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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조립공정간 검사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inspection system for automobile brake pe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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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 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라인의 품질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러

한 공정 및 제품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제품이 생산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의 생산 공정에서 투자비용의 최소화 등을 이유로 수작업 공정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품질 문제를 작업자에게 의존하는 실정이

다. 생산 현장에서 제품 검사는 현장에 배치된 검사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나 여러 공정을 담당하고 있어 세심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부품 누락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

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의 이러한 물적,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립공정 라인에서의 적절한 

공정 배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의 향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도록 설계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브레이크페달 Ass'y는 몸체를 이루는 플라스틱 사출

부에 여러 개의 부싱을 압입하는 공정과 브레이크페달 조립부, 
브레이크 페달 조립부, 전체 Ass'y부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립공정 중 부싱 압입공정 및 최종공정에서 ID card 등의 

주요부품 조립에 대한 누락검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러한 검사

공정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Fig. 1 automobile brake pedal  Ass'y
 

Fig. 2는 자동차용 브레이크 페달 Ass'y 공정에 검사시스템을 도

입한 공정도이다. 자동차용 브레이크페달 Ass'y 조립공정에서는 

사출물의 부싱 삽입공정과 완제품 조립공정으로 공간이 분리 배

치되어 있어 검사 시스템에 대해 이원화하여 각 공정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Fig. 2 Layout of Assembly Inspection
 

2. 부싱 조립에 대한 누락 검사 시스템
 

2.1 부싱 누락 검사 시스템 설계

 부싱조립공정은 Fig. 3과 같이 사출기로부터 나오는 사출물을 

작업자가 몸을 숙여 제품을 잡고 게이트부를 절단하고, 압입 

지그에 올려놓은 후 5~6개의 부싱을 공급한 후 반자동으로 공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압입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부싱조립공정에 대한 검사시스템은 Fig. 4와 같이 컨베이어 

상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 양품과 불량의 위치로 제품 분리 배출하

여 불량 혼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Fig. 3 Inspection layout and part of bushing assembly 
 

 

Fig. 4  Inspection system of bushing assembly
 

부싱조립 검사는 로드셀을 이용하여 전체 중량을 측정하여 

부싱 누락을 검사하며, 이때 부싱 1개의 중량은 8g이 된다. 검사시

스템은 Fig. 5와 같이 로드셀 데이터를 RS-232통신을 이용하여 

PC로 입력받아 LabVIEW S/W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of Busing inspection system

Load cell
CAP 5kg / Bending Load Cell
Rated output : 2.0 ± 0.2 mV/V
Repeatability : 0.01%

Weighting Controller NT-570
Main Controller MASTER-K PLC
Motor Controller Invertor

 

Fig. 5 Layout of weight inspection system

 2.2 중량선별시스템을 이용한 부싱조립 검사 프로그램

검사 프로그램에는 LabVIEW를 이용하여 Fig. 6과 같이 페달의 

중량, 측정데이터, 중량 판별 및 통계적 공정관리 기능을 포함하

고,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였다. 측정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공정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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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Main panel and code of weight inspection program

3. 최종 조립에 대한 누락검사 시스템

3.1 누락 검사 시스템 설계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 페달이 각각 조립되어 공급되어지면 

최종적으로 각각의 페달을 Main Body에 조립하는 공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된다. 작업자가 작업이 진행하면서 각 부품에 

대한 검사는 마킹 펜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연속적이고 

습관적인 확인 동작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제품의 

적용차량 및 시리얼 번호가 새겨진 ID card에 대한 오부착 등으로 

자동차 메이커와의 품질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제품에 대한 조립검사를 위해 비접촉식 방법인 

머신비전과 광센서를 이용하여 기존 작업공간에 검사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작업 공정에 간섭 받지 않는 공간으로의 시스템 

설계를 통하여 비전시스템을 이용한 주요 부품 조립검사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Fig. 7과 같이 클립의 누락 검사는 광센서를 이용

하였고, 라벨 및 스토퍼 검사는 비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성하였

다.

 

Fig.7 Composition of vision inspection system
 

3.2 비전을 이용한 누락 검사 프로그램
 

비전을 이용한 라벨 및 스토퍼 누락 검사 프로그램은 비전시스

템의 영상 데이터를 frame grabber인 A/D변환 보드를 통해 PC로 

입력받아 LabVIEW S/W를 이용하여 패턴매칭 기법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Table 2는 비전시스템에 사용된 H/W 및 S/W를 나타

내고 있다.  
 

Table 2 Specification of machine vision inspection system

CCD Camera
 Guppy F-033B (Allied Vision Technology)
 640 * 480, 60F/sec

Lens 16mm
Interface IEEE1394

Software LabVIEW 2009 (National Instrument)
NI-IMAQ VISION

검사 프로그램에는 Fig. 8과 같이 패턴매칭을 통한 검사 결과 

이미지 표시와 실시간 이미지, 검사위치 선택 메뉴, 검사환경 

설정, 모델 선택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래밍하였다.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누락에 

대한 작업자의 부담감 해소와 최종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켰다.
 

 

Fig.8 Main panel and code of vision inspection program
 

4. 결론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의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개발

함으로써 부싱조립공정 전후의 중량검사에 대한 공정관리 기법

을 적용하여 검사의 신뢰도가 향상 되고, 전수검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품질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품에 

대한 양불 판단 및 분리적재를 통한 불량혼입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시스템을 활용한 부품누락검사 시스템의 개발로 오라벨 

부착 및 조립 시 부품 누락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누락에 대한 작업자 부담감을 해소시켜 주고 최종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통하여 불량발생의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클러치 페달조립라인 등의 다른 조립라인에서도 검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후 적용모델에 대한 

자동 검사시스템에 연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 검사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불량 발생율 저하로 품질경쟁

력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품질의 향상 및 균일화를 통해 글로벌 

시대의 대응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

업인 “자동차부품용 브레이크페달 어셈블리 조립검사시스템 

개발”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Thomas Klinger, “Image Processing with LabVIEW and IMAQ 
Vision,” Prentice Hall, June 11, 2003. 

2. S.M. Kim, J.Y. Yoon, Y.C. Lee, and S.C. Lee, "Inspection System 
of Omission and Eccentricity of Welded Nuts using Machine Vision," 
CASS 2006, pp. 2340-2434, 2005.

3. Linda G. Shapiro and George C. Stockman, "Computer Vision," 
Prentice Hall, 2001.

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