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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수학적 형태학을 이용한 미세균열 모델링

Modeling of Fine Cracks

using Fuzzy Mathematical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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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결함추출 알고리즘을 퍼지이론을 적용하여 유연성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균열의 검출츨 위하여 퍼지형태학을 이용한 기본 연산자를 정의하였다. 이 연산자를 기초로 하여 퍼지집합에 
대해 λ-퍼지척도를 이용하여 무게중심을 구하여 결함을 추출하였다.. 결함추출 알고리즘의 경우 양호한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균열이 매우 미세한 경우 영상 획득부분에 해당하는 조명장치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중요하였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룩업테이블을 사용하여 메모리의 사용을 최소화 시켜 좀 더 빠른 검사속도를 꾀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elasticity of fault-detection algorithm based on fuzzy logic is proposed through lots 
of experiments, justifying its validity. The four mathematical morpholgical operators was defined to detect the 
cracks. The cracks was detected via center of area method with λ-fuzzy measure of fuzzy sets. However 
generally favorable, the result owes to how adequate the lighting device is designed in case of the so far fine 
crack of pieces. In an attempt to improve the response of the system, It is designed to minimize the use of 
memory via LookUp table in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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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 으로 기회로 개폐 보호  속장치의 양․

불량 검사는 결함과 그 종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별

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에 의한 목시검사의 경우 측정

부 를 보는 각도와 측정 포인트의 직경에 따라 오인식

하는 경우가 많다. 한 신뢰성이나 시간 인 면에서 한

계에 달하고 패턴이 고 도화 되고 검사하여야 할 포인

트의 양과 패턴의 형태와 크기에 따른 불량의 형태도 다

양하므로 생산성 향상에 여러 가지 문제 을 안고 있다
[1,2]. 따라서 기회로 개폐 보호  속장치의 사충성형 

제품의 다양한 패턴에 한 효율 인 양․불량 검사를 

하여 화상처리에 의한 자동측정  검사장치를 개발하

여 생산성 재고와 품질 리의 향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외 기술 황으로는 화상처리 장치, 산업용 카메

라, 검사 어 리 이션(application)을 통합한 화상처리 

시스템의 용이 검사  품질검사에 일반화 되고 있다. 

제조 라인의 설계에 반드시 화상처리 장치의 도입을 검

토하도록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 디지털화와 

소 트웨어 기술의 진화에 의해 어 리 이션의 확 가 

기 되며, 다양한 신 화상처리 시스템의 제공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측된다[3,4,5].

산업체에서 품질검사의 주요한 화상처리 활용 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반송이나 본딩

(bonding) 공정의 치 결정(alignment) 용도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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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출하 의 패키지 검사에서도 용 외  검사 장치가 

사용된다. 디스 이 분야에서는 라인 센서 카메라가 

다수 채용되고 있다. 형 기 을 고속으로 검사하기 

해 사용하는 것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병이나 페트병의 

외  검사나 문자 검사 등을 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물질 혼입 등을 감시하는 데도 화상처리 기술이 채용되

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조립 공정의 목시 검사에 화

상처리 장치의 도입이 각 을 받고 있다.

국내 황은 2005년 약 900억 원에서, 2007년에는 1,350

억 원, 2009년에는 1,780억 원 로 성장할 것으로 상하

고 있는데, 이는 연평균 약 24.4%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다. 재 국내의 품질검사 시장 황을 살펴보면 

디스 이 분야에서는 라인 센서 카메라가 다수 채용되

고 있다. 한 형 기 을 고속으로 검사하기 해 사용

하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병이나 페트병의 외  검사

나 문자 검사 등을 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품질

검사 시스템이 상품화되고 있다.

이러한 목 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퍼지 형태학

을 이용하여 미세균열을 검출하는 검사시스템을 제작하

고자 한다.

