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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거리 정보로부터 물체 윤곽추출에 의한

물체 및 자세 인식

( Object and Pose Recognition with Boundary Extraction from 3

Dimensional Depth Information )

김 성 찬*, 양 창 주**, 이 준 호**, 김 종 만***, 김 형 석***

( Seongchan Gim, Changju Yang, Junho Lee, Jongman Kim, and Hyoungsuk Kim)

요 약

스테레오 비젼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정밀 거리 측정 및 물체 인식방법을 제안하였

다. 단일 카메라, 레이저 광 그리고 회전 평면경을 사용하여 정밀한 3 차원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거리정보로 표현된 물

체 영역에 간단한 문턱치 처리를 사용하면, 물체의 윤곽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윤곽에 대한 시그니처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함으로써, 물체와 그 자세까지 인식할 수 있다. 정밀 거리측정에 의한 물체 인식률 향상을 보이기 위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다.

Abstract

Stereo vision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 using a single camera three dimension precise distance measurement and

object recognition method is proposed. Precise three dimensional information of objects can be obtained using single

camera, a laser light and a rotating flat mirror. With a simple thresholding operation on the depth information, the

segmentations of objects can be obtained. Comparing the signatures of object boundaries with database, objects can be

recognized. Improving the simulation results for the object recognition by precise distance measurement are presented.

Keywords : 거리정보, 물체 윤곽정보, 시그니처, 물체인식, 물체 자세인식

Ⅰ. 서  론

실생활에서 로봇의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작업의 효

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봇 스스로가 주변 환경을 인

식하고 물체를 인식할 수 있어야한다. 물체나 로봇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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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지만,

주로 영상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영상에 의

한 인식 기술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과제가 산재

해 있기 때문에, 로봇에 응용같이 범용 목적으로는 실

용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정밀

거리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물체의 윤곽을 추출하고, 물

체 윤곽의 시그니처 정보를 이용하여 물체를 인식하고

자 하는 연구이다.

기존에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인간

의 시각처럼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3차원 거리 정

보를 알 수 있는 스테레오 비전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스테레오 비전 방식은 간단하게 두 대의 카메라로 구성

할 수 있지만 카메라의 정렬 상태 및 두 영상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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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정합 포인트 결정이나 정합 오류
[1]
로 인하여

거리 측정 오차가 발생하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두 대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을 픽셀단위로 매칭

하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
[2～3]
도 있다.

스테레오 비전 방식의 카메라특성일치 및 정렬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측정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방식중의 하나가 로봇 아이핸드 시

스템(Robotic eye-in-hand system)이다. 이 시스템은

로봇의 팔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로봇의 팔이 카메라를

이동시켜 얻은 연속된 두 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거리정

보를 추출한다. 그러나 로봇팔의 위치가 가변적이며 작

업형태에 따라 카메라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이

미지 내에서 정합점을 찾기 매우 어렵다. 또한 로봇팔

의 이동으로 인한 카메라의 파손이 쉬우며 거리측정을

위해서는 로봇팔의 물리적인 이동이 있어야 하므로 거

리정보 추출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또 다른 시스템의 하나로 단일

카메라와 고정된 두 개의 거울을 이용하여 거리정보를

추출하는 시스템
[2]
이 있다. 이 시스템은 두개의 거울로

부터 반사되는 스테레오 영상들을 단일 카메라를 통해

획득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그러나 두 거울상의 중복영

역을 이용하므로 시계가 좁으며, 시계확보를 위하여 비

평면거울을 이용하면 영상정보의 왜곡으로 정합오류가

커지는 단점
[1～2]
이 있다.

위의 방법보다 더 정밀하게 3차원 거리측정이 가능

한 방법이 active vision 기술인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

에는 그물망이나 패턴방식의 structured light를 사용하

는 방법
[4～5]
이 있다. 이 방법은 카메라와 light source간

의 구조적 관계 해석과 입력된 light의 패턴을 분석하여

3차원 거리값을 추출
[6]
한다. 그러나 light source가 회전

하면서 일어나는 blur 현상
[7]
, light source의 회전 각도

에 따른 오차[8～9]가 여전히 남아있고 정합문제도 해결

되어야할 문제이다.

