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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V 본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의 판을 캐비닛이라 하며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은

재질을 사용하여 만든다. 이러한 캐비닛은 사출 성형, 자외선 접합 등의 공정을 거치는 동안 열 변형을 일으키기 쉽다. 심하

게 변형이 일어난 불량 캐비닛은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공정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TV 캐비닛의

형상 인식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초음파 센서를 사용한 형상인식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한다. 즉, 캐비닛 형상 인식을 위

한 실험 시스템 구성과 캐비닛의 형상을 판별할 수 있는 평가 지수의 제안 그리고 초음파 거리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바이

어스치 제거 알고리듬, 캐비닛의 양․불량품 판정을 위한 검사 알고리듬 등의 개발 및 검증 결과에 관하여 소개한다.

Abstract

A cabinet is an outer frame of a TV, which is usually made of poly-carbonate. Cabinets are apt to be deformed

because of applied heat during injection molding process and UV joining process. Severely deformed cabinets cause a

falling-off in quality of the final product. Therefore cabinets should be inspected and only the good ones should be

delivered to the following process. We implemented an experimental system for shape recognition of a cabinet and

proposed several indices to characterize the shape of a cabinet. We also proposed algorithms to eliminate the possible bias

present in measured data and to check the goodness of a cabinet.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

algorithms.

Keywords : Automated shape recognition, TV cabinet, Ultrasonic sensor, XY type robot.

Ⅰ. 서  론

그림 1과 같이 TV 제조에 있어서 TV 전면의 디스플

레이부에 부착되는 외곽의 판을 캐비닛이라 통칭한다.

근래에는 TV 외관의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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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캐비닛을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과 같은 재질로 만들고 있다. 캐비닛은 사출 성형 과정

이나 자외선을 사용한 픽서의 접합[1～2]과정에서 열 변

형에 의해서 의도했던 형상과는 다르게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형상 변형은 TV제조 단계에서는 조립의

정밀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화면의 왜곡 등 전체 TV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캐비닛의 휨

등과 같은 형상을 판별하여 양품의 캐비닛만이 다음 공

정으로 이송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한편, 작은 물리적 힘에도 쉽게 변형될 수 있는 캐비

닛의 특성상 인력을 통한 수작업으로는 정확한 형상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물리적 접촉은 투명한

캐비닛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캐비닛의 손상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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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V 캐비닛

Fig. 1. A TV cabinet.

으면서 빠르고 정밀하게 캐비닛의 형상을 인식 할 수

있는 자동화된 형상 인식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직각좌표 로봇과 초음파 센서를 이용

하여 캐비닛 형상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초음파 센서

를 사용해서 측정한 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상을 판

별한다. 또한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형상을 수

치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각종 형상 인식 지수, 거리 측

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바이어스치를 제거 할 수 있는

알고리듬과 캐비닛의 양 불량 판정을 할 수 있는 알고

리듬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실험을 통해 유용성을 검증

한다.

Ⅱ. 본  론

2.1 초음파 형상 인식 실험 시스템

캐비닛 형상을 인식하기 위한 계측 센서로서 여러 군

의 접촉식 및 비 접촉식의 센서들을 조사 및 평가 한

결과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변위를 측정하는 방식을

그림 2. 형상 인식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2. Block diagram of the shape recognition system.

그림 3. 캐비닛 형상 인식 시스템

Fig. 3. Shape recognition system for a cabinet.

선택하였으며, 캐비닛 형상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시스

템으로서 1조의 Keyence社 초음파 센서
[3]

와 2축의 직

각좌표 로봇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은 형상 인식 시스

템을 구성하였다.

이 시스템은 Y축의 끝단에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고,

직각좌표 로봇을 X축과 Y축으로 이동시키면서 초음파

센서 헤드를 미리 정해진 측정 포인트들에 위치시킨 후

변위를 측정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림 3은 구현된 실험

시스템과 캐비닛의 실물을 보이고 있다.

2.2 검사 알고리듬 및 형상 인식 알고리듬

변위 측정을 완료한 캐비닛의 형상 인식을 위하여 측

정한 데이터를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캐비닛의 불량품 판정 기준

① 첫 측정 포인트와 끝 측정 포인트 간의 컨벡스

(Convex)성질을 만족 하여야 한다. 컨벡스 성질을 만족

하지 않을 시 캐비닛이 우는 현상이 발생한다.

