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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vision system as a nondestructive evaluation system can be very useful in screening the defective mechanical parts

before they are assembled into the final product. Since the tens of thousands of the mechanical parts are used in an automobile carefully

inspecting the quality of the mechanical parts is very important to maximize the performance of the automobile. To sort out the defective

mechanical parts before they are assembled, auto parts fabrication companies employ various inspection systems. Nondestructive eval-

uation systems are getting rapidly popular among various inspection systems.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vision system to inspect

the inside of the brake caliper, a part that is used to compose a brak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o the safety of the drivers and the

passengers. In a brake caliper, a piston is pushed against the brake disk by oil pressure, causing a friction to damp the rotation of the

wheel. Inside the caliper, a groove is positioned to adopt an oil seal to prevent the oil leaks. Inspecting the groove with our vision system,

we could examine the existence of the contaminants which are normally the residual tiny pieces from the machining process. We used

a high resolution GigE camera, 360 degree lens to look in the inside view of the caliper at once, and a special illumination system in

this vision system. We used the edge detection technique to successfully detect the contaminants which were in the form of small metal

chips. Labview graphical program was used to process the digital data from the camera and to display the vision and the statistics of

the contaminants. We were very successful in detecting the contaminants from the various size calipers. We think we are ready to

employ this vision system to the caliper production fa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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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동화 공정이 확산되면서 공정

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전 제품을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의 비중

이 높아지고 있다[1]. 그 중에서도 이미지를 분석하고 판별하는

비전 검사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전 검사 시스템의 도

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2-6]. 

비전 시스템은 안면인식 시스템, 바코드 리딩 시스템, 자동차

후방 카메라 시스템과 같이 일상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크랙 검출 및 외형 검사, Printed Circuit

Board(PCB)의 소자 배치 및 납땜 검사, 디스플레이 장치의 얼

룩이나 휘도 검사 등의 공정 자동화에 사용되는 시스템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의 제동 장치인 브레이크 시스템의 핵

심부품인 캘리퍼의 내부를 관찰하여 이물질 존재여부를 검사하

고, 불량여부를 판단하는 비전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실제 생산현

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하였다. 브레이크 캘리퍼는

브레이크 패드가 자동차 바퀴의 디스크에 마찰력을 가해 제동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며, 브레이크를 작

동시킬 때 큰 마찰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압식으로 작

동한다. 자동차의 제동 기능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

에 유압 피스톤이 작동하도록 하는 캘리퍼의 불량품을 검출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캘리퍼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물질의 존재는 제동력에 이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퍼 내부 이물질 검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캘리퍼 내부 이물질 검사는 반드시 전수검사가 요구되

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캘리퍼 내부 실린더를 관

찰하고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캘리퍼는 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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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 디스크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생산되므로, 한가지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모델을 검사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7].

브레이크 캘리퍼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일씰

과 결합하여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실린더의 그루

브에 대한 검사이다. 캘리퍼의 그루브의 구조는 오일씰 그루브

가 상부와 하부로 2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캘리퍼의 외

형 구조상 육안으로는 관찰이 어려운 영역이 있다. 현재 산업현

장에서는 캘리퍼를 생산하고 나면 숙련된 검사자가 육안으로 캘

리퍼 그루브 내부의 이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검사

자의 숙련도와 검사자의 당일 컨디션에 따라 판별 결과가 달라

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내부 실린더 그루브의 결함 여부를 검사할 뿐

만 아니라 브레이크 캘리퍼 생산 공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불량 검출 비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비전 검사시스템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면, 불량 검출단계에서의

시간 단축과 오류 확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생산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9].

2. 연구 방법

2.1 브레이크 캘리퍼 구조

본 연구에서 비전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캘리퍼의 모

습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a)를 통해 캘리퍼의 전체 형

상을 알 수 있다. Fig. 1(b)는 캘리퍼 내부에 있는 그루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루브들은 상단

그루브와 하단 그루브의 2단 형태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1(c)는 그루브의 단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상단 그루브의

폭은 2.0 mm이었으며, 하단 그루브의 폭은 4.2 mm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그루브들의 내부를 관찰하여 이물질이 있는 경

우를 판정할 수 있는 비전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2 하드웨어

Fig. 2는 비전 검사 시스템의 장치에 대한 블록도를 나타내고

있다. 모터 제어를 위해 RS-485 통신방식을 사용하였고, 카메라

의 이미지는 GigE 방식을 적용하였다.

