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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린더 형태의 롤러에 감기는 원단들의 가장자리에 있는 선 이나 면들을 감지할 수 있는 1차원 선면감지 

센서에 하여 연구하 다. 선면감지 센서는 학계의 정렬을 필요로 하지 않는 1안 즈를 사용한 1:1 학계

를 사용하 고 2분할 실리콘 수 소자를 사용한 두 개 채 로 부터의 차  합 신호를 처리하여 구 하 다. 

측정된 결과는 다양한 재질  색상을 갖는 피사체에 해서도 0.1mm 까지 선폭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감기

는 원단은 0.2mm 편차 이내로 감기는 것을 보여주었다. 

ABSTRACT

One dimensional line edge detection sensor was investigated for the application to detect line or edge of wide sheet winding to 

cylindrical roller. Line edge detection sensor was realized using align-free 1:1 optical system having 1 convex lens and by 

processing sum or difference of signals from two photo-diodes in a bi-cell photodetector. Line width up to 0.1mm on object having 

various materials and colors was detectable, and the deviation of wound sheet was found to be under 0.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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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린더 형태의 롤러에 감기거나 롤러에서 풀리는 

넓은 원단이나 비닐종이의 가장자리를 감지하는 선면 

감지 센서는 섬유, 제지  포장 산업 분야에서 요

한 응용분야를 찾고 있다. 롤러에 감기는 종이와 같이 

얇은  형태의 원자재를 한쪽 면에 맞추어 가지런히 

감거나 풀기 해서는 의 가장자리를 감지하는 센

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자재 형태의 은 다양한 색

과 재질을 가지며 투명한 재료도 있으므로 이들을 감

지할 수 있는 가시 선 역에서 폭넓은 감지가 가능

한 센서가 요구되어진다. 근래에는 패턴이 인쇄된 반

편의 표면반사도가 높은 재질에 해서도 센서 인

식이 가능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선면감지 센서의 다른 용 분야로는, 로 이 진행

방향을 단하거나 자동차의 무인 운 할 때 도로의 

주행선을 따라 주행하려면 선을 추 하는 선감지 센

서가 요구되어졌다. 그러나 도로의 주행선은 노면조건

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주행선을 인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 의 하나 다. 이와 같은 가시 선 

역에서 다양한 반사도를 갖는 면 는 선을 구분하

여 감지하는 것은 특정한 조건에서 선 는 면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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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 가

장자리  가장자리를 표시하는 선을 감지할 수 있는 

면/선 감지 방식을 연구하고 이러한 센서로 부터의 

출력신호를 선형 데이터 신호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하여 연구하 다. 

국외에서는 선 는 면 감지를 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된 바 있다. 투명한  형태도 감지할 

수 있는 음 를 사용하여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을 

추 하는 방식을 제안된 바 있다[1][12]. 그리고 청소

용 로 에 외선을 사용하여 고 콘트라스트를 가진 

선을 추 하는 선감지 센서를 구 한 바도 있다

[2][5]. 선  을 추 하는 알고리즘 부문에서는 

음 센서에 하여 용하기도 하 다[3]. 한 선추

용 이동 로 의 센서 구조와 그 동  모델링을 시

도한 바도 있다[4]. 다  센서 응용 분야에서는 여러 

개의 선추  센서를 사용하여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

이 제시된 바 있다[6][13]. 반면에 디지털 방식의 구

을 하여 CCD 시각센서를 사용한 선추  방법도 

제시된 바 있다[7].  표면의 서로 다른 장에서의 

반응도가 다른 을 이용한 두 개의 장 역에서 

이 를 사용하는 방법도 제시된 바 있다[8]. 한 신

호간섭을 이기 하여 다수의 선간의 상감지 

방식을 사용한 감지방식도 제시된 바 있다[9]. 한편 

응용분야에서는 line sensor camera 를 사용한 선추

 방식이 제시된 바 있다[10]. 모델링 부문에서는 

Edge 검출 모델도 제시한 바 있다[11]. 한 마이크

로웨이 를 사용한 센서 방식도 제시된 바 있다[14].

그러나 이 의 방식들은 선을 감지하기 쉽도록 고

휘도를 갖는 선을 감지하는 방식들이거나 복잡한 구

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산업분야에 보편 으로 사

용될 수 있도록 간단한 구조를 갖으면서도 일반 으

로 어느 색상이나 투명한 면에도 용할 수 있는 감

지방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자 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하여 

다양한 색상과 투명한 면에 해서도 감지할 수 있는 

선  면 감지방법을 제시하 다.

