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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제품 생산 공정에서 로봇이 많은 부품들에서 하나를 집

어 운반하는 작업을 빈피킹 작업이라 한다 빈(bin picking) .

피킹은 주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

가 유리한 분야이다 빈피킹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우선 부.

품의 위치와 자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최근에는 부품의.

차원 형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품의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3

고 정확한 빈피킹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와 는 차원 특징만을 사용하여Kirkegaard Moeslund [1] 2

다수의 복잡한 물체를 인식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빈피킹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차원 특징만을 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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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때문에 조명 환경과 난반사에 성능이 저하되는 문

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차원 특징뿐만 아니라 물체의 차원 특징 정보를 함께 이3

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은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물체의Boughtorbel [2]

차원 면을 복원하고 물체를 집는 행위를 정밀하게 수행하3

기 위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체의 기하학 정보를 찾(bin)

았다 는 격자 패턴 프로젝터와 카메. Beger [3] (grid pattern)

라로 구성된 장치를 이용하여 빈피킹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격자 패턴이 투영된 물체의 특성을 분석하여 물

체의 자세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에서는 거리. [4]

영상을 이용하여 자세 추정 기술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와 는 그래프 기반 매칭과Kirkegaard Moeslund [5] Harmonic

을 이용한 빈피킹 시스템을 개발하였다Shape Contexts(HSC) .

대부분의 차원 기반의 빈피킹 시스템들은 레이저 거리 스3

캐너를 이용하여 물체의 차원 정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3

연구가 진행되었다[6,7].

이런 차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구조광 또는 라인3

레이저와 같은 장치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차원 정보 획. 3

득 분할 모델링 인식 해석의 모든 과정에 걸쳐 대용량의, , , ,

차원 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고수준의 컴퓨팅이 요구되고3

시스템 도입비용과 운용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문제

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레오 영상 기반 분.

할과 인식 그리고 특징점 정합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차원 비전 기술을 이용한 라벨부착 소형 물체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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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라벨과 같은 의미 있는 영역에.

대한 차원 정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위치 인식의 속도3

를 향상시킴으로써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과 생산성을 효율

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연구 와 같은 조건으로 모든[8,9]

물체에 라벨이 붙어있는 상황을 전제로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의 물체의 자세 및 거리 추정 기술을 소개한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과정은 그림 과 같이 진행된다1 .

먼저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라벨이 붙어 있는 물체

의 영상을 획득하고 다양한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라

벨 영역을 검출한다 그리고 차원 특징점과 템플릿 매칭. 2

을 이용하여 두 영상 간의 대응되는 라(template matching)

벨을 식별한다 이 대응 정보들과 삼각화 를 이. (triangulation)

용하여 물체 라벨의 차원 표면을 복원하고 라벨의 차원3 3

표면 정보를 이용하여 차원 자세 및 거리를 추정한다 그3 .

이후 라벨의 차원 자세와 거리 추정 성능을 안정화하고3

마지막으로 빈피킹 시스템에 사용될 픽업 후보 순(pickup)

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장에서 라벨 영역 검출 방법에 대해 자II

세히 기술하고 장에서 특징점 추출 및 매칭 방법에 대해III

기술한다 이전 장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장에서. IV

평면을 피팅 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장에서 피팅된(fitting) V

평면을 이용하여 라벨의 거리와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장에서 라벨 검출을 안정화는 방법. VI

에 대해 소개하고 장에서 로봇 시스템에 활용할 픽업VII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장에서 본 논문에VIII

서 제안한 방법의 정확도를 측정하고 장에서 결론을 기IX

술하고 본 논문의 마무리를 맺는다.

라벨 영역 검출II.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 에서 소개된 방법과 같이[8,9]

알고리즘을 사용Maximally Stable Extremal Regions(MSER)

하여 라벨 영역을 검출한다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MSER

각 라벨 영역에 여러 들이 중첩되어 생성된다 이렇MSER .

게 생성된 을 배경으로부터 분리하면 각 라벨 영역의MSER

들이 결합하게 되어 하나의 동일한 영역으로 구분이MSER

가능하며 이들을 라벨의 후보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때 윤각선의 크기를 분석하여 너무 크거나 작은 라벨 후보

영역은 제거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하Ramer Douglas Peucker– –

여 추출된 윤곽선을 다각형으로 근사화한다 근사화한 후.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라벨 후보는 제거한다.