또, 상기 거리 측정 방법 중 더 개선된 방법으로 카

메라, 선형레이저 및 회전 평면경을 사용한 거리 측정

방법
[10]
도 연구하였다. 본 거리측정 시스템은 단일 카메

라와 선형 레이저, 회전 평면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음파 방식에 비하여 거리측정 대상을 정밀하게 분석

할 수 있고 스테레오방식에 비하여 정합오류가 매우 작

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단일 카메라와, 레이저 광, 회전 평면경을

사용하여 얻은 정밀한 3 차원 거리 정보에 문턱치 처리

함으로써 정밀한 물체 윤곽 정보를 얻고, 그 윤곽에 대

한 시그니처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함으로써, 물체를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다.

제 Ⅱ장에서는 단일카메라, 선형 레이저광, 및 회전평

면경을 이용한 거리 측정 장치를 설명하였고, 제 Ⅲ장

에서는 연구자가 제안한 거리정보 기반 물체 인식 방법

을 기술하였다. 또, 제 Ⅳ장은 제안한 방법에 의한 다양

한 물체를 인식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제 Ⅴ장은 시뮬

레이션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결론을 기술하였다.

Ⅱ. 정밀 거리 측정 장치

그림 1은 본 연구팀이 개발한 단일 카메라와 선형 레

이저 광선, 그리고 맞은편에 회전하는 평면경으로 구성

되어 있는 정밀 거리측정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

는 그림이다. CCD 카메라와 δο 만큼 떨어져있는 레이

저는 카메라 광축과 평행하게 거울의 회전 중심인 C로

입사된다. 이렇게 거울에 입사된 레이저는 입사각과 같

은 각을 이루며 반사되어 거리 R 만큼 떨어져 있는 물

체 T 에 맺히게 된다. 물체에 맺힌 레이저 영상은 다시

거울에 허상으로 맺히게 되며 이때 T'은 거울의 회전

각도 θ 와는 무관하게 그림에서와 같이 항상 카메라의

광축과 평행한 S-C의 연장선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 1. 개발한 거리측정 장치의 구성

Fig. 1. Structure of the developed depth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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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발한 시스템에서의 거리 계산을 위한 삼각

비례관계

Fig. 2. Triangulation for the depth measurement of the

developed system.

거울에 맺힌 영상은 다시 카메라 렌즈의 초점 F를

통하여 카메라 CCD 에 맺히게 되며 영상 내에서의 레

이저 포인터의 위치인 P를 통해 물체의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카메라 초점과 거울의 수평축 사이의 거리

를 dm, 수평축에서 허상까지의 거리는 dT', 렌즈의 초

점 거리를 f 로 표시하였다.

거리계산식을 위해 그림 1의 거리계산 요소만을 추

출하여 간략히 하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와 같이 거울에 허상으로 맺힌 물체의 위치와

물체에 투사된 레이저 화소의 관계는, 초점 F를 공통으

로 하고 P와 f를 변으로 하는 삼각형과 D와 δο를 변으

로 하는 삼각형이 닮은 형태가 된다. 이때 dm, δο, f 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며 물체 거리 R 에 따라 D와 P 의

값만 변하게 된다. 따라서 화소위치 P만을 이용하여 거

리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레이저 화소가 CCD 카메라에 의해 영상좌표 P=(Px,

Py) 에 맺혀진다고 할 때 삼각형의 닮음 공식을 이용하

여 거리 측정 식을 유도하면

       (1)

        (2)

이 되며 식(2)를 거리 R 에 대하여 정리하면

 


  (3)

가 된다.

식(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리계산은 거울의 회전

각과 무관하게 레이저 화소의 위치만으로 결정된다. 그

리고 본 시스템은 영상에 맺힌 레이저 빛이 블러가 생

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레이저 화소의 위치

검출이 간단한 영상처리만으로도 정확히 이루어지며,

거리측정 결과 역시 다른 영상처리 방식에 비해 정확하

고 신뢰할 수 있다.

측정 각도 φ에 대한 측정 오차는 그림 2를 통해서 확

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P로 인한 방향각의 변화가 거

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리 R이 클 때 R의 오

차가 증가 할 수 있는데 비해 각도 φ에 대한 오차는

작음을 알 수 있다.

