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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도 LED를 이용한 머신비전용 조명광원 제어기 개발

박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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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High Brightness LED Light Source Controller for Machine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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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의료영상시스템, 공장자동화 시스템에서 핵심기술인 정확한 검사와 계측을 위하여 보다 선명하고 
안정정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명으로 고휘도 LED를 이용한 조명광원의 제어기를 개발하였다. 고휘도 LED 전용 
드라이버를 장착하여 정전류 방식으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도록 설계하고, 32비트 ARM 프로세서 코어를 사용하여 
화상처리 시 필수적인 요소인 광량을 256단계로 나누어 리모트 컨트롤 및 외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볼륨
의 저항 값 오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밝기 값의 부정확을 방지하고 디지털화함으로써 빛의 재현성을 개선하였다. 아나
로그 전원에 비하여 조광 범위가 넓고 낮은 레벨에서도 조광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으며 또한 RS-485 통신기능을 
추가하여 외부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사용자가 광량조절 및 ON/OFF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 하였다.

주제어 : 고휘도 LED, 조명, 광원제어기, 머신비전, 비전시스템

Abstract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lighting source controller using high brightness LED to create a clear 
and reliable condition for an accurate measurement and testing, which is a core technology in clinical image 
system and mechanical automation system. This controller is designed to supply a stable power in a 
constant-current system by installing a high brightness LED driver, and to improve the reproducibility of 
brightness by using 32-bit ARM processor core, dividing brightness quantity into 256 levels, making the remote 
control and the external interface possible, and preventing and digitizing the brightness inaccuracy caused by 
errors of resistance values. This controller enables the lighting range to be wide and possible in a low lighting 
level compared to analog, adds the RS-485 communication function, and makes it for the users to control the 
on-off function and the dimming level by receiving date from an external device.

Key Words : hbled, lighting, lighting source controller, machine vision, vision system

* 본 논문은 2014년 가천 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GCU-2014-R038).

Received 12 February 2014, Revised  4 March 2014

Accepted 20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Yang-Jae Park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Gachon University) 

Email: parkyj@gacho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1. 서 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장은 짧은 자외선부터, 사람

의 시각을 자극 시킬 수 있는 장의 가시 선 그리고 

장이 긴 자외선에 이르는 넓은 장범 를 모두 포함하

고 있다. 이러한 빛 에서 조명에 사용하기 해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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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시 선을 만드는 일은 사실상 오래 부터 시작

되었다. 조명은 인간생활에 직 으로 용되는 환경으

로 물이나 공기와 같이 생존을 한 필수 인 요소이다.  

따라서 조명 원이나 기기들은 인간의 생리 인 부분이 

반 하여 한 환경이 구성되도록 설계 되어져야 한다. 

실내조명은 밝기가 충분하고 일정해야 시력을 보호할 수 

있고 의 피로도 일 수 있다. 좋은 조명은 이 부시

지 않아야 하고, 당한 음 이 있어야 하며 기분 좋은 

색이어야 한다. 머신비  분야에서도 조명은 가장 요

한 부분이다. 알맞은 조명의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시스

템의 신뢰도와 정 도  응답시간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머신비  시스템에서 모든 처리의 시작분분인 이미지 캡

쳐 부분에서 부 당한 조명으로 인한 문제는 시스템 

반에 걸쳐서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부 당한 조명으

로 입력된 이미지를 알고리즘으로 보상하는 것은 시스템

에 큰 부하로 작용하게 된다. 컴퓨터비  는 머신비

분야는 산업체 제조분분에서의 측정, 검사  공정 감시 

등의 업무와 의료 상시스템에서 내시경 카메라의 조명, 

수술방의 조명 등 각종 의료장비의 카메라의 시인성을 

높이는 주요 장비로 필수 인 요소이다.

