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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비전기반 물체의 폭 측정과 그 응용을 위해 광절단법을 이용한 측정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측정  대

상은 트레드이며 자동차 타이어의 가장 바깥쪽 면을 의미한다. 전체 시스템은 두 개의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교정과

정과 검출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정과정에서는 카메라 평면과 레이저 평면간의 변환 관계를 규명하고  왜곡 파라미터

를 추출한다. 이때 정교하게 제작된 테스트패턴인 지그가 필요하다. 검출과정에서는 레이저가 비추는 영역을 추출

하기 위해  배경영역의 화소 분포에 따라 적응식 임계방법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검출된 영역에 세선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트레드의 숄더와 끝을 검출한다. 최종적으로 숄더와 전체 폭은 호모그래피와 왜곡계수를 이용하여 폭을 계

산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vision based object width measurement method and its application where the light sectioning 
method is employed. The target object for measurement is a tread, which is the most outside component of an 
automobile tire. The entire system applying the measurement method consists of two processes, i.e. a calibration 
process and a detection process. The calibration process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a camera plane and a 
laser plane, and to estimate a camera lens distortion parameters. As the process requires a test pattern, namely a jig, 
which is elaborately manufactured. In the detection process, first of all, the region that a laser light illuminates is 
extracted by applying an adaptive thresholding technique where the distribution of the pixel brightness is considered to 
decide the optimal threshold. Then, a thinning algorithm is applied to the region so that the ends and the shoulders of a 
tread are detected. Finally, the tread width and the shoulder width are computed using the homography and the 
distortion coefficients obtained by the calibration process. 

키워드 : 호모그래피, 광절단법, 트레드, 교정, 검출 

Key word : Homography, Light Sectioning Method, Tread, Calibration,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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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획득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제조 및 생산 공

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은 영상처리 발전에 따라 여러 산

업에 확대되어 왔다. 전자부품 생산라인, 이물질 분리, 
X-ray 투과영상을 이용한 PCB검사기법, 영상기반 차량

검지기술 등 정교한 분석과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작업

에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검사작업을 대신하고 있다. 그
리고 이런 검사작업을 자동화에 연동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타이어 산업에서는 

타이어의 성형 소재인 트레드의 전폭과 숄폭 측정 작업

을 작업자들이 줄자로 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로 재는 방식은 측정 길이가 작업자들마다 다르고 정확

한 수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 또
한 수동제어 조작시간 동안 불량제품은 그대로 생산되

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트레드가 지나가는 컨베어 라인에 카메라와 

레이저를 설치, 카메라에 나오는 레이저 영상을 분석하

여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압출라인

의 PLC(Programable Logic Controller)를 통해 통신으

로 묶어 관리하고 상위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데이터베

이스화하며 컨베어 속도 제어를 통해 트레드 압출라인

의 자동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전기반 물체 폭 측정을 위해 광절단법을 이용한 카메

라와 레이저사이 평면 사이의 교정방법을 연구하였고 

교정방법을 이용한 트레드 길이의 측정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Ⅱ. 전체 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의 물체측정 대상은 타이어 성형 소재인 

트레드를 말하며 타이어가 바닥에 접하는 접지면을 의

미한다. 트레드의 측정 폭은 숄폭과 전폭으로 나뉜다.
그림1에서 사이드월(Side Wall)은 타이어의 옆부분을 

지칭하며  숄폭이 돌출부분, 전폭이 바깥부분을 의미한

다.  이 두 개의 폭은 타이어 제품생산에서 제어기준이 

된다. 따라서 두 개의 폭을 모두 측정하기 위해 카메라

가 전폭을 포함할 수 있는 거리에서 트레드에 레이저를 

비추어 측정이 이루어진다. 

타이어 사이드 월

숄폭

전폭

그림 1. 트레드의 전폭과 숄폭

Fig. 1 Tread width and shoulder width

전체 시스템은 물체를 측정하기 위한 트레드 검출과

정과 카메라와 레이저평면 사이의 변환관계를 규명하

는 교정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그림 2에서 각 과

정에 대한 순서도를 나타내었다.

