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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밀 푸드 프린팅 분야에서 출력 대상물의 정밀한 측위기술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처리를 통하

여 라떼 아트 프린터의 커피 잔을 정밀하게 측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프린터 상단 측면에 설치된 카메라 센서로부

터 얻은 이미지를 투영변환을 통하여 Top-View 이미지로 변환하고 이미지의 에지를 검출 후 Circular Hough 변환을 

통하여 컵의 중심점 및 반지름을 검출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0.1 ~ 0.125초의 영상 처리 속도, 92.26% 의 컵 검출률을 

보여 라떼 아트 출력 소요 시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거의 완벽하게 컵을 검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검출

된 컵의 중심점 좌표 및 반지름 값들이 평균적으로 1.5mm 이내의 매우 적은 오차를 보여 본 논문이 해결하고자 했던 

인쇄 위치 오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In food-printing field, precise positioning technique for a printing object is very important. In this paper, we propose 
cup positioning method for a latte-art printer through image processing. A camera sensor is installed on the upper side 
of the printer, and the image obtained from this is projected and converted into a top-view image. Then, the edge lines 
of the image is detected first, and then the coordinate of the center and the radius of the cup are detected through a 
Circular Hough transforma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the image processing time is 0.1 ~ 0.125 
sec and the cup detection rate is 92.26%. This means that a cup is detected almost perfectly without affecting the whole 
latte-art printing time. The center point coordinates and radius values of cups detected by the proposed method show 
very small errors less than an average of 1.5 mm. Therefore, it seems that the problem of the printing position error is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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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 커피 시장은 해를 거듭하며 급성장해왔다. 

2016년 기준 연간 4,000억잔 이상이 소비되고 있고 교

역규모 면에서는 약 2.3조 달러 수준으로 원유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기존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소득이 높은 국가 위주로 소비량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아시아 

시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는 커피가 기호식품에서 문화소비 제품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커피 본연의 기능인 카페

인에 대한 욕구 증가에서 사교, 친목, 정보교환 등을 위

한 이벤트성 티타임 욕구의 증가 및 개인 작업을 위한 

공간 필요 등 부가적인 목적을 위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커피 가격이 소득 및 식사비와 비교해 싸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하

는 커피가격에서 커피의 단순 효용뿐만 아니라 심리적 

효용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는 

감성적 체험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커피가격의 적정

성은 재료비, 인건비 등에 의해 책정된 절대효용보다 

효용의 상대적 가치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최근 불황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통한 작은 사치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커피시장 성장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이러한 커피 시장의 문화적 감성적 욕구에 부응하고 

또한 커피 전문점 점포수의 포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경쟁력 있는 커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필요함에 따라 

본 논문의 저자들이 속한 연구팀은 IT 기술과 커피 제

조 기술을 접목시킨 라떼 아트 프린터(일명 Follotto, 그

림 1)를 개발하고 있다.

   

Fig. 1 The latte art printer ‘Folletto'

라떼 아트 프린터는 그림 1, 2 와 같이 소비자의 기

호에 따라 커피 위에 이벤트성 사진이나 그림을 출력

해주는 푸드 프린팅 기기이다. 이 기기는 기존에 바리

스타가 해왔던 라떼 아트를 훨씬 빠르고 섬세하게 표

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사람처럼 컵의 위

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 2와 같은 인쇄 정렬(Alignment) 문제가 발

생한다.

   

Fig. 2 Alignment problems on latte art printing

정밀 푸드 프린팅 분야에서 출력 대상물에 대한 정밀

한 측위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1]. 특히 커피 

프린팅의 경우 매우 제한된 출력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측위정보는 출력 이미지의 치우침뿐만 

아니라 컵 외부에 식용 원료 분사 등을 초래하여 위생

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2, 3].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라떼 아트 프린터를 위해 영상처리를 통한 커피 

잔의 자동 정밀 측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측위 방법은 프린터의 출력 공간 위쪽 측면

에 소형 카메라 센서를 부착하고 이로부터 얻은 영상을 

투영변환을 통해 틸트(Tilt) 보정을 하여 Top-view 

image를 얻는다. 그런 다음 Circular Hough 변환을 통하

여 커피 잔의 중점 좌표와 반지름을 픽셀 단위로 정밀

하게 측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하는 영

상처리 기반 측위 알고리즘의 수행 단계 및 각 단계별 

알고리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3장에서는 조도 및 

컵의 종류를 변화시켜가면서 실측한 중심점의 좌표 및 

반지름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자동 검출한 중심점

의 좌표 및 반지름 간 오차를 계산하여 정확도에 대한 

성능분석을 시행한다. 최종적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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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2.1. 시스템 구성

제안하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은 

라떼 프린터 본체에 초소형 임베디드 보드(Raspberry Pi 

3 Model B) 와 소형 카메라 센서(RPI-Camera Board)를 

장착하여  구성하였다. 320 x 240 해상도로 커피잔을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측위 알고리즘은 OpenCV 3.1.0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C++ 언어로 프로그래밍하여 

구현하였다. 시스템 구성도와 실제 장착 모습은 그림 3

과 같다.

