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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우편 집중국에서 발생된 소포물량정보를 실시간에 자동으로 파악하여 운송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달
지별 우편 물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인식기술을 이용한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은, 부피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영상을 적어도 두 각도로부터 획득하는 스테레오 
영상입력수단과, 상기 획득된 영상들을 신호 처리하여, 상기 영상별로 물체의 영역을 추출하는 영상처리수단, 상기 영
상처리수단의 결과 영상들로부터 물체를 이루는 선분들과 선분들의 교점인 꼭지점들을 추출하는 특징추출수단, 및 상기 
물체의 꼭지점들이 추출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3차원모델을 생성하고 상기 3차원모델로부터 상기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
는 부피측정수단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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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의 영상 전처리방법을 도시한 동작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영상처리유닛의 경계검출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을 이용한 소포인식수행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0 : 영상입력장치 111 : 소포우편물

112, 113 : 스테레오 영상캡쳐장치 114,115 : 영상 전처리기

120 : 영상처리장치 121 : 경계검출유닛

122 : 영역추출유닛 130 : 특징추출장치

131 : 선분추출유닛 132 : 특징점추출유닛

140 : 부피측정장치 141 : 대응점획득유닛

142 : 3차원모델생성유닛 143 : 오차최소화유닛

144 : 부피산출유닛 150 : 부피저장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우편 집중국에서 발생된 소포물량정보를 실시간에 자동으로 파악하여 운송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달
지별 우편 물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인식기술을 이용한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
세하게 설명하면 영상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처리된 영상으로부터 소포우편물의 특징을 추출하여 우편물의 정확한 부피
를 계측하는 영상인식에 의한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과 부피계측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부피 계측 장치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과 카메라를 이용한 기술이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에는 라이트 
커튼 기술(light curtain technology)과, PILAR(Parallel Infrared Laser Rangefinder) 기술이 있으며, 카메라를 
이용한 기술에는 물체의 측면과 정면에 관한 두 장의 정지영상을 획득하여 부피를 측정하는 기술이 있다.

    
상기한 종래의 기술들 중에서 레이저 기술은 주로 이동하는 물체의 인식에 사용되는 기술로서 시스템 설치에 많은 비용
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한 기술은 입력 영상이 조명 변화에 민감하여 물체에 비치는 조명이 영
상처리 및 특징추출 등의 물체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열악한 소포우편물 인식에는 부적합하다. 그
리고, 두 장의 촬영 영상을 이용한 물체 인식 방법의 경우 소포물의 형태가 직육면체를 벗어나는 모양의 경우에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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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발생한다.
    