Calibration part Detection part

영상 입력

(JIG 패턴)
영상 입력

(Tread 패턴)

행렬 H와 

왜곡계수를 이용한 

왜곡 보정 

JIG영상의 라인 추출

JIG의 꼭지점 좌표 탐색

적응식 threshold
트레드 검출

실제 거리를 측정

호모그래피 H 추출

왜곡 계수  추출
좌표의 추출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표시

         (a)                         (b)

그림 2. 교정방법과 검출방법의 순서도 (a) 교정과정 (b) 검출

과정

Fig. 2 Flowchart of the calibration and detection method 
(a) Calibration process (b) Detection process

Ⅲ. 카메라와 레이저평면사이의 교정

3.1. 광절단법 기반 윤곽선 추출방법 및 문제점

카메라와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이저가 조사된 물체 

면의 실제 좌표를 계산하는데 널리 쓰이는 방법이 광절

단법(Light Sectioning Method)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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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광절단법을 적용한 시스템

Fig. 3 System applying the Light Sectioning Method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물의 표면에 레이저

를 비추고 다른 각도에 설치된 카메라가 레이저 빛을 

촬영한 후, 레이저 빛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물체의 

모양 및 규격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측정물의 실제 크기 

및 좌표를 얻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촬영된 레이저 빛과 

측정물에 비춰진 레이저 빛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여야 

한다. 이는 미리 약속된 측정물을 설치하고 이에 대해 

광절단법을 적용함으로서 가능하다. 측정물의 모든 정

보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측정물에 비춰진 빛과 카메라

에 찍힌 영상에 나타난 빛 사이의 대응점을 찾아내고 

대응점간의 관계를 변환 행렬로 나타내게 된다. 이 때

의 변환 행렬은 호모그래피에 해당되므로 호모그래피

를 구하는 방법을 따르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테스트

패턴인 지그를 사용하게 된다. 

 

           (a)                          (b)

그림 4. 카메라 영상 (a) 왜곡이 있는 영상 (b)왜곡이 없는 영상

Fig. 4 Camera image (a) Distorted image (b) Undistorted 
image

촬영된 영상에는 카메라 렌즈에 의한 왜곡을 내포

하고 있다. 그림4와 같이 왜곡이 발생하면 영상 내의 

화소의 위치에 따라 측정 거리 측면에서 그 측정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카메라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는 투영왜곡과 배럴 왜곡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에서 투영왜곡은 호모그래피 H를 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배럴왜곡은 다른 왜곡모델을 적용해

야 한다. 

 

그림 5. 지그 영상에서의 왜곡

Fig. 5 Distortion of the jig image 

그림5에서 물체측정위치에 지그를 두고 찍었을 때 

배럴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지그

가 일정한 간격으로 제작된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 왜곡

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6. 실험에 사용한 지그 영상

Fig. 6 JIG image used in experiment

배럴 왜곡은 그림4(a)와 같은 왜곡으로 가장자리 부

분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림6의 

지그가 일정한 간격으로 제작되었는데 그림5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지그의 꼭대기 좌표가 바깥쪽으로 치우치

고 있다. 이때 왜곡된 좌표를 보정하여 다음의 식을 구

한다.

   ⋯   (1)

는 보정된 좌표를 나타내고 지그의 꼭대기와 골

짜기 좌표는 23개이므로 n이 21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21개의 연립방정식을 SVD를 적용하여 구

한다. 좌표의 보정은 왜곡파라미터의 추출단계에서 이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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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테스트패턴 지그(JIG) 영상의 좌표 추출

테스트패턴 지그는 일종의 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 측정해야하는 물체(트레드)와 수평이 되도록 위치해

야한다. 지그를 대상으로 얻은 입력영상에 대해 이진화

를 통해 주변의 희미한 빛들을 제거하고 그 후 허프변

환(hough transform)을 통해 선을 추출하고 얻어진 선들

의 기울기와 y축의 값을 이용하여 그림7처럼 각 라인의 

데이터를 확보, 라인끼리 연결하여 교점을 구한다[2]. 
연결된 교점은 지그 영상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생길 수 

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영상을 촬영할 때 마다 내부 환경

의 조명이나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영상을 변환하여 꼭대기와 

골짜기의 좌표가 가장 일치하는 데이터를 확보한다. 개
발된 시스템에서는 총 23개의 좌표 데이터를 얻었으며 

이 좌표를 이용하여 카메라와 레이저사이의 변환관계

인 호모그래피 행렬 H를 구하게 된다. 

