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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공압출 다층 필름 제조공정에서 수지의 품질에 향을 주는 외 상의 결함을 검사하

는 비젼 시스템을 제안한다. 필름 생산 과정에서는 흑 이나 주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명암이 명확히 구별되는 결함도 있지만 그 지 않은 결함들은 필름의 특성에 의해 검출  

분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안된 논문에서는 체 검사시스템의 소개와 함께 결함의 종류 분류와 

검출  분류 방법을 제안하는데, 특히 애매한 결함의 구분을 해 지역  이진패턴(LBP)에 기반한 텍

스쳐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  방법이 필름 생산과정의 다양한 결함들을 

잘 검출하고 분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공압출 다층필름 제조 시스템

1. 서론

 공압출 다층 필름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필름은 산업

용  식품포장에 리 활용되는데, 일반 으로 0.25mm이

하의 두께의 비닐 형태로 생산된다. 이러한 공압출 필름 

제조공정은 비교  설비비가 렴하고, 기기운용이 쉬우

며, 좁은 공간을 차지하는 등의 다양한 장 이 있어 캐스

트 필름(Cast Film) 공정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름 생산 방법의 하나이다 (그림 1).

이러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필름에는 주변환경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주름이나 구김 상, Gel, Fish-Eye, 흑 , 

얼룩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를 들

어, 버블의 불균형이나 안정 의 비 칭  인취롤의 기울

어짐 등에 의해 주름이 발생할 수 있고, 탄화물의 유입으

로 인해 흑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외부 이물질의 

유입이나 가이드롤 불량 등에 의해 얼룩이나 streak 등의 

결함들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압출 다

층 필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결함들을 자동으

로 검출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을 제안한다.

2. 검사 시스템 구축

   그림 2는 검사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필름이 일

정한 속도로 움직이므로 카메라는 라인스캔 방식을 사용

한다. 이에 따라, 그림과 같이 일자형 조명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조명은 LED를 이용하여 제작되며, 라인스캔 카메

라의 특성에 따라 매우 안정 인 직류 원을 공 할 수 

있는 원 공 장치가 필요하다. 검사 상 필름의 폭은 

1.5m이며, 두 의 카메라를 장착하여 체 역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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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필름 결함 검사 시스템 구성

(그림 3) 결함 검출 결과 (BlackDot, Wrinkle, Fish-eye)

 


min

하게 되는데, 각 카메라의 FOV는 각각 80cm로 설정하

다. 결함검사 서버는 각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상으로 변환하는 모듈과 결함검사 모듈  통합제어 모듈

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알고리즘은 결함검사 모듈에서 

처리된다. 라인스캔 카메라의 해상도는 2048이며, 결함검

사 알고리즘은 2048 라인의 상(2048x2048)에 해 처리

하도록 하 으며, 카메라의 샘 링 속도는 필름의 생산 속

도를 고려하여 8K로 설정하 다. 이 게 하여 상내의 

각 화소의 실제 크기가 가로와 세로 모두 0.4mm내외가 

되도록 설정하 다.

3. 결함 검사 방법

   취득된 상에서 결함을 검출하기 한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는데, 결함이 있는 역을 추출하

는 과정(Detection Process)과, 검출된 결함을 정확히 분류

하는 과정(Classification Process)이 필요하다.

3.1 결함 검출 과정 (Detection Process)

결함 역을 검출을 해 먼  검사할 결함에 한 정

의가 필요한데, 본 시스템에서는 실제 장의 요구를 반

하여 Dark Spot, Inclusion, Fish-eye, Gel, Wrinkle을 검

사 상 결함으로 정의하 다. 이들 결함 종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A그룹(Dark Spot, Inclusion)의 경우 명암의 

차이가 비교  크고 정상 역에 비해 어둡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나머지 결함(B그룹)의 경우 상 으로 명

암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일정한 텍스쳐의 형태로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결함 검출 알고리즘을 구성하

는데, 명암의 차이가 크고 어두운 결함은 연결화소 분석

법을 사용하여 이진화 문턱치의 미세조 이 필요 없이 안

정 으로 결함 블롭을 추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그룹의 결함을 해서는 에지 기법을 사용하

는데, 상에서 Soble 연산자를 사용하여 에지의 강도를 

먼  추출하고, 강도가 큰 에지 역을 결함 역으로 정

의하 다. 이때, 모폴로지의 팽창 필터를 사용하여 가까운 

에지 역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 다. 이 게 추출된 

결함 역에 한 분석과 분류는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진

다.

3.2 결함 분류 과정 (Classification Process)

A그룹의 결함으로 검출된 역은 탄화물의 유입등에 

의해 생간 흑 (Dark Spot)이거나 벌 등의 삽입으로 발

생된다. 검출된 결함에서 이들을 구분하기 해 형태 복잡

도(compactness)를 이용하 는데, 블롭의 면 과 둘 를 

이용하여 복잡도를 계산하 다. 이는 흑 의 경우 경계가 

복잡하지 않고 완만하며, 벌 의 경우 모기나 하루살이와 

같이 매우 가벼운 종류가 된다는 을 반 하 다.

B그룹의 결함들은 부분 특정한 텍스쳐의 형태로 나

타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을 분류하기 해 지역  이

진패턴(Local Binary Pattern) 연산자에 기반한 텍스쳐 분

석 기법을 사용하 다. 먼  결함 역에 해   

연산자를 통해 지역  이진패턴 코드를 만들고 이들에 

한 히스토그램 를 구한다. 이러한 히스토그램은 각 결함

별 모델 히스토그램과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가장 유사한 

결함으로 정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의 교

차(histogram intersection)를 척도로 사용하 다.

    

이때, 와 는 히스토그램을 의미하고, N은 히스토그

램의 체 명암도 개수를 나타낸다. 이 과정을 통해 검출

된 결함의 종류가 분류되고 결함의 각종 정보가 계산되어 

출력된다.

본 시스템은 필름 생산 장에 설치되어 운 되고 있는

데, 그림 3은 제안된 방법을 통해 결함들을 추출하고 단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 

 알고리즘이 애매한 형태의 결함 검출과 분류에 안정

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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