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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작물에 구멍을 가공하기 위한 드릴링 

공정은 생산 현장에서 빈번히 수행되고 있는 

절삭 공정 중 하나이다. 드릴 가공 구멍은 

절삭날의 형상 및 절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직경 오차나 위치오차, 그리고 

형상 오차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 오차들은 

리밍(reming)이나 보링(boring)과 같은 후가공 

공정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드릴 

가공 구멍의 오차는 생산품의 최종 정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 

구멍의 오차는 직경 오차, 위치 오차, 

직각도 오차, 진원도 오차, 그리고 원통도 오차 

등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오차들 

중 직경 오차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 가공 

구멍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구멍의 직경을 간편하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머신 비전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획득한

다. 획득한 이미지에서 구멍의 엣지(edge)를 추

출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멍의 직경을 

추정한다. 공통된 데이터에 최소제곱법(The 

Least of Square Method), Hough Transform,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을 적용하

여 구멍의 직경을 측정한다. 최소제곱법은 근

사적으로 구하려는 해와 실제 해의 오차의 제

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오차의 값이 큰 부분에 민감하여 정밀도가 낮

아지는 단점이 있다.  Hough Transform 은 데이

터 전 영역에 걸친 패턴 추출에 이용된다. 적

절한 조건 공간에서 조건식으로 표현될 수 있

는 곡선을 정확하게 찾고, 전 영역의 데이터 

값을 사용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

다. RANSAC 알고리즘은 Fischler 과 Bolles 에 

의해서 제안된 측정 노이즈가 심한 원본 데이

터로부터 모델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주어진 원본 데이터에서 일부를 임의로 데이터

로부터 모델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과정을 반복

하면서 좋은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다. 임의로 

선택한 데이터의 반복을 통해 최적 모델 파라

미터를 산출하기 때문에 Hough Transform 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위의 3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구멍의 직경을 실제 값에 얼마나 

근접하게 추정하는지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2. 구멍 정밀도 평가 
 

구멍 정밀도를 평가하기 위해 구멍의 

이미지 샘플을 카메라를 통해 얻는다. 얻은 

이미지에서 추출된 구멍의 엣지(edge) 데이터 

값을 이용하여 Hough Transform 과 RANSAC 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 값과 비교를 하였다.  

Fig. 1 은 머신 비전으로 얻은 구멍의 

이미지, 획득한 이미지의 구멍 엣지(edge)를 

추출한 이미지이다. 

 

 
(a)Original image      (b) Edge extraction image 

Fig. 1 Drill hole image 

 

구멍의 엣지(edge)를 추출한 이미지에 

최소제곱법, Hough Transform, RANSA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구멍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Fig. 2 는 각각의 알고리즘을 

머신 비전을 이용한 구멍의 가공정밀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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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켜 얻은 이미지이다. 

 

 
(a) The least of square method 

 
(b) Hough transform 

 
(c) RANSAC 

Fig. 2 The result of image processing    

     

   최소제곱법을 적용한 경우, 오차가 큰 값에 

영향을 받아 구멍의 실제 직경보다 더 크게 

측정된 것을 Fig. 2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ugh Transform 과 RANSAC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실제 구멍의 직경과 비슷하게 

측정된 것을 Fig. 2  (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릴링 가공을 M6 으로 가공하고, 가공 

오차는 0.04 ㎜ 이다. 분해능이 10 ㎛인 버니어 

캘리퍼스로 30 회 측정하여 6.13 ± 0.02 ㎜ 의 

측정값을 얻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 

값보다 0.01 ㎜ ~ 0.02 ㎜정도의 오차가 있지만 

비교적 정확한 값을 얻었다. 최소제곱법 

보다는 Hough Transform 과 RANSAC 이 약 

0.01 ㎜ 정확하고, Hough Transform 보다는 

RANSAC 이 데이터를 얻는 경과시간은 7 배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Table 

1 에 나타나있다. 최소제곱법, Hough Transform, 

RANSAC 알고리즘을 통하여 드릴 구멍 직경을 

측정하였다. Hough Transform 과 RANSAC 

알고리즘이 직경 측정에 있어 최소제곱법 보다 

정확하였고, 데이터 처리 시간은 RANSAC 

알고리즘이 Hough Transform 보다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 Estimated diameter of drill hole and 

calculated time 
 

 The least of 

Square method 

Hough 

Transform 

RANSAC 

Diameter 6.151 ㎜ 6.143 ㎜ 6.142 ㎜ 

Time < 1s 29s 4s 

 

3. 결론 
 

3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드릴 구멍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 RANSAC 알고리즘을 

이용한 측정 결과값이 정확하였다. RANSA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드릴 구멍의 직경을 

측정하면 좀 더 정확한 가공정밀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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