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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렌즈와 스크린 간의 거리

            : 초점거리

, ′        : 공기와 렌즈의 굴절률

  : 유리 두께

  : 반사된 레이저 빔 사이의 거리

 ,  : 입사각, 굴절각

 ,   : 유리, 이송스테이지의 wedge angle

 

1. 서 론

산업체에서 보다 빠른 공정과 제품의 품질 향

상이 요구됨에 따라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

다. 머신 비전은 기계에 시각을 부여하고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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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상처리 기술을 응

용해서 자동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1)
 용

접, 연삭과 같은 생산 및 조립 공정과 제품의 유

무, 형상, 가공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품의 모

니터링 및 품질 검사 분야에 사용된다.
(2)
  유리 두

께 측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 등 접촉식 방법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접촉

식 방법은 고속, 고정밀도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

다. 또한 연마된 유리 표면에 흠집을 남길 수 있으

며, 유리 표면의 굴곡을 잡아내기가 어렵고 부분 

부분의 두께를 일일이 측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

다. 표면 손상이 없고 정밀하고 빠르게 측정 기술

은 정밀 광학 부품과 PDP, LCD 등의 공정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2,3)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비접촉식 방식이 개발 되었다. 비접촉식에 의한 계

측 기술들은 대상에 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

점 때문에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4)
 레

이저와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유리두께를 측정

한 선행 연구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5) 하지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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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measuring device of glass thickness using machine vision and image 

processing techniques on real-time. Today, the machine vision enable to inspect fast and exactly than 

human's eyes. The presented system has advantages of continuous measurement, flexibility and good 

accuracy. The system consists of a laser diode, a CCD camera with PC. The camera located on  the 

opposite side of the incident beam measures the distance between two reflected laser beams from the 

glass top and bottom surface. We apply a binary algorithm to convert and analyze the image from 

camera to PC. Laser point coordination by border tracing algorithm is used to find the center of beam 

circle. The measured result was compared with micrometer and showed 0.002mm accuracy. Finally, the 

errors were discussed how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glass wedge angle and angular error of mov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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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도에 따라 레이저 빔이 포토다이오드와 정확

하게 만나야한다. 따라서 유리 두께와 굴절률에 따

라 위치를 정확하게 매번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넬의 법칙(Snell's law)과 머신

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유리두께 측

정을 하였다. 특정 위치에 제한되지 않고, 넓은 평

판유리의 중심부분을 포함한 모든 곳을 자유롭게 

두께 측정할 수 있으며, 정밀하게 연마된 유리표면

이 간섭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장

점이 있다. 영상입력 장치로는 1단계로 웹 카메라

가 사용되었고, 유리 위, 아래 표면에서 반사된 레

이저 빔을 이용해 유리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

하여 본 눈문에서 기술한다. 레이저 빔의 입사각의 

변화와 이송 스테이지와 유리 시트의 쐐기 각의 변

화에 의해 결과 값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

며,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을 본문에 제시하였

다.  

2. 측정 장치 및 방법 

  2.1 기본 측정 원리

측정은 CCD와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실

험장치를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구성은 Fig. 1과 같

다. CCD는 일정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일정한 

각도만큼 기울어져서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빔을 

  각도로 입사를 하면 유리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각각 반사되어 나오는 2개의 레이저 빔이 스크린

에 맺히게 된다. 이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스넬의 

법칙인    ′   과 관계가 있다. 스크린에 

맺힌 2개의 흰색 포인트를 CCD를 이용해 영상으

Fig. 1 Basic principle of glass thickness measurement

로 입력을 받는다. CCD에 맺힌 화상은 PC에서 읽

어 들여 영상처리를 수행한다. 그 다음 경계 추적 

알고리즘과 각 포인트의 중심 찾기를 통해서 두 포

인트의 거리를 구한 뒤, 센서와 스크린 간의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유리 시트의 두께를 계산한다. 장

치 Calibration은 정밀한 기준두께 유리시편을 사용

하여, 유리의 굴절율과 함께 포인터 거리를 교정하

였다. 