꼭대기 좌표

골짜기 좌표

그림 7. 지그영상에서 얻어지는 윤곽선

Fig. 7 Contours obtained from the jig image

3.3. 카메라와 레이저의 변환함수 추출

평면상의 하나의 점 를 동차좌표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2)

그리고 와 다른 평면 사이의 호모그래피 H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3)

 






  
  
  





 (4)

여기서 식(4) 의 H는 3×3 정방행렬로서 8개의 자유

도를 가진 행렬이다. 따라서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4개의 대응점이 필요한데 지그에서 구한 교점좌표의 

계수가 23개이므로 이 대응점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을 

수립하고  그 해를 구함으로써 H를 구할 수 있다. 두 평

면과 H를 이용한 변환관계의 식을 정리해보면 다음식

과 같다.



























 
 
 




 



















(5)

식(5)를 정리하면 두 개의 식으로 표현이 되고 연립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전형적인 방법인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를 사용하여 H를 구한다. 식(6)와 같이 해를 구하기 위

해 GH =0의 형태로 나타내고 G행렬에는 실제 측정한 

지그의 좌표값과 그에 대응하는 영상의 좌표값을 대입

한다. 
     

 











        

   
   

 

           
   

 

        
        
        

        
  

  
 

        
   

   


  

(6)

3.4. 카메라의 왜곡 파라미터 추출

배럴 왜곡은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에 대한 왜곡 계수를 추출하고 보정해야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의 렌즈 왜곡 모델

을 적용한다[3,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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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7)에서  , 는 렌즈 왜곡이 보정된 

좌표를 나타내고    는 보정되기 전의 좌표로서 입력 

영상의 좌표를 나타낸다. 지그에서 얻어진 좌표를 이용

하여 렌즈 왜곡 계수 와 를 추출하였다. 

그림 8은 좌표의 변환과정을 나타내었다. (a)는 입력 

영상으로 왜곡된 좌표()를, (b)는 렌즈 왜곡계수를 

이용하여 보정한 새로운 좌표 (), (c)는 호모그래

피 H를 이용하여 얻은 지그좌표인 ()를 나타낸다. 

결국 교정단계는 지그를 이용하여 렌즈 왜곡 계수의 추

출과 호모그래피의 추출을 처리하는 단계이다.





u

v





       (a)                (b)                  (c)

그림 8. 좌표의 변환과정 (a) 왜곡 좌표 (b) 보정 좌표 (c) 지그 

좌표

Fig. 8 Coordinate transformation process (a) distortion 
coordinate (b) Correction coordinate (c) jig coordinate

Ⅳ. 물체길이 측정을 위한 트레드 검출

4.1. 트레드 윤곽추출을 위한 문턱값의 결정

그림 9는 컨베어 라인에서 나오는 트레드에 레이저

를 비춘 영상이다.

그림 9. 트레드에 레이저를 비춘 영상

Fig. 9 Tread image projected laser 

공장의 조명이나 빛의 영향에 따라서 입력영상의 밝

기 분포가 변하는데 트레드의 윤곽선의 모양 또한 다양

하기 때문에 카메라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숄폭의 끝점

이 희미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문턱값를 측정시마

다 변화시키는 적응식 임계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입력

영상의 밝기 분포에서 최소 문턱값(min )과 최대 문

턱값(max)을 결정한다. 결정하는 방법은 입력영상의 

밝기분포의 평균값 과 표준편차 를 계산하고 이에 

기반하여 선택하게 된다. 평균과 표준편차의 정규분포

에서 최소 min은 부터 최대 max는 까지로 

정하고 영상단계  ( ,   ⋯) 별로 나누어 그

림10과 같이 가장 큰 영역을 트레드 영역으로 가정하여 

트레드를 추출한다. 이때 N의 개수에 비례하여 계산량

이 증가하므로 실시간처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N개의 

선택이 요구된다. 

그림 10. 가장 큰 영역의 검출 결과

Fig. 10 The results of the detection of a large region

(a)

(b)

(c)

(d)

그림 11. 문턱값에 따른 이진화 결과 (a) 255 (b) 150 (c) 97 
(d) 62
Fig. 11 binarization results for 4 thresholds (a) 255 (b) 
150 (c) 97 (d) 62

임계값에 따라서 큰 영역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류

검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밝기 값이 255인 수가 전폭의 시작 좌표와 끝 좌표 차이

로 크기 값을 판단하여 레이저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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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각지대의 희미한 연결이 나타나 끊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y축 방향의 평균 밝기 값이 0인 경우가 발

생하여 오류로 판단한다. 이외에 전반적인 오류 검출을 

통해 정확한 트레드 검출을 진행한다. 
그림11은 문턱값에 따른 이진화의 결과를 보여준다. 

