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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엔진의 밸브는 가변구조로 설계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엔진에서 가변 밸브 구동을 
사용하면 연비와 배기 가스뿐만 아니라,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가변 밸브는 2단 가변밸브 리프트

(VVL)이다.(2) 입구 및 출구 밸브의 동작은 2단 
VVL 모듈의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Fig. 1
은 2단 VVL 모듈의 조립된 모습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VVL 모듈은 2개의 밸브와 2개의 
유압 래쉬조정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VVL 
모듈 조립상태의 불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개의 
밸브 간의 높이 차, 2개의 래쉬조정기 사이의 높이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검사공정에서 불량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

여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3차원 고정밀 계측

Key Words: Laser-Vision(레이저 비전), 3D Inspection(3차원 검사), Valve Lift Module(밸브리프트 모듈), 3D 
Measurement(3차원 측정), Height Measurement(높이측정) 

 
초록: 본 논문에서는 2단 가변 밸브 리프트 모듈의 조립불량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레이저 비전 기반
의 높이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측정방식은 레이저 비전 센서 모듈을 이용하여 삼각 측량법의 원리
에 기초하여 3차원 점군집(point cloud)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밸브 위치의 높이 차이를 계산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측정 시스템의 구성과 제안된 높이 측정 알고리즘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레이저 비전 기반의 3차원 측정을 위한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장치의 정확성과 반복
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2단 가변 밸브 리프트 모듈에서의 래쉬조정기 및 밸브간의 고저 차이를 측정하는 
실험들을 여러 번 수행하였다. 실험 수행결과, 제안된 레이저 비전 기반의 높이 측정 시스템은 2단 가변 
밸브 리프트 모듈 조립 검사에 대한 높은 정확성, 반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 laser-vision-based height measurement system is developed and implemented for the inspection of two-
step variable valve lift module assemblies. The proposed laser-vision sensor module is designed based on the principle 
of laser triangula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 work on 3D point cloud data collection and height difference 
measurements. The configuration of the measurement system and the proposed height measurement algorithm are 
described and analyzed in detail. Additional measurement experiments on the height differences of valves and lash 
adjusters of a two-step variable valve lift module were implemented repeatedly to evaluate the accuracy and 
repeatability of the proposed measurement system.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laser-vision-based 
height measurement system achieves high accuracy, repeatability, and stabilization for the inspection of two-step 
variable valve lift module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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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Sudatham 등(3)은 
광학빗(optical comb)을 사용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치수측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Weckenmann 등(4)은 
하나 이상의 센서들로부터 다수의 측정 값을 구하
여 이를 바탕으로 기하학적인 치수를 구하는 방식
을 사용하였다. Schmitt 등(5)은 레이저 스캐닝 시스
템을 사용하여 항공기 구조용 패널의 표면형상을 
측정하였다.  
또 다른 방법은 레이저 비전(laser vision)을 적용
하는 방법인데, 레이저 비전은 제조 공정에 광범
위하게 적용되는 3차원 비접촉 센싱 기술이다. 레
이저 비전에 기반한 3차원 계측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고 있다.(6~12) 레이저 비전 센서는 한 
개의 레이저 프로젝터와 한 개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액티브 3D 이미지 센서의 한 
종류이다. 레이저 프로젝터는 계측하고자 하는 물
체의 표면에 폭이 좁은 빔을 주사하게 된다. 그리
고, 물체로부터 반사된 빔들은 카메라의 영상평면
에 맺히게 된다. 이때 물체의 표면상의 특정 위치 
값은 영상평면에 대응하는 영상 위치 값을 이용하
여 간단한 기하학을 거쳐서 산출하게 된다. 레이
저 카메라 센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정확성을 
보장해 주며, 조명 조건과 표면 질감 효과 등에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2단 VVL 모듈의 밸브위치는 3차원

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밸브 또한 접촉식 검사방
법으로는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비접촉식으
로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아직 이러한 측정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입구 및 출구밸브의 높이 차이와 2단 VVL 모
듈 래쉬조정기의 높이 차이를 비접촉방법으로 정
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레이저 비전 기반의 3D 
측정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측정 시스템의 
동작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는 3차원 점군집 데이터(3D point cloud data)를 획
득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레이저 비전 기반 
3D 스캐닝 시스템은 2단 VVL 시스템 표면의 3차
원 점군집 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
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3차원 점군집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밸브 및 조절기 사이
의 높이 차이를 계산하게 된다.  