종래의 카메라를 이용한 부피 계측 시스템은 입력된 영상의 경계를 검출하기 위하여 소벨(sobel) 연산자 등의 경계 검
출 기법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러한 경계 검출 기법은 인접한 화소간의 밝기값의 차에 근거하여 경계 영역을 검출한다. 
하지만, 영상의 밝기 변화가 심한 경우, 종래의 경계검출기술로는 영상의 경계를 효과적으로 검출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이렇게 경계 검출이 실패하면 물체의 부피계측 오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우편 집중국에서 빈번하게 발
생하는 외부 조명과 같은 환경 변화에 의한 밝기 변화에 적응적으로 동작하는 영상인식에 의한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
스템과 부피계측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스테레오 영상캡쳐장치를 통해 입력된 물체에 대한 영상을 외부 조명의 변화에 둔감한 영상으로 변환
하고, 밝기 변화에 적응적인 경계검출기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인식함으로써, 우편물의 부피를 계측하는 영상인식에 의
한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과 부피계측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은, 부피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대해 적
어도 두 각도로부터 영상을 획득하는 스테레오 영상입력수단과, 상기 획득된 영상들을 신호 처리하여, 상기 영상별로 
물체의 영역을 추출하는 영상처리수단, 상기 영상처리수단의 결과 영상들로부터 물체를 이루는 선분들과 선분들의 교점
인 꼭지점들을 추출하는 특징추출수단, 및 상기 물체의 꼭지점들이 추출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3차원모델을 생성하고 상
기 3차원모델로부터 상기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부피측정수단 및 부피 측정 수단에 의해 측정된 물체의 부피를 저장
하는 부피 저장 수단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입력수단은, 상기 물체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여 상기 물체에 대한 적어도 2의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캡쳐장치와, 상기 영상캡쳐장치로부터 획득된 영상을 평준화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영상 전처리기를 포함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영상캡쳐장치는 전하결합소자(CCD) 카메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처리수단은, 상기 획득된 각각의 영상으로부터 모든 경계를 검출하는 경계검출장치와, 상기 검
출된 경계에 대하여 배경영상과 물체영상을 비교하여 물체의 영역을 추출하는 영역추출장치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특징추출수단은, 상기 영상처리수단의 결과 영상들로부터 물체의 선분들을 추출하는 선분추출장치
와, 상기 추출된 선분들의 교점을 찾아 물체의 꼭지점들을 추출하는 특징점추출장치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부피측정수단은, 상기 각 영상들로부터 획득된 물체의 꼭지점들 중 동일한 꼭지점끼리 대응시키는 
대응점캡쳐장치와, 상기 대응점캡쳐장치로부터 획득된 대응점들을 이용하여 물체의 3차원모델을 생성하는 3차원모델
생성장치, 및 상기 3차원모델로부터 상기 물체의 부피를 산출하는 부피산출장치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부피측정수단은, 상기 3차원모델생성장치로부터 생성된 물체의 3차원모델의 오차를 보정하는 
오차최소화장치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소포우편물 부피측정방법은, 부피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대해 적어도 두 각도로부터 영상을 
획득하는 스테레오 영상입력단계와, 상기 획득된 영상들을 신호 처리하여 상기 영상별로 물체의 영역을 추출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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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계, 상기 영상처리단계에서 추출된 물체의 영역으로부터 물체를 이루는 선분들과 선분들의 교점인 꼭지점들을 추
출하는 특징추출단계, 상기 물체의 꼭지점들이 추출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3차원모델을 생성하고 상기 3차원모델로부터 
상기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부피측정단계 및, 상기 부피 측정단계에서 측정된 물체의 부피를 저장하는 부피 측정단계
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입력단계는, 상기 물체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여 상기 물체에 대한 적어도 2의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캡쳐단계와, 상기 영상캡쳐장치로부터 획득된 영상들을 평준화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영상 전처리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전처리단계는, 입력된 N x N 영상의 현재 화소(x) 주위에 임의의 크기(W x W)의 창을 
씌우는 제 1 단계와, 상기 창 내의 모든 화소들에 대해 국부적인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제 2 단계, 상기 계산된 평균
과 분산을 아래의 수식 1을 적용하여 MDIM을 구하고, 수식 2에 적용하여 NDIM을 구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현재 화
소(x)를 1부터 N x N까지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상기 제 1 단계 내지 제 3 단계를 반복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수식 1