네 개 이상 또는 이하의 면을 가진 다각형1)

네 모서리가 모두 볼록 하지 않은 경우2) (convex)

서로 마주보는 두 변이 거의 평행하지 않은 겨우3)

세로 폭과 가로 폭의 비율이 높은 다각형4)

위 과정을 거친 후 남겨진 다각형 윤곽선 중 다각형의 4

개 꼭지점이 라벨의 모서리점과 일치한다면 이 윤곽선은

검출된 라벨로 간주한다 그리고 서브 픽셀 단위. (sub-pixel)

의 모서리 탐색 기술을 통해 개의 모서리를 정밀하게 검4

출한다.

특징점 추출 및 매칭III.

이전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특징점SIFT [10]

을 추출하고 특징점의 기술자를 서로 비교하여 정합을1:1

수행하였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특징점 추출 시간이. SIFT

많이 필요로 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특징점을 추출하는 단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 과 템플릿 매칭 을 이용ORB [11] (template matching)

하여 성능을 개선하였다.

먼저 이전 절에서 소개된 방법으로 추출된 라벨 외곽선

정보를 이용하여 이진 마스크 영상을 생성한다 이진 마스.

크 영상을 기반으로 라벨 영역 내부에서 특징점을 검ORB

출한다 이때 좌 영상에서만 특징점을 검출하고 우 영상에.

서 대응점을 탐색한다 먼저 그림 에서처럼 좌 영상에서. 2

추출한 특징점을ORB 을 기준으로 가로와 세로 길이가

동일한 크기의 템플릿을 생성한다 그리고 우 영상에서 대.

응점 탐색은 과 같은 축에 대해y 만큼 떨어져 있는 위

치로부터 좌로 만큼 거리에 있는 픽셀에 대해서만 진행한

다 이때 방법을 이용하여. NCC(Normalized Cross Correlation)

각 픽셀에 대한 유사성을 계산한다 종전에 설정한 범위에.

그림 1. 제안된방법의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좌 입력 영상 우 입력 영상

그림 2. 템플릿매칭을이용한대응점탐색.

Fig. 2. Corresponding point search using templat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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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탐색을 하면 × 크기의 상관계수 맵(coefficient map)

을 생성할 수 있고 이때 값이 최대인 픽셀을 선택한NCC

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대응점 탐색은 정수 단위. (integer)

로 탐색하기 때문에 차원 점 복원 시 부정확하게 될3 수 있

기 때문에 서브 픽셀 단위의 대응점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파라볼라 피팅 을 통해 실수(parabola fitting) (real

단위의 대응점을 탐색한다 앞서 설명한 템플릿 매number) .

칭을 통해 탐색된 대응점의 값을 이라고 하고 인접한

점들의 값을 , 라고 할 때 수식 처럼 표현이, (1)

가능하다 그리고 수식 를 통해 값이 최대가 되는. (2) NCC

를 계산하고 이 점을 최종적인 대응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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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 피팅IV. (Plane fitting)

스테레오 기반 특징점의 차원 복원1. 3

차원 복원은 동일한 를 가진 좌우 라벨에 대해서 진3 ID /

행한다 템플릿 매칭으로 대응점을 결정 후 가장 많은 대응.

점을 가진 좌우 영상의 한 쌍의 라벨을 동일한 로 설정/ ID

하였다.

스테레오 영상에서 대응점을 각각     
과

    
으로 획득하였다고 가정할 때 삼각화,

에 의해 차원 점(triangulation) 3   
 


 

 

는 수

식 에 의해 계산된다(3) .









  


 
  




(3)

여기서   
는 시차 이고(disparity)    

  


는 영상면의 광학 중심을 나타내는 주점의 좌표이다. 는

카메라의 초점거리이며 는 카메라 간의 베이스라인

이다(baseline) .

외치점 제거2. (outlier)

스테레오 매칭으로 복원된 차원 점들 중에서 외치점을3

가우시안 모델과 메디안 을 이용하여 제거(Gaussian) (median)

한다 그림 은 각 라벨 영역의 특징점과 대응점 관계를 이. 3

용하여 복원된 차원 점의 측면 모습 도식화이다 외치점3 .

제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라벨에 해당되는 차원 점들. 3

의 무게중심 를 계산한다 그리고. 로부터 각 차원 점3

들의 거리 를 계산하여 그림 와 같이 거리의 메디안 값4

을 기준으로 내의 차원 점들은 이상점 이고 그±1 3 (inlier)σ

외의 차원 점들은 외치점으로 간주하고 제거한다3 .

평면 피팅3.

앞의 과정을 통해 각 라벨별로 복원된 차원 점들을 이3

용하여 평면 방정식을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평면 방정식은.

  와 같이 정의되고 평면을 결정하기 위

해서는 , , ,  값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하고자 하는.