2. 레이저 비전 기반 3D 스캐닝  
시스템 

본 연구를 위하여 설계된 Fig. 2의 레이저 비전 
기반 3D 스캐닝 시스템은 2개의 주요 모듈로 구
성되어 있다. 즉, 레이저 비전 센서 부분과 2단 
VVL 모듈을 수평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고정밀 선
형운동 모듈이다. 레이저 비전 센서는 레이저 프
로젝터와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레이저 프로젝
터는 스캔되는 물체의 표면상에 레이저 띠를 생성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카메라 모듈은 초점 렌즈 
및 CMOS 이미지 센서를 가진 Basler 사의 GigE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촛점렌즈는 스캔 모듈의 
표면에서 된 레이저 띠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CMOS 이미지 센서는 1600x 
1200 픽셀의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
해 사용된다. GigE 카메라는 LAN 케이블을 통해 
초당 60 프레임의 영상을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
다. 스캔하려고 하는 밸브 모듈은 선형 운동 기구
부 위에 놓여져 있다. 선형운동 기구부는 높은 정
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Maxon 사의 EC 모터와 
제어기를 이용하였다.  

3차원 점군집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선형
운동 기구부가 스캔 대상인 밸브 모듈을 이동하는 
동안에, 레이저 프로젝터는 밸브 모듈의 표면에 
레이저 띠를 주사하게 된다. 각각의 스캐닝 단계

 
Fig. 1 A photograph of 2-step variable valve lift module Fig. 2 Laser-vision-based 3D scanning system 



레이저 비전을 이용한 2단 가변밸브 리프트 모듈의 3D 조립검사에 대한 연구 

   
 

951

에서 카메라는 스캔되는 밸브 모듈의 표면과 교차
하는 레이저 띠 영상을 받게 된다. 레이저 비전 
삼각 측량법에 기반하여, 획득된 레이저 띠의 영
상은 3차원 점군집 데이터에 대한 x 및 y좌표를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점군집 데이터의 z좌표는 
직선 운동 모듈의 제어기로부터 얻어진다. 이러한 
데이터 획득 방법은 각 레이저 띠에 대해서 반복 
수행하게 된다. 

3. 3차원 점군집 데이터의 획득 

3차원 점군집 데이터 수집 단계는 검사 시스템
의 정확성 및 정밀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비전을 이용하여 3차
원 점군집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그 중 하나는 대
상물에서 반사되는 레이저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레이저-카메라를 
정확하게 교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3.1 레이저 프로파일의 추출 
일반적으로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레이저 프로파

일은 빛의 밝기 분포를 갖는데, 프로파일의 중심
선을 찾기 위한 방법들은 면적중심법, 광도분포피
팅(intensity distributing fitting)법, 다중첨두값탐색

(multi-peak detection)법 등이 있다.(13~15) 구조광 레
이저(structured-light laser)를 이용하여 프로파일을 
추출하는 영상처리 과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물체의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가공된 금속의 표면
은 레이저 광의 반사가 매우 많으므로 잡음 등의 
영향으로 프로파일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추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Fig. 3은 매끈하게 가공된 금속표면에서 반사되
는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반사가 매우 심하며 잡음도 많이 발생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점군집 데이터를 매우 정