사람의 시각 인 인식에서 요한 요소는 색깔, 원근

감, 음 , 시차 그리고 개인이 지닌 경험 등 있다. 그러나 

비 시스템은 비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험 인 기반

을 갖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비

시스템은 최상의 이미지, 즉 심 역은 뚜렷이 나타

내고 그 지 않은 역은 약한 배경으로 비추어지는 구

성 조감을 갖는 이미지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상

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장 요한 요소인 조명 원을 

고휘도 LED를 이용하 으며 효율 인 원을 제어하기 

한 제어기를 개발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련연구로 이론  배경  련기술에 하여 설명하고, 3

장은 연구방법  목표설정을 하 으며, 4장에서는 실험 

 결과로  연구결과를 실제 시스템에 용 후 결과를 평

가하 으며,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머신 비전 시스템

머신 비 (Machine Vision)은 기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단능력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사람이 시

각으로 인지하고 단하는 기능을 하드웨어와 소 트웨

어의 시스템이 신 처리하는 기술로, 제품의 외 에 

한 검사 혹은 측정을 카메라, 조명장치, 상보드, 학기

기, 상처리 소 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머신비 은 하드웨어, 학계, 소 트

웨어를 통합한 고도의 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오

늘날의 머신비 은 단순한 측정뿐만 아니라 획득한 상

처리, 단 처리까지 사용자의 목 에 맞게 다양하게 발

하고 있다. 

머신비 의 시각 센서는 카메라로 포착한 상을 화

상처리 함으로서 상물의 특징량(면 , 심, 길이, 치 

등)을 산출하는 데이터나 정결과를 출력하는 센서로 

머신 비  이미지 처리 방법은 [Fig .1]과 같다.

  

[Fig. 1] Machine Vision Image Processing 
Method  

2.2 머신 비전용 조명 기술

머신비 에서 카메라가 상신호를 정확하게 추출하

기 해서는 목 에 알맞은 조명의 선택에 매우 요하

다. 검출되어야하는 이물질이나 오염, 문자나 마크, 계측 

부품 등이 화상으로써 명확하게 나타내기 해서는 조명

이 필수 이다. 

조명은 상물에 도달하여 표면의 상태나 형상에 따

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사하여, 그 결과로써 카메라에 

들어가는 빛의 정보(화상)으로 인식되어야하는데 상이 

비추어지지 않거나 왜곡되어 인식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

된다. 조명의 조건으로 [Fig. 2(a)]는 곡면형상의 상물

에 해 바로 에서 조명을 조사하면, 심부근은 반사

이 직  카메라에 들어가 밝게 비춰지지만 주변부는 

카메라로 되돌아가는 빛이 어져서 어두워진다. 

이 곡면상의 인쇄 자를 검사할 경우는 주변부에 있

는 문자는 카메라로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게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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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Fig. 2(b)]와 같이 곡면형상에 맞추어 카메라가 향하

는 방향으로 반사하는 조사방향을 가진 조명방식을 선택

하면 안정 인 문자 상을 얻을 수 있다.

한 [Fig. 2(c)]와 같이 평명형상의 상물에 경사진 

방향(각도)에서 조사하면 빛은 마주보는 방향(각도)로 

정반사된다. 이와 같이 상물에 정확하게 카메라로 포

착하기 해서 조명기술을 매우 요하며, 머신비 의 

요기술  하나에 속한다[14][15].

          (a)                 (b)              (c)

[Fig. 2] Illumination configuration

2.3 머신 비전용 카메라의 가시영역

머신비 에 용되는 카메라는 CCD 카메라가 주로 

사용되는데 일반 인 가시 역의 장은 400nm～ 

1000nm이다[6][8].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역에는 한계가 있다. 가시 선 내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

는 장은 400nm～700nm이며 인간의 에는 여러 기능

을 하는 센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에서 표 인 흑백개념의 relative sensitivity와 컬

러 RGB별  relative sensitivity의 장의 차를 잘 이해하

여 원을 개발하여야 하며 [Fig. 3]에 나타내었다[11].