Fig. 3은 비전검사기 장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구

성품으로는 2048(h) × 1088(v) resolution의 고해상도 촬영이 가

능한 GigE카메라(모델명 Mako G-223B)의 산업용 카메라를 사

용하였다. 캘리퍼 내부의 그루브를 측정하기 위한 모터 구동부

(스텝 모터 + 볼 스크류)를 제작하였다. 구동부가 갖는 최대 스

트로크는 300 mm가 되도록 하여 이 범위 안에서 구동이 이루

어졌다. 구동부의 움직임을 통해 렌즈와 조명이 캘리퍼 내부로

진입하여 그루브 사이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캘리퍼 내부의 그루브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정확히 측

정하기 위해 LED조명(백색광)을 360도 렌즈 상단에 포함하였

다[10]. 홈의 깊이와 폭이 다양하므로 조명이 적절하게 비춰주

지 못하면 좋은 비전 이미지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명은

본 비전 검사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의 캘

리퍼를 로딩하여 테스트하기 위해 검사기 베이스 플레이트에 고

정지그를 제작하여 장착하였다. Table 1은 캘리퍼 비전 검사 시

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카메라, 렌즈, 모터의 세부 사

양을 나타내었다.

2.3 소프트웨어

비전 검사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National Instrument사의 그

Fig. 1. Outside view and cross sectional view of the inner grooves of

a caliper. (a) Outside view of caliper. (b) Inside view of cal-

iper observed from outside. (c) Cross sectional view of the

inner cylinder.

Fig. 2. Block diagram of the caliper vision inspection system show-

ing the controls of the motor, lens, illuminator, an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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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언어인 LabVIEW를 사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의 알고리즘은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 나타난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여 불량여

부를 판단하게 된다.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이미지를 분석에 용

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미지를 요한 영역만 추출하는 기능과 이미지를 뚜렷하게 보

정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미지 최적화 이후 이물질 검출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합격

과 불량을 판정하도록 하였다. 판정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

미지 분석방법 중의 하나인 Edge detection 방식을 활용하였다.

Edge 검출은 보정이 완료 된 이미지에서 픽셀의 gray scale intensity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원하는 영역(ROI,

Region Of Interest)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까지 라인을 따

라 intensity value를 비교하여, ROI에서 Edge가 어디인지 찾아

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Edge검출을 위해서 threshold와 hysteresis

레벨을 지정하여 이 값들을 기준으로 rising edge와 falling edge

를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1]. Fig. 5는 이러한 과정의 이

물질 검출에 대한 블록다이아 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이미지는 캘리퍼 내부의 360도 이미지를

한번에 촬영하기 때문에 원형으로 된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편리하고 시간단축에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원으로 된

이미지를 작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보

다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말려있

는 형태의 이미지를 파노라마 이미지 형태로 펴서 볼 수 있도

록 소프트웨어 처리과정에서 unwrap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보정을 통해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물질 존재여부를 판

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이미지 판정이 다 이루

어지고 나서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 알림을

소프트웨어 화면에 표시하고, 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불량”

알림을 표시하도록 하여 작업자가 쉽게 인지하여 불량 제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6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 화

면을 나타내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원형 이미지와 unwrap을 수

행한 파노라마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하도록 하였고, 불량 사유

와 검사 이력을 화면에 표시하고 저장하도록 개발 하였다.

Fig. 3. Photograph showing the operating parts of the vision inspec-

tion system.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major parts used in the vision inspec-

tion system

Item Description

Camera

NIR PoE Gigabit Ethernet Interface

2048(h) × 1088(v), 49.5 fps

2/3’’ CMOS, C-mount

Lens

φ 40~110 focus C-mount

외경: φ 23, 길이: 112mm

LED 조명 포함

Motor 스텝 모터 0.72o/step

Fig. 4. Software algorithm flow chart used in the vision inspection

system. 

