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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성장하는 로 의 발달과 생체인식의 개발에 따라 패턴 인식기술 한 속히 발 하고 있으

며, 그 범 가 2D에서 3D까지로 확장되고 있다. 3D 패턴인식은 기존 2D 패턴인식의 문제 을 해결하

여 여러 각도에서는 인식되지 못했던 물체와 생체를 3D 으로 인식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종류

의 3D 패턴인식을 이용한 기술 황을 알아본 후 그 망을 소개한다.

  

1. 서론

   패턴인식이란 계산이 가능한 기계  장치가 어떠한 

상을 인식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말한다. 패턴인식 기술

을 사용하는 AOI(Automated Optical Inspection)은 업체

들이 생산비용 압박과 량 생산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

록 하는 장비로 생산 공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 최근 조사

에 따르면 2D AOI 시스템과 3D AOI 시스템의 시장은 연

평균 17.1%씩 성장하며 2022년이 되어서는 10.8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본다[1]. 3D AOI는 항공 우주  방 , 자

동차  의료 기기와 같은 애 리 이션에서 고품질 자 

부품에 한 수요의 증가로 함께 성장되어 가고 있다. 

  한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응용분야로는 생체인식 분

야로 다양한 융합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생체 인식은 기술의 발 과 그 필요성이 높아짐

에 따라 지능형 제, 보안, 인식 등의 분야에서 연구되어

지며 그  얼굴 인식은 매우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되어 

스마트 폰, 노트북, 물리  보안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2].  생체인식 련한 부분으로의 패턴인식은 컨볼루셔  

신경망을 이용한 얼굴의 특징 을 분류, 뉴로-퍼지 알고

리즘을 기반한 얼굴인식 패턴 분류기 설계 등 얼굴 인식 

분야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 3D 패턴인식 기술 황

   2-1. ‘Zenith'

  Zenith는 PCB에 조립된 컴포 트와 솔더 조인트 상

을 추출하여 모든 불량을 검출한다. (그림1)을 보면 3차원 

측정값을 사용하여 불량을 별하고, 에러 발생을 차단하

고 측정값과 스탠다드를 이용하여 직  로그램 작성 

 검사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Fine Pitch, 투명도, 색, 그

림자 등에 한 향을 받지 않는다. 

 

   2-2. ‘MV-6e OMNI'

  (그림2)의 MV-6e OMNI는 15메가 픽셀의 메인카메라

를 사용하여 3D 모아  측정과 8단 동축 컬러 조명, 4개

의 사이드카메라를 사용하여 03015mm 사이즈의 부품도 

검사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1) Zenith (그림 2) Mv-6e OMNI

   2-3. ‘EAGLE 3D-8800HS'

  EAGLE 3D-8800HS는 3D 측정을 해 8-way 

projection을 용하여 그림자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

다. (그림3)의 EAGLES 3D-8800 고속검사 버  장비는 

9MP 카메라와 빠른 성능의 CPU, 최 화 소 트웨어로 

인하여 매우 높은 검사 속도를 제공한다.

   2-4. 'Xceed STD'

  (그림4)의 Xceed STD는 고해상도 분해능을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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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 로 스캔한 높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하기 

한 리 범 만을 지정한다. 이 장치는 독자 인 이  

스캔 방식을 이용하여 경쟁사와의 경쟁력을 높인다. 

 
(그림 3) 

EAGLE 3D-8800HS (그림 4) Xceed STD

   2-5. 3D 카메라

  3D 카메라는 2개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해 가시 선을 

포착, 심도 정보를 측정하여 3D 이미지를 생성해 멀티 카

메라, 멀티 즈 등의 방법으로 구 한다. 이 를 촬  

상에 방사한 후, 상 표면 모양에 따라 패턴이 변형된 

정보를 비교 분석 하여 심도를 계산한 후 이미지 센서가 

은 사진과 함성해 3D 기반의 촬  결과를 도출한다. 

   2-6. 얼굴인식 3D 패턴 분류기

  3D 스캐 를 사용하여 얼굴의 체 형상을 획득하고, 

형상을 으로의 형태를 띠게 만든다. 2차원에서는 존재하

지 않는 얼굴의 깊이를 측정해 데이터를 추출한다[2]. 얼굴 

인식을 시행할 때 먼  획득한 얼굴 형상을 깊이에 따라 

다른 변화를 주어 데이터를 얻고, 코 끝 과 양 을 기

으로 깊이에 따른 데이터를 얻는 등 여러 방법에 따라 데

이터를 추출하여 분류한다. 

3. 3D 패턴인식의 망

  지 까지 패턴인식은 주로 2D 방식 주의 형태로 주로 

이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패턴인식 련 시스템  컴퓨터

의 속한 발 으로 3D 련 기반 기술들 한 매우 넓은 

방향으로 사업이 확 되어 용 범 와 시장 한 차 

넓어지고 있다. 한 생체인식 기술을 목한 3D 패턴인

식의 도입은 생체인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하고 있

으며 최근 여러 회사에서는 3D 패턴인식으로 지문, 홍채, 

안면인식, 손모양 등의 생체정보를 모바일, 혹은 편리한 

휴 기기에 목시키는 방안을 개발하는 이다. 패턴인식

은 앞으로도 여러 방향으로 발 하고, 개발되어 더 효율

인 방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생활에 련된 제품으로 나

올 것이라 생각된다. 3D 패턴인식 개발에 있어 그 시장의 

규모와 사업이 확 됨에 따라 련분야에 한 심이 계

속되어 요구될 것이다. 3D 패턴인식 사업은  세계 으

로 시장 활성화단계에 있으며 IT가 발달하는 요즘 매우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4. 결론

  3D 패턴인식 기술은 매우 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기술  시장 변화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필요 

부분에 히 용시켜야 한다. 2D 패턴인식에서 더 발

한 형태의 3D 패턴인식을 연구하여 여러 분야, 기술에 

용시킨다면 재보다 더 효율 인 기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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