Ⅱ. 균열과 수학적 형태학

1. 접속장치의 균열

애자에 피스를 장착할 경우에 피스주변에 발생하는 

균열은 매우 미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육

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고, 기존의 이진이나 그 이 농담

을 가지고 처리하는 상처리 기법을 극복하기 하여 

퍼지이론을 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퍼지 이론을 

용하여 균열 검출에 정확성을 기하는데 있다. 사출제품

의 크기와 구성은 다양하다. 다양한 종류의 사출제품을 

원하는 정 도(resolution)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

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LookUp 테이블에 

장함으로써 속도의 효율성을 기한다. 한 임의의 허용 

한계 내의 결함만을 찾아내기 하여 오차 상한과 오차 

하한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구축한다.

입력된 화상 데이터와 알고리즘 수행 후 장될 화상 

데이타의 크기는 한 화소(pixel)당 1 byte(8 bit ) 로서 

320x240 이미지 한 장(1 frame)에 해 76,800 byte의 크

기를 갖는다. 이러한 크기의 이미지 데이터를 물리  장

치에 의해 입출력의 경우 데이터 억세스 시간을 이기 

하여 원하는 부 를 룩업테이블에 장하여 빠른 시간

에 모든 로세스를 수행하여 검사 속도를 향상시킨다. 

화상처리 시스템에서 조명장치의 설계는 검사알고리즘 

못지않게 요하다. 좋은 화상을 입력받을수록 소 트웨

어에 의한 처리는 그만큼 어들어 검사성능을 한층 높

을 수 있다. 

2. 퍼지 수학적 형태학 

기존의 수학  형태학을 보완한 퍼지 수학  형태학

을 정의한다. 먼  퍼지 구성요소를 정의한 다음 수학  

형태학의 기본 인 연산자들인 침식(erosion)과 융기

(Dilation)를 정의한다. 수학  형태학에서는 집합으로 표

된 상 상호간에 연산을 취함으로써 형태변환(shape 

transformation)을 실 할 수 있다
[6,7]. 주요한 형태학 연

산에는 침식과 융기, 개방(opening)과 폐쇄(closing)등과 

같은 집합 연산이 있다. 형태학의 기본 연산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융기: ⊕ 
∈


      ∈  ∈
 (1)

침식 : ⊖  
∈
    ⊂   (2)

열림 : ○   ⊖⊕                (3)

닫힘 : ●    ⊕⊖                (4)

식(1)∼(4)에서, A는 처리 상이 되는 상이고 B는 

구조  요소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원 에 해 

칭(symmetric)인 구조  요소만을 사용하 다. 기하학

으로 볼 때 융기는 상의 확장(expanding) 효과를 가지

고 있고, 침식은 상의 축소(shrinking)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 개방 연산은 날카롭게 뾰족 나온 부분을 무마

(smoothing) 시켜 주고, 고립된 이나 작게 분리된 들

을 제거시켜 다. 그리고 폐쇄 연산은 좁게 들어간 부분

을 무마시키며, 상사이의 좁은 간격과 상 내부의 작

은 구멍(hole)들을 채워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가. 퍼지 침식

침식은 입력 상에서 구성 요소를 완 히 포함하면 

구성 요소의 심에 응되는 입력 상의 화소가 남고 

그 지 않으면 없어진다. 이러한 침식을 이산 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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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용할 경우 입력 상의 약간의 방향 변화 등에 

따라 연산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다. 구성 요소

(structure element)와 약간의 화소의 차이로 더 많은 화

소에 한 정보가 무시되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 구성한 

퍼지 구성요소를 기존의 침식방법으로 연산을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입력 상의 이산성과 

방향성에 응 이고 기존의 침식성질을 보완하면서 퍼

지 구성요소에 의한 연산에 한 퍼지 침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8]. 

  ∘  μ  ∈
μ ＿

＿
                    (5)

_ 




′   
   

식(5)에 한 struct＿area는 퍼지 구성 요소의 면 , I

는 입력 상, S'는 퍼지 구성 요소, S'(dx,dy)는 퍼지 구

성 요소의 각 화소 값, dx, dy는 퍼지 구성 요소의 심

(origin)에서 x, y축 변 , I(x-dx,y-dy)는 입력 상의 

(x,y) 화소에서 x, y축 변 가 dx, dy인 화소의 값을 나타

낸 것이다.

나. 퍼지 융기

기존의 융기의 이산 인 상의 융기는 연속 인 퍼

지 구성요소에 의한 연산에는 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융기의 팽창성을 유지하면서 연속성을 띄

고 있는 퍼지 구성요소의 용에 합하고 퍼지 침식과

의 연속 인 용이 가능한 퍼지 융기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9].

