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최근각종인쇄물의인쇄품질요구가해마다엄격해지고있다. 또인쇄품질의검사를자동

화하기위해영상검사장치에대한기대와요망이커지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인해전술

에의한목시(目視)검사에의존하는제조사가아직많다. 인쇄품질검사의자동화·기계화

가충분히진행되지못한실정이다. 그이유는인쇄특유의신축성, 불규칙성, 인쇄위치어

긋남, 다색인쇄시의가늠어긋남(색어긋남) 등이있어서눈으로양품이라판정한인쇄품

을기존검사장치에서는불량품으로판정해버리는‘과검지’문제가일어나기때문이다. 

동사는‘현장에서사용할수있는검사장치’를콘셉트로, 독자의영상처리수법에의한소

프트웨어를 개발해 검사장치의 개발·판매를 하고 있다. 동사의 인쇄품질검사에 특화한

검사시스템은750건이넘는국내외생산현장에도입한실적을가지고있다. 포장재, 필름

(그라비어, 전사등), 골판지, 씰·라벨, 카드, 비즈니스폼, 성형품등의인쇄품질검사·치

수계측에서부터전자기판, 터치패널, 전자부품등의외관검사·패턴계측까지영상에의

한자동검사의토털솔루션을제공하고있다. 기존검사장치가안고있던‘과검지’문제를

동사의검사시스템이어떻게해결할수있는지, 그실제예와함께소개한다. 

Ⅱ. 인쇄품질의문제

어떠한 인쇄방식이라 해도 판이나 잉크, 용제 상태, 인쇄대상의 재질, 인쇄기계의 특성

등에의존하고, 인쇄한그림, 문자에는신축성, 문자의굵기, 윤곽부의어긋남(마지널문

제) 등이존재한다. 신축성이생기는원인에는인쇄자체의신축에서유래하는것외에

검사상반송의흔들림, 장력(텐션) 변화에의해서도영상상차이가발생한다. 

영상검사장치는 보통 목시로 선택한 1장 또는 복수의 양품을 카메라로 촬영해 마스터

영상으로하고, 검사대상을촬영하면서마스터영상과비교해그차이를결함으로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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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mage Inspection Software for Packaging Printed Matter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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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품이 양

품이어도 앞에서 서술한 인쇄의

신축이나 두꺼움·얇음, 윤곽부

의 울퉁불퉁함이라는 불규칙성

을 결함으로 검출해버리는‘과

검지’문제가발생한다. 

특히 기존 검사장치에서는 고품

질이 요구된 인쇄품인 경우, 인

쇄윤곽부의미세한결함을검출할수있도록높은정밀도로영상을촬영하기때문에검

출해야만 하는 결함보다 과검지하는 경우가 많아 양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해버린다. 그

결과, 검사장치가멈춰버리게된다. 

또한과검지를줄이기위해윤곽부를마스크하거나복수의양품마스터를다중등록(평

균)해 윤곽부를 흐리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검출해야만 하는 미세

결함도지울수있다는문제가생긴다. 결국고품질을요구하는인쇄품에대해서는자동

검사는포기하고, 목시검사에의존하게된다. 

일반적인‘과검지’문제는인쇄가모노크롬또는1색의인쇄로일어나지만, 컬러의다색

인쇄인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가늠(resister)’의 문제가 발생한다. 컬러인쇄는 CMYK

나특색등각각의색잉크를겹쳐인쇄하는것으로, 컬러인쇄나컬러디자인을표현하지

만, 각색의인쇄타이밍이다르기때문에인쇄위치가엄밀히일치하지않는, 이른바‘가

늠어긋남’이일어난다. 

목시검사에서는 이 가늠 어긋남이 일정량(예컨대 0.5㎜정도)까지면 양품으로 보고, 그

이상어긋나면불량으로처리할수있다. 보통의검사장치에서는0.5㎜의가늠어긋남을

허용하면, 문자는0.5㎜의결함도무시해버린다. 반대로0.2㎜의결함을검출할수있도

록 검사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이번에는 0.2㎜의 가늠 어긋남을 불량으로 판정해버려

‘가늠어긋남과검지’가발생한다(〔그림1〕). 

또한목시에의존하는것의리스크로써특히의약품이나화장품용기에대한인쇄, 또는

그들용기에부착하는씰·라벨인쇄는품질요구가엄격해지고있어서목시검사로확

인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글로벌화로 인해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대한인쇄문자는일본어·영어뿐만아니라아라비아어, 태국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등다양해지고있으며, 그들문자품질을타국인이눈으로검사하는것은매우

어려운일이다. 더욱이로트번호나사용기한등의인쇄는1장, 1장다른가변(배리어블)

정보가 인쇄되고 있다. 연속번호, 바코드, QR코드 등 가변인쇄의 품질검사는 목시로는

대응이어렵기때문에자동검사장치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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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중합하면 노란색 인쇄만 어긋

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검사영상

가늠어긋남인쇄

마스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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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검지를 없애는 독자

기술

동사의검사시스템은인쇄특유의

‘과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독자기계를탑재하고있다. 

