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11: 1384~1390, Nov. 2019

머신비전 자동검사를 위한 대상객체의 인식방향성 개선

홍승범1·홍승우2·이규호3*

Recognition Direction Improvement of Target Object for Machine Vision based 
Automatic Inspection 

Seung-Beom Hong1 · Seung-Woo Hong2 · Kyou-Ho Lee3*

1Ph.D. student,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Gimhae, 50834 Korea 
2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onvergence, Inje University, Gimhae, 50834 Korea
3*Professor, Dep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Inje University, Gimhae, 50834 Korea 

요  약

본 논문은 머신비전기반 자동검사를 위한 대상객체의 인식방향성 개선 연구로서, 영상카메라에 의한 자동 비전검

사의 과정에서 제한성이 따르는 대상 객체의 인식방향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머신비전 자동검

사에서 시험대상물의 위치와 방향에 상관없이 검사대상의 영상을 검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별도 검사지그의 필요성

을 배제하고 검사과정의 자동화 레벨을 향상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대상으로서 와이어 하네스 제조과정에서 실

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여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한 결과를 제시한다. 시스템구현 결과는 공인기관

의 평가를 통하여, 정밀도, 검출인식도, 재현률 및 위치조정 성공률에서 모두 성공적인 측정결과를 얻었고, 당초 설

정하였던 10종류의 컬러구별 능력, 1초 이내 검사시간, 4개 자동모드 설정 등에서도 목표달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technological solution for improving the recognition direction of target objects for automatic 
vision inspection by machine vision. This paper proposes a technological solution for improving the recognition direction 
of target objects for automatic vision inspection by machine vision. This enables the automatic machine vision inspection 
to detect the image of the inspection object regardless of the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object, eliminating the need 
for a separate inspection jig and improving the automation level of the inspection process. This study develops the 
technology and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the wire harness manufacturing process as the inspection object and present 
the result of real system. The results of the system implementation was evaluated by the accredited institution. This 
includes successful measurement in the accuracy, detection recognition, reproducibility and positioning success rate, and 
achievement the goal in ten kinds of color discrimination ability, inspection time within one second and four automatic 
mode sett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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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머신비전 기술 또는 시스템은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

한 영상을 처리하여 의도하는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

기 위한 컴퓨터응용 시스템으로, 사람의 눈에 의한 것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생산

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다양한 산업영역에 적용되

고 있다[1][2][3][4].
산업분야에서 이러한 머신비전 시스템의 특장점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머신비전기

반 자동 검사시스템이다.
와이어 하네스는 필요한 와이어들을 하나로 묶은 와

이어 어셈블리로서,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의 전원을 공

급받는 부품과 공급원 사이를 연결, 혹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된다. 현재 멀티하네스를 제조하는 현장

에서 완성제품의 최종단계 검사과정에 비전검사 시스

템을 일부 도입하고 있으나, 제조 하네스의 특성상 비전

검사 기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을 포함

하고 있어 대부분 숙련된 작업자들에 의한 확대경 등의 

보조도구와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숙련작업자에 의한 검사방법은, 전체 제조공

정의 처리효율이 육안 검사과정에 종속되고, 숙련된 작

업자 확보의 어려움 및 숙련작업자 양성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작업자의 숙련

도와 컨디션, 외부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제품검사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이에 따라 제품의 생산성 및 품

질수준 향상이 어렵고, 양품 제품 공급의 정확성과 효율

성 등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와이어 하네스 제품 제조과정의 신뢰성 확보 

및 효율성을 기하고 제품의 안정적 품질유지와 공급을 

위해서는 와어어 하네스 산업에 특화된 자동화된 검사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네스의 비전검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핀별 와이어 

컬러 증가에 따른 유사색상에 대한 판별 기능을 개선하

여 다수의 핀을 가진 와이어 하네스에 대해서도 상대적

으로 정확한 오배선 판별능력을 가진 비전 검사 알고리

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가비용의 지

출 없이, 다양한 모델에 대해 부가적인 전용지그를 사용

하지 않고 대상제품의 인식 방향성이나 위치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검사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검사자가 다양한 형태의 와이어 하네스 

