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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머신 비  시스템은 상 처리와 상 분석을 함께 사용하여 공장의 조립라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은 고가의 고속 카메라와 다양한 센서를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로 시스템 구축  확장성 등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 실

시간 트리거를 이용한 가형 이미지 센서 기반의 머신 비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1. 서론

  머신 비 (Machine Vision)은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

정에서 사람 신 기계를 이용한 산업의 일종으로 응용 

분야의 이해, 기계의 이해, 화상의 이해를 한 포  용

어다.[1] 최근에는 실시간의 고속 상 처리가 가능한 기

술이 등장하면서,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기반으로 러그인 이미지 수집 보드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2] 하지만 기존의 머신 비 을 이용한 산업에는 고

가의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며, 다수의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  시스템의 설치  이용에 제한과 설치 분야

별 독자  시스템 지원으로 재활용성이 매우 낮다는 불편

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형 이미지 센서를 활

용하고 제어 모드를 편리하게 설정하여 확장성이 가능한 

머신 비  시스템의 핵심 모듈을 설계 하고자 한다.

2. 실시간 트리거 기반 머신비  시스템의 설계

2.1 머신 비  시스템의 제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머신비  시스템의 그림 1과 같

이 앙제어분석시스템과 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앙

제어분석시스템은 비 시스템에서 기 분석된 핵심 정보를 

재구성  재가공하여 이미지의 정확한 독을 통해 원하

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비  시스템은 

피사체 추  장치, 멀티 카메라제어  분석, 가변 트리거 

발생기 등으로 구성되어 다수의 비  센서를 통합 제어 

분석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수 있다.

그림 1. 머신비  시스템의 제어 부분 구성

  아래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머신비  시스템의 

제어를 활용한 공장 자동화 용의 개념도이다. 

그림 2. 제안된 머신 비  시스템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 

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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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트리거 포인트를 독립 으로 설치, 운 하여 자동

화 기기의 제어 메카니즘과 동기화 시키기 편리하고 정확

하게 운 하게 한다. 한 설치성/경제성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고해상도를 요구치 않는 일반 

공장, 물류 등에 합한 기술로 응용할 수 있다.

2.2 고속 트리거 기반 머신비  시스템의 S/W 구성

  앞서 제안 한 머신 비  시스템에 탑재되는 S/W는 다

 이미지 센서의 동기화 제어 알고리즘  고속 머신 

POI(Point of Interest) 기반의 라이 러리를 이용한다. 동

기화 제어 알고리즘은 임 캡처 방식의 다수의 가형 

이미지 센서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이는 다수의 이미지 센

서가 앙처리장치와 머신 비  시스템 간의 Time 

Triggering과 Triggering Message 사이에서 동기화 타이

이 발생하는데, 이를 동기화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센서 간 타이 을 맞추도록 한다.

  동기화 타이 은 최 의 카메라 제어로부터 Triggering 

period는 7ms 이내가 당하다고 단하 고, 연속된 이

미지 센서 모듈의 제어는 최  2ms( 임 이트 500fps

환산) 이내로 설계하 다. 한 다축의 이미지 센서의 설

치를 해서는 동일 시간  카메라 모듈간의 제어가 가능

한 S/W를 설계하 다.

  고속 머신 POI 기반의 라이 러리는 사 에 피사체 

형상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스틸 이미

지 상의 피사체 탐지 기능과 다  이미지간의 운동량 추

출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도록 하 다. 아래 그림 3은 알고

리즘 구동 내용을 도식화 하 다.

그림 3. 고속 머신 POI 추출 알고리즘

  알고리즘 구동을 해 사 에 피사체 형상 정보를 설정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상 변이에 한 인자를 추출하여 실

시간으로 앙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에서 사용되는 머신 비  시스템의 불편을 해소한다.

3.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 장비와 확장성이 없는 설치로 구

성 된 기존의 머신 비  시스템 구성의 문제를 해결을 

해 고속 실시간 트리거를 활용한 머신 비  시스템을 

제안하 다. 기존의 고속 카메라의 활용은 이미지 처리

에 부하가 크며, 고속 촬 을 하며 정 이미지를 추려야

하는 문제를 Trigger 방식의 가형 이미지 센서의 활용

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고속카메라가 갖는 일정하지 

않은 피사체의 캡처 포인트를 Trigger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동일 해상도에서 피사체의 인식도가 높을 것을 

기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머신 비 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서 

DSP 기반의 이미지 처리 센서 등의 필요 H/W를 설계 할 

정이다. 한 앞서 설계 된 소 트웨어를 용하여 응용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비  타이 을 실시간으로 

검지하여, 최 의 피사체 상을 캡처/분석 할 수 있는 핵

심 동기화 알고리즘  모듈의 확장성과 경제성을 확보를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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