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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의 자동화 공정을 위하여 제품 자동 판별과 불량 시 작업자에게 자동으로 통

보해주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생산라인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개입이 적은 상태로 시스템

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을 적용해 작업자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라인

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투입되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생산과 효율을 크게 증

가시키면서 작업자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키워드: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이미지 프로세싱(image processing), 

불량검출(defect detection), Firebase, 임베디드시스템(embedd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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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자동화 공정처리에서의 비전과 이미지 프로세싱은 스마트팩토리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다. 비전 기술을 사용하면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추후 클라우딩 기반 컴퓨팅, IoT 기술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

위와 같은 이유로 제조업에서의 비전 기술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비전 기술을 적용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제품의 양/불 이력을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와 연동시켜[2] 생산 이력을 관리하기 쉽게 하는 

부가적인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불량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제품 불량을 원격으로 해당 작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II. System Overview

1. System Architecture

본 논문에서 설계하는 시스템은 아래 Fig 1과 같다.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된 임베디드보드에 연결된 카메라로 제품 

외관 불량검사를 한다. 검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 및 결과를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서버 사이드에 있는 MES에 업로드하며 

임베디드 보드에서 설정한 임계치를 넘는 불량률이 나오거나 작업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오면 서버에 등록된 작업자의 단말기로 푸시 

메시지를 보내 작업자가 라인으로 돌아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성된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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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베디드보드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하드웨어 제약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라즈베

리파이 보드에 리눅스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사용하였으며 보드에 

내장된 CS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보드와 

카메라는 라즈베리파이 OS에 탑재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제어한다. 

작업자의 단말기로 푸시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구글의 Firebase를 

사용하였다. Firebase에 단말기를 등록하면 식별토큰이 생성되는데 

이 토큰을 사용하여 작업자가 접속하고 있는 IP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작업자에게 푸시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3].

1.2 단말기

서버에 등록된 스마트폰이다. 토큰이 등록된 단말기는 어떤 네트워

크에 접속해있어도 서버에서 전달하는 푸시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자동화공정을 위한 제품 불량 자동통보 시스템은 

생산설비에서 제품 외관 불량을 비전 기술로 처리하는 경우를 가정한 

서브 시스템이지만 임베디드보드에 카메라를 달아두었기 때문에 추후 

소프트웨어로 실제 비전처리를 통한 외관검사가 가능하고 본 논문에서 

설계한 시스템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두 시스템이 결합하게 

되면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한 자동 외관검사의 결과를 MES에 자동 

업로드하며 불량시 작업자에게 즉각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기존의 작업자가 직접 제품을 검사하는 라인에 비해 생산량과 신뢰성

이 크게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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