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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총괄책임자 RISE연구센터 / 문형필 교수
학생창의자율과제명 Simulated Reality 콘텐츠 구현을 위한 실제 환경 mapping 및 가상환경 복원

연구기간 2020. 08. 01 – 2020. 12. 31
연구 필요성

o 단순한 로봇 시뮬레이터는 실제 세계의 환경을 그대로 구현하기 어려움.

 o 원하는 3D 콘텐츠 정보가 가상 환경에서 자동으로 생성 및 복원될 수 있다면, 기존의 로봇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환경에 더욱 근접한 효율적인 로봇 알고리즘 검증 가능.

o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약 이와 같은 방식으로 3D 콘텐츠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면, 

로봇 알고리즘 검증뿐 아니라 다른 광범위한 콘텐츠에 활용 가능.

o 실제 환경과 동일한 색과 사이즈 등의 데이터를 가진 포인트 클라우드를 언리얼엔진을 통해 복원할 

수 있다면 가상 환경 속에서 라이다, imu등 센서 등을 실제 환경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효율적

인 로봇 알고리즘을 검증 가능

연구목표 / 주요내용
<연구목표>

1. 창의적 ICT 콘텐츠 인력 양성

a.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여 융복합 콘텐츠 연구를 바탕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ICT 콘텐츠 인

력 양성.

b.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콘텐츠 연구를 위한 학생의 기초 역량 증진.

2. 드론 자율 비행 시뮬레이션 콘텐츠 제작

a. 3D 환경 정보를 활용하여 언리얼 엔진 속 동일한 환경 구축.

b. 구축된 환경 내에 장애물 통과와 같은 달성 과업을 마련하고 이를 성취하도록 구현.
주요실적 / 구현결과

<주요 실적>

o Airsim을 통해 PX4드론을 HITL와 SITL모드로 작동 

o Rtabmap과 D435i와 T265를 이용하여 실제 장소 

Pointcloud화 후 outlier 필터링 

o Airsim의 가상 카메라 데이터 및 Ros 연동 

o PX4와 Airsim 연동

o Airsim의 ewok simulation 알고리즘의 적용 

<구현결과>

o 언리얼 엔진의 기능을 이용하여 드론 레이싱 및 

드론 자율주행을 위한 코스 및 랩타임 측정 시

스템 구현

o Airsim상에서 복수의 드론을 별개의 컨트롤러로 

조작 및 드론 별 영상 출력 

o 언리얼 상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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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 구현결과

o Airsim을 통해 PX4드론을 HITL와 SITL모드로 작동 

 Airsim은 PX4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드론 컨트롤을 지원한다. Airsim상에서 PX4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컨트롤은 SITL(Software In The Loop)방식과 HITL(Hardware In The Loop)방식이 있다. 이에 실제 드론의 

보드와 송수신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HITL방식으로 Unreal Engine상의 드론을 조작하였으며, Xbox게

임페드를 이용한 SITL방식의 조종 또한 수행하였다. 

 
o Airsim상에서 복수의 드론을 별개의 컨트롤러로 조작 및 드론 별 영상 출력 

 플레이 시 Unreal Engine에서의 기본적인 화면 설정은 플레이어 1명의 화면과 1명의 플레이어이다. 

따라서 드론을 다수 생성하더라도 기본 화면은 1개의 드론 시점이며 Api등을 이용한 컨트롤 및 HITL

및 SITL등을 이용하여 두 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컨트롤을 할 경우 화면에는 1명의 화면만 뜨기에 드

론 확인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Airsim의 Setting.json파일을 수정하여 메인이 아닌 드론의 화면을 

동시에 띄웠으며, 2대이상의 드론을 다수의 사람이 각각 컨트롤 가능하게 했다. 