< 수식 2

여기서, x 는 화소의 위치, I(x)는 x 의 위치에서 화소의 밝기값, α(x) 는 국부적인 밝기변화요소를 나타낸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처리단계는, 상기 획득된 각각의 영상으로부터 모든 경계를 검출하는 경계검출단계와, 상기 검
출된 경계에 대하여 배경영상과 물체영상을 비교하여 물체의 영역을 추출하는 영역추출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경계검출단계는, 입력된 N x N 영상을 샘플링하여 샘플 영상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여 영상
의 통계적 특징을 구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영상을 이루는 모든 화소들 중 이웃하는 화소들의 밝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후보 경계화소들을 추출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2 단계에서 추출된 후보 경계화소들 중 이웃하는 후보 경계화소들을 
연결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연결된 길이가 문턱길이보다 크면 상기 후보 경계화소들을 최종 경계화소로 저장하고, 상
기 연결된 길이가 문턱길이보다 작으면 상기 후보 경계화소들을 비경계화소로 저장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경계검출단계의 제 2 단계는, 현재 화소(x)와 8개의 이웃화소들 간의 차이값 중 최대치와 최
소치를 검출한 후, 상기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값이 상기 영상의 통계적 특징에 의해 결정된 문턱값(Th1)보다 작으면 
상기 현재 화소를 비경계화소로 분류하고, 상기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값이 문턱값(Th1)보다 크면 후보 경계화소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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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경계검출단계의 제 3 단계는, 상기 후보 경계화소에 대하여 소벨 연산자를 적용하여 경계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고, 상기 크기와 방향이 결정된 후보 경계화소가 다른 후보 경계화소들에 비해 크기가 작으면 상
기 후보 경계화소를 비경계화소로 분류하며, 나머지 후보 경계화소들을 이웃하는 후보 경계화소들과 연결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특징추출단계는, 상기 영상처리단계에서 검출된 물체의 영역으로부터 물체를 이루는 선분들을 추출
하는 선분추출단계와, 상기 추출된 선분들의 교점을 찾아서 물체의 꼭지점들을 추출하는 특징점추출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부피측정단계는, 상기 각 영상들로부터 획득된 물체의 꼭지점들 중 동일한 꼭지점끼리 대응시키는 
대응점캡쳐단계와, 상기 대응점캡쳐단계에서 획득된 대응점들을 이용하여 물체의 3차원모델을 생성하는 3차원모델생
성단계, 및 상기 3차원모델로부터 상기 물체의 부피를 산출하는 부피산출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부피측정단계는, 상기 3차원모델생성단계에서 생성된 물체의 3차원모델의 오차를 보정하는 
오차최소화단계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대응점캡쳐단계는 상기 각 영상들로부터 획득된 물체의 꼭지점들과 에피폴라(epipolar) 기하
학을 이용하여 대응점을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술한 바와 같은 소포우편물 부피계측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영상인식에 의한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과 부피계측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영상인식에 의한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이는 원하는 물체의 영상을 입력받아 그림자 및 잡음을 제거하는 영상입력장치(image input device)
(110)와, 상기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물체의 경계 검출 및 물체의 영역을 추출하는 영상처리장치(image processing 
device)(120), 상기 영상처리장치로부터 얻어진 영상으로부터 물체의 특이점을 추출하는 특징추출장치(feature ext
raction device)(130), 소포우편물의 부피를 측정하는 부피측정장치(volume measure device)(140), 그리고 측정
된 소포우편물의 부피를 저장하는 부피저장장치(volume save device)(150)로 구성된다.
    

상기한 영상입력장치(110)는 두 대의 스테레오 영상캡쳐장치(112,113)와, 이 각각의 스테레오 영상캡쳐장치(112, 
113)로부터 획득된 스테레오 영상을 평준화하는 두 개의 영상 전처리기(114, 115)로 구성된다. 스테레오 영상을 평준
화하면 조명 변화에 둔감한 물체의 영상이 얻어진다. 스테레오 영상캡쳐장치(112, 113)는 CCD 카메라를 사용하여 구
현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영상입력장치(110)는 소포우편물(111)에 대한 영상 캡쳐(image capture)
과정 및 영상 전처리과정을 수행한다. 소포우편물(111)은 도시되지 않은 트레이를 통해 운반되다가 두 대의 스테레오 
영상캡쳐장치(112, 113) 앞에서 잠시 정지한다. 제1영상캡쳐장치(112)와 제2영상캡쳐장치(113)는 소포우편물 대한 
스테레오 영상을 생성한다. 두 개의 영상 전처리기(114, 115)는 스테레오 영상캡쳐장치(112, 113)를 통해 입력된 각
각의 스테레오 영상에 대하여 영상 평준화 작업을 수행하여, 획득된 영상이 촬영 현장의 일조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잘 
인식될 수 있도록 화면을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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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의 흐름도를 참조하면서, 영상의 전처리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포우편물(111)의 크기를 
N x N이라 하고 현재의 화소를 나타내는 변수를 x라고 할 때, 영상입력장치(110)로부터 영상이 입력되면(S111), 화
소(x)를 1에서부터 N x N까지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S112, S118) 다음의 단계들을 수행한다.

