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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Industry 4.0 시대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 - Basler ToF 카메라가 
장착된 지능형 리치 트럭이 구현합니다.
“AUTONOMIK für Industrie 4.0” (“Industry 4.0을 위한 오토노믹스”) 기술 프로그램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 (BMWi) 지원

고객

 � 연구 프로젝트: FTF out of the box

 � Jungheinrich AG: 컨소시엄 주체, 전체 통합

 � 하노버 융합생산연구소(iPH)

 � Götting KG

 � 뤼벡대 기술정보연구소(ITI) 

 � 업종: 로봇/자동화 

 � 수행 연도: 2016년

애플리케이션

현재의 무인 차량들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주행하도록 제한되어 있으

며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장애물에 부

딪히면 차량은 응급 정지를 하게 됩니다. 옮겨야 할 물건이 예정된 곳

에 정확히 놓여 있지 않으면 차량은 더 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

다. 무엇보다 안 좋은 것은 창고나 제품이 진열된 복도에서 현재 위치

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차량에 자기 센서 또는 표지가 되어 있는 경로

와 같이 상당히 많은 방향 탐지용 보조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

다.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무인 운송 시스템 설치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

용이 소요됩니다. Industry 4.0은 값비싼 보조 장치 없이 기계 장비에 

인간의 본능적인 위치 파악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약속합니다.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지능형 무인 리치 트럭은 주변 환

경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 파악 방법을 학습합니다. 리치 트럭은 맨 

처음 사람의 안내에 따라 공장을 둘러본 뒤 모든 환경을 기억합니다. 

음성 또는 제스처를 사용해 차량에 쉽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창

고 직원이 “3번 선반에 이 팔레트를 옮겨”와 같은 명령을 하면 차량은 

음성과 함께 관련 제스처를 해석합니다. 다양한 팔레트 중에 어떤 것

을 말하는지 신뢰도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 리치 트럭은 요

청한 데로 보관, 픽업 또는 재배치 작업을 완전히 자동으로 수행합니

다. 

실험적인 이 기술은 스마트 자동 작업 차량을 통해 수송 가능한 상품

들을 높은 신뢰도로 파악, 픽업, 운반하고 궁극적으로는 목표 지점에 

적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차량들은 조작하기 쉽기 때문에 

창고 직원 한 명이 한 번에 여러 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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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ler ToF 카메라

솔루션 및 장점

각 리치 트럭에는 Basler ToF 카메라가 세 대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각의 카메라는 정확한 공간 지각을 위해 삼차원으로 주변 환경을 파

악합니다. 카메라 두 대는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

붕에 장착됩니다. 지능형 리치 트럭은 자체적으로 내부 지도를 작성해 

주변 환경 안의 특색 있는 구조물들을 기억합니다. 리치 트럭은 선반 

유닛이 재배치되거나 경로 상에 장애물이 놓이는 것과 같은 환경 변

화를 바로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하듯 돌아서 

갑니다. 이로 인해 창고 어디나 자유롭고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

다. 세 번째 카메라는 리치 암에 부착된 개조된 Basler ToF 카메라입

니다. 이 카메라는 정교한 팔레트 픽업을 위해 필요합니다. 해당 카메

라에서 전송된 3D 데이터는 사람이 조정하지 않아도 리치 트럭의 포

크가 한 번에 팔레트 안으로 정교하게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전 시스템과 달리 고정된 창고 지도 작성 및 인공적인 표지 부착을 

포함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초기 및 후속 구성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이는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무인 

운송 시스템은 장차 중소 기업에도 돌파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 기술

 � Basler ToF(Time-of-Flight) 카메라 3대:

 � Jungheinrich AG의 리치 트럭  

 � Götting KG사의 차량 자동화

 � iPH의 음성 및 제스처 명령용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 ITI의 무인 운송 차량을 위한 영상기반 항법기술

 � 안전 구성 요소로서의 레이저 스캐너 

여기에서 설명한 지능형 리치 트럭은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기술 연구는 2016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HANNOVER MESSE 

2016)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http://www.iph-hannover.de/en/research/research-projects/index.

php?we_objectID=2341

https://www.iti.uni-luebeck.de/forschung/mobile-robotik/ftf-out-of-

the-box.html (독일어)

https://www.youtube.com/watch?v=d3__3lry3co&feature=youtu.be 

(독일어)

http://www.digitale-technologien.de/DT/Navigation/EN/Home/

home.html;jsessionid=68358E246A2636CA1F72B26F6D28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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