   

Fig. 3 Hardware system for high accuracy positioning 
technology

전체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은 그림 4의 흐름도와 

같다.

Fig. 4 Flow chart of the proposed method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뜨거운 커피의 특성상 기화 

및 액화 현상으로 수증기 발생 시 카메라 렌즈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린터 상단 중심이 아닌 상단 

측면에 카메라 모듈을 설치해야했으며 이에 따라 촬영

된 영상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투영변화과정이 

된다.

2.2. Top-view image

그림 5와 같이 한 평면을 다른 평면에 투영

(Projection)시켰을 때 투영된 대응점들 사이에는 일정

한 변환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변환관계를 호모그래피

(Homography)라 한다[3]. 즉, 각기 다른 위치에서 촬영

한 이미지A와 이미지B의 관계를 Homography로 표현

할 수 있다.

Fig. 5 Example of homography

측면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이미지를 상공에서 수직

으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Top-view image로 변환하

려면 Homography 변환을 수행하면 되며 그 관계식은 

다음 식(1)과 같다.

  (1)

Homography는 자유도가 3이므로 최소 4개의 매칭 

쌍 즉, 좌표 쌍들을 필요로 하며 4개의 좌표로부터 얻어

진 Homography 계수는 이미지상의 모든 점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본 연구의 시스템에서는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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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틸트(tilt) 및 팬(pan)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4개의 좌표로부터 Homography 행렬 계수값들

을 역산하면 다른 임의의 좌표들에도 (고정된 값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림 6과 같이 Top-view 

image를 얻을 수 있다.

   

   

Fig. 6 Original images taken at an oblique angle (left), 
and top-view images after homography transform (right)

2.3. 원 검출

컵 객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컵의 모양이 원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원형 객체의 중심점과 반지름을 검출

할 수 있는 Circular Hough transform [4]을 사용한다. 

이 변환은 x-y좌표상의 값들을 특정 조건하에 새로운 

좌표 체계로 변환하는 일종의 좌표 변환 알고리즘으로 

원리는 다음과 같다.

x-y좌표상의 중심이 (a ,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

정식은 식(2)와 같다.

                (2)

                (3)

이러한 x-y좌표상의 임의의 값들에 대해 새로운 변

수 a-b 좌표 체계로 전환하면 식(3)에서와 같이 (x , y)

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루게 된다. 따

라서 식(2)을 만족하는 ( ), ( ), ( ) 와 

같은 임의의 3개의 점을 상수로 하여 새로운 좌표 체계 

위에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7 과 같이 3개의 원을 그리

게 된다.

Fig. 7 Transformation of points in the x-y plane to the 
a-b space

이 때 파라미터 좌표상에 생성되는 원들의 반지름 r

값을 조절하면서 각 원들(점선으로 그려진 원들)이 가

장 많이 중첩되는 점의 (a, b) 좌표와 r값을 찾으면 3개

의 좌표  ( ), ( ), ( )를 포함하는 최적

의 원을 찾을 수 있다.

2.4. Positioning

2.3 절에서 언급한 Circular Hough transform을 수행

하기에 앞서 이미지의 에지정보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

서는 Canny edge detection [5,6] 알고리즘을 사용하였

으며 최종 에지 검출 과정에서 Double thresholding의 

임계값들을 조절하여 다양한 강도의 에지 이미지를 얻

고 그 중 강한 에지 이미지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Canny 

edge detection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① 가우시안(Gaussian) 필터[7]를 통해 스무딩 작업을 

진행한다.

② 소벨(Sobel) 필터[7]를 이용한 2차 미분 값을 얻어 에

지를 찾는다.

③ 2과정에서 얻은 에지 픽셀들에 대해 경사 강도

(magnitude of gradient)를 구한 다음 local maxima 

픽셀은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non-maximum 

suppression을 수행하여 좀 더 실질적인 에지를 검출

한다.

④Double thresholding을 통하여 픽셀값들을 low, high, 

또는 중간 값들로 classification 하여 잡음 성분의 에

지들을 제거한다. 

⑤그 중간 값들에 대해서 히스테리시스(hysteresis)분

석을 통해 low 또는 high 로 결정지음으로서 끊어진 

에지들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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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dge Images resulting from different threshold 
values

그림 8 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범위의 Double 

threshold 값을 적용한 Canny edge detection 과정을 통

해 원 모양을 구성하는 픽셀 라인의 검출률을 향상시켰

으며 검출된 픽셀들에 대해 Circular Hough transform을 

적용하여 최적의 원을 결정한다. 이때 적용 대상 픽셀

들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좀 더 정확한 검출이 가능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파라미터 값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가장 많이 반복 검출되는 하나의 원과, 그 원의 

중심점을 측위하여 그 정보를 프린터 헤드에 알려주어 

정확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9는 잘 검출된 

커피 잔(하늘색 원)과 중심점(빨간색 점) 예를 보여주

고 있다.