  

  2.2 실험 장치

Fig. 2에서 레이저 다이오드는 고정되어 있으며, 

그 반대 방향에 CCD가 홀더에 고정되어 있다. 실

험에서 사용한 웹캠의 해상도는 640 x 480이며,  

픽셀의 크기는  ×  이다. 레이저 빔의 파장 

637nm, 출력 2.5mW 이며, 레이저 빔을 평행하게 

유리에 입사하기 위해 렌즈계의 위치를 조절하여 

평행 광을 만들 수 있는 일체형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Lanics Corp.)을 사용하였다. Fig. 3에서 CCD 

1일 때, 얻은 이미지를 Fig. 4(a)에 보였고, CCD 2

의위치일 때 얻은 이미지를 Fig. 4(b)에 보였다. 실

험에서는 카메라가 1번 위치에 있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Fig. 4(b)와 같이 유리 두께 측정에 불필요

한 포인터들이 검출되기 때문이다. Fig. 4(b)를 보

면 4개의 포인터들이 나타나는데 Fig. 3에서 유리 

표면 위, 아래 표면에서 난반사되는 빛과 아래 위 

표면에 두 번 반사된 빛이 검출되는 것이다. CCD

를 통해서 얻은 영상은 Fig. 5의 좌측에 나타나고, 

우측에는 영상에 나타난 2개의 포인터 거리 가 

그래프 상으로 그려진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

이고, 세로축은 거리이다. Fig. 5에서 보면 위쪽 흰색 

포인터는 1차 반사된 점이고 아래쪽은 2차 반사된 포

CCD Laser Diode

1 axis moving stage

Glass

Fig. 2 Photograph of a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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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fferent CCD positions 

      (a) CCD1               (b) CCD2

Fig. 4 Images of different CCD positions 

Fig. 5 User interface window software (two point 

display) of measuring system 

인터이다.  알고리즘 구현이 Visual  C++로 작성되

었다. 

3. 이미지 처리와 두께 측정

3.1 물체의 경계좌표 추출

주위 환경에 의한 난반사가 영상에 미치는 영향

을 제거하기 위해 입력 영상을 이진영상으로

(binary image) 구성하였다. 

이 과정이 끝나면 영상의 왜곡은 대부분 제거가 되

                  

(a) Real image  (b) Binary image  (c) Border tracking 

Fig. 6 Photograph of two laser point 

Fig. 7 Flow-chart for contour tracking algorithm 

고 원형에 가까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원형 포

인트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에는 Hough 변환(6)과 

최소자승원(7)이 있다. 그러나 Hough 변환의 단점은 

대상 원의 반지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 검출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6,7)

 이번 연구에서는 알고리

즘이 간단하며 속도가 빠르고 노이즈에 영향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경계선 추적 방법을 이용해서 포

인트의 경계를 추출했다. Fig. 7는 이번 실험에 사

용한 알고리즘이다. 거리 데이터를 얻을 두 개의 

포인트의 경계를 추적해서 궤적 상의 좌표를 얻는

다. Fig. 6(a)는 CCD로 받은 실제의 영상이다. Fig. 

6(b)는 CCD에 찍힌 영상이다. 흰색 물체는 레이저 

포인터이며, 주위에 붉은 색 테두리는 추적한 경계

를 나타낸다. Fig. 6(c)를 보면 포인터의 경계를 잘 

추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중심 좌표 추출 

측정 대상물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포인 

트의 형상이 정확한 원형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타

원이 되거나 불규칙한 형상이 나타난다. 포인터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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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좌표는 x, y 좌표 각각의 총합을 한  뒤, 카운

트된 픽셀 수만큼 나누어서 구하였다.