확하게 획득하면서도 동시에 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강도검색 알고리즘(maximum intensity 
searching algorithm)을 적용하였다. 최대강도검색 
알고리즘에서는 먼저, 레이저 띠 영상의 내부에서 
각 픽셀의 빛 강도가 계산된다. 그리고, Fig. 4와 
같이 각 영상의 열(column) 픽셀에서의 가우시안 
프로파일(Gaussian profile)과 대응하는 위치 값이 
구해진다.  
다음은 영상의 각 열에서 최대 빛 강도를 갖는 
픽셀의 위치를 찾음으로 해서 레이저 띠를 추출하
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우시안 프로파일의 피크
점이 레이저 프로파일 추출을 위한 픽셀 위치로서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때 잡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우시안 프로파일은 9 x 9 픽셀 크기의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여 평활화 처리를 하였다.  
레이저 프로파일을 추출한 다음, 추출된 레이저 

프로파일 상의 각 픽셀의 위치가 3차원 점군집 데
이터로 수집된다. Fig. 5는 최대강도검색 알고리즘
을 수행한 후의 레이저 프로파일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레이저 비전 센서는 해상도가 
1600 x 1200 픽셀이며, 카메라의 FOV(field of view)
는 40 x 30mm2인 GigE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그러
므로, 실제 해상도는 약 0.025 mm/pixel이지만, 3차
원 점군집 데이터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서
브픽셀추정(sub-pixel estimation) 방법(16)을 레이저 

 
Fig. 3 Laser stripe image 

 

Fig. 4 Intensity of pixels within one image column 
 

Fig. 5 Extracted profile of a laser strip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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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추출 과정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3.2 레이저-카메라 모듈의 캘리브레이션 
레이저 카메라 모듈에 의해 획득된 데이터는 픽

셀 스케일로 처리되므로, 대상물을 수치적으로 측
정하기 위해서는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필요하다. 
즉, 영상에서 보이는 픽셀단위의 크기와 스캔된 
물체의 실제 위치 및 크기 사이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수행하였다. 레이저 카
메라 모듈의 캘리브레이션 과정은 레이저 프로젝
터와 카메라 사이의 상대 위치를 계산하는 것이며, 
여러가지 캘리브레이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
다.(17~19) 본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이전에 개발하였
던 직접교정법(direct calibration method) 을 개량하
여 적용하였다.(20) 
일반적으로 카메라의 영상평면은 레이저 주사 평

면에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평면의 이미지
가 왜곡(distortion)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 이
유는 물체의 3차원 형상이 투시되어 2차원 영상평
면에 맺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캘리브레이션 
과정이다. 이 과정은 네 개의 원에 의해 표시되는 
평평한 판을 레이저 빛의 주사평면과 일치하게 놓
고, Fig. 6과 같이 왜곡된 형상을 영상평면 위에 맺
히게 한다. 캘리브레이션 보드 위의 원들에 대한 
중심좌표가 구해지며, 각각의 중심을 Fig.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A, B, C 및 D로 표시된다. 
넓이방향의 정렬(rectification)을 위해서 두 개의 

수직 선분 L1 및 L2는 각각 A-D를 연결하는 선과 
B-C를 연결하는 선으로 정의된다. u 및 v는 각각 
수평 및 수직 방향에 대응하는 픽셀좌표를 나타낸
다. 점 A에서부터 점 D까지, 각 행 방향 영상의 
수평픽셀 좌표는 다음과 같이 교정된다. 

int

int

( )
( ) ( )correct

final

u u v
u W

u v u v
−

= ×
−

  (1) 

위 식에서 uint (v)와 ufinal (v)는 각각 L1과 L2 선상
에서 행 방향 영상의 수평픽셀 좌표값을 나타낸다. 
W는 마름모꼴 ABCD의 최대폭을 나타낸다. 캘리
브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Fig. 7(a)와 같은 캘리브
레이션 툴을 사용하였는데, 외형치수는 90 x 68 x 
40 mm3이고, 각 계단의 폭과 높이는 4 mm로 가공
하였다. 