평면을 벡터      ⊤로 정의했을 때 수식 와 같, (4)

이 표현할 수 있다.

    
















  (4)

만약 총 개의 차원 점이 획득되었다고 가정할 때n 3 , 

를 계산하기 위한 선형시스템 은 수식 와 같다(5) .

 →











   
   
   
   
















  (5)

을 이용하여 수식 의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5)

를 계산하고 를 결정한다 만약 카메라의 방향벡터와. Z

구해진 평면의 법선벡터를 내적 한 값이 양수라면 두 벡터

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다고 간주하고 의 부호를 모두

반대로 변환한다.

라벨 거리 및 자세 추정V.

거리 계산1.

영상에서 획득한 어느 한 라벨의 네 모서리를  ~ 

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의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와

수식 을 이용하여 카메라 중심에서 라벨의 네 모서리로(6)

가는 벡터 를 획득한다.

 
    (6)

라벨의 평면      ⊤의 법선벡터를    ⊤
그림 3. 각라벨의 차원들의무게중심계산3 .

Fig. 3. Calculate for 3D points of each label.

그림 4. 가우시안모델과메디안값을이용한외치점제거.

Fig. 4. Outlier remove using Gaussian model and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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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정의했을 때 벡터, 와 평면 가 만나는 교점 

는 수식 과 같이 계산된다 수식 에(7) . (7) 는 수식 에(8)

의해 정의된다.


 

 (7)

  


 ∙


(8)

최종적으로 라벨의 중심 는 수식 에 의해 계산된다(9) .

 




  



 (9)

회전 결정2.

라벨의 차원 방향을 찾기 위해 먼저 라벨의 좌표계를3

정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라벨의 긴 방향을 축 짧은. X ,

방향을 축 그리고 라벨 평면의 법선 벡터 를Y (normal vector)

축으로 정의한다 축과 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 모Z . X Y

서리 간의 길이를 알아야 한다 만약 투영 영상인 차원 이. 2

미지를 이용하여 모서리 간의 길이를 측정하면 라벨의 기

울어짐에 따라 길이가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서리.

의 차원 점을 이용하여 수식 처럼 각 모서리 간의 차3 (10) 3

원 거리 를 이용하여 긴 면과 짧은 면을 구분한다D .

∙ (10)

여기서 





는 모서리의 차원 좌표이며 는3 , “ · ”

내적 을 의미한다(dot product) .

본 논문에서는 그림 처럼 좌 카메라 좌표계에 대해 라5

벨의 회전을 계산한다 라벨의 각 축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

음 과정으로 회전 각도를 계산한다 먼저 라벨의 축 벡터를.

이용하여 수식 처럼 회전 행렬(11) 을 계산한다 이어서.

회전 행렬을 도 단위로 표현하는 오일러 각도(degree) (Euler

로 변환한다angle) .













  

  
  

(11)

그림 은 각 라벨의 위치 정보와 회전 정보이다 분홍색6 .

의 괄호 안의 숫자는 좌 카메라 좌표계에서 라벨 중심의

좌표이고 주황색의 괄호 안 숫자는 오일러 각도로 표x,y,z

현된 각도이다.

라벨의 자세 추정 성능 안정화VI.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물체의 차원 자세 추정 방법은3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 기반의 기술이다 따라서.

실험 환경의 조명에 영향을 받게 되고 같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라도 특징점이 일정하게 추출이 되지 않을 수가 있

다 특징점의 개수나 위치가 영상 프레임마다 변하면 제안.

알고리즘을 통해 추정된 라벨의 차원 자세와 거리 정보도3

프레임별로 다소 큰 표준편차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프레.

임 간의 측정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간평균

법 을 활용한다(time averaging) .

시간평균법을 활용한 라벨 자세 거리 및 자세 추정 성능

안정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라벨에 부여된 를 저장. ID

하고 라벨 위치가 시간이 지나도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러

한 라벨을 추적한다 현재 프레임과 이전 개의 프레임의. 5

라벨 중심의 좌표값 차원 거리 및 회전 각도를 평균하고, 3

이 값을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라벨 자세 및 거리를 갱신

한다 그림 은 여러 프레임에 걸쳐 추적한 라벨 결과이다. 7 .

라벨에 두 자리 수로 적힌 숫자는 라벨 식별번호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검출된 라벨의 횟수이다.

픽업 후보 순서 결정VII.