 [Fig. 3] relative sensitivity and color RGB 
          relative sensitivity

2.4  머신 비전용 광원의 종류

머신 비 용 원으로는 할로겐 원과 이버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LED의 응용분야는 색, 주

황, 녹색, 청색뿐만 아니라 백색을 포함하는 고휘도 LED 

 고 속 LED의 기술개발로 신호용 이외에 조명용으로

도 역을 넓 가고 있다[9]. 할로겐의 수명이 100W 시 

최 량으로 1,000시간 정도 사용하는 문제와 많은 열

을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향을 주는 문제 이 있다. 

LED는 디스 이 기술의 향상과 함께 최근 수년간 고

휘도 타입의 LED가 개발되고 있으며, 산업용 원으로

도 많은 용이 되고 있다[7]. LED의 특징은 수명이 길

고, ON/OFF특성이 우수하며, 장 역이 좁은 LED를 

등 시키는 원은 비교  설계와 제어가 용이하다. 밝

기의 제어 방법으로는 펄스제어, 압제어, 류제어 방

식이 있다. 단 으로는 고습에 약하고 연속 등하면 소

자자체의 발열로 효율이 감소되어 조도가 낮아지는 문제

이 있으나 LED의 방열 책을 강구함으로 조도를 안정

시킬 수 있다[5]. 

3. 연구방법

3.1 머신비전용 조명광원 제어기 하드웨어 

머신비 용 조명 원 제어기의 하드웨어 구성은 시스

템의 핵심인 SYSTEM부와 재 시스템의 상태를 표시

하는 DISPLAY부, 원을 공 하는 SMPS와 LED 즈 

모듈과 출력을 구동 시켜주는 DRIVE부로 구성된다. 

[Fig. 4]는 머신비 용 조명 원 제어기 하드웨어 구성도

이다. 

[Fig. 4] Machine Vision light source controller 
hardwar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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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SYSTEM 보드 설계

SYSTEM보드는 머신비 용 조명 원 제어기의 가장 

핵심 인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설계하 다.

(1) STM32xx CPU를 이용한 보드 개발-ARM-based 

32bit MCU를 사용하여 고속 제어가 가능한 보드 

개발[12].

(2) 내부 팬 제어 포트(2 port) 장착 – 온도에 따른 자

동 팬속도 조 을 하여 2개의 포트 설계

(3) A/D입력 포트 장착- 류 검출장치에서 나오는 아

나로그 신호를 수신하기 한 포트 설계

(4) 자동 정 류 보상 알고리즘 설계-실시간으로 들어

오는 LED 류의 변화를 캡쳐하여 온도  환경

에 따른 류의 변화를 일정하게 흐르게 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이 게 LED에 흐르는 류를 고정

하면 일정한 밝기가 유지될 수 있다[1][4].

(5) 면 디스 이 넬 제어 포트 장착 – 면에 

디스 이를 한 제어포트를 장착하여 LED 정

션온도, 팬속도, 밝기 값을 표시한다.

(6) LOCK 스 치 입력 포트 장착 – LOCK 스 치가 

ON되면 면 노 조정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작업

자의 실수로 온도가 변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7) 정 류 회로용 PWM 신호발생–정 류 원용 

STEP DOWN 회로에 들어가는 PWM 신호를 발

생하여 LED의 Vf값에 맞게 압을 조정한다[4].

(8) 외부 I/O포트 장착 – 외부 신호에서 들어오는 서

지  노이즈 방지를 해 입출력 회로에 포토커

러를 장착하여 차단하도록 한다.

(9) 밝기 장 기능 – 마지막 설정한 밝기 값을 자동 

장하는 기능을 넣어 제어기를 OFF했다가 ON하

여도 마지막 밝기 값을 유지하도록 설계하 으며, 

LOCK 스 치를 를 때도 재의 값을 장하도

록 설계하 다. [Fig. 5(a)]와 [Fig. 5(b)]는 완성된 

시스템 보드이다.

