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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for the inspection of diamond wheels. In total, six items, including height, radius, and 

angle, need to be checked during the manufacturing of a diamond wheel. Automatic inspection through image processing is presented 

in this paper. First, a contour corresponding to the boundary of the diamond wheel is extracted from an image. Next, control points 

are selected by processing the contour. Seven control points are detected and used for the computation of the required item. Detailed 

procedures for the computation of the height, radius, and angle using control point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feasibility of the present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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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논문에서는 가공 공구로 널리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휠

의 카메라를 이용한 검사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작은 크기

를 가지는 다이아몬드 휠의 수작업 검사의 경우 고배율 렌즈

를 이용하여 확대 후 점검 항목들을 일일이 작업자가 수작업

으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 이와 함께 사

람이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입력에 대해 일정한 결과

를 도출하는 것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 검사가 필요하게 된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제품의 검사 및 계

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1]에서는 스마트폰 곡면 강화유리에

서의 불량 검사를 위해 카메라측의 동축 조명과 후면 조명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카메라 보정을 통한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컨베이어 밸트상에서 이송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

리 검사를 위해 4대의 고해상도 카메라와 스트로브 조명을 

이용한 방법이 [2]에 제시되어 있다. 에지 처리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극판의 다양한 치수 항목을 측정하고 있

다. [3]에서는 자동차 썬루프 프레임에서 볼트, 너트의 유무를 

검사를 위해 SVM (Support Vector Machine)에 기반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에서는 리모컨의 칼라 불량과 외관 불량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5]에서는 자동차용 오

일 파이프와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의 성형 후의 파이프의 양 

끝단에서의 형상 불량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다이아몬드 휠 검사에서 점검

하는 모든 항목들을 보여주고 있다. 필요한 측정 항목은 총 6

가지이다. 각각 기준 위치로부터의 높이 두 개(h1, h2), 기준선에 

접하는 원의 반경 두 개(r1, r2)와 각도 두 개 (θ1, θ2)이다. 

 

그림 1. 다이아몬드 휠 검사 항목들. 

Fig.  1. Inspection items of diamond wheel. 

 

II. 다이아몬드 휠 검사를 위한 제안 방법 

검사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카메라와 검사 대상

물을 최대한 평행하게 배치하여 사영 왜곡에 의한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였다. 제안 알고리즘의 전체 순

서도는 그림 3과 같다. 노이즈 제거를 위해 3X3 크기의 마스

크를 이용한 평활화를 수행한다. 그림 1에서 보이듯이 다이

아몬드 휠 표면의 영상의 경우 재질의 반사 특성에 의해 중

간중간 밝은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안 알고리즘은 

주어진 측정 항목의 계측을 위해 다이아몬드 휠 영상에서 휠

의 경계에 해당하는 곡선 부분을 추출하도록 한다. 곡선부의 

추출을 위해 평활화 과정을 적용한 이미지에 대해 적응 이치

화를 적용 후 Canny 에지 처리 [6]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후

에 계산에 필요한 제어점들을 추출후 직선과 원 추정을 통해 

측정 항목을 계산하도록 한다.  

1. 경계 추출을 이용한 제어점 추출 

다이아몬드 휠 영상으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총 6개의 항

목의 경우 모두 다이아몬드 휠의 외곽 형상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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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측정을 위해 다이아몬드 휠의 외곽 경계를 먼저 

추출 후 이들 외곽 경계의 처리를 통해 계산에 필요한 제어

점들을 선정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어점의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a)는 다이아몬

드 휠의 원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배율 렌즈를 이용하

여 다이아몬드 휠 평면과 카메라 렌즈가 평행하도록 배치 후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카메라 렌즈에 

의한 사영 왜곡(perspective distortion) 효과가 작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b)는 적응 이치화를 적용한 결과이다. 

