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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자동화 공정을 위한 비전 기반 블랭크 정렬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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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ision-based blank alignment unit for a press automation line is introduced in this paper. A press is a machine tool that 
changes the shape of a blank by applying pressure and is widely used in industries requiring mass production. In traditional press 
automation lines, a mechanical centering unit, which consists of guides and ball bearings, is employed to align a blank before a robot 
inserts it into the press. However it can only align limited sized and shaped of blanks. Moreover it cannot be applied to a process 
where more than two blanks are simultaneously insert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developed a press centering unit by means 
of vision sensors for press automation lines. The specification of the vision system is determined by considering information of the 
blank and the required accuracy. A vision application S/W with pattern recognition, camera calibration and monitoring functions is 
designed to successfully detect multiple blanks. Through real experiments with an industrial robot, we validated that the proposed 
system was able to align various sizes and shapes of blanks, and successfully detect more than two blanks which were simultaneously 
in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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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프레스는 각종 금속 판재, 플라스틱, 섬유 등과 같은 소재

(이하 블랭크)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 기계
로서, 대량생산에 적합한 산업분야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가 조사한 ‘프레스 산업경
쟁력 조사’자료에 따르면, 프레스 산업은 세계공작기계 시장
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기간 산업으로, 
2008년 기준으로 약 220억불 규모로, 2002년 이후로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 중인 자본집약적 장비 산업이다[1].  
최근 이런 프레스 산업에서도 생산 공정의 유연성 및 효율
을 높이기 위하여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사가 활발히 추진
되고 있다[2]. 
기존의 로봇을 이용한 프레스 자동화 라인은 그림 1과 같
이 크게 디스태커 장치, 프레스 장치, 로봇으로 구성된다. 디
스태커 장치는 블랭크를 적재 혹은 적재된 블랭크를 프레스 
장치에 하나씩 투입하기 위한 장치로, 작업물의 이물질을 제
거하기 위한 워싱 장치(washing unit)과 블랭크의 위치를 정렬
하기 위한 센터링 장치(centering unit)을 포함한다. 프레스 장
치는 금형을 이용하여 금속 판넬을 절단, 변형, 가공하는 기
계이고 로봇은 각 기기간 블랭크의 이송 및 적재를 담당한다.  
일반적인 프레스 자동화 라인에서는 블랭크를 프레스기기
에 투입 하기 전, 블랭크의 위치를 정렬하는 정렬기기가 필
요하며 그림 2와 같이 볼 베어링과 가이드로 구성된 기계적 
센터링 장치를 주로 사용하였다[3].  

최근 프레스 자동화 라인의 동향은 그림 3과 같이 블랭크
의 크기와 형상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공정의 생산율을 높
이기 위하여 동시에 두 개의 블랭크가 투입되는 공정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계적 센터링 장치는 적용 가능한 블랭크
의 형상 및 크기가 제한되었고 다수의 블랭크가 동시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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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레스 자동화 라인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a press automation line. 

 

 
그림 2. 기계적 정렬장치 적용 예. 
Fig.  2. Example of a mechanical centering unit. 

기계적 정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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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공정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서보 모터를 이
용하여 센터링 장치의 가이드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도록 제
안된 장치도 있으나, 비용이 비싸고 작업물이 혼재되어 투입
되는 공정에서는 빈번하게 정렬장치 설정을 변경해야 하여 
유연생산시스템의 유지 보수 시간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
었다[4]. 
이러한 기존 기계적 정렬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본 논문에서는 비전 시스템을 이용한 블랭크 위치 측정 
장치를 제안한다[5].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장에서는 제안하는 비전 기반 프레스 센터링 장치에 
대하여 소개하며, III 장에서는 시험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의 
정량적, 정성적 성능을 평가하며, IV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결
론을 맺는다. 

