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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사 공정에 있어서 원사의 손실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SF(Polymer 

Staple Fiber) 재료의 원사가 엉키거나 끊어져 

원사의 손실이 생기는 결과를 모니터링하고자 

비전기술을 이용하여 PSF 의 간극을 실시간으

로 검사하는 비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현재 비전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많은 

장비들 중에서 라인스캔카메라를 이용하여 연

구하였으며, 이는 센서인 CCD(Chanrge couple 

device)의 배열이 한 줄로 되어있어 일정주기마

다 한 라인의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한 

라인씩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한 방향으

로 움직이는 긴 물체의 촬영에 유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1].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유리 

또는 필름, 직물원단, 철강, PCB, 원사 등의 생

산공정에 설치되어 제품의 검사에 널리 사용되

고 있다[2][3]. 

 이에 본 논문은 라인스캔카메라를 이용하

여 PSF 의 영상을 획득하고 영상처리 검사 알

고리즘을 통하여 PSF 가 엉키거나 끊어졌을 때

의 간극을 측정하여 에러를 판별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2 장 검사시스템 구성, 3 장 검사

프로세스, 4장 에러검출, 5장 결론의 순으로 구

성되어 있다. 

 

2. 검사시스템 구성 
 

Fig. 1 는 원사공정 시스템을 보여주며, Fig. 2

는 영상획득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장에 적용한 라인스캔카메라는 PSF 와 수직

으로 위치하게 되며 FOV 는 900mm 와 Working 

distance 1600mm 로 세팅되어 있으며, 원활한 

영상획득을 위해 직하조도가 우수하며 빛의 투

과성이 좋은 LED 조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획

득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PC 로 전송되어 PSF

의 간극을 검사하고, 에러 검출 시 상위제어기

와 신호를 주고 받아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된

다. 

 

 
Fig 1. Inspection system of PSF process 

 

 
Fig 2. Image scan process of P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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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프로세스 
 

Fig. 3 는 PSF 가 원사공정기계를 통과 할 

때의  모습이며 ,  사이사이  간극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Picture of PSF on the roller 

 

Fig. 4 는 PSF 의 영상을 획득하여 PC 에서 

PSF 의 밝기 값에 따라서 상위그래프에 디스플

레이 해주며, 사용자 설정 값인 문턱값 Th 를 

기준으로  이진화한  값을 하위그래프에  디스플

레이 해주고 있다. 

 

 
Fig 4. Graph of scanned image of yarn 

 

이에 이진화 된 그래프에서 PSF 가 존재하

는 영역은 1 이 되고, 간극의 부분은 0 이 된다. 

즉, 간극의 부분이 에러가 되는 것이다. 

 

4. 에러검출 
 

PSF의 간극들을 에러라고 한다면, Fig. 3에

서는 수많은 간극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 중에

서 가장 간극이 큰 부분(Output)만 에러로 판별

하게 되며, 그 수치가 사용자 설정 값에 의하

여 Emergency(Ae)신호 또는 Stop(As)신호로 결

정되게 된다. 

이는 PSF 의 간극을 각각의 백분율로 구하

고, 사용자 설정 값 Ae 와 As 를 통하여, 식(1) 

과 같은 경우 Emergency 신호를, 식(2) 와 같은 

경우 Stop 신호를 상위제어기에 보내주게 된다. 

이에 따라 Emergency 신호는 알람을 울려서 사

용자에게 경고를 주고, Stop 신호는 장비를 멈

추게 한다. 

 
es   A  Output    A   ( 1) 

    AOutput  s  ( 2)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PSF 의 간극의 상태를 실시

간으로 검사하여 에러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개

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였다. 

이에 이 시스템은 라인스캔카메라를 사용

하여 PSF 의 상태를 획득하고 영상처리를 통하

여 Emergency 와 Stop 신호를 검출하게 된다. 

이러한 검사시스템을 현장 적용하여, 하루

에 많은 시간을 가동하는 공정기계에 사용자가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가지고 왔

으며, PSF 의 에러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치를 

사용자가 직접 줄 수 있게 함으로써 에러상황

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운

용결과 Emergency 신호가 발생하면 알람이 울

리게 되어 사용자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되

어 PSF 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Stop 신호가 발생 시 장비의 가동이 멈

춤으로 해서 큰 손실을 줄 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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