제품을 상대적으로 유연성 있게, 그리고 주변환경에 대

한 의존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는 비전검

사 시스템이 요구된다.
기존의 하네스 제조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기법은 대

상제품의 일정한 인식방향성과 위치를 요구하기 때문

에 검사 대상제품을 위치시키기 위한 지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그는 검사하고자 하는 대상제품에 따라 

지그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네스의 검사과정에서의 검사대상품에 따른 검사시

스템 환경의 자동설정을 제공함으로써 검사의 유연성

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검사과정의 처리율을 높이기 위

해서는 고정된 지그를 사용하지 않고 대상품의 검사를 

위한 특정부의의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체 제조과정에서 검사공정의 연

동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은 머신비전 자동검사를 위한 대상객체의 인

식방향성 개선 연구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영상카메라

에 의한 자동 비전검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험대상

물의 위치와 방향에 상관없이 검사대상의 영상을 검출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대상으로서 

와이어 하네스 제조과정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과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본 논문은 실제 시스템으로 구

현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제안기

술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제3장에서 머신비

전 자동검사에 있어서 대상객체의 인식방향성을 개선

할 수 있는 기술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기반한 시스템 구

현에 대해 기술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제안기술의 시

험검증에 대해 논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머신비전 기술에 기반한 자동 검사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는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으며, 실제 산

업현장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2][5][6][7][8]. 이러한 산

업현장의 작용에는 검사대상 제품에서 요구되는 검사

조건이 매우 엄격하게 다르게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실제에서는 해당 대상제품에 지극히 특화된 기

법으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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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와이어하네스의 자동검사를 위한 기술

연구로, 패턴매칭 방법으로 구성요소를 검출한다거나 

에지 검출방법에 의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

구[11], 이미지처리에 의한 와이어하네스의 컬러나 위

치의 오류 등을 검출하는 연구[12], 그리고 서로 다른 타

입과 수의 전선을 가진 플랫커넥터를 자동 비전검사로 

시험하는 시스템의 연구[13]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영상카메라에 의한 자동 비전검사의 과정

에서 요구되는 시험대상물의 위치와 방향에 상관없이 

검사대상의 영상을 검출할 수 있는 대상객체의 인식방

향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Ⅲ. 제안기술 및 시스템 구현

3.1. 이미지획득을 위한 시스템 환경

본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은, 크게 이미지데이터 획

득을 위한 이미지센서(Camera), 조명(Lighting), 렌즈

(Lens)와 영상처리 및 검사 응용소프트웨어를 실행할 

호스트컴퓨팅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지센서용 CCD 
카메라는 해상도 1920*1080, 최대 40fps 프레임 속도를 

제공한다. 이미지데이터 획득을 위한 조건으로는 렌즈

와 케이블간 175mm의 WD(Working Distance)와 선명

하고 또렷한 이미지 획득을 위해 최적화된 바(Bar) 형태

의 조명을 사용한다. CCD카메라는 이미지그래버 기능

을 내장하고 있으며 호스트컴퓨터와 USB3.0 접속기능

을 제공한다.

3.2. 대상 이미지의 검출

그림 1은, CCD카메라 이미지센서를 이용하여 검사 

대상인 케이블 하네스의 이미지데이터를 획득하고 획

득한 이미지데이터로부터 검사대상 이미지 영역을 검

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 바 형태의 조명과 CCD카메라 이

미지센서를 이용하여 검사대상 케이블 하네스의 영상을 

획득하여, 이를 소스 이미지로 영상처리를 위한 컴퓨터

로 보낸다. 검사대상 이미지 영역을 검출하기 위하여 우

선 획득한 영상을 빠른 처리속도와 영상처리 기법을 사

용하기 위해 명암도(Gray Scale Image)로 변환을 한다.
그리고 변환된 명암도 영상에 대하여 케니 에지

(Canny Edge)기법을 적용하여 에지 이미지를 검출한다. 