Fig. 7(b)는 캘리브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캘리브
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Fig. 
7(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캘리브레이션 툴은 레이
저 프로젝터에서 주사되는 띠 평면에 수직이 되게 
놓여있다. 캘리브레이션 툴의 계단의 폭과 높이는 
알고 있는 값이므로, Fig. 8의 영상화면에서의 계단
의 픽셀거리를 비교하면 영상에서의 치수와 스캔
되는 실제 물체의 대응하는 치수 사이의 비례관계
를 알 수 있다.  
비례관계는 다음과 같은 다항식 피팅 함수에 의
해 구할 수 있다. 

 

 
3 2

0 1 2 3h p v p v p v p= + + +   
3 2

0 1 2 3w q u q u q u q= + + +    (2) 
 
위 식에서 h와 w는 각각 캘리브레이션 툴의 실

제 높이와 폭의 치수를 나타낸다. v와 u는 계단 
영상에서 코너 사이의 수직 및 수평거리를 나타낸

 
Fig. 8 Stair-step image for calibration 

 

 

Fig. 6 Distorted marked-board image and detected 
corners 

 

 
(a)                  (b) 

Fig. 7 (a) Calibration object; (b) calibr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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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i와 qi (I = 0.3)는 다항식의 계수를 나타낸다. 
직접교정법을 적용하기 위해, 캘리브레이션 툴의 
계단에 대한 코너 사이의 실제거리 및 영상에서의 
거리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다항식의 계수들은 다
항식 피팅 방법으로 구해지게 된다. 레이저 프로
파일과 직접 교정 방법에 의해 얻어진 다항식함수
의 예측된 계수값을 이용해서, 스캔되는 대상물의 
표면이 실시간 3차원 좌표상에서 3차원 점군집 데
이터로 계산된다. 아래 Fig. 9는 가변노즐 및 리프
트 모듈 부분의 실제 스캔된 3차원 점군집 데이터
를 나타내고 있다.  

4. 높이 측정 알고리즘의 제안  

4.1 적용된 2단 VVL 모듈의 구조 
본 연구의 주 목적은 2단 VVL 모듈의 2개의 래

쉬조정기 사이의 높이 차이, 그리고 2개의 밸브 
사이의 높이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알고리즘
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2단 VVL 모듈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Fig. 10(a)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단 
VVL 모듈의 구조는 3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
다. 즉, 상부의 평면, 2개의 밸브, 그리고 2개의 래
쉬조정기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평면은 밸브 및 
래쉬조정기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값을 측정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면으로 사용된다. 밸브 및 래쉬
조정기의 상대 위치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밸브 
및 래쉬조정기의 상부헤드 단면 중심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왜냐하면 Fig. 10(b)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기준 평면에 대하여 밸브나 래쉬조정기 상부헤
드 부분이 경사면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측정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밸브와 래
쉬조정기의 상부헤드의 중심을 3차원 측정에 기반
하여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a) 

 

 
(b) 

Fig. 10 (a) Top-view and (b) side-view of 2-step VVL 
module 

 
4.2 밸브 및 래쉬조정기 헤드의 중심 추출  
본 연구에서는 밸브 및 래쉬조정기 헤드부분의 

중심을 검출하기 위해서 3D 정보에 대한 2D 영상
을 카메라에 형성하고, 높이 분할, 타원 피팅을 수
행하게 된다. 먼저, 수집된 3차원 점군집 데이터를 
기준평면상에 투영함으로써 밸브헤드의 2D 영상
이 얻어진다. 다음은, 높이분할을 이용해서 밸브의 
헤드부분 이미지가 2D 영상으로부터 분리된다. 마
지막으로, 밸브 헤드의 중심은 타원피팅 방법에 
의해 검출할 수 있다. 스캔된 밸브 헤드의 3차원 
점군집 데이터로부터 2D 영상이 생성되고, 2단 
VVL 모듈의 기준평면은 모듈의 상부 평면에서 얻
어진 특징점 들을 이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그리
고, 밸브 헤드의 3차원 점군집 데이터는 2D 영상
을 얻기 위해 기준 평면 상에 투영된다. 투영된 
2D 영상은 기준 평면에서 해당 픽셀까지의 거리
에 비례하는 컬러색으로 나타나 있다. Fig. 11(a)는 
추출된 밸브 헤드 부분에 대한 3차원 점군집 데이
터를 나타내며, Fig. 11(b)는 해당 부분의 투영된 
2D 컬러 영상을 나타내고 있다. 
높이분할의 주된 목적은 투영된 영상의 밸브 헤
드의 상단 부분을 추출하는 것이다. 3차원 점군집 
데이터의 각 꼭지점 2D 영상으로 투영되지만, 기
준 평면에서 해당 꼭지점까지의 거리인 높이 정보