        

[Fig. 5(a)] Complete system board(Front)

[Fig. 5(b)] Complete system board(Back)

3.1.2 DRIVE 보드 설계

드라이  회로는 STEP DOWN을 이용하여 압을 

조 하고, OP-AMP를 이용하여 아나로그 신호를 

SYSTEM 보드로 보내서 류를 측정한 후 STEP 

DOWN회로에 피드백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하 다. 

한 과 류 방지 소자를 이용하여 과 류가 LED에 흐르

지 않게 방지하 으며, 스트로  회로를 넣어 스트로  

조명 컨트롤이 가능하게 설계하 다. [Fig. 6(a)]은 드라

이  회로이며 [Fig. 6(b)]는 완성된 드라이  보드이다.

[Fig. 6(a)] Drive circuit

[Fig. 6(b)] Complete drive circuit

3.2 광학부분 설계

3.2.1 렌즈의 개발 

원으로 사용될 고휘도 LED[9]의 출력으로는 머

신비 용 카메라 조명 원으로 부족하여 [Fig. 7] 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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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와 같이 즈를 개발하 다. 즈는 총 3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첫 번째는 콜리메이션 즈로 고휘도 LED

에서 약 120도의 각도에서 나오는 빛을 두 번째 즈의 

화각에 맞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두 번째 즈인 비구

면 즈는 고휘도 LED에서 나오는 빛의 색수차를 없애

기 해 사용된다[2]. 마지막에 사용된 즈는 다사 한번 

비구면 즈를 사용하고 반 쪽은 반구 즈를 사용하여 

색수차가 없는 빛을 한 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 

비구면 즈로 일반 인 LED 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균일한 유니포미티를 낼 수 있는 머신비 용 조명 원이 

가능하게 설계하 다[10]. 한 이버를 사용할 때 빛

의 입사각이 매우 요한 요소인데 이 즈를 사용함으

로써 입사각을 조정하여 최  량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각 즈들은 모두 양면 AR코 을 함으로써 빛의 투과율

을 최 로 출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반사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Fig. 7] The configuration of the lens

3.2.1 렌즈 기구 개발 

고휘도 LED를 장착하는 기구는 구리를 사용하여 열

도율을 최 로 높 으며, 방열 의 핀 간격을 최 한 

여서 방열효과를 크게 설계하 다. 고휘도 LED블록과 

방열 과의 은 특수 열 도체로 열의 도성  

착면의 틈이 없도록 설계 하 고, 방열 도 측수분체도

장으로 방열효과를 높여서 최 밝기에서 고휘도 LED 정

션 온도가 55도에서 60내외로 유지되도록 설계하 다. 

[Fig. 8]은 개발된 즈이다.

           

3.3 머신비전용 조명광원 제어기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 트웨어 기술인 ARM Cortex-M 시리즈 

로세서 기반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한 로그래 을 

구 하여 4096 스텝의 정 류 제어 알고리즘과 밝기조정 

D/A회로 제어를 구 하 다.  

개발환경으로는 KEIL MDK-ARM 5와 로그램 라

이터로는 RLINK를 사용하 다. 머신비 용 조명 원 제

어기의 소 트웨어 개발 순서도는 [Fig. 9]와 같다[12].

 

            [Fig. 8] Complete lens

     

[Fig. 9] Software Development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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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결과

4.1 머신비전용 광원의 광량 실험

머신비 용 원은 고휘도 LED와 개발된 즈로 

원의 왜곡을 최소한으로 이는 원으로 구성되었으

며, 1미터 이버를 사용 하 을 때 밝기 테스트에서 

771,000 lux가 출력되었으며, 결과는 [Fig. 10(a)]와 [Fig. 

10(b)]와 같다. 