Ⅲ. 거리 정보를 이용한 물체 인식 

본 논문에서 제안한 거리정보 기반 물체 인식방법은

그림 1과 같이, 우선 영상 내에서 물체형상에 대한

segmentation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얻은 물체 윤곽선

으로부터 시그니처를 추출한 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

여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segmentation을 위해서 Ⅱ 장에서 기술한 거리 측정 시

스템을 사용한 거리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segmentation의 정확성을 크게 향상 시켰다. 이

segmentation은 거리 정보에 대한 간단한 thresholding

기법을 사용하면 된다.

거리 정보의 segmentation 결과로 얻어진 물체의 윤

곽은 2 차원 영상의 segmentation 결과로 얻어진 물체

윤곽에 비해 매우 명확하고 robust한 특성이 있다. 이

윤곽선 상의 각 점들을 각 영역의 중심점으로 부터의

거리와 각도로 표현한 것이 시그니처 정보이다. 이 시

그니처 정보를 normalize하면, 크기에 무관한 인식이 가

능하게 된다. 또한, 이 시그니처 정보는 물체의 회전 각

도에 비례한 수평이동이 정보로 나타나므로 수평이동

정도를 파악하여 회전 각도를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체에 대한 시그니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 화 한 후,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새로 얻은 물체

의 시그니처와 비교함으로서 물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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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자세 인식을 위한 순서도

그림 3. 제안한 물체 및 자세 인식을 위한 처리 순서

Fig. 3. Processing flow of the proposed object and

pose recognition.

3.1 인식을 위한 segmentation 

일반적인 물체 인식의 가장 첫 단계는 segmentation

단계이다. Model base, Feature matching base 등

segmentation 과정을 수행하지 않는 matching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물체 인식 과정에서도 segmentation을

수행함으로써 인식 도메인을 줄일 수 있고, 배경이나

다른 물체와 섞여서 나오는 잡음에 강인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림 4는 실제 물체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그림 4. 3차원으로 표현한 측정된 거리 값

Fig. 4. Measured depth information expressed in 3 D.

그림 5. 그림 4의 3 차원 거리 정보에 대한

segmentation 결과

Fig. 5. Segmentation result of Fig. 4.

된 거리 값을 이용하여 3차원적인 모양이 표현 가능하

며 선(line) 레이저를 이용하여 높이에 대해서 세밀한

영역까지 측정 가능하다. 큰 종이컵이 뒤집어 있는 모

양을 하고 있다. 종이컵이 둥글기 때문에 종이컵의 중

앙을 보면 이에 따른 거리 값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회전 각도는 약 20°이며 거리는 약 300mm ∼

800mm 사이에 측정되었다. 종이컵과 스테이플러는 약

500mm에 위치하였으며 배경은 약 800mm에 있다.

측정된 거리 값의 유사도와 거리 값에 따른 연결 성

분을 고려하여 각 영역을 segmentation하면 그림 5는

labeling된 결과와 실제 거리 데이터에 segmentation을

수행한 결과이다.

3.2 시그니처를 이용한 물체 인식 

3차원 거리 측정 장치로부터 측정한 거리 정보를 이

용하여 물체를 인식하고 자세를 알아내는데 시그니처

방법을 이용하였다. 시그니처란 그림 6과 같이 물체의

외곽선을 1차원 함수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서 물체

인식을 위한 중요한 feature로 사용된다. 물체의 외곽선

에 대한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험에서는

물체의 중심에서 외곽선까지의 거리를 각도의 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의 시그니

처란 물체의 외곽 경계의 위치를 물체의 중심점으로부

터 극좌표로 표현한 다음, 다시 극좌표의 각도를 수평

축, 거리값을 수직축에 도시한 1차원 그래프이다. 시그

니처는 1차원 함수로 표현되므로 물체의 2차원 경계선

으로 표현 할 수 있고, 1차원 함수의 차 연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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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ing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

로 시그니처는 이동에 불변이지만 회전과 크기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물체의 크기는 시그니처의 세로

축 값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시그니처 값을 정규화하면

scale invariant feature가 된다. 다만, 회전된 물체의 경

우에는 시그니처 그래프가 수평방향으로 이동되어 나타

나므로, 그래프 이동정도에 의해 물체의 회전 자세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시그니처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체를 인

식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추적하여 하나의 행렬로 만들

어야 한다. 즉, 영역의 경계에 대한 정보를 체인과 같이

정렬할 필요가 있다.