빈피킹 작업에서는 피킹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표 에서와 같이 픽업 순. 1

서를 결정할 때 고려할 변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

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음의 과정에 따라 픽업 후보 순서

를 결정하였다 먼저 수식 처럼 각 변수들을 사. (12) 0 ~ 1

이 범위로 정규화 한다 이때(normalization) . 
min
과 

max
는

현재 프레임에서 라벨까지의 차원 거리의 최댓값 최솟값3 ,

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수식 에서 픽업 값. (13) 는 현재 프

레임에서 검출된 각 라벨별로 계산한다 이때 빈피킹 시스.

템에 사용될 로봇 팔의 요구사항에 따라 차원 유클리디안3

거리 와 축 회전각도가 픽업 후보 순서(Euclidean distance) Z

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중치는

그림 5. 카메라좌표계와라벨좌표계간의관계.

Fig. 5. Relationship between the camera and label coordinate

system.

그림 6. 축회전각도와 차원거리결과X, Y, Z 3 .

Fig. 6. Result of orientation and 3D distance.



차원 비전 기술을 이용한 라벨부착 소형 물체의 정밀 자세 측정3 843



, 


, 


, 


와 같이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가 가장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픽업 후보 순

서를 결정한다.

그림 은 번째 픽업 후보를 가져간 후 변화한 픽업 순8 1

서를 보여준다 각 라벨에 분홍색의 숫자로 적혀있는 값 중.

콜론 왼쪽에 있는 숫자가 픽업 순서이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카메라와 라벨 중심 간의 차원 유클리디안 거리이3

다 픽업이 된 이후 전체적으로 라벨의 픽업 순서가 변화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max


min


min













(12)

 ×

×


×


×


 (13)

실험 결과VIII.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테레오 시스템은 Toshiba Teli

카메라 대와 렌즈를 사용했으며 획득된2 20mm , 2560x2560

크기의 이미지를



크기 해상도로 재조정하여 사용한다.

대의 카메라 간의 베이스라인 은 약 이며 물2 (baseline) 5cm

체는 카메라로부터 약 떨어진 거리에 있다 각 카메라1.5m .

의 내부 파라미터 와 스테레오 카메라의(intrinsic parameter)

외부 파라미터 는 카메라 보정(extrinsic parameter) Zhang’s

방법 을 이용하였다 사용한 의 사양은[12] . PC 3.9GHz Core

와 을 가진다 실험에 사용된 라벨이 붙은i7 CPU 8GB RAM .

물체는 휴대폰 충전 크래들과 여행용 어댑터이다 충전 크.

래들은 플라스틱 재질의 충전 크래들에 라벨이 붙어있는

물체이고 여행용 어댑터는 난반사가 잘 되는 비닐에 포장

된 물체이다.

거리 추정 정확도1.

스테레오 시스템의 거리 추정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라는 거리측Bosch GLM250 VF Professional

정장치를 사용한다 이 장치는 의 거리에서. 0.05~250m

오차를 가지는데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1mm

하게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수평방향으로 움직이는 슬라.

이드 바에 거리측정장치와 스테레오 카메라을 함께 탑재한

다 그리고 거리측정장치와 스테레오 카메라 간의 수직오차.

를 보정하기 위해 평면 보정판을 활용한다 본 실험에서 총.

회 실시 후 오차 값을 평균한다 그리고 스테레오 시스템45 .

으로 획득한 라벨의 거리를 획득하고 슬라이브 바를 이동

시켜 거리측정장치로 거리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

행한다 총 회의 실험세트에 대해 회씩 거리오차 측정. 3 15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와 표 는 충전 크래들과 여행용 어댑터의 거리9 2

측정 결과이다 각 실험 세트들은 스테레오 시스템과 물체.

를 올려놓을 탁자까지의 거리별로 나누어 진행한 것이다.

은 약 는 약 은 약Test 1 700mm, Test 2 800mm, Test 3

이다 표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충전 크래들의 모든900mm . 2

테스트의 평균 오차는 이고 표준편차는 이0.420mm 0.324mm

다 여행용 어댑터의 경우 평균 오차는 이며 표준. 0.531mm

편차는 로 난반사가 잘 일어나는 비닐 재질의 라벨0.409mm

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

표 는 이전 연구의 거리 정밀도 결과이다 충전 크래4 [9].

들의 모든 테스트의 평균 오차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

법이 로 이전 연구의 평균 오차 이 비해 적음을0.42 0.748

알 수 있다 또 여행용 어댑터의 모든 테스트 평균 오차가.

표 1. 픽업순서를결정하는변수.

Table 1. Parameters to consider when selecting the pickup

candidate.

변수 범위

차원 유클리디안 거리3 () 
min


max

축 회전 각X ()  

축 회전 각Y ()  

축 회전 각Z ()  

(a) Frame #1. (b) Frame #2.