Fig. 9 Detected Image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Ⅲ. 비전 기반 커피 잔 측위 실험 및 성능 분석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분석을 진

행하였다. 실험은 그림 10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컵 샘

플들을 가지고 다양한 조명(Lux) 변화 환경에서 진행되

었으며 처리속도, 컵 검출률 및 측위 정확도를 분석하

였다.

Fig. 10 Several cups used for evaluation

3.1. 실시간 카메라 입력에 따른 처리속도 분석

라떼 아트 프린터는 커피 주문 시점으로부터 최종 

출력까지의 시간 경과를 중요한 성능 지표로 보기 때

문에 컵 측위에 빠른 처리속도가 요구되는데 제안하

는 시스템은 2.1절에서 언급된 초소형 하드웨어 환경

(Raspberry Pi 3 Model B, 320 x 240 해상도의 카메라 

센서)에서 평균 8~10fps의 처리성능을 보여 커피잔의 

측위에 소요되는 시간은 0.1~0.125초로 매우 빨라 측

위 과정이 커피 주문으로부터 라떼 아트를 프린팅하

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 늘리지는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3.2. 커피 잔 검출률(Hit Rate)

프린터 내에 라떼 아트가 출력되는 공간은 조명이 거

의 없는 닫힌 환경이기 때문에 그림 11과 같이 인위적

으로 LED 조명을 설치하여 휘도(lux)에 변화를 주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았다. 검출률은 

총 영상 프레임(500 frames) 중 컵을 검지하는데 성공한 

프레임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10의 4가지 종류 컵 당 

125 frames 씩 촬영을 하였으며 각 frame 마다 컵을 놓

는 위치를 조금씩 달리하였다. 이러한 검출률은 컵의 

색깔 및 종류에 따라 검출 가능 정도가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즉, 컬러 색상이 짙거나 반사도가 높을수록 특

정 lux 에서만 잘 검출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흰색 계

열의 컵들은 lux 에 상관없이 검출이 잘 되었다. 컬러 색

상이 짙거나 반사도가 높은 컵 즉, hit rate 가 낮은 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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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초기 프린터 설정시 자동으로 lux를 조절해가면

서 hit rate가 높게 나오는 lux를 찾도록 하면 모두 90% 

이상의 검출률을 얻을 수 있다.

Fig. 11 Lux changement using the LED-array light

Table. 1 Detection rates with illumination changed (# of 
used frames: 500 frames)

cup a cup b cup c cup d

0.5~10(lux) 97.56% 99.19% 14.63% 4.07%

10~20(lux) 99.19% 98.37% 57.72% 15.45%

20~30(lux) 91.06% 98.37% 51.22% 92.26%

90~100(lux) 98.37% 98.40% 93.50% 87.30%

170~180(lux) 99.20% 99.89% 97.56% 71.52%

280~320(lux) 99.80% 99.99% 99.99% 74.61%

3.3. 측위 정확도 분석

   

Fig. 12 Ground Truth center point(blue dot) and detected 
center point(red dot)

측위 정확도 분석은 그림 12 와 같이 실제 컵 윗면에 

원의 중점과 원주 곡선이 표시된 종이 뚜껑을 장착 후 

촬영해 얻은 실 중심점 좌표 및 반지름 길이(Ground 

Truth)와 제안하는 본 시스템에 의해 검지된 중심점 좌

표 및 반지름 길이 간 오차를 픽셀 거리(pixel-to-pixel 

Euclidean distance)로 계산하여 표 2와 3에 각각 정리하

였다. 각 표에서 오차값은 최대치(max)와 평균치(avr)

로 나타내었으며 오차비율(error rate)는 다음 식(4)에 

따라 계산하여 기입하였다.

     (4)

Table. 2 Error distance between center points and error 
rate(500 frames used for analysis)

Table. 3 Error distance between diameters and error 
rate(500 frames used for analysis)

상기 실험은 컵 모양이 검출이 된 컵에 대해서만 측

위를 수행한 결과이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컵 

모양이 검출이 되면 검출된 중심점의 최대 오차는 7 픽

셀 미만(3.5% 미만), 검출된 반지름의 최대 오차는 4 픽

셀 미만(2.29%미만)으로 나타나 매우 정밀하게 측위가 

됨을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분석결과 0.1 ~ 

0.125초의 영상 처리 속도, 컵 검출률 92.26%로 매장에

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검출된 중심점 좌표 및 반지름 값들이 (촬영된 이

미지의 가로 전체 길이가 실제 길이 22cm 에 해당하였

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평균 1.5mm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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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오차를 보여주어 본 논문이 해결하고자 했던 

Misalignment 문제를 충분히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3D printer 에 자주 사용되는 고가의 정밀 측위 센

서[8] 대신 저가의 소형 카메라 모듈과 임베디드 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프린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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