에지로만 사용을 할 경우 끊어진 형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를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 형태학

적 연산중에 팽창연산(Dilation Operation)기법을 사용

하여 하나의 객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라벨링 알

고리즘은 인접 화소 사이의 연결성을 판단하여 각각 다

른 번호를 부여하여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와

이어 하네스를 검출하기 위해 라벨링을 수행하여 영역

들을 검출하여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영역을 찾는다.
그림 2는 획득한 이미지데이터로부터 에지 이미지를 

검출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a) Source Image (b) GrayScale Image

(c) CannyEdge Image (d) Dilation Image

→

(e) ROI(Region of Interest) Image

Fig. 2 Image Detection of Wire Harness

Fig. 1 Detection Procedure of Object Imag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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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미지의 방향성 유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머신비전 기반 자동검사에

서 지그를 등을 이용하여 와이어 하네스를 정해진 위치

에 고정시키지 않고 검사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품의 위치에 대한 제약성이 적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CCD카메라의 이미지데이터 획득 영역의 범위

내에서 대상품의 위치와 방향에 상관없이 검사 대상 이

미지 검출이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에 나

타낸 바와 같은 순차적 단계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였다.

Fig. 3 Procedure of Image Rotation

이미지 회전을 위해 기준이 될 수 있는 커넥터를 선정

하여 ROI영역에서 커넥터 부분만 따라 검출을 진행한

다. 균일한 이미지 획득을 위하여 ROI의 가로(Width) 
및 세로(Height) 길이 값과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측부분

의 평균값을 확인하여 헤드부분이 항상 좌측방향으로 

위치하도록 한다. 이는 헤드커넥터가 위치한 쪽이 히스

토그램의 평균값이 높기 때문에 주어진 이미지의 Width
와 Height의 길이를 비교하여 항상 Width의 값이 더 크

도록 한 후에 좌우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히스토그램값

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좌우의 히스토그램의 평균

값을 비교하여 Right가 클 경우 이미지를 180도 회전을 

진행하고 Left가 클 경우는 그대로 놔두게 한다. 좌측부

분에 위치한 헤드 부분을 형태학적 연산을 통해 검출한

다. 검출된 커넥터 부분을 Canny Edge 변환 후에 1972
년 Duda와 Hart가 제안한 Hough변환을 수행하여 직선

을 검출한다. 검출된 직선에서 누적값 기준으로 가장 긴 

직선이 먼저 선택되도록 위해 누적값이 큰 직선부터 저

장한다. 내림차순 정렬을 이용하여 가장 긴 직선을 기준

으로 그림 4와 같은 방법으로 수직선과 x축의 각도를 계

산한다. 계산된 각도가 90도보다 클 경우는 180도에서 

뺀 값만큼, 각도가 90도보다 작을 경우 그 값만큼 그대

로 회전시켜 커넥터의 직선과 x축이 90도를 이루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된 이미지는 항상 균일한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

Fig. 4 Calculation of Rotation Angle

그림 5와 그림 6은, 하네스검사를 위하여 획득한 이

미지의 회전과정 중에서 헤드부분의 검출과정과 시험 

대상제품 이미지의 회전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Fig. 5 Procedure of Detecting Wire Harness Head

(a) Overall Display

(b) Rotated Image (c) ROI

Fig. 6 Rotation Result

3.4. 컬러의 판독

회전된 ROI이미지를 이용하여 커넥터 부분의 길이

를 측정하여 커넥터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약 1~2mm뒷

부분의 케이블 부분을 3mm 이내로 추출한다. 추출된 

컬러부분의 ROI는 형태학적 연산을 통해 라벨링과 라

벨링의 개수를 같이 측정한다. 이미지획득에 사용된 

CCD카메라(해상도 1920x1200)의 해상도를 디스플레

이와 동일한 1920x1080으로 조정하여 사용된 22인치 

화면기준으로 연산하면 픽셀피치는 약 0.254mm가 된

다. 이를 기반으로 8 pixel의 Width경우 실제 길이는 약 

2mm정도가 된다. 측정된 라벨링의 중심값을 기준으로 

8x4단위의 pixel값을 추출하여 추출된 pixel값의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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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판독한다. 
그림 7은 와이어컬러를 판독하는 과정을 순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7 Decision Procedure of Wire Colors

주위의 밝기와 케이블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색

상 균일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된 RGB값을 색

상값과 비교하여 컬러를 인식할 경우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색상배열의 순서를 같이 활용하여 결과값

을 측정한다. 라벨링의 순서상으로 색상이 오는 기준으

로 판단하였을 때 10종의 케이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색

상의 순서로 오는 기준을 판단한다.