Fig. 9 3D point cloud data of the surface of scanne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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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재되어 있다. 이 거리에 기초하여, 투영 영상
의 각 픽셀이 밸브 헤드를 추출하기 위해 분할될 
수 있다. 
밸브 헤드의 형상을 기반으로 하여 2D 영상에

서 밸브 헤드의 중심을 검출할 수 있도록 타원 피
팅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타원 피팅을 적용하기 
전에 분할된 밸브 헤드 이미지의 윤곽선을 추출하
고, 추출된 데이터는 타원 피팅을 위한 2D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타원 피팅의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평균제곱피팅 방법(21)

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2D 데이터 포인트 세트 

1{ }n
iP == ix , ( , )i ix yix 에서 곡선의 집합 C(a), 그리

고 점 x로부터 곡선 C(a)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 ( ), )Cδ a x  값이 주어질 때, 식 (3)과 같이 오차함
수 E2(a)가 전역최솟값(global minimum)을 달성하도
록 a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2

1
( ) ( ( ), )

n
ii

E Cδ
=

=∑a a x    (3) 

 
(a) 

 
(b) 

Fig. 13 (a) 3D PCD and (b) 2D projected image of a 
lash adjuster head 

 

 
Fig. 14 Center’s lash adjuster head detection method 
 
Fig. 12는 밸브 헤드의 중심점을 검출하는 과정
을 보여주고 있다. 녹색으로 표시된 윤곽선이 타
원 피팅의 결과로 생성된 타원임을 나타낸다. 가
운데 위치한 녹색의 점이 2D 좌표상의 밸브 헤드
의 중심위치임을 표시한다. 래쉬조정기의 헤드부
분의 중심을 구하는 것도 밸브 헤드의 중심을 구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Fig. 13은 
기준 평면에 대한 3D 점군집 데이터가 투영되어 
얻어진 래쉬조정기 헤드의 2D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래쉬조정기 헤드의 중심부분은 구멍
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 밸브 헤드와의 경우와
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타원 피팅을 위한 
2D 입력 데이터는 내부 윤곽선을 이용하였다. Fig. 
14는 검출된 래쉬조정기 헤드의 센터를 보여주고 
있다.  

 
4.3 밸브 및 래쉬조정기 높이의 측정  
2D 영상으로부터 밸브헤드와 래쉬조정기 헤드
의 중심값이 각각 검출된 후, 이러한 2D 좌표값이 

 
(a) 

 

 
(b) 

Fig. 11 (a) 3D Point Cloud Data and (b) 2D projected 
image of a valve head 

 

Fig. 12 Center’s valve head det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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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점군집 데이터로 다시 변환되어 높이값이 
계산된다. Fig.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획득된 3차
원 점군집 데이터에서 A, B 및 C로 표기된 3점들
이 기준면을 구성하기 위해 수집된다. 그리고, 검
출된 밸브헤드의 중심점과 래쉬조정기 헤드의 중
심점이 각각 V1, V2, L1 및 L2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면, 밸브 및 래쉬조정기의 높이는 기준 평면

에 대한 V1, V2, L1 및 L2로부터 거리를 각각 계
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기준평면을 (R) : {ax + by + cz + d = 0}로 표현하