그림 6에서는 시그니처에 대한 예로서 물체의 외곽

이 원형인 경우와 사각형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시

그니처는 가로 축을 회전 각도로 표현하고, 세로축은

중심점으로부터 외곽선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므로, 그림

6(a) 같은 원형 물체에서 세로 축의 값이 일정한 A 크

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그림 6(b)와 같이 물체가 4각형

인 경우는 각도가 변함에 따라 거리 값이 증가와 감소

를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시그니처의 특징은 외곽 형태가 다른 물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물체라 할지라도 자

세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므로, 시그니처 방법은 물체

인식과 자세 인식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시그니처의 특징 중 영상 내에서 이동에 대한 불변하

는 특징은 물체의 형상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기본 성질

이다. 스캔한 영역 내에 물체가 어느 위치에 존재할지

알 수 없지만 영상에서 물체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segmentation 된 영역에 대한 시그니처를 구하게 된다.

구해진 시그니처는 영상에서 위치와는 관계없이 같은

형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온다.

본 논문에서는 물체의 자세를 인식하기 위해서 회전

된 물체의 시그니처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segmentation된 영역의 시그니처와 비교함으로써 회전

정도를 인식할 수 있음을 보였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와 각 물체 및 자세를 인식하는

방법은 물체의 시그니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12가지

자세에 대한 시그니처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수행한다.

구해진 차이의 합이 작을수록 비슷한 자세로 인식된다.

매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물체가 존재하는

segmentation 영역을 분리해내고 해당 2차원 영상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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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각형의 시그니처

그림 6. 1차원으로 표현된 시그니처의 예

Fig. 6. Illustrations of one dimensional signatures.

이터베이스로부터 불러내어 최종적인 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시그니처가 물체 표면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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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에 무관하고 물체 외곽의 형상에 따라 시그니처가 달

라지기 때문에 종이컵이나 stapler 같은 경우에는 각 자

세에 따라 확실하게 다른 모양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담

배갑처럼 상하의 모양이 동일한 물체의 경우에는 동일

한 시그니처값을 갖는다.

Ⅳ. 실험 및 검토 

제안한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서 시그니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물체의 pose

정보, 시그니처 정보, 물체의 2차원 영상으로 구성된다.

물체의 자세는 총 12가지로 구분되어 저장되었다. 그림

7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담배갑의 2차원 영상과 시그

니처 정보에 대한 부분으로서 12가지 자세에 대해서 각

각 나타내었다. 또, 그림 8은 종이컵에 대한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이고, 그림 9는 stapler 침 박스에 대한 시

그니처 데이터베이스이다.

물체 및 자세인식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도

구성하였다. 그림 10은 그림 3에 보여주는 물체 및 자

세 인식을 위한 순서도에 따라 구현한 물체 및 자세 인

2D Image Signature 2D Image Signature

그림 7. 담배갑의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

Fig. 7. Database of the signatures of cigarette pack

2D Image Signature 2D Image Signature

그림 8. 종이컵의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

Fig. 8. Database of the signatures of cigarette pack.

2D Image Signature 2D Image Signature

그림 9. stapler 침 박스의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

Fig. 9. Database of the signatures of a stapler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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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이다. 프로그램의 상단 좌

측에 보이는 두 영상은 입력 영상으로서 2차원 영상이

다. 오른 편에는 질의한 물체와 segmentation된 영역의

개수 및 실제 처리한 segmentation 영역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며 최종적으로 매칭이 성공한 영역과 데이터

베이스의 자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있다. 중앙에 위

치한 세 그룹의 막대그래프는 각각의 segmentation 영

역과 데이터베이스의 담배 갑 자세와 비교한 결과이다.