                 (2)

                   

  Fig. 8은 식 (1)을 적용한 중심좌표 추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총 2개의 포인트가 추적되었고, 가

운데 십자 표시는 식 (1)에서 찾은 중심 좌표를 나

타낸다. 좌표계의 원점은 왼쪽 윗부분이다.

3.3  포인터 거리 측정 및 방법

측정할 유리 두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레

이저 포인터 2점간의 거리 D를 구해야 한다. 는 

CCD 센서에 맺히는 포인터의 간격으로 Fig. 8에

서 흰색 포인터의 중심 간의 픽셀개수와 CCD 픽

셀 크기를 곱해서 구했다. 스크린 상의 위쪽의 포

인터가 광축을 지나 센서의 아래쪽에 맺힌다. 각

도 과 ′은 입사각과 굴절각이다. 스넬의 법칙 

   ′   에서 각도 근사   를 하면 

근축광학근사식    ′가 된다 .   ,

Fig. 8 Result of applied contour tracking algorithm  

 

Fig. 9 Schematic of CCD and screen to obtain two 

points distance, D

′   를 근사식에 대입을 하면 결국 식 (3)으

로 유도된다.

      

′ ,    ′         (3)

     

       : 공기 중의 굴절률

     ′  : 렌즈의 굴절률

       : 초점거리

       : 렌즈와 스크린 간의 거리

4. 두께 측정 오차

4.1 입사각

레이저 빔의 입사 각도와 굴절률에 따라 측정할 

거리 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식(4)는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굴절각  ′를 구한 것이고, 

식 (5)를 계산해서 입사각도가 바뀜에 따라 변하는 

거리 D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            (4)

     

           ′      (5)

  Fig. 10에서와 같이 식 (5)의 결과에 의해 47도 

근처에서 D의 값이 최대로 됨을 보였다. 레이저 빔

의 입사각에 따라 유리 위 표면의 1차 반사와 아래 

표면에서의 2차 반사의 빛의 양이 다르다. 유리 표

면의 위, 아래 표면에서 반사된 빔의 양 차이가 크

Fig. 10 Distance by variation of incident angle and  

glass re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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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영상에서 2개의 포인터 크기 차이가 커지게 

된다. 이는 흰색 포인터의 중심 좌표를 찾을 때 큰 

에러 값을 유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두 포인터의 

크기가 비슷할 때의 입사 각도를 43도로 조절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구성한 장치에서 

측정 가능한 유리 두께 범위는 레이저 포인트와 

CCD 카메라와의 거리 및 각도에 따라 다르게 되

며, 5mm에서 20mm로 설계되었다.

  

4.2 측정 유리의 쐐기각도(Wedge angle)

평면 유리 시트를 측정 할 때, 유리의 쐐기각도

가 존재하면 측정 에러는  에 따라 비례하며 커

진다. Fig. 11에서 측정할 유리의 위, 아래 면이 기

준에서 α만큼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 각도로 

′  ′ ,  ′   ′      (6)

Fig. 11 Reflection of laser beam from the glass with 

a wedge angle

Fig. 12 Distance error by the wedge angle

빛이 입사하면 반사 빔 각도 ′는 ′  이다. 결

국, 빔이 평행하게 나오지 않는다. 거리 D를 구하

기 위해 ′과 ′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식 (6)를 이

용해서 거리 D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하였다.

    ′  ′      (7)

Fig. 12는 식 (7)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쐐기각도가 1도일 때 약 5% 정도 D의 값이 

오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이송 스테이지의 오차

유리의 결함이 아닌 측정 장치의 오차에 의해서

도 유리 두께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스테이

지가 이송 시, Fig. 13과 같이   만큼 기울어지면 

입사각 는 ′으로 바뀌게 된다. 유리 시트 전체가 

기울어지게 되면, 빔의 경로와 함께 D 거리가 D'의 

거리로 변하게 된다. 실선은 각으로 입사하는 빔

이며, 점선은  ′  각으로 입사하는 빔이다.