White →Gray → Purple → Blue →Green → Yellow 
→Orange →Red →Brown →Black

순서대로 라벨링을 하였을 경우 첫 번째로 오는 흰색

의 경우 RGB의 각 속성의 값이 최대값 255에 근접한 값

이기 때문에 다음 라벨링의 색상 값보다는 무조건 높은 

값을 가지는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두 번째로 오는 회

색의 경우 보라색보다는 Red의 속성값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로 인접한 색상의 경우 보라색과 

파란색의 경우는 평균값기준으로 보라색이 높은 기준

을 판단하며, 파란색과 녹색의 경우는 RGB의 Green속
성값을 이용한다. 그 외에도 노란색과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의 경우도 색상의 전체 밝기의 평균값과 RGB의 

Red의 속성을 같이 이용하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처럼 각각의 라벨링의 순서마다 RGB값의 속성과 

평균값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오는 특성을 활용하여 판

단을 가지게 하였다. 
그림 8(a)와 (b)는 컬러 ROI검출사진과 라벨링을 위

한 행태학적 연산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9
는 본 연구에서 구현된 시스템에 의한 최종적인 검사판

정 결과 화면을 보여준 것이다.

                   

Fig. 8 (a) Picture of Detecting Color ROI, (b) Picture of 
Morphological Operation for Labeling

Fig. 9 Picture of Decision Result (Screen Capture)

Ⅳ. 시험검증

본 연구의 구현결과 시스템에 대해 자체시험을 통한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한 후, 외부 공인시험기관인 KCL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에 본 제안기술의 객관

적인 검증을 위하여 설정한 총 7개의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시험을 의뢰하였다. 시험항목은 컬러구별 능력, 검
사시간, 정밀도, 검출인식도, 재현률, 위치조정 성공률 

및 자동모드 설정 등이다. 이러한 평가시험 과정에는 실

제 제조된 와이어하네스의 양품과 불량품 200개의 샘플 

제품을 준비하여 본 기술에 의해 구현된 시스템에 양품 

또는 불량품을 판정하는 검사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정밀도는 전체 양품개수 중 검사결과 양품으로 인식

한 개수의 비율을, 검출인식도는 비전검사 시스템에 한

정 수의 양품과 불량품을 혼합 투입하여 정확히 양품과 

불량품으로 인식되는 비율을, 재현율은 비전검사 시스

템에 양품 또는 불량품의 하네스를 위치시켰을 때 실제 

양품이 양품으로 분류된 개수의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또한 위치조정 성공률은 검사 대상물(하네스)을 검사를 

위해 위치시킬 때 특정 기준과 방향에 한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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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영역 내 임의로 위치시킨 후 이미지의 위치조정 여

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상기 시험과정에 함께 포함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평가시험에서 정밀도, 검출인식도, 재현률 및 

위치조정 성공률이 모두 100%의 결과를 획득하였고, 
당초 설정하였던 10종류의 컬러구별 능력, 1초 이내 검

사시간, 4개 자동모드 설정 등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였

다. 이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머신비전 기반 자동검

사를 위한 대상객체의 인식방향성 개선방법이 타당하

였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머신비전기반 자동검사를 위한 대상 이미

지영상 검출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영상카메라에 의한 

자동 비전검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험대상물의 위

치와 방향에 상관없이 검사대상의 영상을 검출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대상으로서 와이

어 하네스 제조과정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방

법을 개발하였는데, 본 논문은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다양한 와이어 하네스에 대해, 

비전검사 영역에 대상 제품군이 위치하면 자동으로 검

사가 가능하여, 검사지그 삽입 등의 전 공정에 대한 사

전작업이 필요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검사 리드시간

이 단축되어 전체 제조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 추후 제

품군 추가에 대해 기 구축된 제품별 데이터베이스에 연

동된 자동 판별 검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생산제품의 품종이 다양화됨에 따른 자동검사 

효율의 증대와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고, 비숙련 작업

자도 검사작업이 용이하도록 검사작업의 유연성이 개

선되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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