시그니처의 차이 값에 대한 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첫 번째 그룹은 배경 영역과 담배갑에 대한 12개의 다

른 자세와의 차이 값을 보여 주고, 두 번째 그룹은 받침

영역과 담배갑에 대한 12개의 다른 자세와의 차이 값을

보여 주며, 세 번째 그룹은 입력의 담배갑과 다른 자세

의 담배갑 영상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오차가

작을수록 matching이 잘 됨을 의미한다. 이 예에서는

가장 작은 matching 오차값을 보이는 것은 세 번째 영

역이며, 자세는 8번째와 12번째(stand) 자세이다. 두 영

역에서 matching값이 동일한 이유는 그림 7 데이터베

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배갑은 바로 서 있는 경우

와 뒤집혀서 있는 경우의 형상이 동일하기 때문인데,

어느 경우나 서 있는 담배 갑의 자세로 인식하고 있다.

위에서 얻은 segmentation 영역과 자세 정보를 응용

프로그램의 하단에 나타내었다. 왼쪽 부분에는

segmentation된 영역과 그 영상의 시그니처 정보를 보

여주며 오른편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2차원

영상과 그에 따른 시그니처 정보를 보여주게 된다. 측

정된 영역에 대한 거리 정보도 제공하여 물체가 측정

그림 10. 자세 인식 실험(담배갑을 이용한 실험)

Fig. 10. Pose recognition result of a cigarette pack.

장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얻은 물체의 최종적인 결과는 스캔한 물체가

찾으려는 물체인지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자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물체가 영상내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알아내어 로봇이 물체를 다루는데 필요한

위치 정보와 거리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1은 종이컵 자세에 대한 인식 실험 영상이다.

종이컵의 경우 7번 자세(left down)가 결과로 나왔다.

그림 11의 7번째 데이터를 결과로 보여주게 된다.

다음 실험은 stapler 침 박스를 인식하는 실험이다.

그림 12는 그림9의 스테이플러 침 박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자세 인식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스테이플 침 박스 같은 경우는 받침이나 배경의 부

그림 11. 자세 인식 실험(종이컵을 이용한 실험)

Fig. 11. Pose recognition result of a paper cup.

그림 12. 자세 인식 실험 화면 (stapler 박스)

Fig. 12. Pose recognition result of a stapler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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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같이 가로방향이 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각

segmentation 영역마다 비슷한 오차를 가져왔다. 하지

만 실제로 매칭 된 결과는 스테이플러 침 박스와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 선형 레이저 및 회전 평면경

을 이용한 거리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밀한 3 차원

거리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카메라, 선형 레이저 및 회전 평면경을 이용한 거리

측정 시스템은 물체에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서 물체의 3

차원 정보를 얻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작은 돌출부위에 대해서도 거리측정이 가능하고, 회전

거울을 이용하여 시스템 전체의 움직임 없이 주변 물체

에 대한 넓은 범위의 거리 탐색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거리 측정 장치를 활용하여 얻

은 3 차원 거리 정보를 문턱치 처리함으로서 물체를

segmentation 한 후, segmentation된 영역의 시그니처

를 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시그니처와 비교하여 물체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인식을 위해서 물체마다, 12 종류 이상의 자

세에 대한 시그니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실험을

수행해 본 결과, 실험에 사용한 모든 물체에 대해서, 물

체가 놓여진 자세 및 위치에 관계없이 100% 인식이 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물체 인식방법은 물체의

크기나 자세와 무관하게 물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향

후, 물체 인식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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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심분야 : 동적계획법, 패턴인식, 로봇비젼>

양 창 주(정회원)

2008년 전북대학교 전자정보

공학부 학사졸업.

2010년 전북대학교 전자정보

공학부 석사졸업.

2011년 현재 전북대학교 전자정보

공학부 박사과정.

<주관심분야 : 멤리스터, 아날로그 집적회로,

CNN, 로봇비젼>

이 준 호(정회원)
1998년 전북산업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졸업

2000년 원광대학교 트라이볼로지

석사졸업

2011년 전북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박사졸업

2007년～현재 진우 SMC CEO

<주관심분야: 유압 최적화 회로 설계, 로봇비젼>

김 종 만(정회원)
1996년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졸업.

2000년～현재 전남도립대학교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부교수

<주관심분야 : 동적계획법, 비선형 시스템, 신호

처리, CNN>

김 형 석(정회원)
1992년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졸업(박사)

2003년～현재 전북대학교 전자정

보공학부 교수

<주관심분야: 멤리스터, 로봇비젼, 로봇센서 시스

템, 아날로그 병렬처리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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