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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머신비전 장비란 주로 를 이용한 비전(machine vision) PC

시스템 으로서 다양한 검사항목 복잡한 검사(vision system) ,

영역의 선택 다양한 조작 메뉴와, MMI (Man Machine

의 구성 제어시스템 구축 등의 복합적인 기능이Interface) ,

내장된 시스템을 지칭한다 이러한 머신비전 장비는 생산.

라인에 직접 설치하거나 단독형으로 지그 를 이용해 독(jig)

립된 검사 장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시스템 구성

이 가능하다 비전 검사장비는 검사시스템 구성 시 적용되.

는 분야에 따라서 시스템 구성 및 특성이 다르다 그 응용.

분야는 주로 반도체 및 검사장비 디스플레이PCB , (LED,

등 검사 식음료 검사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LCD, FPD ) ,

고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검사까지 그 적용 분야가 매우,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머신 비전 장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는 정

확성을 꼽을 수 있고 다음으로는 신속성이다 단 의 오, . 1%

차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생산성을 위한 빠른 처리

가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의 성능 향상이 전체. ms

자동화 시스템의 생산성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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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검사하고자하는자동차썬루프프레임(1720mmx 1160

뒷면mm)( ).

Fig. 1. Car sunroof frame for inspection (1,720mmx1,160mm).

본 논문은 그림 과 같은 자동차 썬루프 프레임1 (sunroof)

상의 부품 유무볼트너트 등를 판별하기 위한 비전검사( - )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실제 공장 생산 라인 현장에서 자동.

차 썬루프 프레임앞뒷면을 카메라로 촬영 후 정해진 위( - ) ,

치에서의 부품 유무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썬루프 생산라인의 조명은 일반적인 머신비전 검.

사 장비의 균일한 조명에 비해 매우 불균일하며 썬루프의,

재질인 철판은 빛의 반사가 심하여 작은 조명 변화에도 영

상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볼트가 매우 작기 때문에 화. 2M

소의 영상에서 자동차 프레임 전체를 촬영할 경우 부품은

단 화소 내외의 크기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카메라가5~10 .

기울어질 경우 일부 볼트에 대한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상도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또한 한 장의 영상에서 수십.

개의 볼트 유무를 모두 판별해야 하고 볼트의 종류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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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아닌 가지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른 처리3~4 ,

속도를 필요로 한다 일부 볼트에 따라서는 볼트가 체결된.

위치가 휘어져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까지 요구된다 또 한 가지 중.

요한 문제점으로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 라인은 자동차 모

델의 교체주기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때마다 검사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샘플.

영상을 촬영하여 학습 이라는 과정을 통해 분류기(learning)

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의 검사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충분한 양의 샘플을 학

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소의 샘플만으로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

는 을 기반으로 했고SVM (Support Vector Machine) [3,5] ,

적은 수의 샘플로 과적합 되는 것을 막기 위해(over-fitting)

선형 커널을 사용하였다.

동일한 주제의 선행 연구 에서 극좌표계의 히스토그램[2]

을 이용하여 부품 유무를 판별해 보았지만 검사부품 대상/ ,

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정확한 판별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위치가 다소 달라질 경우 정확도는 매우 떨어,

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역시. SVM

매우 빠르게 동작하고 다중 클래스 분류가 가능하지만 검

색과 같은 기능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의 모.

든 윈도우에 대해 학습을 통한 분류를 수행하고 이SVM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부품 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장에서는 제. . II

안하는 부품 유무 검사 시스템을 설명하고 장에서는/ , III

합성영상 및 실제영상을 통한 실험결과를 보여주며 마지막,

으로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IV .

그림 3. 제안하는썬루프프레임비전검사시스템의전체순

서도.

Fig. 3. The overall flowchart of the proposed vision inspection

system for car sunroof.

제안하는 썬루프 비전 검사 시스템II.

기존의 썬루프 프레임 검사 방법 및 문제점1.

그림 는 현재 썬루프 프레임를 검사하는 기존의 지그2

검사장치 볼트너트 유무 검사과 지그 검사장치 전체 외1( / ) 2(

형 및 볼트너트 위치 검사을 보여주고 있다 지그 검사장/ ) .

치 은 단순히 썬루프 프레임에서 볼트너트의 올바른 장착1 /

여부를 전기적인 신호를 통하여 검사한다 그리고 지그장치.