 
II. 비전 기반 블랭크 정렬 장치  

본 논문에서는 자재 적재부에서 투입된 블랭크를 프레스 
기기에 투입하기 위하여 블랭크의 위치를 비전 시스템으로 
인식하여 로봇이 자동으로 블랭크의 위치를 인식, 파지할 수 
있도록 정렬하는 프레스 센터링 장치에 관하여 제안한다. 
1. 시스템 구성 

그림 4는 제안된 비전 기반 프레스 센터링 시스템의 구성
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비전 기반 프레스 센터링 시스템은 
로봇 시스템 부분과 비전 시스템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으
며, 비전 시스템은 PC, Frame Grabber, 카메라, 조명장치 등의 
하드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물의 크기 및 정도 요구 사항에 따라 다수의 카메라가
작업공간 상단에 배치되며, 카메라로 획득한 블랭크의 형상
을 모델 패턴으로 등록하고, 투입된 블랭크의 형상을 비교하
여 블랭크 인식 및 위치를 판단한다.  
사용자는 비전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전 시스템 
설정 및 운전을 수행하며, 각종 데이터는 로봇 제어기 전용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로봇과 통신한다. 로봇은 비전 시
스템의 위치 인식 결과에 따라 블랭크 파지 및 이송 작업을 
수행한다. 
2. 시스템 설계 및 운용 

2.1 패턴 정합에 의한 작업물 인식 

본 논문에서는 블랭크를 정렬하는 방법으로 비전 시스템으
로 로봇이 작업할 작업물의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물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차원 
영상의 에지 및 Blob 처리, 템플릿 정합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이차원 영상 처리는 조명 및 주위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는 문제점이 있었다[6-8].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밝기 정보 대신에 영상 경계선의 방
향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물 위치를 인식하는 기하학적 패턴 
정합 방법을 사용하며, 이는 상용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한다
[9-11].  
기하학적 패턴 정합 방법은 등록되는 모델 패턴을 방향 정
보를 가지고 있는 점 집합으로 표현하고, 입력 영상과 모델
에 존재하는 경계선의 방향과 크기 등을 비교하여 인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12,13].  
모델 패턴에 존재하는 점의 방향 벡터를 mi 라 하고 입력
영상에서 획득된 경계선에 존재하는 점의 방향 벡터를 ci 라 

하면, 유사도 측정 함수는 식 (1)과 같이 모델 방향 벡터와 
현재 영상에서 검출된 특징점에 대한 방향 벡터간의 정규화
된 내적의 합으로 표현되며, 인식 결과는 측정된 유사도와 
기준 임계값의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여기서 n 은 모델 패
턴에 존재하는 방향 벡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점의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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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등록된 임의의 패턴에 대한 기하학적 패턴 정합 
수행 결과로, 밝기 정보를 사용하는 템플릿 정합과 달리 주
위 조명 변화에도 강인하게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 Various sizes and shapes of blanks. 

 
(b) More than two blanks simultaneously inserted. 

그림 3. 다양한 크기와 모양 및 동시 두 개 투입되는 블랭
크 예. 

Fig.  3. Example of various sizes and shapes of blanks and more than 
two blanks simultaneously inserted. 

 

 
그림 4. 제안된 시스템 구성도. 
Fig.  4.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system. 

 

  
(a) Dark illumination. (b) Bright illumination. 

그림 5. 조명 변화에 대한 패턴 인식 성능. 
Fig.  5. The performance of pattern recognition with respect to 

illumination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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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Fig.  6. Camera calibration. 
 

2.2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카메라 좌표계는 화소(Pixel) 단위의 좌표계를 사용하고, 
로봇은 mm 단위의 좌표계를 하므로, 카메라 좌표계에서 측
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로봇 좌표계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카메라 좌표계의 결과를 로봇 좌표계로 변환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이를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며, 본 논문에서는 그
림 6과 같은 보정판을 이용하여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수
행한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보정판에 존재하는 원의 위
치와 그 원의 위치에 해당하는 로봇 좌표값을 입력하여 두 
좌표계간 좌표변환 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수행된다[14]. 
3. 생산 시 운용 절차 

비전 시스템에 의한 블랭크 정렬 절차는 그림 7과 같다. 
먼저 블랭크가 컨베이어 상에 투입되면, 컨베이어는 블랭크
를 프레스 장치 투입 전 정렬 대기위치로 이동시킨다. 이때 
블랭크는 세척기 등을 통해 이동되므로 블랭크의 위치가 초
기 위치 대비 틀어지며, 컨베이어 위치 오차 및 이동 중 흔
들림 등에 의해 초기 위치와 동일한 지점에 블랭크가 놓여지
지 않는다.  
공정으로부터 차종 및 블랭크 도착 신호가 입력되면, 로봇 
제어기는 비전 시스템에게 컨베이어 상단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획득하고 해당 블랭크 모델에 대하여 기하
학적 패턴 정합 방법에 의해 투입된 블랭크의 위치와 자세를 
측정 한다. 
블랭크의 위치를 측정한 카메라는 기준 작업물 대비 현재 
측정한 작업물의 변화량을 로봇 제어기로 송신하며, 로봇 제
어기는 사전에 교시된 작업점을 수신된 데이터만큼 이동하
여 블랭크를 파지, 이송한다. 