  ∘  μ  ∈
μ ＿

＿
                    (6)

_ 




′   
 

식(6)에 한 I는 입력 상, S'는 퍼지 구성 요소, 

S'(dx,dy)는 퍼지 구성 요소의 각 화소 값, dx, dy는 퍼지 

구성 요소의 심(origin)에서 x, y축 변 , I(x-dx,y-dy)

는 입력 상의 (x,y) 화소에서 x, y축 변 가 dx, dy인 

화소의 값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퍼지 구성요소에 해 정의된 λ-퍼지

척도를 이용하여 가 치로 구성된 퍼지집합을 구축하고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상으로 구성된 퍼지집합을 구축

한다. 다음으로 이 두 개의 퍼지집합에 하여 확장의 원

리를 이용하여 두 집합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마지막

으로 유사도에 하여 비퍼지화 과정을 통하여 형태학의 

네 가지의 연산자, 융기와 침식, 개방과 폐쇄를 정의한다. 

결국 비퍼지화 값은 다음의 식(7)에서와 같이 퍼지 구성

요소의 모든 화소에 하여 λ-퍼지척도를 용하면 

상에 한 융기와 같은 작용을 한다. 

         

        

 ≥ 
 (7)

여기서 D는 퍼지 집합간의 포함정도에 의해 계산된 

퍼지집합에 한 비퍼지화(defuzzification) 과정을 나타

내며 무게 심(center of area)법을 이용한다. 한편 이와 

(dual)의 계를 가지는 침식은 다음의 식(8)과 같이 

융기에 한 λ-퍼지척도의 인 λ-퍼지척도를 이용

하여 상에 한 축소작용을 한다.

 
  

       

   ≤ 

  

  (8)

Ⅲ. 실험결과 및 고찰

1. 시스템 구성

데이터를 획득하여 데이터에서 얻은 상을 바탕으로 

균열정보를 악하여 결함에 한 별을 수행하는 

그림 4. 시스템 구성
Fig. 1. The flow chart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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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 균열 시스템의 흐름도와 제어 시스템이 각

각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 전체 제어시스템
Fig. 2. The entire control system

주 검사가 이루어지는 조명 장치, 카메라와 장치의 사

진을 그림2에 나타나 있다. 할로겐 램 를 통해 나온 빛

은 산란장치(diffuser)통해 분산 되어 상 오 젝트에 

조사된다. 상 오 젝트로 부터 반사된 빛은 즈

(zoom lens)를 통해 카메라로 입사된다. 각 카메라의 

과 포커스는 상 사출제품에 한 검사 정 도

(resolution)가 결정된다. 최  해상도의 경우 화상데이터

에서 화소 간격은 25.6µm 이며 최소 해상도에서 화소 간

격은 156µm 이다. 카메라는 같은 상태로 기에 조정

(Calibration) 되어있다. 기에 한번 결정되어진 시스템 

라미터는 표 상을 획득할 때나 이 표 상을 가지

고 검사를 할 때 변하지 않으며 표 1에 물리 인 사양이 

나타나 있다.

표 1. 검사 장치 H/W 사양
Table 1. The h/w specification of the system  

요소 기능 사양

컴퓨터(Dual CPU) Main Process 80686(2*CPU)

모니터 검사상태 display 21"color

Frame Grabber capture &digitizer DT2867

CCD Camera 화상입력용 0.5" 510x480pixel

Illumination 조명 할로겐램

조명 상태가 최 으로 설계되었을 때 상 물체인 사

출제품으로부터 반사된 빛 온 즈에 집 되어 CCD 

어 이 센서(array sensor)로 입력된다. CCD는 빛의 세

기에 비례하는 analog 류신호를 내어 다. 이미지 보드

(frame grabber)로 입력된 이 류신호는 이산화

(digitize)되어 frame buffer에 장된다. 이때 각각의 카

메라로부터 나오는 상신호는 채  1을 통해 이미지 보

드의 buffer에 장된다. 메인 CPU에서는 frame buffer

에 장된 데이터를 handling 하여 검사 알고리즘을 수행

한다. PC에 연결되어있는 모니터는 검사 진행상태를 나

타내어 주고 Visual C++ 로그램에 의하여 제작된 로

그램의 기메뉴에서 획득 메뉴에 의하여 frame grabber

에 연결되어 직  상을 출력한다. 실험장치의 구성에 

사용된 장치들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이미지 보드의 

DT2867의 사양은 표 2에 나타나 있고 실시간 이미지 포

착(image capture), 실시간 히스토그램 계산등 부분의 

기본 화상처리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서 수행한다. 

