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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안 기술을 이용한 개선 깊이 맵 및 3차원 모델 획득 결과]

Technology
기술 개요
■ 전 세계적으로 깊이 측정 기술과 적용기술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본 기술은 스테레오/모노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로부터 동시에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융합함을 통해 최적의 깊이 정보를 측정하는
기술임
- 측정된 깊이 정보는 3차원 모델 획득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자동차/드론/로봇)의
주변 환경인지에 이용할 수 있음

[스테레오/모노-라이다 데이터 획득 시스템 구성도 및 입력 데이터. (a) 데이터 획득 시스템
구성도, (b) 획득된 스테레오/모노 영상, (c) 획득된 라이다 데이터]

기술개발 현황
■ (기존기술의 문제점) 기존 단일 센서 기반 깊이 측정 기술들은 센서의 종류에 따라
측정 성능의 한계를 보임
- 센서에 따라 깊이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해상도가 낮은 단점을 가짐
- 센서에 따라 깊이 정보 획득 가능영역이 달라짐(표면의 반사도나 복잡도 영향)
- 기존 기술은 Hand-crafted 표현자 기반으로 구별력의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야외
에서 낮은 성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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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현황
■ (본 기술의 해결방안) 스테레오/모노 카메라 깊이 정보와 라이다 센서 깊이 정보의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딥러닝 기술로 융합하여 기존에 불가능했던 초정밀 야외 깊이
측정을 수행함
- 스테레오/모노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데이터 동시 획득 시스템을 설계
- 상황 및 적용 기술에 따라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 깊이 추정 기술과 모노 카메라
기반 깊이 추정 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본 기술의 범용성을 향상
- 스테레오/모노 깊이 정보와 라이다 깊이 정보를 융합하는 네트워크를 설계하여
최적의 깊이 정보 획득

기술 우수성
■ 스테레오/모노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데이터 동시 획득 시스템(그림 2)을 구축하여
두 센서 데이터의 동시 획득 및 융합을 통한 정밀 깊이 측정이 가능함
■ ‘스테레오/모노-라이다 융합 기반 깊이 정보 개선’과정을 통해 부정확한 스테레오/
모노 카메라 깊이 정보와 저해상도의 라이다 센서 깊이 정보를 딥러닝 기술로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하여, 두 깊이 정보의 장점들(고해상도, 고정밀도)을 모두 가지는
최적의 깊이 정보 획득이 가능함

[스테레오/모노-라이다 융합 기반 깊이 정보 개선 네트워크 도식도(특허:10-1866135)]

■ 이때 ‘스테레오/모노-라이다 융합 기반 깊이 정보 개선’과정의 입력인 카메라 깊이
맵의 획득에는 상황 및 적용 기술에 따라 스테레오 카메라 깊이 정보와 모노 카메라
깊이 정보가 선택적으로 사용 되고, 그 획득 방식들 또한 본 기술에 포함 됨
■ 스테레오 카메라 깊이 정보는 ‘신뢰도 맵 추정 기반 초기 스테레오 깊이 개선’
과정을 통해 획득되며, 기존 스테레오 기반 깊이 추정 기술들이 가림 영역이나
텍스쳐 부족 시 정확한 깊이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함

[신뢰도 맵 추정 기반 초기 스테레오 깊이 개선 네트워크 도식도(특허:10-18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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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노 카메라 깊이 정보는 ‘딥러닝 기반 모노 카메라 깊이 정보 추정’ 과정을 통해
획득 되고,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소요 센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극한상황(고온 및 저온)에서도 신뢰성 있는 깊이 정보 획득이 가능함

[딥러닝 기반 모노 카메라 깊이 정보 추정 네트워크 도식도(특허:10-1866135)]

■ 제안된 기술을 통해 획득한 초정밀 깊이 정보를 기반으로 3차원 지도 생성 및 주변
환경 인지 수행이 가능함

[스테레오/모노-라이다 융합 기반 깊이 정보 개선 결과. (a) 스테레오(좌측)/모노 카메라 영상과 라이다
센서 깊이 정보, (b) 제안 기술 기반 깊이 맵, (c) 3차원 모델]

Application
■ 본 기술로 획득한 깊이 정보를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함을 통해 3차원 지도
생성 분야에 적용 가능
■ 본 기술로 획득한 3차원 모델은 실감형 콘텐츠 및 AR/VR 콘텐츠 분야에 사용 가능
■ 본 기술은 주변의 기하정보를 획득함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자동차, 로봇, 드론)의
환경인지 기술에 적용 가능

Market
■ (국내) 다중 센서 기반 3차원 지도 생성 및 자율주행 시스템(자동차, 로봇, 드론) 시장은
2018년 약 4조 원 규모에서 2022년 약 46조 원 규모로 성장예상
■ (해외) 2018년 약 2722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 약 5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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