작은 물체의 길이, 폭,

높이 모두 95% 이상의 정확도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매우 높은 신뢰도로 자동계측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

다. 크기가 큰 물체의 경우 길이와 폭의 정확도가 매

우 높게 나오지만, 높이에 대한 정확도는 비교적 낮

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체적산출 대상 물체의 크기에 

따라 높이 측정값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화물 계측의 자동화를 위한 비규격 

화물의 실시간 체적산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2D

LiDar 센서로부터 취득한 윤곽 스캔 데이터의 전처

리를 위해 배경 제거와 센서 좌표를 통합하여 데이터

를 정합하고, Local Outlier Factor 알고리즘으로 외

부 노이즈 제거와 직접 구현한 필터를 이용하여 내부 

노이즈를 제거하였다. 전처리된 데이터는 통계적 기

법을 활용하여 체적을 계산하는데, 이 때 점군데이터 

전체로 모델링 할 경우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실

시간성 확보를 위해 Voxel Grid Filter를 이용하여 데

이터를 경량화하였다. 최종적으로 3D 모델링 이미지

를 구현하기 위하여 Mesh를 생성하여 Alpha Shapes

알고리즘으로 3D 모델 구조화를 한 후, 표면 법선 

벡터를 구해 표면을 생성하였다.

측정값 검증 결과 차량의 체적(길이,폭,높이) 측정

값의 정밀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확

도 역시 매우 높은 신뢰도로 자동계측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규격 화물 운반선에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서는 

화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이에 맞는 적재 공간을 선택

하여야 하며 길이, 너비에 따라 선박 내 적재할 수 있

는 화물의 수와, 적재 후 화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고

박 위치 또한 달라진다. 향후에는 화물 차량에서의 화

물 추출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와,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방법을 항만 게이트의 계측 구조물에 적용하여 비

규격 화물 차량의 체적(길이, 너비, 높이)을 측정함으

로써, 실시간 화물 자동 계측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다.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in indoor measurement environment.

Contents
Actual
Value (m)

Measurements(m) Average
(m)

Accuracy
(%)1st 2th 3th 4th 5th

a

Length 0.790 0.811 0.811 0.806 0.822 0.819 0.814 96.987

Width 0.455 0.433 0.427 0.447 0.439 0.435 0.436 95.868

Height 0.800 0.822 0.823 0.826 0.824 0.822 0.823 97.075

b

Length 3.595 3.072 2.987 3.008 3.016 3.023 3.021 84.039

Width 1.595 1.558 1.419 1.404 1.562 1.561 1.501 94.094

Height 1.485 1.471 1.483 1.490 1.485 1.483 1.482 99.825

(a) (b)

Fig. 11. 3D modeling procedure. (a) Mesh and (b) Normal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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