② 캐비닛 중앙 위치의 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변위

데이터가 기준점과 -5mm이상 차이가 난다면 불량으로

판정한다.

그림 4는 중앙 위치 값을 기준으로 -5mm이상 차이

를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품 캐비닛 형상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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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양품 캐비닛의 전형적인 패턴

Fig. 4. A typical pattern of a good cabinet

는 대략적인 현장 경험적 수치 패턴을 나타낸다.

나. 변위 측정 시 발생된 바이어스치 고려

위의 가 ②번에서 중앙점에 대한 상대적인 거리가

-5mm 이상이 되면 불량으로 판정한다고 하였다. 하지

만 이는 캐비닛 변위 측정이 이상적인 상태에서 수행되

었을 경우 즉, 캐비닛이 지면과 수평 및 수직을 이룬 상

태에서 측정을 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실제로는 형상 인

식 시스템의 기구부 구성 시 지면과의 수직 수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측정치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 따

라서 이를 보정해줄 수 있는 알고리듬이 필요하다.

2.2.1 검사 알고리듬

캐비닛의 변위 측정이 완료된 후 1차적으로 캐비닛

의 양 불량을 예비 판정하기위해 적용하는 알고리듬으

로서 두 가지를 검사한다. 즉, 처음에는 캐비닛의 컨벡

스 성질을 검사한다. 컨벡스 성질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하고, 만족하면 다음 검사인 최소치 검

사를 수행한다. 최소치 검사는 기준점인 캐비닛 중앙점

검사 명 설 명

컨벡스 검사

측정된 m×n 데이터들의 모든 행 데

이터와 열 데이터에서 첫 변위 측정 포

인트에서 끝 측정 포인트까지 값의 상

승 및 하강의 변화는 1회이하여야 한

다.

최소치 검사

기준 값에 대한 상대 변위가 -5mm이

상이 되는 측정 포인트가 있는지를 검

사한다. 만일 -5mm이상 되는 포인트

가 검출된다면 불량일 가능성이 있으

므로, 2차적으로 바이어스제거 알고리

듬을 적용시킨 후 재검사한다. 바이어

스제거 알고리듬 적용 후에도 기준 값

과 -5mm이상 차이가 나는 지점이 발

생 할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표 1. 검사 알고리듬

Table 1. Inspection Algorithm.

에 대한 상대적인 거리가 -5mm이상 되는 값이 있는지

를 판별해 내는 알고리듬으로서, 별도로 개발된 UI프로

그램 내에서 판별 가능하다.

2.2.2 바이어스 제거 알고리듬

캐비닛의 변위 측정 시 캐비닛이 지면과 수직 및 수

평을 이루지 못하고 틀어져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검사

알고리듬 단계의 최소치 검사에서 1차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캐비닛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하는 알고리듬이다.

캐비닛의 변위 측정 시 수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즉, Z축에 대한 회전만 있는 경우와 수직 수평 모

두를 만족하지 못하여 X,Y,Z축에 대해서 모든 회전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여기에서 좌표

계는 그림 6에서 정의된 좌표계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가. 회전된 각도 추정

그림 5에서는 캐비닛이 수직으로 놓이지 않은 경우

이고 그림에서와 같이 측정 데이터에는 바이어스치가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에 바이어스치를 제거하기 위해

서는 캐비닛을 각도 만큼 회전 시킬 필요가 있다. 캐

비닛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양 끝단의 측정값 d1, d2

를 알고 있고, 캐비닛의 길이 L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캐비닛이 회전한 양인 를 식 (1)과 같이 구

할 수 있다(atan2는 인자의 역 탄젠트 결과 값을 -π～π 

범위로 반환한다).

    (1)

그림 5. 회전된 각도 추정

Fig. 5. Estimation of the angle  .

나. Z축에 대한 회전만 존재하는 경우

그림 6은 그림 5와 같은 상황에서 월드좌표계(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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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직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 경우

Fig. 6. The case that verticality is not satisfied.

계)와 캐비닛 중심 좌표계(좌표계)를 설정한 것을 나

타낸다.

이 때, 월드 좌표계를 기준으로 측정한 위치 값인

를 식 (2)와 같이 표현하자.

  

 


′

′ (2)

좌표계를 좌표계에 대해 표현하면 축에 대해 +

만큼 회전한 것이므로 회전 행렬은 식 (3)과 같다.