스테이지의 각도오차에 따른 두점 거리 D 오차

를 예측해서 Fig. 15에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기의 설치 방향으로 스테이지의 각도오차는 roll 오

차만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테이지의 각

도오차는 roll 오차에 비하여 pitch가 비교적 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스테이지의 이송축에 대한 pitch 

오차 각도 오차를 측정해서 Fig. 16에 보였다. Pitch 

오차 측정은 Nikon 사의 구경이 70mm인 오토콜리

메이터(Autocollimator)를 사용해서 5mm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Fig. 15에서 스테이지의 각도오차가 5' 

변화하면 거리 D는 약 0.06% 오차가 발생하는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송 장치는  

Fig. 13  Roll or pitch error influence of moving stage 

for measuring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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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istance influence for angular error of stage

Fig. 16 Pitch error measured for the moving axis

Fig. 1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pitch 오차의 경우 

2' 미만이므로 유리 두께 측정 오차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pitch 또는roll 오차가 크

면 Fig. 15의 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Fig. 17의 두께

측정 결과 값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

5. 측정 결과 및 고찰

실험 장비의 측정 정밀도를 평가하기 위해 마

이크로미터와 레이저 빔을 사용해서 측정한 두께

결과를 Fig. 17에 나타내었다. 5mm 간격으로 측

정하였으며, 시편 유리 크기가 150mm × 150mm

이고 두께는 6.43mm, 유리는 BK7 이다. Fig. 17에

서 보면 마이크로미터 측정치 비교 최대 0.06mm 

정도의 오차를 보였다. 오차의 발생요인으로는, 

첫째, 측정 장치의 구성요소 영향으로, (1) 레이저 

다이오드의 불규칙한 출력의 영향으로 레이저 포

  

Fig. 17 Compared thickness results by the 

micrometer (solid circle) and the laser beam 

measurement using a BK7 glass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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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ickness measured results by the laser 

beam measurement using a standard quartz 

glass

 

인터의 빔이 원형이 아닌 경우, (2) CCD의 렌

즈 수차에 기인한 영상 이미지의 왜곡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은 광학설계, Laser 등 분야

로서 향후 관련 전문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경계 추적 알고리즘에 대하여 

정확한 중심점을 찾지 못하는 영향으로 측정대상 

유리의 표면이 불규칙한 경우이다. 셋째, 측정 렌

즈의 굴절률 영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둘째

와 셋째의 원인의 경우는 보정이 가능하다. 1차실

험에서 가장 큰 오차 요인은 마이크로미터와 

Laser 포인터가 동일 측정점이 아닐 경우이며, 이 

것은 유리시편의 두께가 균일하지 못할 경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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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심화된다.

Fig. 18은 1차 실험장치에 비하여 구경이 큰 

CCD ( 7에서 20mm)를 이용하여 정밀한 Quartz 

시편 (두께 6,360mm)를 실험한 것이다. 실험 결과

에서 보면 급격히 튀는 값을 제외하면 기준값에 

비하여 오차 범위는 0.002mm이하로 보여진다. 결

과에서 급격히 튀는 측정값은 이송장치의 진동 

또는 주위의 난반사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머신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유

리 두께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넓은 평판 유리와 같이 중심부분의 두께 측정

이 어려운 경우, 본 연구의 방법이 효과적으로 보

인다. 측정 가능한 유리 두께 범위는 레이저 포인

트와 CCD 카메라와의 거리 및 각도에 따라 다르

게 된다. 비전 센서를 통해 얻어진 영상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이 결과에 의해 정확도가 결정

된다. 측정값의 정밀도는 카메라 분해능과 수차, 

영상처리과정 알고리즘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상품화를 위하여 광학 및 Laser 관

련 전문가의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카메라 렌즈의 왜곡영상 보정과 구경이 큰 렌즈

의 사용으로 선명도 향상, 수차가 적은 optics를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경제적인 장치로 개발하여 건축용 유리 생산 라

인용 판유리 두께 측정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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