고, 주어진 점을 p(x0, y0, z0)라고 표시하면, 그 점 p
로부터 기준평면(R)까지의 거리 D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0 0 0
2 2 2

ax by cz d
D

a b c

+ + +
=

+ +
   (4) 

마지막으로, 2개의 밸브 사이의 상대적인 높이, 
그리고 2개의 래쉬조정기 사이의 상대적인 높이는 
각각의 거리 값을 감산함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 

 
4.4 실험결과 및 고찰 
제안한 측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반
복성을 평가하기 위해, 2단 VVL 모듈의 밸브와 래
쉬조정기의 형상을 반복적으로 24회 측정하였다. 
Table 1에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V1은 

Table 1 Measurement results

No. V1 (mm) V2(mm) |V1-V2| L1(mm) L2(mm) |L1-L2| 
1 2.5148 2.6302 0.1154 2.5138 2.6226 0.1088 
2 2.5153 2.6295 0.1142 2.5168 2.6236 0.1068 
3 2.5138 2.6446 0.1307 2.5207 2.6231 0.1024 
4 2.5125 2.6226 0.1101 2.5144 2.6227 0.1083 
5 2.5137 2.6374 0.1237 2.5157 2.6232 0.1075 
6 2.5148 2.6470 0.1321 2.5231 2.6231 0.1 
7 2.5128 2.6370 0.1242 2.5161 2.6234 0.1073 
8 2.5149 2.6411 0.1262 2.5153 2.6229 0.1076 
9 2.5162 2.6494 0.1331 2.5251 2.6233 0.0981 
10 2.5132 2.6398 0.1266 2.5128 2.6229 0.1101 
11 2.5128 2.6411 0.1283 2.5158 2.6234 0.1076 
12 2.5145 2.6501 0.1356 2.5217 2.6232 0.1015 
13 2.5155 2.6398 0.1243 2.5131 2.6231 0.1100 
14 2.5162 2.6288 0.1126 2.5139 2.6229 0.1090 
15 2.5172 2.6501 0.1328 2.5282 2.6232 0.0949 
16 2.5134 2.6429 0.1295 2.5138 2.6234 0.1096 
17 2.5121 2.6425 0.1304 2.5138 2.6254 0.1116 
18 2.5213 2.6501 0.1287 2.5358 2.6264 0.0906 
19 2.5172 2.6429 0.1257 2.5158 2.6247 0.1088 
20 2.5148 2.6466 0.13188 2.51692 2.62398 0.1070 
21 2.5189 2.6501 0.13113 2.53203 2.62472 0.0926 
22 2.5255 2.6501 0.1246 2.5320 2.6264 0.0944 
23 2.5183 2.6490 0.1307 2.5200 2.6233 0.1033 
24 2.5196 2.6501 0.1304 2.5313 2.6229 0.0916 

Max(mm)  0.1356   0.1116 
Min(mm)  0.1102   0.0906 
Error(mm)  0.0254   0.0210 

 