Fig. 5. Block diagram showing the flow of edge detec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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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결과

3.1 이물질 검출 테스트 

캘리퍼의 불량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이물질에 의한 불량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물질 검출 기능

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3.5 mm × 3.5 mm × 0.1 mm 크기의 금

속 재질의 이물질을 사용하였다. 실제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은 캘리퍼 가공 시에 발생하는 금속 칩이 그루브 내부에

박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금속칩들은 그루브를

만드는 공정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그루브 폭과 유

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와 유사한 이물질을 제작하여 테

스트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금속 이물질이 부착된 그루

브의 사진을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8은 Fig. 7의 그루브 내에 금속칩이 박힌 캘리퍼 불량품

에 대한 비전 테스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테스트에 사용한

캘리퍼는 내부 지름이 50 mm 인 제품으로 이물질을 부착하기

전과 부착 후의 이미지를 관찰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Fig. 8(a)

는 이물질이 없을 때의 결과 이며, Fig. 8(b)는 이물질이 존재할

때의 테스트 결과이다. Fig. 8(b)와 같이 캘리퍼 그루브 내부에

이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Edge검출을 하면 이물질이 존재하

는 경계선에서 Intensity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Fig. 9는

이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변화 값의 threshold값은 32로 설

정하였으며, 32보다 더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속칩과

같은 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물질이 존재하는

좌측 경계에서는 변화 값이 43 이었으며, 우측의 경우는 54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금속칩과 같은 이물질이 그루브에 박힌 캘

리퍼에 대해 Edge 검출 테스트를 통해 불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전 검사 시스템이 얼마나 작은 이물질까지 검출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해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크기가 다른

5개의 이물질을 부착하여 이들을 검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

Fig. 6. Screen capture of the main interface.

Fig. 7. Picture of the part of caliper with a metal chip inserted.

Fig. 9. Unwrapped image of a groove with a metal chip inserted,

showing the proper detection of contaminant by edge detection.

Fig. 8. The scanned images of the inner grooves of caliper. (a)

Image of contaminant free grooves. (b) Image of grooves

with a metal chip inserted in a groove.

Table 2. Results of the tests with various size metal chips to show the

minimum detectable size of our vision system. The res-

olution was better than 0.2 mm

Sizes

(mm)
3.0 2.0 1.0 0.5 0.2

Images

Results

Analysis OK OK OK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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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테스트 결과는 Table 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으며 폭 0.2 mm

의 이물질까지 검출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시스템

의 이물질 검출 분해능은 최소한 0.2 mm임을 알 수 있었다.

3.2 도금 얼룩 테스트

실제 캘리퍼 생산 공정 중에는 도금 공정이 있으며 도금 과

정에서 캘리퍼 그루브 내부에 도금 얼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

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얼룩은 캘리퍼의 성능에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비전 상에서의 이미지로 불량이 판정

되어서는 안 된다.

그루브에 도금 얼룩이 있는 캘리퍼에 대한 비전테스트 결과

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알 수 있듯이 이물질이

존재하는 영역은 변화율이 크게 발생하였고, 도금얼룩이 있는

부분은 불량으로 판정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브레이크 캘리퍼 내부의 이물질 존재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비전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검사

영역은 캘리퍼 내부에 오일씰이 위치하게 되는 그루브로 설정

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내부 검사 결과를 합격 또는 불량으로 판

정하여 알려주도록 하였다. 

개발한 비전검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노라마 이미지를 함께 표시하도

록 하여 작업자가 쉽게 인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검사 이력을 기록하여 생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캘리퍼 내부 그루브에 다수의 이물질을 삽입하여 테스트를 진

행하여 정상적으로 판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금 얼룩이 있는 샘플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진

행하여 도금얼룩을 제외한 그루브 내부의 이물질만 검출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캘리퍼 비전 검사기

의 전체적인 검출 판정은 Fig. 4의 알고리즘에서 이미지 획득

시퀀스에서 약 1.5 sec 이내, 이미지 보정 및 변환 시퀀스에서

약 0.2 sec, 이미지 분석 시퀀스에서 약 0.5 sec가 소요되어 총

3 sec 내로 완료되며 촬영한 그루브 이미지와 분석 결과를 화면

에 보여주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비전 검사 시스템을

생산 공정에 적용한다면 품질 검사 부문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추후에는 불량 검사 속도와 이미지 감도를 향상

시키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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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Unwrapped image of a groove with two metal chips

attached, along with a stained part which was not detected as

a conta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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