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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경량화 설계가 반영된 차량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용 접착제의 비균일적, 미도포

된 부분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이 방법은 차량이 조립되기 전 구조용 접착체가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은 부분

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차량의 전체적인 강성을 높일 수 있어, 차량의 조립에 있어 의무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 방법은 머신

전용 카메라와 보드 기반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키워드: 구조용 접착제(Structural adhesives)

I. 서 론

  경량화 설계는 차량의 중량 감소시키고, 연료 소비량을 줄 일 

수 있으며, CO2 배출을 줄여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류로 인해 경량화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량화 설계를 통해 얻는 이점에 반해 강성, 충돌 성능 및 

장기 안정성에 대한 요구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조용 접착제의 사용이 의무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싱글카메라를 이용하여 차량의 조립 시 도

포되는 구조용 접착제의 균일한 도포 및 비 도포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서 그 가능여부를 검증하였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구조용 접착제 검사용 영상처리 장치

구조용 접착제 검사용 영상처리 장치는 그림1과 같다. 카메라 

설정 정보를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한 머신 비전 전용 카메라와 영

상정보 처리를 위한 임베디드 보드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영상처리 장치

  

1.2 검사 영역 설정

경량화 설계가 반영이 된 그림2와 같은 검사 대상체에 도포된 

구조용 접착제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되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카

메라를 이동하여 검사 영역을 설정한다.

그림 2. 검사 영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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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조용 접착제 검사 방법

구조용 접착제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 그림3과 같은 과

정으로 처리된다.

그림 3. 검사 절차

1) 원 영상 입력

2) HSV 컬러 모델에서 Hue의 영역을 168~245 설정하여 컬러 

영역 분리

3) 영상 이진화

4) 노이즈 제거를 위해 모폴로지 연산

5) 1차 검사영역 설정, 엣지 검출, 실러 폭 계산

6) 2차 검사영역 설정 및 검사

7) 3차 검사영역 설정 및 검사

III. 실 험

구조용 접착제 도포 검사 실험은 검사 대상체를 6개의 검사 영

역으로 설정하여 각 영역별 검사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구조용 접

착제의 도포 유무 및 도포된 폭을 픽셀 단위로 검출하여 도포되었

음을 판단하였다. 그림 4의 결과는 첫 번째 검사 영역에서 구조용 

접착제가 균일하게 도포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검사 결과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한 경량화 설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용 접착제의 도포 유무를 감

사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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