는 전체적인 썬루프 프레임의 외형과 부품의 위치를 검사2

하는 장치이다.

기존의 썬루프 프레임 검사 방법은 샘플링 검사로 한대

의 썬루프 프레임을 검사하는 소요시간은 약 분 정도20~30

소요되고 두 개의 지그장치는 모델 사양이 변경되면 기계,

적인 지그 장치도 교체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

고 때로는 작업자의 실수 또는 집중도 부족으로 인한 불량

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기존의 기계적 지그 및.

검사 장비에 머신 비전 기술을 활용하면 전수 검사가 가능

하며 검사 시간도 단축되어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

다 하지만 썬루프 프레임을 비전 시스템으로 검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첫째 조명의 선택이 어렵고 검. ,

사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이 매우 커서 카메라 대로 한1

번의 영상캡처로 전체 부품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

는 카메라와 조명 랜즈의 선택이 어렵다, .

일반적인 비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가 균일한 조명의 선택이다 하지만 썬루프 프레임의 경우.

공장 생산 라인에서 공정 중인 썬루프 프레임을 비전 시스

템으로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균일한 조명의 선택이 어렵

고 외부 조명햇빛 등을 차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 ( ) .

고 검사하고자 하는 제품이 철판이고 중앙부분은 비어 있

(a) Jig device #1 for inspection of sunroof.

(b) Jig device #2 for inspection of sunroof.

그림 2. 썬루프프레임부품검사지그장치들.

Fig. 2. Jig devices for inspection of sun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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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라서 조명의 반사율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환경에 강인한 비전처리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비전 검사 시스템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썬루프 비전 검사 시스템의 전체

순서도는 그림 과 같다 제안된 썬루프 비전검사 시스템은3 .

크게 학습모드와 검사모드 두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

모드는 약 여가지의 다양한 검사 영역에 대해 학습알고40

리즘을 통하여 부품이 있는 영상과 부품이 없는 영상 샘플

들을 통하여 학습하는 단계이고 검사모드는 학습모드 단계,

에서 학습된 분류기로 검사영상에서 실제 부품의 유무를/

검사하는 과정이다 제안된 방법은 그 어떤 종류도 상관없.

이 차체의 모든 부분예컨대 바퀴 문 엔진 룸 등에 적용( , , )

될 수 있으며 해당 차체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예 볼트너, ( , -

트의 검출에 적용될 수 있는 분류기이다) .

학습모드2.1

학습모드에서는 먼저 학습에서 사용할 영상을 촬영하고

분류기를 학습하는 단계로서 실제 시스템이 동작하는 환경

동일한 카메라 및 조명에서 촬영되는 것이 좋다 부품볼( ) . (

트이 있는 영상과 부품이 없는 영상을 모두 촬영하되 만)

약 시스템이 작동하는 중에 햇빛 등의 영향으로 조명이 변

한다면 학습 샘플 영상 촬영 단계에서도 다양한 조명 환경

에서 모두 수집하여 학습한다 검출 대상 지정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검출할 샘플 영역을 직접 지정해 준다 이 때 검.

출 대상의 위치는 원본 영상 촬영 단계에서 확보된 모든

영상에서 같다고 가정하고 단 한 번만 수행한다.

학습 샘플영상 수집 단계는 촬영된 원본 영상과 사용자

가 지정한 검출 대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SVM (Supprot

을 이용하여 학습할 샘플을 추출 하Vector Machine) [3] (crop)

는 단계이다 은 총 가지 볼트가 있는 샘플. SVM 3 –  볼,

트가 없는 빈자리구멍 샘플( )  볼트 유무와 관계 없는,

네거티브 샘플  로 분류를 하게 된다 볼트가 존재하는.

영상들   

 볼트가 존재하지 않는 영상들,

  

 이 주어졌을 때, 


에서는 볼트가 존재하

는 샘플들 , 에서는 볼트가 존재해야 할 자리에 볼트가

아닌 볼트구멍이 나타난 샘플들 를 추출한다 양쪽 모두.

에서 중심 이외의 영역을 활용하면 볼트나 구멍이 존재하

지 않는 네거티브 샘플들 를 추출할 수 있다 네거티브.