먼저, 현재 화소 x를 중심으로 주위 W x W 크기의 창을 씌우고(S113), 창 내의 모든 화소에 대한 국부적인 평균과 분
산값을 각각 계산한다(S114, S115). 그리고, 계산된 평균값과 분산값을 이용하여 MDIM(Mean difference Dynami
c Image Model)에 기반한 영상과 NDIM(Normalized Dynamic Image Model)의 영상을 표현하며, 현재 화소 x를 
1 증가시킨다(S116, S117).

여기서, 국부적인 평균을 제거한 MDIM은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

여기서, x 는 화소의 위치를, I(x)는 x 의 위치에서 화소의 밝기값을 나타낸다. 또한, α(x) 는 국부적인 밝기변화요소
를 나타낸다. 위의 수학식 1의 MDIM을 국부적인 분산값의 자승값으로 나눈 NDIM은 수학식 2와 같다.

수학식 2

본 발명에서는 수학식 2에 표현된 NDIM 방법을 이용하여 영상의 평준화를 수행한다.

    
상기한 영상 처리 장치(120)는 영상 입력 장치(110)의 각각의 영상 전처리기(114, 115)로부터 전달되는 영상으로부
터 물체의 영역을 추출하여 물체의 경계를 검출하는 영역 추출 유닛(121)과 경계 겸출 유닛(122)으로 구성된다. 물체 
영역의 검출은 미리 저장되어진 배경 영상과 물체를 포함한 영상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행된다. 상기 경계 검출 
유닛(121)은 영상의 통계적 특징에 기반한 경계 검출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통계적 특징을 이용한 경계 검출 방법
은 외부 조명의 변화에 강한 경계 검출을 수행하는 장점이 있다. 경계를 빠르게 추출하기 위하여, 경계 화소 후보를 추
정하고 추정된 경계 화소 후보에 대하여 경계의 크기 및 방향을 결정한다.
    

도 3을 참조하면서 상기한 영상처리장치의 경계검출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영상처리장치의 경계검출과정은 크게 문턱값을 결정하기 위한 영상의 통계적 특징 추출단계와, 경계화
소 후보 결정 및 경계화소의 검출단계, 그리고 검출된 경계화소들을 상호 연결하여 길이가 짧은 경계화소들을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N x N 크기의 영상이 입력되면(S211), 이 영상을 특정한 개수의 화소만큼 샘플링한다
(S212). 그리고 샘플링된 화소들에 대하여 평균값과 분산값을 계산하고(S213), 이 샘플 화소들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현재 영상의 통계적 특징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획득된 영상의 통계적 특징을 이용하여 문턱값(Th1)을 결정한다(S21
4).

한편, 이러한 영상의 통계적인 특징이 결정되면 입력 영상의 모든 화소에 대하여 경계화소 후보를 결정한다. 이를 위하
여 현재 화소 x와 이웃하는 8개의 화소들 간의 차이값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각각 검출하고(S215), 이 최대치와 최소
치의 차를 문턱값(Th1)과 비교한다. 이 문턱값(Th1)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영상의 통계적 특징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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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216의 판단 결과, 이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문턱값보다 크면, 해당 화소를 경계화소 후보로 결정하고 단계 S
218 내지 단계 S219로 진행한다. 한편, 단계 S216의 판단 결과, 이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문턱값보다 작으면, 해당 
화소를 비경계화소로 결정하고 비경계화소 데이터베이스(217)에 저장한다.

해당 화소가 경계화소의 후보로 결정된 경우, 소벨 연산자(sobel operator)를 이용하여 경계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한
다(S218, S219). 단계 S219에서는 그레이레벨 유사성코드(GLSC : Gray Level Similarity Code)(220)를 이용하
여 경계의 방향을 표현한다.