그림 7. 여러프레임에걸쳐추적한라벨결과.

Fig. 7. Label tracking results across several frames.

(a) Frame #1.

(b) Frame #2.

(c) Frame #3.

그림 8. 픽업후보 번을제거후변하는픽업순서1 .

Fig. 8. Example situation of picking the first pickup candidate out

of the 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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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전 연구의 평균 오차 비해 적음을 결과를0.531 1.282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이전 연.

구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전 각도 추정 정확도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회전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축의 회전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인3 Manfrotto 401 Junior

를 활용한다 이 장치는 측면과 전면 회전 각도Geared Head .

는 까지이고 전경 회전 각도는 이다 실험30° ~ 90° , 360° .–

은 축으로는 씩 축으로는 씩 회전오차를 측정X, Y 5° , Z 10°

(a) Charging cradle.

(b) Travel adapter.

그림10. 회전각도정밀도측정결과그래프.

Fig. 10. Rotation angle precisin estimatino results graph.

표 3. 회전각도정밀도측정결과그래프.

Table 3. Rotation angle precision estimation results.

충전 크래들 여행용 어댑터

축X
평균 오차 (Degree) 0.282 0.890

표준편차 0.142 0.703

축Y
평균 오차 (Degree) 0.182 0.531

표준편차 0.147 0.387

축Z
평균 오차 (Degree) 0.258 0.633

표준편차 0.209 0.455

모든 테스트의 평균 오차 0.252 0.648

모든 테스트의 표준편차 0.186 0.502

표 4. 이전연구 와의 거리정밀도측정비교[9] .

Table 4. Comparison of distance measurement with the previous

study.

충전 크래들 여행용 어댑터

이전결과 제안방법 이전결과 제안방법

Test 1 0.762 0.427 1.137 0.473

Test 2 0.813 0.260 1.737 0.540

Test 3 0.668 0.573 0.971 0.580

평균 오차 0.748 0.420 1.282 0.531

(a) Charging cradle.

(b) Travel adapter.

그림 9. 거리정밀도측정결과그래프.

Fig. 9. Distance precision estimation results graph.

표 2. 거리정밀도측정결과수치.

Table 2. Distance precision measurement results.

충전 크래들 여행용 어댑터

Test 1
평균 오차 (mm) 0.427 0.473

표준편차 0.422 0.315

Test 2
평균 오차 (mm) 0.260 0.540

표준편차 0.150 0.508

Test 3
평균 오차 (mm) 0.573 0.580

표준편차 0.254 0.371

모든 테스트의 평균 오차 0.420 0.531

모든 테스트의 표준편차 0.32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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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림 과 표 은 충전 크래들과 여행용 어댑터의 회전10 3

각도 측정 결과이며 각 축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충전 크.

래들의 경우 모든 실험의 평균 오차는 이고 표준편차0.252°

는 이다 여행용 어댑터의 경우 평균 오차가 이0.186° . 0.648°

며 표준편차는 이다0.502° .

그림 은 충전 크래들의 인식 결과이고 그림 는 여행11 12

용 어댑터의 인식 결과이다 그림 와 그림 의 분. 11(a) 12(a)

홍색 숫자에서 콤마 왼쪽 숫자는 픽업 순서이고 오른쪽 숫

자는 각 라벨별로 좌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차원 위치인3 x,

값이다 주황색 숫자는 축 축 축의 회전 각도이y, z . X , Y , Z

다 그림 와 그림 는 거리정보와 회전각도 정보를. 11(b) 12(b)

이용하여 차원 뷰어로 출력한 영상이다3 .

결론IX.

본 논문에서는 로봇 빈피킹 시스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의 물체 자세 추정 방법에 대해 소개

하였다 먼저 기반의 라벨 탐색 기술을 이용하여 스. MSER

테레오 카메라로 받은 영상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징점과 템플릿 매칭을 이용하여 좌우. ORB /

카메라 영상에서 검출된 라벨들의 대응 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삼각화 기반의 차원 복원. 3

방법과 평면 피팅 기술을 이용하여 라벨의 차원 평면을3

추정하고 이 차원 평면을 이용하여 물체의 자세 및 거리3

를 계산하였다 시간평균법을 이용하여 물체의 자세 및 거.

리 추정을 안정화하였고 로봇 빈피킹 시스템에 적용될 픽

업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레이저 거리 측정

기를 이용하여 거리 오차를 측정하고 회전 오차를 측정하

기 위해 축의 각도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사용하였다3 .

실험 결과를 통해 이전 연구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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