[Fig. 10(a)] Experiments the amount of light the 
lens

[Fig. 10(b)] Measuring the amount of light the 
lens

4.2 머신비전용 광원의 유니포미티 실험

일반 구면 즈 신에 비구면 즈를 사용하여 스폿 

원이 빛에 의한 왜곡이 최소화 여부를 실험하 다[3]. 

측정방법으로는 이버를 제거한 후 원을 출력하여 

지정된 구간별 량을 측정하여 균일도를 확인하는 스폿 

실험 결과 평균 5,442 lux이며, 편차는 10% 이내로 유니

포미티(균등한 밝기)가 우수하고 외곽 엣지가 명확하게 

측정 되었다. [Fig. 11]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 11] Experimental results uniformities

4.3 머신비전용 광원의 플리커 현상 실험

LED 조명에서 리커(flicker) 상이란 조명의 명멸

상(깜박거림)을 나타내는 용어로 머신비 용 카메라가 

물체를 인식할 때, 조명을 만드는 발 소자가 발 간격

이 클 경우에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깜박거림이 발

생하거나 사람은 인식하지 못해도 고속의 머신비  카메

라가 인식하는 깜박거림은 비  컴퓨터에게는 잘못된 이

미지로 인식되어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13]. 

고속 비 용 카메라(라인 스캔 카메라)를 연결하여 일반 

상시조명과 본 논문에서 설계된 머신비 용 원의 리

커 실험을 험결과는 [Fig. 12(b)]와 같이 리커 상이 

발생되지 않았다.

    

[Fig. 12(a)] General Lighting(Flicker)

[Fig. 12(b)] The proposed light source(No fl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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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ystem Control Method

4.4 머신비전용 조명광원 시스템 제어 방식

머신비 용 조명 원 제어기의 시스템 제어 방식은 

[Fig. 13]과 같다. 

 

4.5 머신비전용 조명광원 시스템의 테스트 프

로그램 개발

머신비 용 조명 원 제어기의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테스트하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측정할 항목들은 다

음과 같다.

(1) RS485 통신 어드 스-각 장비에 RS485 통신 시 

어드 스 설정

(2) LED 정션 limit 온도값-실시간으로 LED 정션온

도 값이 설정된 값 이상 시 Error를 송하여 LED

에 공 되는 원을 차단하여 LED의 괴를 방지

하도록 설계

(3) 최  류 값- 내부 A/D 컨버터에서 나오는 4096 

단계의 류 값 에서 최 값이 과되지 않도록 

설정

(4) 최 /최소 류 값 설정- 밝기가 최소 일 때 LED 

류 값과 최  일 때의 LED 류 값을 설정하여 

송한다. 이 때 송한 값을 이용하여 내부 으로 

1/100 나 어 100 단계의 밝기 조정에 용하 다. 

[Fig. 14]는 개발된 테스트 화면이다.

[Fig. 14] Test Program
              

5. 결 론 

머신비 용 조명 원은 공장자동화 분야, 의료 상분

야, 산업체 제조부문에서 측정  검사  공정 감시 등  

카메라의 시인성을 높이는 필수 인 장비로 산업체의 수

요가 증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휘도 LED와 학

즈를 설계하여, 771,000 lux의 량과 빛의 균일도(유

니포미티)가 우수한 머신비 용 조명 원과 량을 제어

하고 외부에서도 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개발하 다. 

개발된 제어기는 LED 정션 온도를 제어기 외부에서 확

인할 수 있도록 면 넬에 표시하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과열로 인한 LED 량 하와 수명을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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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비 분야에서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할로겐 

조명의 문제 은 력소비가 많고, 짧은 수명으로 인하

여 조명 원의 빈번한 교체작업이 발생하여 생산시스템

의 단으로 생산비용의 증가와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

이 있었다. 개발된 고휘도 LED를 이용한 조명 원은 할

로겐 조명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학 즈의 개발로 최 량을 

1,000,000lux 이상을 출력하는 조명 원과 빛의 균등한 

밝기를 나타내는 유니포미티의 편차가 5%이내의 조명

원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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