 
III. 실험 결과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정성적, 정량적 시험
을 수행하였다. 
1. 정성적 성능 분석 

제안된 시스템의 정성적인 성능 테스트를 위하여 컨베이
어 상단 위치에 SONY HR70 카메라 4대의 카메라를 장착 시
킨 후, II 장에서 소개한 운용 절차에 따라 비전 시스템이 블
랭크의 위치를 인식 한 후 현대 HH130L 로봇으로 파지, 이
송하는 시험을 실시 하였다. 
실험결과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 시스템이 블랭
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로봇이 지정된 위치에 정확
하게 블랭크를 이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제안된 시스템의 운용 흐름도. 
Fig.  7. The flow chart of operation procedure for the proposed 

system. 
 

 
(a) Pick-up of a blank by using the measured data of the vision system. 

 
(b) Transfer of a blank at the predefined position. 

그림 8. 산업용 로봇 및 실제 블랭크에 대한 정렬 시험. 
Fig.  8. Alignment tests with respect to the industrial robot and blank. 

 
또한 그림 9와 같이 각 카메라가 독립적으로 동작 가능하
게 하여, 최대 4개의 동시 투입되는 작업물에 대하여 정렬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Development of a Vision-based Blank Alignment Unit for Press Automation Process 



오 종 규, 김 대 식, 김 수 종 

 

68

 
(a) Blank recognition test in camera 1 and camera 4. 

 
(b) Blank recognition test in camera 2 and camera 3. 

그림 9. 동시 투입 작업물에 대한 인식 시험. 
Fig.  9. Recognition test for more than two blanks. 

 
2. 정량적 성능 분석 

정량적 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편에 의한 위치 측정 반복정
밀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0은 정량적 성능 평가를 위한 시
험 환경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SONY HR70 카메라, 초점 거
리 12mm 렌즈를 사용하였고, 카메라와 작업물간의 거리는 
1400mm 정도이다.  
그림 11은 개발된 비전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인식한 시편 
인식 결과이다. 시편을 특정 네 지점에 배치 한 후, 각 10회 
위치 측정하여 오차평균, 표준편차, 오차 최대값 산출하였다.  
표 1은 제안된 시스템의 정량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표로
서, 최대 오차 0.4mm 이내의 반복 정밀도로 시편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레스기기에 투입
되는 정렬오차는 대략 3mm 이내 이므로, 측정된 반복 정밀
도는 해당 공정의 사양을 만족한다. 

 

 
그림 10. 정량적 시험을 위한 실험 환경. 
Fig.  10.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for quantitative tests. 

 
그림 11. 정량적 시험의 시편 인식 결과. 
Fig.  11. Recognition result of a specimen for quantitative tests. 

 
표   1. 제안된 시스템의 반복 정밀도. 
Table 1. Repeat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X(mm) Y(mm) RZ(degree) 
오차 평균 0.1745 0.0943 0.0335 
표준편차 0.1211 0.0622 0.0243 
오차 최대값 0.31 0.16 0.07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프레스 라인 자동화를 위한 시각 센서를 이
용한 블랭크 정렬 장치에 대하여 소개 하였다.  
기계적 정렬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각 센서
를 작업공간 상단부에 부착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기하
학적 패턴 정합에 의한 블랭크 위치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부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독립적으로 동작 가능
하게 통신 프로토콜을 설계하여 동시에 투입되는 블랭크에 
대해서도 정렬 가능하게 하였다.  
산업용 로봇과 실제 블랭크를 이용한 실험 결과, 제안된 
시스템이 실제 프레스 자동화 라인에서 정확하게 작업물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시스템
은 현재 해외 프레스 자동화 라인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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