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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영상처리는 그림을 다루는 학문으로 영상의 두

드러진 특징들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며 변질된 

영상을 복원하는 기술 등이 있다.(1)

그중에서도 머신비전은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각종 산업분야에서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머신비 

전의 수요는 늘고 있으며 업계전반의 생산공정중 

검사공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자가 되었다 하. 

지만 머신비전을 이용한 기어측정은 활발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기어의 복잡한 . 

형상으로 인해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기어측정의 

경우 여러 오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상만으로 

오차를 판별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머. 

신비전을 이용한 기어측정이 자동화가 이루어진

다면 기어검사 시간을 단축시키고 검사장치의 비

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타원형 기어를 머신비전으로 측

정하고자 한다 타원형 기어는 오발 유량계에 사. 

용되는 특수기어로서 일본과의 기술협약으로 국

내에서 칼럼측과 테이블측이 이동 가능한 호빙머

신를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 

동화는 아니지만 타원형 기어의 형상 측정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해 를 이용하여 영상처리 소프트C

웨어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래밍한  

타원형 기어 검사 시스템은 영상을 취득하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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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타원형 기어는 오발 유량계에 사용되는 특수기어로써 타원형 모양에 의해 생긴 공간으로 물을 흘: 

려보내 계측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타원형 기어의 가공정도를 판단하고 불량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머. 

신비전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각종 산업분야에서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머신미전의 수요는 늘고 . 

있으며 업계전반의 생산공정 중 검사 공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자가 되었다 하지만 머신비전을 이용. 

한 기어측정은 기어의 형상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비전을 이. 

용한 검사 프로그램으로 타원형 기어의 측정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계한 타원형 기어의 

가공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다.

Abstract: Elliptical gears are used in the oval flowmeter and oval flow meter inspects volume of water thanks 

to space by the elliptical shap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judge accuracy of processing of the elliptical 

gear and develop inspection system using machine vision. Demand of machine vision is increasing while the 

factory automation is spreading and principle factor in-process inspection. But, gear inspection using the 

machine vision rarely used because of complex shape of gear. In this study, it seems possible that elliptical 

gear is inspected by inspection software using machine vision and inspection program can judge accuracy of 

processing of the elliptical gear designed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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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영상의 이진화 작업 및 에지 작업을 통해 

타원형 기어의 형상을 얻는다 얻어진 두 개의 . 

형상은 오버래핑(Overlapping 함으로써 비교되어)

질 수 있으며 최대 오차값과 최소 오차값은 ∆
값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어 검사 프로그램2. 

기어 검사 알고리즘  2.1 

기어 검사를 하기 위한 기어 검사 알고리즘은 

머신 비전을 통해 취득한 영상을 저장하여 이진화

작업으로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 이

미지의 중심을 찾는다 중심을 기준으로 경계추출. 

이 이루어지며 각 픽셀의 좌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측정 기어와 마스터기어를 매칭. 

시켜 오차값을 읽는다 그 과정을 에 나타내. Fig. 1

었다.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2.2 

영상은 원래 아날로그 신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켜야 한다 픽셀의 . 

배열 방법으로는 와 같이 축 축 방향으Fig. 2 x , y

로 각각 같은 간격으로 샘플링한 정사각형 또는 

화소간의 거리를 동등하게 설정한 정삼각형과 정

육각형 배열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출력 . 

장치의 구성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정사각형 배열

을 사용하였다.(2)  

본 논문에서는 영상 이진화를 이용하여 타원형 

기어를 인식하게 하였다 이진화 작업을 일반 .  

 Fig. 1 Gear inspection system flow diagram

화된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과 같다(1) . [0, 255] 

범위의 명암도를 갖는 영상은 식 과 같이 (1) 화소 

값이 특정 임계값 보다 낮은 화소들은 으로 나T 0

머지는 로 바꿔 높은 명암 대비를 갖게 할 수 255

있다 여기서 는 출력 영상의 밝기를 나타내고 . q

는 입력 영상의 밝기 값을 나타낸다p .  

    ≥                   (1)

이치화된 영상을 라벨링 이라는 과(labeling)

정을 통해 각각의 물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픽셀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었다 은 . Fig. 3

라벨링 처리 전후를 보여주며 임의의 번호를 

가진 영역만 추출하면 영역 분리가 이루어지

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계추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타원형 기어의 경계를 추출할 수 있었다 경. 

계추적의 방법으로는 체인코드 를 (chain code)

사용하였다 체인코드의 경우 경계의 인접점. 

간의 관계가 거리와 방향으로 주어지게 되고 

이러한 직선 선분들을 연결한 것이 체인코드

이다 기본적으로 또는 방향 체인코드를 . 4 8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방향 8

체인코드를 사용하여 경계추출의 정확성을 

높였다.(3)    

  

(a)             (b)             (c)

 Fig. 2 Pixel array method((a)squares (b)Regular 
triangles (c)Regular hexagons)

     

(a) Before labeling   (b) After labeling

Fig. 3 Labeling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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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connected    (b) 8-connected

Fig. 4 Chain codes

경계를 추출하기 위해서 차 미분 연산자를 사1

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한 에지 탐지기

로 밝기의 변화를 이용하여 에지를 찾아내는 것

이다 물체의 경계 부분에서 경사가 급격한 밝기 . 