Fig. 15 3D key-points for meas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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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A, B, C점으로 구성된 평면)으로부터 밸브 
1의 높이, V2는 밸브 2의 높이, L1은 래쉬조정기 1
의 높이, L2는 래쉬조정기 2의 높이, 그리고 |V1-
V2|와 |L1-L2|는 각각 밸브 및 래쉬조정기의 높이 
차이를 나타낸다. 24회 반복 실험결과를 토대로 측
정의 반복정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위치에 대한 
측정편차를 구해 보았다. V1값의 최고값은 2.5255, 
최소값은 2.5125로 측정편차는 0.013mm였다. 같은 
방법으로 V2의 측정편차는 0.028mm, L1의 측정편
차는 0.023mm, 그리고 L2의 측정편차는 0.004였다. 
하지만, 검사장치의 검사정밀도를 좌우하는 것은 
밸브의 상대거리 |V1-V2|와 래쉬의 상대거리 |L1-
L2|이다. 실제로 V1, V2 그리고 L1, L2의 측정값들
을 비교해 보면 V1이 표본 최고값일 때 V2도 표
본 최고값이었으며, 마찬가지로 V1이 표본 최솟값
일 때 V2도 표본 최솟값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V2, L1, L2에서도 같았다. 이러한 
문제는 측정 중에 외부의 요인, 예를 들면 구조물
의 미소한 진동에 의해 측정값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밸브의 상대거리 값 |V1-V2|는 최댓값 0.136mm, 
최솟값 0.110mm로 최대 편차값은 0.025mm였으며, 
래쉬의 상대거리값 |L1-L2|는 최댓값 0.112mm, 최
솟값 0.091mm로 최대 측정오차값은 0.021mm였다. 
이러한 성능은 업계에서 요구하는 허용범위인 
0.04mm (± 0.02 mm) 수준을 만족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2단 가변 밸브 리프트 모듈의 밸브 
헤드 및 래쉬조정기 헤드의 높이 차이를 측정하는 
3차원 레이저-비전 기반의 측정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제안한 측정 시스템은 레이저-비전 삼각 측량
법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설계된 3D 레이
저-비전 시스템은 한 개의 레이저 프로젝터, 한 
개의 카메라 및 측정물을 이송할 수 있는 직선 운
동기구로 구성되었다. 가변 밸브 리프트 모듈의 
조립상태 불량 유무는 밸브 및 래쉬조정기의 높이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인데, 모듈의 표면을 
스캐닝하여 2개의 밸브와 2개의 래쉬조정기의 상
대적인 높이차이를 자동 측정하였다. 
밸브 및 조절기의 헤드의 중심을 검출하기 위해 
타원 피팅법에 기반한 중심검출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측정시스템의 측정오차를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적용된 알고리즘의 성능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중심검출 
알고리즘이 높은 정밀도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안한 측정 시스템의 정확성과 반복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스캔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밸브의 상대위치값과 래쉬의 상태위치
값의 편차가 각각 0.025mm, 0.021mm 범위로, 이는 
관련 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허용범위인 0.04 
mm (±0.02mm) 수준을 만족하였다. 향후 구조물의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 검사장비에 방진
시스템을 더하고, 좀 더 높은 정밀도를 갖는 카메
라를 사용한다면 검사시스템의 측정성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5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References) 

 
(1) Hara, S., Suga, S., Watanabe, S. and Nakamura, M., 

2009, “Variable Valve Actuation Systems for Environ-
mentally Friendly Engines,” Hitachi Review, Vol. 58, 
pp. 319~324. 

(2) Sellnau, M., Kunz, T., Sinnamon, J. and Burkhard, J., 
2006, “2-step Variable Valve Actuation: System 
Optimization and Integration on an SI Engine,” SAE 
Technical Paper 2006-01-0040, doi:10.4271/2006-01-
0040. 

(3) Sudatham, W., Matsumoto, H., Takahashi, S. and 
Takamasu, K., 2016, “Non-contact Measurement 
Technique for Dimensional Metrology Using Optical 
Comb,” Measurement, Vol. 78, pp. 381~387. 

(4)  Weckenmann, A., Jiang, X., Sommer, K.D., 
Neuschaefer-Rube, U., Seewig, J., Shaw, L. and Eslter, 
T., 2009, “Multisensor Data Fusion in Dimensional 
Metrology,” CIRP Annals - Manufacturing Technology, 
Vol. 58, pp. 701~721. 

(5) Schmitt, R., Witte, A., Janben, M. and Bertelsmeier, 
F., 2014, “Metrology Assisted Assembly of Airplane 
Structure Elements,” Procedia CIRP, Vol. 23, pp. 116~ 
121.  

(6) Son, S., Park, H. and Lee, H., 2002, “Automated 
Laser Scanning System for Reverse Engineering and 
Inspection,” Machine Tools & Manufacture, Vol. 42, 
pp. 889~897. 