적응 이치화는 5X5 윈도우 크기를 가지며 윈도우의 평균값

을 기준으로 이치화를 수행하게 된다. 적응 이치화 결과 다

이아몬드 휠 부분의 경계 부분이 배경 부분과 잘 분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c)는 그림 4(b) 이미지에 대해 Canny 에지 알고리즘

[6]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림 4(d)는 그림 4(c)의 결과에서 다

이아몬드 휠의 경계 부분을 추출하여 해당 부분만 나타낸 결

과이다. 이미지상에서 각각의 열에서 세로 방향으로 탐색을 

통해 처음으로 만나는 곡선 부분을 다이아몬드 휠의 경계 지

점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측정 시스템의 경우 다이아몬드 

휠을 제외한 배경부분에서 물체가 없으므로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강인하게 다이아몬드 휠의 경계지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다이아몬드 휠의 외곽 경계에 해당하는 곡선을 추출 후 제

어점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그림 5는 제어점 추출 관련 순서

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안 방법의 경우 총 5개의 제어점

(A1~A5)들을 추출한다. 그림 6은 이미지상에서의 각 제어점들

의 위치와 추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A1의 경우 추출된 외

곽 경계 지점들 중에서 행의 값이 최소인 지점을 찾음으로써 

쉽게 지정할 수 있게 된다. 

 

(a) Original image. 

 

(b) Adaptive threshold. 

 

(c) Contour extraction. 

 

(d) Boundary extraction. 

그림 4. 다이아몬드 휠 경계 곡선 추출 과정. 

Fig.  4. The process of extracting the boundary of diamond wheel. 

 

다이아몬드 휠의 나사산 형태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제어

점 A2와 A3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도록 한다. B1과 B2는 추출

된 다이아몬드 휠의 외곽 경계의 제일 왼쪽 지점과 오른쪽 

지점을 나타낸다. 제어점 A1과 점 B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 

후 두 지점 사이의 경계 지점들 중 직선과의 수직 거리가 최

대인 지점을 제어점 A2로 선정한다. 제어점 A3는 제어점 A1과 

 

그림 2. 검사 시스템 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inspection system. 

 

 

그림 3. 제안된 알고리즘 순서도. 

Fig.  3. The flow chart of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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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B2를 이용하여 동일한 과정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제어점 A4는 제어점 A1과 제어점 A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한 

후 두 지점 사이의 경계 지점들 중 직선과의 수직 거리가 최

대인 지점으로 선정한다. 제어점 A5도 제어점 A1과 제어점 A3

를 이용하여 동일한 과정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2. 제어점들을 이용한 측정 

이전 절에서 다이아몬드 휠의 외곽 경계 지점들을 추출후 

그림 1에서 요구되는 6개 측정 항목의 계산을 위한 제어점들

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들 제어점들을 이용한 각 항목

들의 측정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먼저, 각도 θ1과 θ2를 구하기 위한 과정은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점 B1과 제어점 A2 사이의 점들을 이용하여 직선 L1을 

추정한다. 제어점 A2와 제어점 A4사이의 점들을 이용하여 직

선 L3을 추정한다. 두 직선 L1과 L3 사이의 각을 θ1으로 설정

한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 θ2를 결정한다.  

다음으로는 h1과 h2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는 그림 8에 나

타나 있다. 먼저 그림 7에서 구한 직선 L1과 L2의 기울기의 

평균값을 기울기로 가지는 직선 Lb를 선정한다. 이 직선을 

그림 8에서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직선과 만나

는 다이아몬드 휠의 외곽 경계 두 지점을 찾은 후 이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림 1에서의 기준값과 가장 가까운 직선

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h1을 구할 수 있게 된다. h2는 구해진 

직선과 제어점 A1을 지나고 직선 L1과 L2의 기울기의 평균값

을 기울기로 가지는 직선을 구한 후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값

으로 설정한다.  