[사진1] 복수의 드론을 각각 컨트롤 및 화면에 개별 드론의 카메라 영상을 띄움 

o Rtabmap과 D435i와 T265를 이용하여 실제 장소 Pointcloud화 후 outlier 필터링 

o Unreal Engine 상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구현 

 실측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변환과정을 거쳐 Unreal Engine에서 구현하였으며,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표현하기위한 적절한 세팅 값들을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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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Unreal Engine에서 구현된 Point cloud 데이터  

o Unreal Engine의 기능을 이용하여 드론 레이싱 및 드론 자율주행을 위한 코스 및 

랩 타임 측정 시스템 구현 

 Unreal Engine안의 가상 공간에서 드론 레이싱 및 드론 조작을 연습하거나, 자율주행 드론의 주행 

성능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다. 드론 레이싱 및 자율주행 테스트들을 참고하여 

Unreal Engine의 Blueprint 기능을 이용, 이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

으로 일정한 경로를 지나며 이 구간을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시

스템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측정을 시작하는 시점과 코스를 온전히 다 돌고 정해

진 위치에 도착하면 작동을 끝내는 시간 측정 파트, 코스를 지정하여 드론이 해당 코스를 온전한 순

서에 걸쳐 주행하는지 측정하는 파트, 그리고 위의 결과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에 표시되는 파

트이다. 코스의 지정은 일정한 공간(이하 Check Point)을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Unreal Engine상

에서는 이를 사용자가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에 이를 가상의 공간에 표

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Check Point의 공간과 같은 위치에 사용자가 식별하기 편한 표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코스를 어느 정도 진행하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도중에 파악할 HUD와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자율주행 드론의 평가를 할 때 단순한 코스가 아닌 장애

물 등을 추가하여 원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3] Unreal Engine상 랩 타임 측정 시스템 시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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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irsim의 가상 카메라 데이터 및 Ros 연동 

 Airsim은 setting.json 파일을 통해 드론에 붙어있는 카메라의 개수와 위치 등을 편집할 수 있다. 개

개의 카메라에서 받아오는 카메라 데이터의 x,y 해상도, FOV등을 설정해줄 수 있고, 카메라 데이터의 

종류도 결정해줄 수 있다. 카메라 데이터의 종류는 총 8가지로, 기본적인 일반 카메라 데이터부터

depth 카메라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설정은 settings.json을 수정하여 

가능하고 명령어 하나를 추가하면 Ros로 이 이미지 데이터를 publish할 수 있도록 설정해줄 수도 있

다. 또한 subwindow 설정을 통해 복수의 드론을 설정해서 아래 화면에 Api로 이동하는 드론의 화면

을 띄워놓을 수도 있다.

o PX4와 Airsim의 연동성 확인

 PX4와 Airsim을 연동시켜 놓으면PX4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의 모든 기능을 Airsim에서도 동일하게 사

용이 가능하다. PX4는 mavros로, Airsim은 Airsim Ros wrapper를 사용해 Ros로 통합할 수 있고, Ros에

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드론의 상태를 나타내는 좌표들의 경우 모두 연동되어 

Airsim의 Ros로 호출해도, PX4의 mavros로 호출해도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양측

에서 발행되는 데이터를 혼용해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알고리즘을 잘 적용시킬 수 있다.

o Airsim의 ewok simulation 알고리즘의 적용 

 Airsim은 자체 Ros wrapper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Airsim 내에서의 드론 조종, 카메라 데이터 연동, 

드론의 odometry와 world 좌표 등 다양한 데이터를 Ros로 보내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기존에 

gazebo에 적용되어 시연한 ewok 알고리즘을 Airsim에 적용해보았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했던 

Airsim과 px4의 연동, Airsim의 가상 카메라 데이터, Arisim과 Ros의 연동 등을 모두 활용해서 이 알고

리즘을 Airsim에 옮겼다.  

 

[사진4] Airsim depth image를 처리한 Rviz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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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ok 알고리즘은 Depth 카메라의 데이터를 통해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새로 생성해서 

장애물을 회피하고 정해준 경로를 따라가게 되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

악하는 대신 입력과 출력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 알고리즘을 Airsim에 적용했다. 이 알고리즘을 적

용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은 Depth 카메라의 데이터와 world좌표, 드론의 odometry 좌표와 카메라의 

상대좌표이다. Ewok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된 결과는 드론의 position과 orientation으로 출력되게 된다. 

[사진5] 원본 알고리즘의 rqt_graph

 우선 원본 알고리즘은 총 2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이상적인 경로와 장애물이 있을 시 

경로를 수정해주는 trajectory노드, 다른 하나는 gazebo의 드론 데이터를 받아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

지를 결정해 모터 속도, 좌표 데이터 등을 전달해주는 b_spline노드이다. Trajectory 노드는 gazebo에

서 받아온 depth camera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이를 이용해서 계산한position만 b_spline노드에 전

달해준다. 이후 b_spline노드가 이 데이터를 입력 받아position과 orientation을 계산 후 이를 gazebo에 

출력해준다.