(7) Lee, J.H., Kim, J.K., Park, S.K. and Kwon, K.Y., 
2009, “Development of Mono Laser Vision System 
for 3D Measurement of Panels with Various Bevel 
Edges,” Int. Sym. on Optomechatronic Technologies. 

(8) Zhou, F., Peng, B., Cui, Y., Wang, Y. and Tan, H., 
2013, “A Novel Laser Vision Sensor for Omni-
directional 3D Measurement,” Optics & Laser 
Technology, Vol. 45, pp. 1~12. 



레이저 비전을 이용한 2단 가변밸브 리프트 모듈의 3D 조립검사에 대한 연구 

   
 

957

(9) Nguyen, H.C. and Lee, B.R., 2014, “Laser-vision-
based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Small-bead Laser 
Welding,” Precision Engineering Manufacturing, Vol. 
15, pp. 415~423. 

(10) Nguyen, H. C. and Lee, B. R., 2014, 2015, 
“Development of a Laser-vision-based Scanning 
System for 3D Model Reconstruction,” Int. Conf. on 
Mechatronics Technology. 

(11) Ding, Y., Zhang, X. and Kovacevic, R., 2016, "A 
Laser-based Machine Vision Measurement System for 
Laser Forming," Measurement, Vol. 82, pp. 345~354. 

(12) Abu-Nabah, A., ElSoussi, O. and AlAlami, K., 2016, 
"Simple Laser Vision Sensor Calibration for Surface 
Profiling Applications," Optics and Lasers in 
Engineering, Vol. 84, pp. 51~61. 

(13) Usametiaga, R., Molleda, J. and Gracía, D.F., 2012, 
"Fast and Robust Laser Stripe Extraction for 3D 
Reconstruction in Industrial Environments," Mach. 
Vision Appl., Vol. 23, pp. 179~196. 

(14) Jun, J., Dehua, L. and Heping, L., 2006, "New 
Method for Obtaining the Center of Structured Light 
Stripe," Comput. Eng. Appl., Vol. 42, pp. 42~44. 

(15) Fores, J., Salvi, J., Cabruja, E. and Pous, C., 2004, 
"Laser Stripe Peak Detector for 3D Scanner – a FIR 
Filter Approach," Proc. 17th Int. Conf. on Pattern 

Recognition, Vol. 3, pp. 646~649. 
(16) Shimizu, M. and Okutomi, M., 2005, "Sub-Pixel 

Estimation Error Cancellation on Area-Based 
Matching,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Vol. 63, No. 3, pp. 207~224. 

(17) Xu, D., Wang, L.K., Tu, Z.G. and Tan, M., 2005, 
"Hybrid Visual Servoing Control for Robotic Arc 
Welding Based on Structured Light Vision," Acta 
Autom. Sin., Vol. 31, pp. 596~605. 

(18) Niola, V., Rossi, C., Savino, S. and Strano, S., 2011, 
"A Method for the Calibration of a 3-D Laser 
Scanner," Robo. and Comput. Integra. Manuf., Vol.27, 
pp. 479~484. 

(19) Li, J., Chen, M., Jin, X., Chen, Y., Dai, Z., Ou, Z. 
and Tang, Q., 2011, "Calibration of a Multiple Axes 3-
D Laser Scanning System Consisting of Robot," 
Portable Laser Scanner And Turntable, Optik, Vol. 122, 
pp. 324~329. 

(20) Lee, B. R. and Nguyen, H. C., 2015, "Development 
of Laser-vision System for Three-dimensional Circle 
Detection and Radius Measurement," Optik, Vol. 126, 
pp. 5412~5419. 

(21) Fitzgibbon, A.W. and Fisher, R.B., 1995, "A Buyer’s 
Guide to Conic Fitting," Proc. 6th British Conf. on 
Machine Vision, Vol. 2, pp. 513~522.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8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ColorImages fals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8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GrayImages fals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tru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fals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8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Flate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