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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나사 검사를 한 표면 역 자동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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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나사는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리 사용되는 요한 부품이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다양한 칼라 

나사가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 공정상에서 실시간 품질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칼라 정보

와 동  계획법(Dynamic Programming) 알고리듬을 이용한 칼라 나사 검사를 한 표면 역 자동 추출  알고

리듬에 해 다루도록 한다. 나사의 외곽 경계는 칼라 성분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다 강인한 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사의 내부 경계는 직교 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변환후 흑백 이미지상에서 일정 역의 밝기값 차이를 이용

한 동  계획법을 용하여 추출하도록 한다. 실험에서는 동일한 인자값을 이용한 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ABSTRACT

Fastener is a very important component that is used in various areas in industry. Recently, various color fasteners are introduced. 

According to this, online inspection is required in this area. In this paper, an algorithm for the automatic extraction of the surface of 

color fastener using color information and dynamic programming is presented. The outer boundary of fastener is found using the 

difference of color that enables robust processing. The inner boundary of fastener is found by dynamic programming that uses the 

difference of brightness value within fixed area after converting image to polar coordinate. Experiments are done using the sam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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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나사는 두 물체를 체결하기 한 부품으로써 산업

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요한 항목이다. 나사 제

조 공정  다양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을 

정확히 검출하는 것은 요하다. Rammer [1]등은 나

사 표면의 침식 역 비율을 계산하기 한 정량 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사 구멍에서 발생하는 크랙

에 의한 스트 스 강도 인자를 구하기 한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2]. [3]에서는 철길에서 버 목을 통

하는 볼트부의 존재 유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방법

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두 개의 이산 웨이블릿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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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 두 개의 다층 퍼셉트론 뉴럴 분류기를 이용하고 

있다. [4]에서는 기차 일의 표면 불량과 표면에서의 

크랙 검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노이즈 제

거, 상 분할  특징치 추출을 이용한 방법에 기반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메라를 이용한 불량 검출은 

다양한 분야에서 리 활용되고 있다[5-7].

본 논문에서는 칼라 나사의 표면 검사를 해 먼  

필요한 칼라 나사의 표면 역 자동 검출을 한 방

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시한 방법은 칼라 성분 차이

를 이용한 강인한 외곽 경체 추출를 추출하도록 하며 

극좌표 변환과 동  계획법에 기반하여 나사 내부 경

계를 추출하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Ⅱ. 본  론

일반 으로 머신 비 에서 가장 요한 요소  하

나는 조명 시스템이다. 불량의 특성을 강화해서 일반 

부 와 비를 극 화할 수 있는 조명 시스템이 좋은 

조명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8]. 그림 1은 동축 조명

과 링조명을 같이 사용하여 얻은 칼라 나사의 표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의 나사는 톡스

(Torx)라 불리우는 나사로써 용도에 따라 나사 표면

에 특정 칼라를 입힌 경우이다. 일반 으로 나사 표면

에 원하는 칼라의 분포가 균일한지 등을 검사하게 된

다. 이를 해서는 먼 , 체 이미지상에서 나사 표

면 역만을 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다양한 칼라를 가지는 나사 표면 이미지
Fig. 1 Image of fastener surface having diverse color

그림 1에서 나사 표면의 외곽 역은 상 으로 

쉽게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나사 내부의 경우 

톡스 형상에 의해 안정 인 검출이 어렵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칼라 정보와 동 계획법을 이용하여 나사 

표면의 외곽과 내부 경계 부분을 안정 으로 검출하

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2.1 칼라 정보를 이용한 나사 외곽 경계 추출

나사 표면의 칼라 검사를 해서는 에서 언 한 

것과 같이 먼  체 입력 상  나사 표면 역을 

자동으로 찾는 것이 필요하다. 먼 , 상을 흑백으로 

변환후 이치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칼라 이미지의 흑백 변환후  

배경과 나사 부분 분리를 한 강인한 역치값 선정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칼라 정보를 이

용한 이치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단순히 각각의 

픽셀의 빨강, 랑, 녹색 성분의 밝기값을 이용하여 이

치화를 수행하는 경우 주변 조명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역치값을 설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

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강인한 이치화를 해 다음과 

같이 칼라 성분의 차이를 이용한 이치화를 수행한다.

     
    

 (1)

,  , 는 각각 빨강, 녹색, 랑색 채 에서의 

한 픽셀에서의 각 채 의 밝기값이다. 식 (1) 같이 칼

라 채  사이의 밝기값 차이를 구하여 배경 역과 

나사 역을 구분한다. 이는 선정된 조명 방식에 의한 

체 나사 상의 칼라값의 분포를 고찰후 결정하

다. 이치화를 수행후 블랍 처리를 수행하며 가장 큰 

크기를 가지는 블랍을 나사 역으로 간주한다[9]. 

선택된 블랍에서 나사 머리부의 외곽 경계 은 찾

아진 블랍의 심에서 반경 방향으로 탐색을 수행하

여 나사 머리부의 외곽 경계 지 을 찾도록 한다. 블

랍의 심에서 일정 범 에서 떨어진 에서부터 블

랍 심 방향으로 탐색을 수행하며 재 지 과 이웃

하는 지 의 블랍 번호를 이용하여 외곽 을 찾는다. 

이와 같은 과정은 시계 방향으로 설정한 구간 범 에 

해 수행한다.  

그림 2-(a)는 나사 표면의 조명에 의한 이미지이며 

그림 2-(b)는 제시된 방법에 의한 이치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2-(b)에서 하얀 부분이 나사 표면 

역이며 검은 부분은 그 이외의 역이다. 블랍 처리

후 검출된 나사 표면 역은 란색 사각형으로 표시

하 다.