[사진6] Airsim용으로 수정한 알고리즘의 rqt_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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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Airsim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된 두 노드는 놔두고 새로운 offb_node를 만들어 Airsim에 

적용했다. Airsim에 적용하기 위해 우선 trajectory 노드에는 gazebo의 depth 이미지 데이터를 Airsim의 

depth 이미지 데이터로 교체했다. 그리고 gazebo의 월드 좌표를 Airsim의 world_enu좌표로 교체했다. 

두번째로 b_spline노드에서는 gazebo 드론의 모터를 조종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trajectory 노드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 드론의 position과 orientation을 결정해주는 부분만 남겨 이를 publish하는 역할

을 하도록 바꿨다. 마지막으로 offb_node는 b_spline노드에서 계산된 최종 위치를 mavros를 통해 px4

가 airsim 드론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를 통해 Airsim의 드론이 depth 카메라 이미지를 받아 자율주행

을 하게 된다.

 Airsim에도 드론을 Ros로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Airsim대신 mavros로 드론을 조종한 이유는 

실제 드론과의 유사성 때문이다. 실제 드론은 Depth 이미지를 받아 처리하는 부분과 드론을 실제로 

제어하는 부분이 나뉘어 있다. 드론의 속도나 위치를 제어하는 부분은 pixhawk라는 보드를 통해 제어

하고, depth image를 처리하는 부분은 컴퓨터를 통해 mavros를 이용해 제어한다. 이와 유사하게 

Airsim에도 적용하기 위해 Depth 이미지를 처리하는 부분과 드론을 제어하는 부분을 분리해 Depth 이

미지 처리는 Airsim 노드에서만, 드론 제어는 mavros에서만 수행하도록 구성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실제 드론 환경으로 옮기기 쉽다는 점에 있다. 실제 드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mavros와 pixhawk를 

경로만 바꿔 연결해주고, depth image만 실제 depth camera 데이터로 옮겨 주고 gps로 좌표를 잘 설

정해준다면 큰 노력없이 Airsim에서 구현한 알고리즘을 실제 드론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

다.

 반대로 기존에 존재하는 드론 알고리즘들도 Airsim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Airsim은 카메라를 원하는 위치에 개수의 제한 없이 settings.json의 수정만으로 편리하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Airsim에서 제공되는 카메라의 이미지 데이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

는 종류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이를 Ros로도 보내줄 수 있어 데이터의 가공이 편리하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알고리즘들도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 잘 정해주면 Airsim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유의할 점은 Airsim은 ned좌표를 주로 사용하고, px4는 enu좌표를 주로 사용하기에 알

고리즘을 적용할 때 ned나 enu둘 중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Airsim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다음 사진은 여러 기둥

들을 드론이 회피하는 과정에서의 Airsim화면과 rviz상 화면이다.

[사진7] Ewok 알고리즘 Airsim적용시 rviz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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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Ewok 알고리즘 Airsim적용시 unreal engine 화면

[사진9] Ewok 알고리즘의 원본 화면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원본과 거의 유사하게 충돌 없이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활용방안 / 기대효과
(1) 교육적 효과

- 구동 제약이 없는 가상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로봇 알고리즘 검증을 용이하게 하여 드론을 포함한 

다양한 로봇 연구에 대한 환경 제공.

- 로봇공학 및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력 양성.

-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로 인한 산업 확장 및 고용 증대

- SLAM, 경로 생성, 자율주행 등의 로봇 관련 핵심 역량 강화

- 해당 콘텐츠를 교과목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대학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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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효과

- 로봇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술 및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ICT기술의 새로운 방향 제시

- 시뮬레이션 콘텐츠의 대중화

- SLAM 기술과 시뮬레이션 환경의 융복합으로 인한 손쉬운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가능

- Unreal Engine 기반 게임 개발 기술의 발전 도모

- 구동 제약이 없는 가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드론 자율 비행 기술의 발전

(3) 산업적 효과

- 기본적으로 드론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많은 제약이 따르는 드론 비행 현장을 시뮬레이션 환경

으로 대체하면서 개발 비용 절감 및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연관 산업 이익 창출에 기여

- 드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적

합한 언택트 산업에도 기여

- 정밀한 가상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VR 및 AR 산업과의 융합 도모

-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e-sport 콘텐츠로의 발전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