    
이렇게 경계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되면, 결정된 경계 중에서 인접한 경계와 방향이 다른 경계들을 제거한다(S221). 이
러한 과정을 Edge Non-Maximal Suppression 과정이라고 하며, 이때 경계 룩업테이블(222)을 이용한다. 이 Non- 
maximal suppression 은 현재의 경계 화소와 인접한 경계 화소 사이의 방향 성분을 비교하여 동일한 방향의 경계가 
아닌 경우, 인접한 경계화소들을 삭제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경계 삭제의 결과로서, 두꺼운 경계영상으로부터 경계
선들로 표현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경계화소 후보들을 연결하고(S223), 연결된 길이가 문턱값(Th2) 이상이면(S224) 최종적으로 경계
화소로 결정한다(225). 그렇지 않고 연결된 길이가 문턱값(Th2)보다 작으면 비경계 화소로 결정한다(226). 이러한 
방법으로 경계화소로 결정된 화소들의 결과 영상은 물체나 배경의 경계 부분을 나타내는 영상이다.

다음, 특징추출장치(130)는 선분추출유닛(131)과 특징점추출유닛(132)으로 구성된다. 선분추출유닛(131)은 영상처
리장치(120)의 결과 영상으로부터 선분을 추출하고, 특징점추출유닛(132)은 추출된 선분의 교점을 특징점으로 결정
한다.

즉, 선분 추출 유닛(131)은 영상 처리 장치(120)를 통하여 얻어진 소포 영역에 대한 소포 윤곽을 이용하여 실제 소포 
영상이 가지는 선분 벡터를 추출하고, 특징점 추출 유닛(132)은 이렇게 추출된 선분 벡터들의 교점을 찾아 꼭지점을 
추출한다. 이러한 특징 추출 장치를 통하여 소포 영상의 형태 일그러짐에 의한 훼손 및 블러링(Blurring) 효과를 보상
할 수 있다.

다음, 부피측정장치(140)는 특징추출장치의 결과 영상인 두 장의 스테레오 영상에 대하여 대응점을 획득하고, 3차원 
모델을 생성하며,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물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부피측정장치(140)는 두 대의 CCD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스테레오 영상을 통합하여 소포 
부피를 산출한다. 이 부피측정장치는 대응점획득유닛(141)과, 3차원모델생성유닛(142), 오차최소화유닛(143), 및 부
피산출유닛(144)으로 구성되며, 산출된 소포의 부피 데이터는 부피저장장치(150)에 저장된다.

    
대응점획득유닛(141)은 특징추출장치(130)에서 획득된 특징점인 꼭지점들과 에피폴라(Epipolar) 기하학을 이용하여, 
두 개의 스테레오 영상의 대응점을 획득한다. 3차원모델생성유닛(142)은 두 스테레오 영상의 대응점을 이용하여 소포
우편물(111)의 상대 위치를 추정하여 3차원 모델을 생성한다. 이 3차원 모델은 오차최소화유닛(143)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소포우편물에 대한 정확한 3차원 모델을 획득할 수 있다. 부피산출유닛(144)은 보정된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정확한 소포우편물의 부피를 산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을 이용한 소포인식 수행과정을 순차적으로 도시한 도
면이다.

    
영상입력장치(110)는 두 대의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포우편물의 영상을 검출하고(501), 영상처리장치(120)는 
영상입력장치(110)의 결과 영상(501)으로부터 소포의 경계와 영역을 추출한다(502). 특징추출장치(130)는 영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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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치(120)의 결과영상(502)으로부터 선분과 꼭지점을 추출한다(503). 부피측정유닛(140)은 특징추출장치의 두 
개의 결과 영상(503)으로부터 대응점을 찾고(504), 3차원모델을 생성한다(505). 생성된 3차원 모델은 오차 최소화과
정을 통해 정확한 3차원모델이 얻어진다(506).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얻어진 소포우편물의 3차원모델로부터 부피를 
산출하고, 산출된 부피 정보를 부피저장장치(150)에 저장한다.
    