Ⅱ. 선면감지센서

선  면을 감지하는 1차원 시각센서는 그림 1과 같

이 크게 학계, 발 부, 수 부, 신호처리부로 나 어진

다. 이  학계는 가장 요한 부분으로 일정 이격거리

에서 목표 감지 역을 정확히 커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게 감지된 상을 수 부에 명료하게 달하여야 

한다. 발 부는 이를 하여 목표 감지 역이 포함되

면서 표시되도록 조명을 제공하고 동시에 일정 이격

거리를 나타내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신호

처리부는 이 게 감지된 선면 상을 선형신호로 변

환하여 제어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호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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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면감지 1차원 시각센서
Fig. 1 Line surface sensing 1D imaging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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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결상 학계
Fig. 2 Imaging optical system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은 기하 학계에서는 발 소

자가 즈의 심으로부터 즈의 거리 f 보다 먼 

거리에 있을 때 피사체에 투 되는 속의 지름 di는 다

음 식 (1)과 같이 얻어지며, 피사체에 의해 반사된 이 

속이 다시 그림 1에서 나타낸 수 소자 면에 도착

하면 역시 원의 지름과 같은 크기의 지름 ds를 갖는 

속이 맺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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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1차원 시각 센서인 경우에는 피사체   치

를 측정하는 1차원 선상 련 정보만 필요하므로 1차원 

공간 필터가 요구된다. 수 소자 면의 공간필터의 지

름 가  ≤   인 경우 피사체에 투 된 지름 의 

속  센서로서 이용 가능한 폭 는 다음 식 (2)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2)

측정하려는 피사체에 집속된 x축 방향으로 배열된 

속의 계를  , 측정 하려고하는 피사체의 

패턴에 의해 반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함수를 

  라고 하고, 공간필터를 포함한 학계로 구

성된 변조 달함수(MTF: Modulation Transfer Fun-

ction)를 라고 하면  1차원 시각센서에 인

입되는 계 는 아래 식 (3)과 같이 나타난

다. 

  (3)

1차원 시각센서는 선을 인식하기 하여 2분할 수

소자를 사용하므로 A채 과 B채  모두에서 출력

신호가 얻어지며, 우측 A채 의 변환 류를 

 , 좌측 B채 의 변환 류를 라고 

하면 출력 류 는 선인식 모드일 경우는 차동

증폭기로 동작하므로 식 (4)와 같이     , 면인

식 모드일 경우에는 합산증폭기로 동작하므로 식 (5)

와 같이    로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는 

시각센서로 사용되는 우측 수 소자의 변환효율

을, 는 좌측 수 소자의 변환효율(Responsi-

vity)을 나타낸다.

 
 

 (4)

 
 

 (5)

특히 수 소자 면의 공간필터가 지름 인 원 

형태인 경우 수 소자 1개 채 의 폭이 이고 가우

시안 분포 속 도가 일 때 피사체가 우에서 

좌로 이동하면, 변조 달함수(MTF) 는 면인식 

모드에서 식 (6)과 같이 간략화 하여 나타내질 수 있

다. 



















    








     

(6)

선인식 모드 경우는 감지하려는 선폭이   이라고 하

면 식 (6)에서의 분구간이 ∼  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Ⅲ. 실 험

선  면을 감지하는 1차원 시각센서는 산업분야에

의 응용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갖고 필요한 정 도를 유지하면서도 재 성 있는 감

지가 되도록 하 다. 한 1차원 시각센서는 다양한 

색상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반사율을 갖는 

피사체에 해서도 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투명한 

재질의 피사체도 감지할 수 있도록 하 다.

3.1. 학계

1차원 시각센서의 학계는 그림 3과 같이 피사체 

내의 지름 3mm 직경 내의 시각정보를 감지하게 하기 

하여 1:1 학계를 채택하 다. 즉 즈로부터 

35mm 지 에 피사체가 놓일 때 수 소자에 상이 맺

어지게 하며 동시에 발 부 원은 지름 3mm 직경을 

갖게 하여 피사체에도 직경 3mm의 가장 선명한 속

이 맺어지게 하 다. 분할기를 가장 간단한 구조로 

하기 하여 투명 유리 을 사용하여 구 하 다. 이

를 하여 원부의 속이 피사체에 96% 달되도

록 발 소자는 직선  경로에 두었다. 반면에 수 부

는 분할기로 부터의 4%의 부분 반사 을 수신할 

수 있도록 측면에 치하도록 하 다. 

학계는 학 인 정렬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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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늄 소재를 정  가공하여 일체형 구조로 하 다. 분

할기는 0.2mm 두께의 소다 유리 을 사용하 다. 제작

된 학계의 사진을 그림 4에 학계 심부의 사진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램

slit

수 소자

분할기

피사체

학계

수 부

발 부

공간필터

Lens

그림 3. 학계 개념도
Fig. 3 Concept of optical system 

 

발광소자
수광소자

광분할기렌즈

그림 4. 학계 체 구조도
Fig. 4 Structure of optical system 

광분할기

발광소자

그림 5. 학계 심부 구조도
Fig. 5 Structure of center optical mass 

3.2. 발 부

발 부에 사용된 발 소자는 색온도가 5200-5460oK 

인 백색 LED를 사용하 다. 발 소자는 ±15o의 방사각

을 가지며 발 체의 지름이 4mm 이므로 지름 3mm의 

개구부를 사용하여 피사체에 지름 3mm의 속이 투

될 수 있도록 하 다.