다음으로는 r1과 r2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는 그림 9에 나

타나 있다. 그림 9에서 제어점 A1과 A4 사이의 외곽 경계점

을 이용하여 원을 추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

나, 원 추정을 위한 실제 데이터가 너무 원호상의 일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의 추정이 어렵게 된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탐색에 기반한 방법을 

제안하도록 한다. 제어점 A1과 A4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며 

이 들 두 제어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Ls상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게 된다. 직선 Ls상에서 제어점 A1과 A4 사이에 있는 

 

그림 5. 제어점 추출 관련 순서도. 

Fig.  5. The flow chart for extracting control points. 

 

 

그림 6. 다이아몬드 휠 경계 곡선으로부터 제어점들의 추출.

Fig.  6. The extraction of control points from boundary contour of 

diamond wheel. 

 

그림 7. 제어점들과 직선 추정을 통한 각도 계산. 

Fig.  7. The computation of angle using control points and line 

fitting. 

 

 

그림 8. 두 점 사이의 거리값을 이용한 높이 계산. 

Fig.  8. The computation of height using distance between two 

points. 

 

 

그림 9. 탐색을 통한 원의 반경 계산. 

Fig.  9. The computation of radius of circle through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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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경계 지점들을 이용한 원의 추정시 가장 오차가 작은 

지점을 원의 중심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반경 r1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반경 r2는 제어점 A1과 A5 사이에 있는 외곽 

경계 지점들을 이용하여 동일한 과정을 통해 구하도록 한다.  

 

III. 실험결과 

실험에 사용한 영상은 5X 배율을 가지는 렌즈를 이용하였

으며 1380X1080 픽셀의 화소수를 가지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을 획득하였다. 카메라의 배치는 다이아몬드 휠 평면과 

카메라 센서 평면이 최대한 평행하도록 배치하였다. 이와 같

은 경우에는 사영 왜곡(perspective distortion)에 의한 효과가 

작으므로 이미지상에서 측정한 픽셀 좌표계하의 값을 실제 

치수로 변환시 가로 세로 방향으로의 두 개의 변환 상수만 

이용하여 변환을 수행하여도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카메라를 이용한 치수 측정시 사영 왜곡에 의한 효과가 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카메라 보정 [7]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10은 제안된 알고리즘을 다양한 이미지에 대해 적용

한 결과이다. 모든 경우에서 6가지 측정항목을 정확히 측정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의 이미지에서 한 픽셀은 1.3µm에 

해당한다. 그림 10에서 계측을 위한 5개의 제어점들은 해당 

지점위에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였다. 이들의 위치는 정확히 

추정됨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높이 h1과 h2를 구하

기 위한 기준선은 이미지 상에서 검정색 직선으로 표시하였

다. 반경 r1과 r2와 관련된 원은 검정색으로 이미지상에 표시

하였다.  

제시된 알고리즘의 정량적인 성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

였다. 그림 10의 원 이미지들은 다이아몬드 휠의 표면과 최

대한 평행하게 카메라 렌즈가 배치된 상태로 획득한 영상들

이다. 그러므로, 이미지상에서 수직으로 계산한 각도와 실제 

각도 사이에는 아주 작은 오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 이미지상에서 측정한 각도값을 참값으로 

간주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각도값과의 오차를 구하

였다. 그림 10의 총 6개의 이미지에 대해 총 12개의 각도값

들에 의한 오차의 평균은 2.36도 이며 표준 편차는 1.06도 이

다. 전체 실험 수행시 알고리즘의 각 단계마다 동일한 인자

값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이아몬드 휠 검사를 위한 카메라 기반 처

리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다이아몬드 휠의 제조 공정에서 

검사를 위해 요구되는 높이, 반경, 각도 등의 총 6가지 항목

의 자동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다이아몬드 

휠의 경계 부분을 추출 후 주어진 검사 항목의 측정과 관련

된 제어점들을 경계에서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또한 이들 제

어점들을 이용한 측정 항목의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험

을 통해 이들 제어점들이 안정적으로 추출될 수 있으며 측정 

정확도가 요구 성능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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