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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정통합평가 SW 시스템개발
해체공정시뮬레이션

공정통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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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준비절차

해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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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절단시스템
구성요소도출

시스템개발용
기준시나리오도출



● 해체공정통합평가 SW 시스템개발
해체공정시뮬레이션

공정통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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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한시나리오기반으로물리적절단테스트목적

● 문제점

 디지털목업과실제현장 (테스트베드) 이다른상황

– 디지털목업업데이트방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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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ockup Scan Data (점군)

디지털목업에없는형상이현장에존재 연구수행계획
디지털목업에있는형상이현장에없음
디지털목업과형상이다름수동으로업데이트, 연구수행계획
디지털목업과위치, 자세다름

스캔정보바탕으로 CAD 모델업데이트



● CAD 모델의위치와자세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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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D 모델에서점군추출 (두데이터를같은형식으로변환)
 3차원스캔정보는점군 (단순한구조)

 디지털목업은 CAD 모델 (데이터복잡하고많이가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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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ockup

Scan Data (점군)

Tessellation (메쉬모델) Point Sampling (점군)



● 정합속도, 정확도향상을위해스캔모델에서관심영역만크롭
 CAD 모델파트의 Bounding box를 1.25배확장한영역

 CAD 모델의각파트별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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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ockup

Scan Data (점군)

Tessellation (메쉬모델) Point Sampling (점군)

크롭된점군



● 2단계정합과정

정밀정합방법으로 Iterative Closest Point (ICP) 가많이사용됨
– 초기조건에민감하고겹치는부분이없으면수행불가

– 초기조건계산을위해서형상특징을반영하여초기정합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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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정합1차정합

스캔모델의
특징값점군

Keypoint추출,
특징값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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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군

CAD 모델
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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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rative Closest Point
다른점군에서해당하는점을정확히알면변환매트릭스를계산
할수있음

 ICP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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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랜덤포인트(e.g., 1000) 선택 (𝒑𝑖)
② 다른점군에서선택한점들과가장가까운점들을선택 (𝒒𝑖)

초기조건에민감
③ 특정거리이상의쌍은제거

겹치지않고떨어져있는경우수행불가
④ 변환매트릭스계산 (Rotation (𝑅), Translation(𝑡))
⑤ Error function 𝐸 ≔  𝑖(𝑅𝒑𝑖 + 𝑡 − 𝒒𝑖)

2최소화하도록반복
높은정합정밀도



● 형상의특징을히스토그램형식으로계산

 형상의특징을반영하여정합

 ICP 수행을위한초기조건으로사용

● Fast Point Feature Histogram (FPFH)

 모델을특징을가장잘표현하는 키포인트를추출하고각키포인트의 feature 값을계산

 normal vector 와같은형상정보를기반으로 feature 값을하고, 각키포인트와그점에인접한
키포인트의형상정보를누적하여히스토그램형식으로 feature 값을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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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Histogram:

Keypoints:

Keypoints
FPFH bins

Feature Value

Keypoints FPFH bins

Feature Value



● 주요구현환경

 정합, 포인트샘플링 – Point Cloud Library, VCGLib

 바운딩박스, Tessellation, CAD 모델업데이트 – CATIA API (CAA)

● 테스트모델

 Leica Scanstation으로스캔된점군

 22개의파트로모델링하여랜덤에러추가

● 램덤에러, 이동및회전축
 바운딩박스중심을기준으로랜덤방향으로에러추가 (회전: 10 degree, 이동: 100 mm)

 (i, j, k) = ( Random(+1|-1) * Random(1|0), Random(+1|-1) * Random(1|0), Random(+1|-1) * Random(1|0) ) and (i, j, k)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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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ockup Scan Data (점군)



● 정합성공판단은수동으로직접 & ICP error < 0.0005

● 220 테스트케이스중에 203 가지경우성공
스캔데이터품질에의존

– 스캔데이터후처리과정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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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공정시뮬레이션시나리오기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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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환경정보를기반으로디지털목업업데이트방법개발
모델정합을위해서점군기반정합방법선택및구현
기존해체공정통합평가시스템에통합및테스트

● 연구결과
 3차원레이저스캔을이용하여디지털목업의위치및자세오류
를수정
테스트베드에적용하여테스트
수정된디지털목업의위치및자세를이용하여간단한시나리오
업데이트가능

● 향후계획
다른테스트모델, 방식사용하여테스트
업데이트된디지털목업기반으로시나리오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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