다음으로는 나사 머리부의 내부 경계 지 들을 찾

는 방법에 해 다루도록 한다. 상 처리를 쉽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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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직교 좌표계에서 원형 좌표계로 변환을 이용

하 다. 변환식은 다음과 같다.

      

  tan      
(2)

 는 검출된 블랍의 심 좌표이며 는 

변환 지 의 좌표이다. 과 는 각각 원형 좌표계상

에서의 반경과 각도를 나타낸다.

(a)                     (b)
그림 2. 칼라정보를 이용한 나사 외곽 경계 추출 (a) 

원 이미지 (b) 결과
Fig. 2 Extraction of fastener’s outer boundary using 
color information (a) original image (b) result

그림 3-(a)는 원이미지이며 그림 3-(b)는 원형 좌

표계로의 변환을 통해 변환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 3-(b)에서 가로 방향이 에 해당하며 세로 

방향이 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환을 통해 직교 좌표

계에서 용되는 상처리 알고리듬을 바로 용할 

수 있게 되며 한 결과의 해석시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a)                         (b) 
그림 3. 원형 좌표계 변환을 통한 이미지 변환 (a) 원 

이미지 (b) 변환된 이미지
Fig. 3 Conversion of image through radial coordinate 
transform (a) original image (b) transformed image

2.2 동  계획법을 이용한 이용한 나사 내부 경

계 추출

나사 머리부의 내부 경계 지 들의 치를 정확하

게 찾기 해 동  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을 

도입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동  계획법은 역해를 

제공하는 기법으로써 컴퓨터 비 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10]. 각 지 마다 내부 에 지와 외부 

에 지를 정의후 체 이미지상에서 이들 에 지가 

최소가 되는 인자값을 찾는다. 내부 에 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3)

 수식에서 은 이미지상의 지 에서의 

밝기값을 나타낸다.  은 재 지  에서 

수직 방향으로 로 개 픽셀들의 밝기값을 합의 평

균을 나타내며  는 수직 방향으로 아래로 개 

픽셀들의 밝기값 평균을 나타낸다. 은 지

의 내부 에 지로써 본 논문에서는 재 지 에서 

일정 역의 쪽과 아래쪽의 밝기값의 차이를 이용하

다. 이는 톡스 형상의 경계를 기 으로 밝기값 차이

가 일정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 하 다.

그림 4-(a)는 원 이미지를 나타내며 그림 4-(b)는 

제시된 알고리듬에 의해 찾아진 톡스 형상 내부 경계 

지 을 보여주고 있다. 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 톡

스 형상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시된 알고리듬

은 내부 경계를 정확히 추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4. 동  계획법을 이용한 나사 내부 경계 추출  
(a) 원 이미지 (b) 추출 결과

Fig. 4 Extraction of fastener’s innner boundary using 
dynamic programming (a) original image (b) extraction 

result

지 까지 입력 이미지상에서 칼라값을 이용하여 나

사 역을 찾은후 나사 검사 역에서 나사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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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과 내부 경계 을 찾았다. 이후의 과정은 검사 

역인 나사 표면의 칼라값의 분포를 검사하는 것이

다. 이는 제시된 검사 기 에 따라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Ⅲ. 실험 결과

실험은 동일 인자값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식 (1)

에서  , 의 역치값으로는 10을 사용하 다. 내부 

경계와 외부 경계 지 을 0.5도 단 로 총 720개 지

을 추출하도록 설정하 다. 그림 5는 제시된 알고리

듬에 의한 나사 표면 역 추출 결과를 원 이미지상

에서 보여주고 있다. 나사 표면의 외곽 역은 녹색 

으로 표시하 으며 내부 경계는 란색 으로 나

타내었다. 

그림 5. 제시된 알고리듬에 의한 나사 표면 역 추출 
결과 이미지들

Fig. 5  Some results of extraction of fastener’s surface 
by presented algorithm

그림 6은 제시된 알고리듬에 의한 결과  실패 경

우의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a)의 원 이미지에

서 알 수 있듯이 톡스 형상의 내부의 일부 밝기값이 

경계의 밝기값과 유사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경우 그림 6-(b)와 같이 잘못된 결과를 제

공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1은 제시된 알고리듬에 의한 각 이미지 처리시 

단계별 소요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3.20GHz CPU 두 

개  4GB 메모리 사양을 가지는 컴퓨터를 이용하

다. 표 1의 통계 결과는 15개의 이미지 처리 시간을 

이용한 결과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제시된 알고

리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동  계획

법을 이용한 내부 경계를 찾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향후 시간 단축을 해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6. 내부 경계 검출이 실패한 경우 (a) 원 이미지 

(b) 추출 결과
Fig. 6  Failure case in extraction of inner boundary (a) 

original image (b) result

[ms] mean std

outer boundary 75.3 27.1

radial transform 109.4 1.9

inner boundary 941.3 10.0

total 1165.4 31.6

표 1. 계산 시간 분석
Table 1. Analysis of computation time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칼라 나사 검사를 해 먼  검사 

역인 나사 표면 역을 체 이미지상에서 자동으

로 추출하는 방법에 해 다루었다. 나사 외곽 경계 

지 들을 추출하기 해 칼라 성분의 차이를 이용하

여 강인성을 확보하 다. 나사 내부 경계를 찾기 해

서 먼  이미지를 직교 좌표계에서 극 좌표계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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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후에 흑백 이미지상의 일정 역의 밝기값 

차이를 이용하여 동  계획법을 용하여 내부 경계

를 찾음으로써 안정 인 검출을 꾀하 다. 실험에서는 

동일한 인자값을 용함으로써 제시된 알고리듬의 타

당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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