샘플들은 물론 무작위 영상을 넣어도 좋겠지만 일반적인

시스템 환경에서 검출될 수 있는 네거티브 샘플로 학습시

키기 위해 포지티브 샘플 주변에서 네거티브 샘플을 추출

한다 추출할 학습 샘플들의 크기는 사용자가 선택한 검출.

대상의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그림 는 다양한 학습샘플. 4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가 선택한 영역은 정확히 볼트가 존재하는 영역,

혹은 정확히 볼트의 빈자리이다 그러나 강인성을 위해 다.

소 움직인 위치에서도  혹은, 를 추출한다 사용자가.

선택한 영역의 중심점을 차원 상의 점2 , 
   

T라고

할 때 추출될 샘플의 중심, 는 다음 식 과 같은 유클(1)

리드 거리에 의해 주어진다.

(a) (b) (c)

그림 4. 학습샘플영상들 볼트가없는 영상 볼트, (a) (hole) , (b)

영상 볼트유무와무관한영상, (c) / .

Fig. 4. Learning sample images of (a) holes, (b) bolts, and (c)

what is not related on the inspection.

그림 5. 분류대상물체에대한포지티브및네거티브학습샘

플영상추출영역.

Fig. 5. The extraction area of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learning sample images for classifying object.

∥
∥≤  (1)

여기서 는 허용 범위로서 포지티브 샘플의 범위이다 이.

는 검출하려는 볼트 위치가 달라질 경우 그 허용 범위를

의미한다 같은 방법으로 네거티브 샘플의 범위를 정하여.

추출할 수 있는데 하나의 원본 영상에 여러 개의 검출 대,

상이 존재할 경우 검출 대상끼리 겹치지 않도록 한다 네거.

티브 샘플의 범위는 네거티브 샘플의 범위 또한 식 와(2)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다.

 ∥
∥≤  (2)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와 같다 여기서 적색 사5 .

각형은 사용자가 지정한 검사영역이며 그 중심에 가 위

치한다 청색 원은 포지티브 샘플 추출영역으로서 샘플의.

중심이 원 안에 위치한다면 해당 샘플영상은 포지티브 학

습영상으로 취급한다 반대로 노란색 원은 네거티브 샘플영.

역을 표시한 것으로 노란색 원의 반지름이 가 된다.

추출한 샘플의 개수는 원본 영상의 개수 샘플 영역의,

넓이와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볼트에 대한 샘플. 의 개

수는 볼트가 존재하는 원본 영상의 개수 중심 영역의 넓[ ]*[

이 
 로 구한다 여기서 중심 영역의 넓이 단위는 픽셀이] .

다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는 모든 원본 영상의 개수 네거. [ ]*[

티브 영역의 넓이 
 

 이다 학습 알고리즘을] . SVM

이용한 학습은 학습샘플의 개수가 적을 때 더욱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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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발휘하므로 네거티브 샘플과 포지티브 샘플들[4,6]

을 합한 학습 샘플들의 개수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픽셀 간격을 두어 샘플을 추출하거나 영상.

의 크기를 줄여서 학습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약.

여개의 샘플 개수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촬영된 원본1,000 .

영상마다 전체적인 밝기 값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각 학습

샘플마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하였다.

학습 단계에서는 각 학습샘플들을 가지고 알SVM SVM

고리즘을 이용하여 서포트 벡터와 분류 평면을 도출한다.

그레이 영상의 각 픽셀값을 그대로 활용하며 이 때 분류,

공간의 차원은 검출 대상 지정 단계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대상의 크기 즉 샘플 영상의 크기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

복잡한 차원의 커널보다 선형이나 저차원의 다항 평면으로

분류할 때 성능이 더 좋았다 실제 응용 환경에서도 학습.

대상이 되는 샘플을 다수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수

의 원본 영상 및 샘플밖에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커널의 복잡도를 줄여야 과적합 을 막을SVM (over-fitting)

수 있다.

검사모드2.2

검사모드는 학습이 완료된 분류기를 이용하여 검SVM

사 영상에서 부품의 유무를 검사하는 단계이다 부품 유무/ .