3.3. 수 부

면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1개의 수 소자 만으로 가

능하지만 선도 인식하기 하여 수 부는 2개의 수

소자가 1개의 패키지 내에 있는 바이셀형을 사용하여 

선을 인식할 때 앙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 다. 

개별 수 소자는 W1.22mm x H2.54mm 의 면 을 

갖고 총 수 면 은 6.45mm
2
 인 실리콘 수 소자를 

사용하 다. 바이셀 수 소자의 치수도를 그림 6에 나

타내었다.

그림 6. 바이셀 수 소자의 치수도 (inch[mm])
Fig. 6 Dimension of bi-cell photodiode (inch[mm]) 

3.4. 신호처리부

신호처리부는 그림 7의 블록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바이셀 수 소자 내의 두 개의 수 소자로 부터의 

변환된 류를 증폭하여 두 개 채 의 신호를 생성한 

후, 선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두 채  신호의 차에 해당

하는 신호를 만들어 증폭하고, 면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두 채  신호의 합에 해당하는 신호를 만들어 증폭한 

후 출력 벨을 간 벨로 변환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선면 감지센서를 구 하 다.

증폭기

증폭기

증폭기

증폭기

Level
Shifter

수 소자

면감지 
출력신호

선감지 
출력신호

그림 7. 선면감지 센서의 블록도
Fig. 7 Block diagram of line edge detection sensor

수 소자의 치가 학계 정렬에서 요한 요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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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처리부와 분리할 경우 외부잡음 유입이 많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하여 수 소자와 신호처리부를 그림 8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일체형으로 제작한 후 학계에 

부착하여 정렬이 용이하도록 하 다.

그림 8. 신호처리부의 외형도
Fig. 8 Outer view of signal processing board

Ⅳ. 실험결과

1차원 시각센서의 피사체에 맺히는 속은 설계와 같

이 그림 9와 같이 심부가 지름 3mm, 린지를 포함

한 주변부가 지름 6mm 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린지

(fringe)부는 지름이 3mm 인 발 소자 발 부 체에

서 속이 발산되므로 생기는 주변 이다.

Fringe부 D=6mm

속부 D=3mm

그림 9. 피사체에서의 속
Fig. 9 Optical flux at object

다양한 색상과 재질에 한 반응도를 시험하 다. 

투명한 재질에 해서도 선면 인식이 가능하 으며, 

특히 배면에 패턴이 인쇄되고 면의 반사도가 높은 

투명재질에 해서도 인식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표 1

에서와 같이 이종재질에 한 흑백패턴  동일재질

에 한 색상도 충분한 콘트라스트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

표 1. 선면인식센서의 반응도 비교
Table 1. Response comparision of line edge detection 

sensor

이종재질 반응도
동종재질

(부직포)
반응도

백색 속 80% 핑크색 98%

백색종이 20% 녹색 9%

무 도료 0% 청색 1%

실제 와인더를 사용하여 원단을 감는 시험에서 1차원 

시각센서는 선인식 모드에서 0.1mm 선폭까지 선을 인

식하 으며,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시험에서도 감기는 

원단은 0.2mm 이내의 편차로 감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투명한 비닐 재질에 해서는 표면에서의 직 인 

반사 의 향으로 10도 경사진 각도로 피사체를 인식

할 때 직 인 반사 을 피하여 보다 더 인식도를 높

일 수 있었다. 

Ⅴ. 결 론

실린더 형태의 롤러에 감기거나 롤러에서 풀리는 

넓은 원단이나 비닐종이의 가장자리를 감지하는 선면 

감지 센서에 하여 연구하 다. 기존의 다수의 즈

를 필요로 하는 학계와는 달리 1안 즈만을 사용

하는 단순한 구조의 1:1 학계를 사용하여 다양한 

색상들의 가시  장 역에서 선  면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방법을 도출하 다. 기존의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CdS 수 소자를 사용하는 감지방법들과는 

달리 최 로 2분할 실리콘 수 소자를 사용한 아날로

그 방식으로 두 개의 채 로 부터의 신호들의 차  

합을 사용하여 선  면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폭 0.1mm 까지 선  투명재질의 원단에 해서도 

인식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자동차의 자동항법시스템, 

로 의 자동운행에 사용될 수 있는 선추  센서로의 

응용도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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