위에서 양호한 실시예에 근거하여 이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실시예는 이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하
려는 것이다. 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이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위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
화나 변경 또는 조절이 가능함이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발명의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될 
것이며, 위와 같은 변화예나 변경예 또는 조절예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영상캡쳐장치에 CCD 카메라를 이용함으로써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에 비하여 시스템 설
치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밝기 변화에 둔감한 영상으로 변환하는 영상평준화방법 및 밝기에 강한 경계검
출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체 인식을 통한 부피계측의 성능이 향상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은 설치를 위한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이 열악한 우편 집중국
과 같이 조명 변화가 심한 공간에서도 안정적이고 정확한 부피계측이 가능하다. 즉, 우편 집중국에서 발생된 소포우편
물의 부피를 자동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운송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배달지별 우편 물량이 파악되고 동적 
작업 스케쥴링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우편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우편 업무의 수집에서 배달에 이르는 전과정의 자동화로 인하여 인력 운영의 합리화와 우편 서
비스의 고도 및 대외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피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각도로부터 영상을 획득하는 스테레오 영상 입력 수단;

상기 획득된 영상들을 신호 처리하여, 상기 영상별로 물체의 영역 및 경계를 추출하는 영상 처리 수단;

상기 영상 처리 수단의 결과 영상들로부터 실제 물체 형상이 가지는 선분 벡터들을 추출하는 선분 벡터 추출 수단;

상기 추출된 선분 벡터들의 교점을 찾아 물체의 꼭지점들을 추출함으로써, 물체 영상의 형태 일그러짐에 의한 훼손 및 
블러링(Blurring) 효과를 보상하는 특징점 추출 수단; 및

상기 물체의 꼭지점들이 추출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생성하고 상기 3차원 모델로부터 상기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부피 측정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 우편물 부피 계측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피측정수단에 의해 측정된 물체의 부피를 저장하는 부피저장수단을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입력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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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물체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여 상기 물체에 대한 적어도 2의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캡쳐장치와, 상기 영상캡
쳐장치로부터 획득된 영상을 평준화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영상 전처리기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 부
피계측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캡쳐장치는 전하결합소자(CCD) 카메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처리수단은,

상기 획득된 각각의 영상으로부터 모든 경계를 검출하는 경계검출장치와,

상기 검출된 경계에 대하여 배경영상과 물체영상을 비교하여 물체의 영역을 추출하는 영역추출장치를 포함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 부피계측시스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피측정수단은,

상기 각 영상들로부터 획득된 물체의 꼭지점들 중 동일한 꼭지점끼리 대응시키는 대응점캡쳐장치와,

상기 대응점캡쳐장치로부터 획득된 대응점들을 이용하여 물체의 3차원모델을 생성하는 3차원모델생성장치, 및

상기 3차원모델로부터 상기 물체의 부피를 산출하는 부피산출장치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의 부피계
측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부피측정수단은, 상기 3차원모델생성장치로부터 생성된 물체의 3차원모델의 오차를 보정하는 
오차최소화장치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의 부피계측시스템.

청구항 9.

부피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각도로부터 영상을 획득하는 스테레오 영상 입력 단계;

상기 획득된 영상들을 신호 처리하여, 상기 영상별로 물체의 영역 및 경계를 추출하는 영상 처리 단계;

상기 영상 처리 단계에서 추출된 물체의 영역 및 경계로부터 실제 물체 형상이 가지는 선분 벡터들을 추출하는 선분 벡
터 추출 단계;

상기 추출된 선분 벡터들의 교점을 찾아 물체의 꼭지점들을 추출함으로써, 물체 영상의 형태 일그러짐에 의한 훼손 및 
블러링(Blurring) 효과를 보상하는 특징점 추출 단계; 및

상기 물체의 꼭지점들이 추출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생성하고 상기 3차원 모델로부터 상기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부피 측정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 우편물 부피 계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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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부피측정단계에서 측정된 물체의 부피를 저장하는 부피저장단계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소포우편물 부피계측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입력단계는,

상기 물체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여 상기 물체에 대한 적어도 2의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캡쳐단계와,

상기 영상캡쳐장치로부터 획득된 영상들을 평준화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영상 전처리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 부피계측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전처리단계는,

입력된 N x N 영상의 현재 화소(x) 주위에 임의의 크기(W x W)의 창을 씌우는 제 1 단계와,

상기 창 내의 모든 화소들에 대해 국부적인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제 2 단계,

상기 계산된 평균과 분산을 아래의 수식 1을 적용하여 MDIM을 구하고, 수식 2에 적용하여 NDIM을 구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현재 화소(x)를 1부터 N x N까지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상기 제 1 단계 내지 제 3 단계를 반복 수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의 부피계측방법.