  











cos  sin sin cos 
  

≃










   
  
  

(3)

식 (3)에서 두 번째 행렬 표현은 회전한 각 가 작을

경우에 cos≃  , sin≃ 로 근사화된 것을 나타낸

다. 이 때, 좌표계에서 나타낸 점 P는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











′ ′
′  ′


(4)

다. X,Y,Z축에 대한 회전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수직 수평 조건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

우로서 각 축에 대한 회전 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os   sin .

  










  
   
  

(5)

  










  
  

   
(6)

  










   
  
  

(7)

일반적인 경우 회전변환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

지 않는다. 그러므로 X,Y,Z축 중 어느 축에 대한 회전

이 먼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회

전 행렬이 달라지게 된다.

캐비닛의 회전이 미소 변화량이라 가정했을 시 위의

각 축에 대한 회전 행렬들은 X축에 대한 미소 회전각

을  , Y축에 대한 미소 회전각을  , Z축에 대한 미소

회전각을 라 하면 다음과 같이 근사화 될 수 있다.

  










  
   
  

(8)

  










  
  

   
(9)

  










   
  
  

(10)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미소 회전 행렬들의 곱에

서, 2차 이상의 항을 무시한다면 식 (11)과 같이 근사화

가 되고, 이 회전 행렬들은 X,Y,Z축에 대한 회전의 순

서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4]

.

 ≃











  
  

  
(11)

따라서 X,Y,Z축에 대한 회전이 모두 존재할 경우에

좌표계에서 측정한 점 를 좌표계에서 나타내면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12)

  
 ․ 











′ ′  ′
′ ′ ′
  ′  ′

(13)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캐비닛의 중앙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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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변위 측정 값 들이 -5mm이상 차이가 난 지

점이 발생 될 시 캐비닛을 이상적인 상태의 측정조건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회전 변환한 후, 다

시 최소치 검사를 하여 캐비닛의 양 불량품 판정을 최

종적으로 수행한다.

2.2.3 형상 인식 알고리듬

검사 알고리듬을 만족하여 양품 캐비닛으로 판정된

캐비닛에 대하여 캐비닛의 형상 인식을 위한 다양한

정량적 지수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쉽게 캐비닛의 형상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지수들은 다음과

같다.

가. 표준지수

표준지수  



표준값실제값 

(14)

양품 캐비닛의 표준 형태와의 닮음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0에 가까울수록 표준형에 가까움을 나타낸다.

<표준형인 경우 = 0 > <평판인 경우 = 1.49>

그림 7. 표준지수

Fig. 7. Standard index.

나. 꼭지점 위치

꼭지점 위치는 측정 포인트 중 최대거리인 꼭지점의

<표준형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그림 8. 꼭지점 위치

Fig. 8. Vertex position.

좌표를 나타내며, 캐비닛의 정 중앙점에서 얼마나 치우

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다.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 최소값

최대값 및 최소값은 캐비닛의 측정 포인트들 중에서

변위가 최대인 값과 최소인 값을 나타낸다. 최대값-최

소값은 이 두 값 사이의 간격을 나타낸다. 최대값-최소

값은 캐비닛 형상의 변형이 많이 일어난 경우 또는 캐

비닛 형상은 정상에 가까우나 측정상태에서 캐비닛의

위치나 방향에 오차가 있는 경우 큰 값을 갖게 된다.

<표준형인 경우> <형상 변형이 있는 경우>

<위치 및 방향 오차가 있는 경우>

그림 9.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최소값

Fig. 9. Maximum value, Minimum Vlaue, Max. - Min.

라.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평균값은 변위 측정 데이터들의 평균을 의미하며, 중

앙값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간 크기의 값을 의미한다.

최빈값은 변위 측정 데이터들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이

-2 ～ 0 사이값

<표준형인 경우>

0보다 작은 음수값

<휨이 큰 경우>

그림 10.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Fig. 10. Average value, Median valu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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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값을 나타낸다.

위 3개의 지수는 형상의 개형을 알아볼 수 있는 보조

적인 지수로서 캐비닛의 휨 정도가 클수록 이 값들은

절대치가 큰 음수 값을 갖는다.