(a)는 문턱값을 255로 결정하여 이미지를 얻었는데 좌

우 사각지대가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숄

더를 찾지 못해 오류로 판단한다. (b)에서 문턱값 150으
로 수정하였을 경우,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인다. 또 다

시 문턱값을 낮춰서 97로 검출 했을 경우 한쪽만 연결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좌우 대칭인 영상

을 얻지 못하여 검출오류로 판단된다. 다시 변화된 문

턱값 62로 검출했을 때 양쪽이 모두 연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결되었다는 것의 기준은 좌우 사각지대

의 숄더 부분이 이진화 하였을 때 하나의 선으로 이어

지는 것을 의미 한다. 만약 62보다 낮은 값을 갖게 될 경

우 트레드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정확한 숄더 좌

표 추출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문턱값을 결정하는데 

트레드가 좌우 대칭이라는 특징을 이용한다. 문턱값을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변화시키면서, 트레드를 추출하

고 좌우 대칭 특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만족하는 

첫 번째 문턱값을 최적의 문턱값으로 결정한다. 좌우 

대칭 특성을 만족하는 첫 번째 문턱값으로 결정하는 이

유는 가능한 추출된 영역이 y방향으로 가늘게 나타나

도록 하여야 추후 크기의 계산과정에서 유리하기 때문

인다. 

4.2. 트레드 숄폭 및 전폭의 측정방법

입력영상의 단계별 문턱값을 적용하여 얻어진 이진 영

상에 대해 가장 큰 영역이 트레드에 해당하므로, 가장 

큰 영역만 남기고 다른 영역은 모두 제거한다. 이후 입

력영상에 대해 세선화 알고리즘(Thinning algorithm)을 

적용한다. 

그림 12. 세선화된 결과 영상

Fig. 12 The resulting image thinning

그림12은 세선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결과 영상을 보

여준다. 즉 영역의 뼈대만을 추출하는 것으로 y축 방향

의 밝기값의 평균으로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

하여 하나의 선으로서 트레드를 검출한다. 
구해진 뼈대의 좌표를 이용하여 트레드 끝좌표와 숄

더좌표를 추출할 수 있다. 이 뼈대 영상을 간략한 모델

로 나타내면 그림 13와 같다. 뼈대의 좌우 끝좌표가 트

레드의 끝에 해당하므로 영상에서의 전폭은 쉽게 추출

된다. 숄더는 숄폭의 기준이 되는 좌표로 그림13과 같

이 트레드를 간략히 모형화하였을 때 명확하다. 뼈대의 

좌우 끝좌표에서 출발하여 가운데 쪽으로 가면서 뼈대 

좌표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화하

는 첫 번째 위치가 숄더에 해당된다. 이 과정을 좌측과 

우측에서 수행함으로써 우측 및 좌측 숄더 위치를 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숄폭의 계산이 가능하다.
뼈대 좌표를 이용하여 얻어진 트레드의 양쪽 끝좌표

와 좌측과  우측 숄더의 좌표는 영상에서의 좌표이므로 

이를 지그 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호모그래피를 이

용하여 변환을 수행하면 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렌즈 왜곡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8)

식(8)에서 는  영상평면에서의 좌표이고, ⋅

는 렌즈왜곡에 대한 교정함수,  는 호모그래피의 

역행렬, 는 지그좌표계에서의 좌표이다. 

식(8)에서 에 트레드의 양쪽 끝좌표와 좌측과  우

측 숄더의 좌표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실제 지그좌표값

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전폭과 숄폭을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림 13. 트레드 영상의 모델과 숄더 검출

Fig. 13 Image model of the tread and shoulder detection



광절단법을 이용한 물체 크기 측정 시스템

703

4.3. 검출 결과의 후처리

컨베어에서 지나가는 트레드의 연속된 촬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일한 영상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
명과 빛의 영향이 큰 작업이므로 결과를 표시해줄 애플

리케이션 구현을 위해 안정된 결과값의 출력이 요구되

어 필터링 과정이 추가 되었다.  필터링 방법은 FIR 방
식을 사용하였다[5]. FIR 필터 연산을 수식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                          (9)