< 수식 1

< 수식 2

여기서, x 는 화소의 위치, I(x)는 x 의 위치에서 화소의 밝기값, α(x) 는 국부적인 밝기변화요소를 나타낸다.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처리단계는,

상기 획득된 각각의 영상으로부터 모든 경계를 검출하는 경계검출단계와,

상기 검출된 경계에 대하여 배경영상과 물체영상을 비교하여 물체의 영역을 추출하는 영역추출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 부피계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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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검출단계는,

입력된 N x N 영상을 샘플링하여 샘플 영상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여 영상의 통계적 특징을 구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영상을 이루는 모든 화소들 중 이웃하는 화소들의 밝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후보 경계화소들을 추출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2 단계에서 추출된 후보 경계화소들 중 이웃하는 후보 경계화소들을 연결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연결된 길이가 문턱길이보다 크면 상기 후보 경계화소들을 최종 경계화소로 저장하고, 상기 연결된 길이가 문턱길
이보다 작으면 상기 후보 경계화소들을 비경계화소로 저장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 
부피계측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검출단계의 제 2 단계는,

현재 화소(x)와 8개의 이웃화소들 간의 차이값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검출한 후, 상기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값이 상
기 영상의 통계적 특징에 의해 결정된 문턱값(Th1)보다 작으면 상기 현재 화소를 비경계화소로 분류하고, 상기 최대치
와 최소치의 차이값이 문턱값(Th1)보다 크면 후보 경계화소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 부피계측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검출단계의 제 3 단계는,

상기 후보 경계화소에 대하여 소벨 연산자를 적용하여 경계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고, 상기 크기와 방향이 결정된 후
보 경계화소가 다른 후보 경계화소들에 비해 크기가 작으면 상기 후보 경계화소를 비경계화소로 분류하며, 나머지 후보 
경계화소들을 이웃하는 후보 경계화소들과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 부피계측방법.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부피측정단계는,

상기 각 영상들로부터 획득된 물체의 꼭지점들 중 동일한 꼭지점끼리 대응시키는 대응점캡쳐단계와,

상기 대응점캡쳐단계에서 획득된 대응점들을 이용하여 물체의 3차원모델을 생성하는 3차원모델생성단계, 및

상기 3차원모델로부터 상기 물체의 부피를 산출하는 부피산출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의 부피계
측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부피측정단계는, 상기 3차원모델생성단계에서 생성된 물체의 3차원모델의 오차를 보정하는 
오차최소화단계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의 부피계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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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대응점캡쳐단계는 상기 각 영상들로부터 획득된 물체의 꼭지점들과 에피폴라(epipolar) 기하
학을 이용하여 대응점을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포우편물의 부피계측방법.

청구항 21.

컴퓨터에,

부피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각도로부터 영상을 획득하는 스테레오 영상 입력 단계;

상기 획득된 영상들을 신호 처리하여, 상기 영상별로 물체의 영역 및 경계를 추출하는 영상 처리 단계;

상기 영상 처리 단계에서 추출된 물체의 영역 및 경계로부터 실제 물체 형상이 가지는 선분 벡터들을 추출하는 선분 벡
터 추출 단계;

상기 추출된 선분 벡터들의 교점을 찾아 물체의 꼭지점들을 추출함으로써, 물체 영상의 형태 일그러짐에 의한 훼손 및 
블러링(Blurring) 효과를 보상하는 특징점 추출 단계; 및

상기 물체의 꼭지점들이 추출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생성하고 상기 3차원 모델로부터 상기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부피 측정 단계를 포함하는 소포 우편물 부피 계측 방법을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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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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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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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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