를 검사하고자 하는 검사 지역 설정 단계에서 정해진 

를 중심으로 그 근방을 로 지정하고ROI(Region of Interest)

모든 윈도우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즉. ,  근처에서 추

출할 수 있는 모든 샘플 이미지에 대해 학습된 분류SVM

기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한다 내의 모든 분류 결과에. ROI

대해서 다수를 차지하는 쪽으로 분류한다 각각의 분. SVM

류기 결과에 대해 볼트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개수를

 볼트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개수를, 라고 할

때 분류 결과, 는 다음 식 과 같다(3) .

 








볼트유 i f   
볼트무
네거티브 

i f   


(3)

여기서 는 분류가 실패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특정 포지티브 성향이 강할 경우만 판별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나 가 비슷한 비율로

분류된다면 분류가 실패했거나 여타 다른 시스템의 이상

작동을 의미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값을 로 했다2 .

실험결과III.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학습기반 부품 유무 비젼검사 방법/

은 실제 적용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샘플

로 정교하게 학습하느냐에 따라 그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제안된 학습기반 부품 유무 검사 알고리즘의 성능평. /

가를 위해 합성영상 과 실제영상에 대하여(artificial image)

실험하였다.

합성영상에 대한 실험결과1.

합성영상은 회색 배경에 다수의 가우시안 분포를 합성하

여 제작하였다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를 모델. 이라고

할 때 파라미터,     에 대한 구현은 다음 식 (4)

와 같다.

그림 6. 합성영상의예.

Fig. 6. An example of artificial images.

    (4)

여기서 는 차원 표준 분포이며2 는 평면상의 중심점,

는 표준 편차이다. 는 그 크기로서 양수인 경우는 회색

보다 밝게 음수인 경우에는 더 어둡게 표현될 것이다, .

  는 분포의 랜덤 변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매union

합성영상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즉 파라미터. , 는 특정한

물체의 생김새를 나타내며,   는 빛의 밝기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물체의 변화를 나타낸다 하나의 물체를 가.

정하고 학습 영상과 테스트 영상을 만들 때, 는 그대로이

지만   는 매 영상마다 달라질 것이다.

학습 영상을 배경( 전경) + 1( 배경), ( 전경) + 2()

로 구분할 때 배경은 임의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개의, 100

가우시안 분포 모델로 구성하고 전경 은 개 전경 는 단, 1 5 , 2

개의 가우시안 분포만을 이용하였다 단 배경의2 . , 는 영

상 전체 범위에 임의로 결정되지만 전경의 는 영상의 중

심 부근에서만 나타나도록 했다 이는 다음 식. (5), (6), (7)

로 나타낼 수 있다.

 





 (5)

   





 (6)

   





 7)

여기서 는 모두 임의로 정해지며,  은 영상 전체에 대

한 노이즈로서 영상의 모든 픽셀마다 각각   범

위의 임의값을 더한 것이다. 는 영상 전체에 대한 밝기로

서 마찬가지로 임의로 정해진다 이렇게 생성된 영상의 예.

는 그림 에 나타내었다6 .

그림 에서 윗줄은6  아랫줄은, 를 나타낸다 각 점의.

기본적인 밝기와 위치는 고정된 파라미터 로 같지만 랜덤

변수   에 의해 각 영상마다 약간씩은 점의 크기나 밝

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밝기도 식. ( (6), (7))

의  에 의해 달라진다 중앙의 흰색 사각형을 사용자가.

정한 물체의 위치로 가정한다.

이렇게 동일한 파라미터 와 각기 다른 임의의 노이즈

   로 구성된 영상을 하나의 세트로 볼 때, 와 

각각 장 씩 총 장으로 학습 샘플을 구성하고 테스트 샘2 4 ,

플로서 각각 장씩 총 장을 생성했다 이것을 세트로5 10 . 100

구성하여 총 개의 분류실험에 대해1,000 , 와 를 정확하

게 구분하는지 실험했을 때 분류의 정확도는 로 측정,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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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학습 샘플의 개수를 늘려 각 장씩. 5

총 장으로 실험했을 때는 분류정확도가 로 정확하10 100%

게 분류하였다 즉 다양한 환경 및 노이즈에 대해 충분히. ,

커버가 가능하도록 학습샘플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썬루프 영상에 대한 실험결과2.

실제 썬루프 영상에 대한 실험으로는 그림 과 같이 실7

험실 내에 설치된 썬루프 프레임 샘플과 공장 생산라인에

설치된 검사 장비로 실험하였다 정상적으로 볼트가 조립된.