2.2.4 알고리듬 검증

형상 인식을 위해 제안한 알고리듬의 검증을 위하여

42인치 양품인 캐비닛의 5x5개의 변위 측정 데이터와

불량품 42인치 캐비닛의 28x48의 변위 측정 데이터에

적용한 후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42인치 양품 캐비닛의 5x5개 데이터에 미소 회전을

임의로 주었을 경우에 데이터는 그림 11과 그림 12에서

실선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캐비닛이 수직 수평 조건이 만족되지 못함을 알 수 있

다. 이 경우의 지수들은 표 2에서와 같이 표준지수가

2.528로 양품과 거리가 멀고, 최소값도 -5.45로 최소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반면 바이어스 제거 알고리듬

을 적용한 후의 데이터는 그림 11과 그림 12에 점선으

로 표시된 바와 같이 컨벡스 검사와 최소치 검사를 모

두 통과하여 양품 캐비닛으로 판정이 된다. 표 2에서도

표준지수, 최소값, 최대값-최소값 등 모든 지수들이 캐

<1행> <3행> <5행>
<42" 양품 캐비닛에 대한 행 데이터>

그림 11. 바이어스 제거 알고리듬 적용 전과 후의 행 데

이터

Fig. 11. Row data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bias

eliminating algorithm.

<1열> <3열> <5열>
<42" 양품 캐비닛에 대한 열 데이터>

그림 12. 바이어스 제거 알고리듬 적용 전과 후의 열 데

이터

Fig. 12. Column data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bias

eliminating algorithm.

비닛의 형상이 양품임을 보여주고 있다.

42인치 불량품 캐비닛의 28x48개 데이터는 그림 13

과 그림 14에서 실선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캐비닛이

수직 수평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며 표 3에서와 같이 대

부분의 지수가 양품과 거리가 멀고, 최소값도 -14.9로

최소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한편 바이어스 제거

알고리듬을 적용한 후의 데이터 역시 약간의 지수 향상

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량품임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제안한 알고리듬을 적용한 결과를 살

바이어스 제거 전 바이어스제거 후

표준지수 2.528 0.343

센터지수 최대값1개, x:0, y:0 최대값1개, x:2, y:2

평균값 -1.014 -1.014

최대값 1.88 0

최소값 -5.45 -1.89

중앙값 -0.845 -0.945

최빈값 1.88 -1.69

최대값-최소값 7.33 1.89

표 2. 42" 양품 캐비닛에 대한 알고리듬 적용 전후의

지수

Table 2. Indices for a 42" good cabinet before and after

the algorithm is applied.

<1행> <3행> <5행>
<42" 불량품 캐비닛에 대한 행 데이터>

그림 13. 바이어스 제거 알고리듬 적용 전과 후의 행 데

이터

Fig. 13. Row data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bias

eliminating algorithm.

<1열> <3열> <5열>
<42" 불량품 캐비닛에 대한 열 데이터>

그림 14. 바이어스 제거 알고리듬 적용 전과 후의 열 데

이터

Fig. 14. Column data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bias

eliminat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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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스 제거 전 바이어스 제거 후

표준지수 8.508 8.273

센터지수 최대값3개, x:19, y:14 최대값1개, x:14, y:19

평균값 -3.197 -3.345

최대값 2.4 0.329

최소값 -14.9 -15.497

중앙값 -6.25 -7.584

최빈값 -0.8 -8.499

최대값-최소값 17.3 15.826

표 3. 42" 불량품 캐비닛에 대한 알고리듬 적용 전후

의 지수

Table 3. Indices for a 42" bad cabinet before and after

the algorithm is applied.

펴보면 임의 회전을 한 양품 캐비닛에 대해서는 불량이

었던 데이터가 양품의 데이터로 변환되어 나타났으며,

불량인 캐비닛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알고리듬을 적용시

켜도 약간의 시각적 및 수치적 향상을 보이지만 불량품

으로 판정을 함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m×n개의 캐

비닛 측정 포인트의 변위를 측정하고 캐비닛의 형상 변

형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형상 인식 지수를

제안하였으며, 양․불량품 판정을 위한 검사 알고리듬

및 바이어스치를 제거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제안하였

다. 제안한 알고리듬은 양품 캐비닛에 대해서 캐비닛이

놓인 위치오류 등을 보상하는데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

며, 불량품인 캐비닛에 대해서는 양품으로의 판정 변화

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향후 형상 인식 시

스템을 통하여 TV제조공정에서 조립 정밀도 향상 및

품질 증대 등 생산효과를 높일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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