①① 윤윤곽곽형형상상에에 근근거거한한 신신축축보보정정

윤윤곽곽위위치치맞맞춤춤

마스터영상과 검사영상을 비교

검사할 때, 인쇄패턴윤곽형상에

근거해 비교보정처리를 실시한

다. 인쇄 문자나 무늬의 윤곽정

보를 이용해 회전이나 신축, 어

긋남을보정하기때문에위치를

맞추고, 마스터영상과 검사영상

의 차이만큼을 요구한다. 이 기

능에 의해 인쇄부의 신축이나

어긋남에의한과검지를억제한다(〔그림2〕).

②②윤윤곽곽퍼퍼지지비비교교처처리리

목시검사에서는 양품범위라고 판단되는 각 문자의 두꺼움·얇음이나 윤곽부의 번짐,

흔들림 등의 불규칙을 양품으로 판단하고, 윤곽부의 깨짐이나 돌기·밀려나옴, 큰 번

짐, 긁힘 등 결함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윤곽 퍼지(fuzzy) 비교처리는 이 독특한

비교검사기술을실현한것이다. 윤곽부의불규칙함에따라양품으로판단하는허용범

위를 파라미터 측정해 과검지를 없앤다. 여러 장의 마스터영상을 다중 등록하는 방법

으로유사한효과를얻는수법과달리, 이쪽에서는마스터는 1장(원마스터)으로충분

하다. 더욱이마스터로써판하디자인데이터(PDF나TIFF 포맷)를이용하는것도가

능하다(〔그림3〕). 

③③가가늠늠어어긋긋남남허허용용처처리리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컬러 다색인쇄 시에는 색별 위치 어긋남, 즉‘가늠 어긋남’이

있는데, 이 기능은 목시검사원이 양품 레벨로 보는 가늠 어긋남 양(예 : 0.5㎜의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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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신축보정

윤곽위치맞춤

기울어짐과신장이있는인쇄영상

결함부분만검출

마스터영상

[그림3] 

검사영상 윤곽퍼지처리(결함부만검출)

윤곽퍼지처리결과

마스터영상 일반차분처리(윤곽부과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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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남)을 허용하고, 그 어긋남

양보다 작은 결함(예 : 0.2㎜의

문자 깨짐 등)을 NG로 처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잉크의 가

늠 어긋남이나 포일 올림 어긋

남, 라벨 등의 타발 어긋남, 미싱

선 가공의 어긋남 등 국소적인

어긋남을 허용하고, 결함부분만

을 검출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검사하는 영상에 대해서도 강력

하게 기능한다. 이 기능에 의해

어긋남 양보다도 미소한 먼지가

부착한 경우, 검사정밀도를거의

저하시키지않고검출할수있다

(〔그림 4〕). ①, ②, ③의 기능을

조합해동시처리하는것에의해

인쇄문자나무늬윤곽부에불규칙성, 신축, 가늠어긋남이있어도마스크하는것없이

윤곽부의미세한깨짐이나핀홀, 돌기, 번짐, 긁힘등의결함을정확하게검출한다. 

Ⅳ. 가변인쇄품질검사기능

과검지를없애는기본기술에더해로트번호나사용기한등의가변인자가있는인쇄물

에대해서는문자인식기능과각종코드읽기기능으로자동인식하고, 디지털프린터가

수취한인쇄정보데이터와조합해정확하게인쇄되고있는지를확인한다. 더욱이가변

인쇄마스터폰트를 자동적으로 넣어서 비교 검사하고, 가변인쇄의 품질도 검사한다.

특히 바코드·QR코드·연속번호·랜덤번호 등의 가변정보인쇄에 대한 품질검사 자

동화의중요성도높아지고있어서고도의영상처리기술이필요하다(〔그림5〕). 

Ⅴ. 차세대시스템Asmil Vision

동사의검사시스템은‘나비스타체커’라는이름으로판매를계속하고있지만,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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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어긋남이 있지만, 그곳은 검출

하지않고결함부분만검출

검사영상

가늠어긋남인쇄

결함부분의확대마스터영상

[그림5] 

문자자동인식결과

인쇄품질검사

문자자동인식결과

코드자동인식결과

영상데이터

코드자동인식결과

영상데이터

●읽기가능한바코드
NW-7(Codebar), JAN(EAN, UPC), CODE-128, CODE-93, CODE-39, Interleaved
2 of 5(ITF), Industrial 2 of 5, RSS(GS-1 Databar), 커스터머바코드외
●읽기가능한데이터코드
QR코드, Micro QR코드, DataMatrix(ECC200), PDF417

② 바코드인식및조합

③ 2D코드인식및조합

인쇄결함

①문자인식및인쇄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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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후속 시스템인‘Asmil Vision(아스밀 비전)’을 출시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

은나비스타체커의기술은물론, 현장의누구라도직감적으로간단히사용할수있는

조작 패널을 갖추고 있다. 이 새로운 검사시스템으로 인해 인쇄물 생산현장에서 검사

자동화가더욱추진될것으로기대된다. 