전체 썬루프 프레임과 일부분의 볼트를 임의로 제거한 썬

루프 프레임을 원본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안하는 방법으로

학습 샘플들을 추출하고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VM

분류기를 학습시켰다 하드웨어는 인텔 린필드급. i5 CPU,

급 머신비전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학습 영상 촬영 단계2M .

에서 볼트가 있는 이미지와 없는 영상이 각각 장씩 사용3

되었으며 그림 과 같이 각각 약간씩 다른 조명 상태로 촬8

영하였다 실험 영상은 학습에 쓰인 영상과는 다른 조명 환.

경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촬영한 후 실험하였다.

그림 8. 실내촬영시다양한조명환경.

Fig. 8. Various illumination environments in the laboratory.

(a) The original images.

(b) The result images.

그림 9. 다양한부품들에대한알고리즘적용결과.

Fig. 9. The result of various test samples.

학습된 분류기를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 대부분의SVM

실험실 및 공장라인 테스트 영상에서 의 분류 정확도100%

를 보여 주었다 실험실 환경에서의 분류결과에 대한 실험.

결과 영상은 그림 와 같다 그림 는 분류 대상이 되는9 . 9(a)

테스트 샘플이며 그림 는 분류기에 의해 검사모9(b) SVM

드에서 영역에서의 판정 결과를 보ROI (Region of Interest)

여주고 있다 이는 검색 영역의 각 윈도우에 대한 분. SVM

류 결과를 윈도우의 중심점에 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녹색.

점은 볼트가 있는 것으로 적색 점은 볼트가 없는 것으로,

판별된 것이며 회색 점은 네거티브로 분류된 결과이다 영, .

상의 중심 영역에서 포지티브 외곽에서 네거티브로 판별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포지티브 샘플이 몰려있는.

지점의 무게 중심을 구하면 볼트의 정확한 중심 위치도 검

출이 가능하다 총 종류의 부품에 대해 각 장씩 테스트. 11 15

한 결과 모두 성공적으로 분류되었다.

개발된 비젼검사 알고리즘을 실제 생산 현장에 설치하였

으며 그림 은 최종 응용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10 . PLC

자동화 공정에서 부품 유무 검사 요청이 비전검사 시스템

에 내려지면 비전검사 시스템은 카메라로 썬루프 프레임의

앞면또는 뒷면을 촬영한 후 해당 위치에 원하는 부품이( )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게 된다 만약 해.

당 위치에 부품이 없을 경우 작업자에게 알리고 생산라인,

은 잠시 멈추게 되며 해당 부품 위치에 붉은 색으로 표시,

하게 된다 일부 예상치 못한 다른 빛의 영향이 없는 경우.

약 의 정확도를 보였다 더욱 정확한 성능을 위해서는99% .

가능한 모든 빛의 변화에 대응하는 샘플을 확보하는 것이

(a) Captured from the laboratory.(b) The real production line.

그림 7. 실제썬루프실험영상예시.

Fig. 7. Examples of test images.

그림10. 생산 제조공정에서의 부품 유무를 검사하는 응용프/

로그램.

Fig. 10. The final application program for the produc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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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데 제일 좋은 것은 빛의 변화가 없도록 최대한 공정,

라인의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리 속도에 있어서 학습에 걸리는 시간은 항목당 평균

초 정도 소요되었지만 학습된 분류기를 실제 검사10 , SVM

시스템에 적용했을 경우 썬루프의 볼트 유무 판별에 걸리

는 시간은 약 개의 볼트가 모여 있는 영상 장당30 1 5 ms

내외로 측정되었다 자동화 시스템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

는 처리시간이다.

결론IV.

본 논문에서는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빠르고SVM

정확하게 자동차 썬루프 프레임의 부품볼트너트 유무를( / )

검사할 수 있는 비전 검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학습 알고리즘과 분류방법은 분류 대상 주변의 모든SVM

윈도우를 검색하기 때문에 분류 대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렬하지 않아도 분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면

서 썬루프 뿐만아니라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사용할 수 있,

는 검사방법이다 분류 대상 주변의 이미지를 네거티브로.

활용했기 때문에 따로 네거티브 영상을 수집할 수고를 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음직한 네거티브 영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공장 생산라인에서 부품 유무 검사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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