표 2. 이미지 보드의 특징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frame 

grabber 
Picture Averaging Hardware(up to 256in real time)

Picture Map Hardware(for full frame)

Geometric Processing Software

Arithmetic Processing Hardware(for full frame)

Filtering Hardware(for full frame)

Histograms Hardware(for full frame)

실험 결과 허용오차 상한과 하한의 범 를 벗어나는 

결함은 100% 검출하 다. 간혹 잡음에 의해 생기는 한두 

화소 크기의 에러는 결함에서 제외하 다. 검출 시간은 

검사 상에 계없이 일정하며 단지 화상의 크기에 비례

한다. 상데이터 획득 시스템에서 얻은 상으로부터 

균열정보를 악하는 시스템이다. 처리 결과물로써 균열 

부분을 추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가

시화하여 상으로 분할하여 나타낸다. 이 시스템 상 

처리 알고리즘과 퍼지이론으로 구성되어 그림  3에 나타

나 있고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균열 모델링 : 상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균열특징  

상을 정의하고 균열인자를 퍼지이론 에 의해 정의

- 필터링 알고리즘 : 상처리를 해 경계를 검출하고 

균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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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Up분할

퍼지침식

퍼지융기

경계검출

퍼지열림

상 관 지 수 (λ) 구 성 요 소 (g i)

λ-퍼 지 척 도

무 게 중 심 에  의 한  
비 퍼 지 화

입 력 영 상

균열검출

그림 3. 검사 진행 순서도
Fig. 3. The sequence diagram of quality 

inspection 

그림 4에는 본 시스템의 균열 인식시스템의 체 인 

UI이다. 메뉴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이미지 로세싱기법의 내용으로 배수보기

기능, 상의 산술 연산등을 포함하는 기능과 필터링 부

분 한 컬러변환 처리기능, 형태학을 처리하는 분할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소프트웨어 유저인터페이스
Fig. 4. User interface of software 

다른 하나는 데이터획득을 한 캡쳐(caption)부분으

로 상을 이미지 래임 그래버를 통하여 버퍼로 읽어

오는 그래버(grabber)기능과 균열을 추출하는 검출기능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에는 상을 버퍼에서 읽어온 

다음 장, 로딩, LookUp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

는 캡쳐UI를 나타낸다. 그림 6은 정상 인 경우의 피스를 

검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7은 힘(scratch) 균열을 

나타내고 그림 8과 그림 9는 모두 남서 방향의 균열을 검

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은 피스자체가 왜곡

(distortion)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캡쳐 유저인터페이스
Fig. 5. User interface of capture 

그림 6. 정상적인 무균열 검출
Fig. 6. The normal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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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긁힘 균열 검출
Fig. 7. The scratch detection

그림 8. 좌측피스 남서방향 균열 검출
Fig. 8 The crack detection of south-
        west directional of left piece

그림 9. 좌측피스 남서방향 균열 검출
Fig. 9 The crack detection of south-
        west directional of left piece

그림 10. 좌측피스 상부왜곡 검출
Fig. 10. The upper distortion of left 

piec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퍼지이론을 용하여 유연성을 고려한 

결함추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하여 원리를 확

인하 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불량의 제품을 각각 25

개씩 총 50개를 수거하여 본 알고리즘으로 검사결과  육

안으로 균열이 가능한 불량의 경우 모두 검출되었다. 균

열에 한 검출 결과는 상 획득부분에 해당하는 조명

장치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요하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한 소 트웨어 으로 룩업테이블을 사

용하여 메모리의 사용을 최소화 시켜 검사속도의 향상를 

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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