식(9)에서 는 i번째 입력을 는 FIR필터의 출력 

그리고 (≤  )는 필터의 계수를 의미한다. 연속

적인 입력영상 가 지정된 사이즈  만큼의 곱셈과 

덧셈으로 이루어져있고 결과를 출력한다. 입력영상 

에 따라 필터 계수를 정하는데 입력영상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이용한다. 다음 식(10)를 만족하는 경우 필터 

계수는 1이 되고 아닌 경우는 0으로 처리한다. 그 이유

는 트레드가 고무소재이기 때문에 좌우측 끝부분이 찢

어짐 현상이나 사각지대의 검출 오류로 인한 부분을 방

지하기 위해서이다.






                            (10)

이런 필터링 처리는 앞에서 얻어진 전폭과 숄폭에 대

해 적용한다. 

Ⅴ.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실험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제작된 물체(시편)을 사용하여 길이

를 측정하였다. 트레드의 경우, 같은 사이즈로 생산하

더라도 고무 소재의 특성상 길이의 차이가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시편을 사용하였다. 시
편을 측정하기 전에 지그를 이용하여 호모그래피 H와 

의 값을 추출하는데 지그는 시편과 가능한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오차가 생길 경우 교정 데이

터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며 값을 추출하였다. 
그림 14는 시편에 레이저를 비춘 영상으로 시편의 종

류는 4종류가 있고 숄폭 및 전폭의 길이가 모두 다르게 

제작되었다. 트레드 측정 프로그램에서 측정결과를 0.2
초마다 저장하고 1분 동안 300장의 입력영상에 대해 측

정한 평균값을 최종 측정 데이터로 정하였다. 이때 측

정 결과가 ±0.5mm 이내일 경우 검출성공으로 판단하

였다. 
그림 15는 실험에 사용한 4종류의 시편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시편에 대한 실험결과를 표1로 정리하였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시편이 0.5mm이내의 값을 

검출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트레드 영역의 검출을 확

인해 보기 위해 사용했던 샘플들에 대해서도 길이를 측

정해 보았다. 또한 트레드의 샘플에서도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그림16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트레드 

샘플이 고무 소재이기 때문에 절단된 트레드 상태에서

는 가운데로 말리는 현상이 있었고, 일부분이 찢어져 

있어서 레이저 라인에 따라 오차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가 있었다.

그림 14. 실험결과 확인을 위해 제작된 시편

Fig. 14  a manufactured test object for test 

그림 15. 길이가 다른 시편 영상

Fig. 15 Samples of different 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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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6. 실험에 사용한 트레드 샘플 영상

Fig. 16 Tread sample image used in the experiment

표 1. 4종류 시편에 대한 실험 결과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for four kinds of samples

 시편의 
종류

전폭 길이
(기준)

숄폭길이
(기준)

측정 전폭
길이(평균)

측정 숄폭
길이(평균)

1 200mm 150mm 200.2mm 149.9mm

2 30mm 230mm 299.9mm 229.8mm

3 380mm 300mm 380.1mm 300.1mm

4 460mm 360mm 459.8mm 359.9mm

표 2. 트레드 샘플의 실혐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for real tread samples

 샘플의 
종류

전폭 길이
(기준)

숄폭길이
(기준)

측정 전폭
길이(평균)

측정 숄폭
길이(평균)

AH22 325mm 245mm 324.7mm 244.6mm

3A25 283mm 207mm 282.9mm 207.2mm

1B25 425mm 384mm 424.5mm 383.8mm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타이어 산업에서 영상처리를 이용한 

트레드 폭 측정을 위해 광절단법을 이용한 카메라와 레

이저평면의 교정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시스템

을 소개하였다. 
레이저 평면과 카메라 평면사이의 변환함수를 추출

하기 위해 제작된 테스트패턴의 사용으로 대응점간의 

변환함수인 호모그래피를 추출하였고 지그의 특성을 

이용하여 카메라 왜곡 파라미터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켈리브레이션 작업과 함께 트레드의 검출을 위해 적응

적 임계값과 오류검출, 정확한 측정을 위한 필터링처리 

등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시편과 트레드의 숄폭 및 전

폭의 측정오차가 0.5mm 이내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트레드 폭 측정 시스템는 컨베이어의 속도조절와 연동

하여 측정된 폭에 따라 컨베이어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생산되는 트레드의 폭을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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