변화를 보일수록 기울기 값은 커지며 이러한 밝, 

기 변화율을 검출한다 영상 .  에 대하여 좌

표 에서의 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은 벡터

로 정의된다.

∇  
























           (2)

기울기 벡터∇의 크기 를 차등방정식으로 G

근사시켜 연산으로 변환하면 식 과 Convolution (3)

고 hx, hy는 연산자이다Prewitt .  
 

     

              (3)  

    


      
   






    


       
  




         (4)

기어 검사 프로그램2.3 

는 본 논문에서 프로그래밍한 이미지 처Fig. 5

리 소프트웨어로 버튼 은 번 화면창에 Open_1 ①

영상 처리를 할 이미지를 삽입하는 역할을 한다. 

버튼 은 번 화면창에 이진화를 하여 에지Edge1 ②

를 잡은 이미지를 보여주며 번 화면창은 영상③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역만을 잡아 그 영역

의 중심점을 찾아주며 중심점의 좌표는 번의 ⑦

화면에 표시된다. 

중심점의 좌표는 비교를 할 이미지와 마스터 

이미지를 오버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test gear

Teeth z 62

Module m 0.7

Pressure angle d 30

Major axis a 27.067

Minor axis b 14.574

 Fig. 5 Image processing program design

Fig. 6 Composition of machine vision for test gear 

다 은 비교할 이미지를 삽입하는 과정. , , ④ ⑤ ⑥

이며 앞서 말한 과정과 동일하다. 

기어 검사 및 데이터 분석3. 

기어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3.1 

은 머신비전의 구성도이며 은 측Fig. 6 Table 1

정에 사용된 기어의 정보이다 는 본 연구. Table 2

에 사용된 카메라와 렌즈의 사양을 보여주며 타, 

원형 기어가 전체화면에 배치하도록 사진을 촬영

하여 사용된 는 픽셀당 의 분해능이다, CCD 9 m .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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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measuring equipment

Camera model : 

CIS 5M(CCD)

 resolution of five 

million pixels

Telecentric lens 

aperture
55 mμ

Magnification x0.35

 

(a) Step.1 original elliptical gear image

 (b) Step.2 binarization of elliptical gear image

 (c) Step.3 elliptical gear image blocked hole

 (d) Step.4 elliptical gear image center search

Fig. 7 Step of image processing

Fig. 8 Overlap of two images

Fig. 9 Overlap of rotated images with 2.5 
degrees

는 머신비전을 이용하여 타원형 기어의 이Fig. 7(a)

미지를 취득한 사진이며 는 이진화 작업을 한 것(b)

이다 에지작업과 매칭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 

간 홀 구멍을 와 같이 막았다 는 최소한의 영역(c) . (d)

을 잡아 중심점을 찾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두 기어를 매칭하기 위하여 설계한 타원형 기어

와 에지작업을 한 가공기어의 데이터를 좌표 데x, y

이터로 변환하여 하나의 기어 데이터만을 씩 회1˚

전하여 각도에 해당하는 값( 을 구하였)

다 회전하지 않은 데이터의 . 값과 회전한 데이터의 

값을 뺀 ∆값이 최소일 때 틀어진 회전각을 알 

수 있으며 그 지점을 최적 매칭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의 분석 결과 와 사이가 최적의 . 2 3˚ ˚

매칭지점임을 알 수 있었고 다시 씩 회전시켜 0.1˚

약 가 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을 2.5 . ˚

정확하게 수평으로 찍기는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회전하는 작업을 한 것이며 데이터를 회전시키기 

전 매칭사진은 과 같다 는 가공 기어의 Fig. 8 . Fig. 9

데이터를 회전시켜 매칭한 사진이다 가장 매2.5 . ˚ 

칭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4. 

본 논문에서는 머신비전을 이용하여 타원형 기

어의 가공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최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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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점은 측정 기어를 약 시계반대방향으2.5˚

로 회전시켰을 때이며 최대 ∆값은 최소 28 m μ

∆값은 이다 타원형 기어의 가공오차는 10 m . μ ±

로 본 논문에서 측정한 타원형 기어의 가공14 mμ

오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알 14 m μ

수 있다. 

텔레센트릭 렌즈를 이용하여 (Telecentric lens) 

원근의 왜곡 없이 타원형 기어의 이미지를 획득

하였으나 가공오차가 최대 가 난 이유는 다28 mμ

음과 같다 가공오차의 원인으로는 표면의 상태. , 

재료의 불안정성 크기 등을 들 수 있으며 가공, 

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

게 해결 될 수는 없으나 오차값이 일정하여 보정

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의 원인으로는 노이즈를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과 엣지검출을 들 수 있다 엣. 

지검출은 화상의 밝기 변화에 의해 물체의 윤곽

을 산출하는데 두께가 픽셀로 튀어나온 부분이 1

존재하면 경계추출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게 된

다 노이즈와 경계처리를 위한 알고리즘을 보강. 

한다면 정확한 결과를 통해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어 가공정밀도는 일반적으로 기어전용측정기

에서 치형곡선 가공정(Off-line)  (Involute Curve) 

밀도와 기어축과 기어 원의 동심도 및 Pitch Pitch

원 직경에 대한 정밀도로 측정하며 본 연구의 , 

방법은 이들 기어 파라미터에 대한 정밀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표준기어를 기준으로 차원 2

투영면적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기어 생산 라인에

서 신속하게 검사방법으로 유용할 것으로 On-line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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