Asmil Vision은‘내일·보다’검사장치로, 인쇄현장의 발전을 지원해 일본의 인쇄품

질향상을위해공헌한다는생각을담고있다. 동사는현장의소리를무엇보다도중요

한개발과제로삼았다. 이를위해개발자스스로가현장에뛰어들어직접수요를파악

하고, 어려운과제에전향적으로도전해새로운기술을개발하고제품화에이르렀다. 

개발은 3년 전부터 시작, 기존 검사알고리즘을 이어가면서도 풀 스크래치(소스코드

전체 교체)로 개발되었다. 유저인터페이스(화면 설계)도 수정해 누구라도 사용하기

쉽고기분좋게검사공정을이해할수있도록연구했다. 

생산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상검사장치는 고속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인

쇄검사업계에서도 영상처리보드 등 하드웨어 상으로 처리하는 제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동사는 2008년 검사장치개발프로젝트 발족 당시부터 CPU(중앙연산장치) 상

으로 처리, 이른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검사하는 것에 집중해 개발해왔다. 고속·고

정밀도로 검사하기 위한 독자의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최근 CPU 성능의 발전으로 인

해 비약적으로 처리속도가 향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는 고속의 기술개발

사이클로인해최신영상처리기술을적용한검사장치를개발하고있다. 

※ Asmil Vision은롤투롤의고정인쇄검사에대응. 그것이외의검사에대한대응은

순서대로진행할예정. 

Asmil Vision의특징으로써유저인터페이스는버튼의수를최대한줄이고, 역할을나

타내는 아이콘을 표시해 처음부터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을 지향했다. 사용하기 쉬움

의 향상에 의해 3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도입비용 저감, 작업효율의 향상, 인재 배

치의유연성향상등이다. 검사장치도입시검사수순의트레이닝을간이화할수있으

면, 장치 도입에서부터 실제 운영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검사 운영 시에

검사설정작업을 간이화할 수 있으면, 운용 시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어 생산효율을

높이는것이가능하다. 

또한 단순히 화면 디자인의 향상뿐만 아니라 검사처리의 속도나 설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상인식기술의 향상이라는 영상처리기술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그림

6〕). 또한‘기준이되는영상을취득’하고, ‘검사영역을설정’하고, ‘검사정밀도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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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파라미터나 과검출을 억제

하기위한파라미터를설정한다’

라는 일련의 검사설정작업을 단

순하게 만들기 위해 검사영역설

정을보조하는‘자동틀인식’기

능을겸비하고있다. 대부분의경

우, 엄격하게검사하고싶은부분

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데, 예컨대 라벨의 경우에“라벨

내측”과“벗기는 윤곽영역”은 허

용하고자 하는 검출레벨이 다르

기 때문에 과거에는 검사영역을

각각설정할필요가있었다. 자동

틀 인식기능에 의해 복잡한 형상

의라벨이라해도자동적으로“벗기는윤곽영역”을인식해자동적으로검사틀을취득할

수있다. 이러한검사설정에필요한흐름을원활하게하는기능에의해설정미스나헤매

지않고검사설정이완료하는구조가되고있다(〔그림 7〕). 더욱이 검사 중에는 검사품

을목시로도확인할수있도록화면상크게검사영상을표시하고, 리얼타임으로영상이

바뀌는사양으로하고있다. 영상을터치하면목적하는곳을빠르게줌(zoom)을해가

늠 어긋남의 정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함을 검출했을 때에는 결함장소를

확대표시해결함부위를상세하게확인하는것이가능하다. 

Ⅵ. 결론

인쇄품에 대한 품질요구는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목시검사를 하고 있는 생산

현장이 많다. 나비스타체커 및 Asmil Vision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결함을 검

출하고, 인쇄제품의 품질을 보호해 생산현장의 노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동사는

개발을 이어왔다. ‘클레임이 없고, 품질이 안정적이다. 목시검사가 사라져 큰 도움이

됐다. 감사하다’라는생산현장의 소리가동사의검사장치개발과고객지원의원동력

이되고있다. 앞으로고품질의제품을생산할수있도록노력해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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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위자드선택 자동틀설정 검사모드

Asmil Vision의워크플로

[그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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