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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vision based tire mold inspection 
system where mold defects are inspected and the sizes of 
specific parts of the mold are measured. There are a lot of 
challenging issues as letters and pictures of intaglio are 
engraved on a bright surface of the tire mold. To solve the 
issues, we carefully selected a line-scan camera and a line 
light. In addition, we used PLC to control the mechanical 
parts. The developed system provides inspection of misspelled 
and deformed letters as well as a variety of the functions 
such as size measurement of engraved regions and inspection 
report file creation.

Keywords : Line-scanned image, Pattern matching, Tire 

mold, Defect detection

Ⅰ. 서  론
 

타이어 몰드란 타이어 겉면의 문자와 무늬를 찍어내

기 위한 틀이다(그림 1). 몰드는 단단한 철강재로 만들

어짐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바늘의 부러짐으로 인한 불

완전한 문자나 무늬,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량은 대량의 타이어 불량을 초래하므로 몰드 불량 검

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몰드 문자와 무늬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불량에 대한 

자동검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타이어 몰드

의 부분적인 검사(문자 검사)에 대한 연구[1]가 있었으

나 대부분의 연구는 타이어 자체 품질검사[2][3][4]에 

관한 것이다. 몰드는 문자와 무늬가 매우 다양하여 작업

자 눈으로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작업자의 

여건에 따라 인적오차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비전기반 검사 시스템을 소개하며, 참고문헌 [5]의 내용

이 확장·개선한 비전기반 검사 사스템을 소개한다.

Fig. 1 a real tire mold

Ⅱ. 본  론

개발된 검사시스템은 몰드 표면의 스캔을 위한 라인

스캔 카메라와 조명, 통신을 위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카메라 위치제어를 위한 조이스틱, 전
체 시스템 제어를 위한 PC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전
체 검사 시스템의 동작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PC는 PLC를 통해 몰드가 검사시스템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모터2를 구동시키는 명령을 보낸 후, 진입하

는 동안 캐드 분석작업을 실시하여 문자와 무늬를 구

별하고 문자에 대해서는 인식을 수행한다.
②몰드 진입이 완료된 후, 몰드 스캔을 위해 PC는 모터

1을 회전시키는 명령을 보내고, 라인스캔카메라로부

터 영상을 읽어 PC 화면에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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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C 화면에 나타난 영상의 밝기의 조절이 필요한 경

우 라인스캔조명의 광도 조절 명령을 보낼 수 있으

며, 초점거리 조절이 필요한 경우 조이스틱을 직접 

조작하여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한다. 
④③의 과정이 끝나면 PC는 라인스캔 영상을 카메라로

부터 프레임단위로 수신하여 몰드가 360도 완전히 

회전한 영상으로 재구성하며, 재구성된 영상에 대해 

불량검사(문자인식, 영역별 크기)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파일(pdf)로 출력한다.

Fig. 2 block diagram of the developed inspection 
system

그림 3은 개발된 검사시스템의 GUI로서, C++, C#, 
OpenCV[6]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몰드를 스

캔한 후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GUI of our inspection system: the picture shows 
a screen shot after scanning is completed

2.1. 캐드 분석 및 캐드 영상 변환

캐드 영상은 실제 몰드 영상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인식 및 영역 크기 추출을 위한 정보를 

캐드 영상 내에 도식화하여 삽입하였다.
몰드 영역은 문자영역과 무늬영역의 2가지 영역으로 

분류되며, 문자영역에 대해서는 문자인식을 통한 오탈

자 검사와 영역의 크기 측정이 시행되며, 무늬영역에 대

해서는 영역의 크기 측정만을 시행한다. 
몰드 영역을 구별하기 위해 문자영역과 무늬영역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 채색이 되며, 영역의 크기 측정을 

위한 기준선을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마련된 캐드 영상은 라인스캔된 영상과 비

교되어야 하므로, 라인스캔했을 때의 캐드 영상으로 변

환하게 된다. 즉,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형의 캐

드 영상을 가 0~360도가 되도록 라인스캔하게 되면 

일자로 펼쳐진 영상이 얻어진다.

(a)                                         (b)
Fig. 4 CAD image conversion to a line-scanned image 
(a) original CAD image (b) line-scanned CAD image

2.2. 라인스캔 영상 중복 구간 제거

실제 몰드를 라인스캔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면, 일자 

형태의 영상이 얻어진다.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360도 

회전된 영상을 얻기 힘들므로, 몰드는 360도 이상 회전

시키면서 영상을 획득한다. 그림 5와 같이 각도만큼 

더 회전을 시킨 후, 템플릿매칭을 통해 중복구간 (~
)을 제거한다[7]. 

Fig. 5 overlapped region by over-scanning

2.3. 몰드 영상에서 문자영역 및 무늬영역 추출

캐드영상에서 추출된 문자영역과 무늬영역을 이용하

여, 실제 스캔된 몰드 영상에서 문자영역과 무늬영역을 

추출한다. 이를 위해 캐드영상과 몰드영상 모두를 이진

화하고 이진화된 영상에서 영역추출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영역 추출 과정에서 캐드영상에서 추출된 영역의 

위치와 몰드 영상에서의 영역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

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의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영역추

출을 수행한다. 그림 6은 추출된 영역을 표시해 주고 있

다. 여기서 파란색과 오렌지색은 각각 무늬영역과 문자

영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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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gion extraction in a mold image

2.4. 문자영역의 문자 인식 및 오탈자 검사

앞의 과정에서 분류된 영역 중 문자영역에 대해서는 

오탈자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자 검사를 위해서는 몰드에서 사용되는 문자들을 

실제 촬영하여 DB화하고, 이에 대해 매칭을 수행함으

로써 오자 검사를 수행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온전한 

형태의 문자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므로 문자의 일치 정

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탈자 검사(반대의 경우로서 더 많은 문자가 추출되는 

경우도 포함)를 위해서는 캐드영상의 문자영역에서 얻

어진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의 개수를 세어 그 개수가 일

치하는지 먼저 확인한 후, 몰드 문자영역의 문자개수가 

더 적거나 더 많으면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해 문자매칭

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n개의 문자이나 더 많은 문자 m

개의 문자가 추출되었다면 
의 조합에 대해 문자매

칭을 실시한다. 그림 7은 오탈자 검사를 위해 얻어진 이

진화 영상과 문자를 박싱한 결과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

다[7].
그림 8은 문자영역에 대한 검사화면이다. 상단의 사

각형 영상이 라인스캔된 문자영역이며, 하단의 호모양

의 영상이 몰드를 실제 촬영했을 때 얻어지는 문자영역

이다. 검사결과는 하단의 호모양의 영상 위에 표시가 되

는데, 문자가 녹색으로 표시되면 문자매칭에는 성공하

였으나 유사도가 낮은 편임을(이 경우 작업자가 눈으로 

한번 확인 작업을 시행),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문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라인

아래 빨간 줄이 그어지도록 구현하였다. 오탈자가 발생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부득이 예시 화면에서는 숫

자 2의 유사도가 낮아 숫자 2에 녹색이 칠해진 경우를 

제시하였다. 모든 문자가 일치하는 경우 하단의 ‘검사결

과’ 창에 ‘ok’가 나타나게 된다.

Fig. 7 an example of binarization and bounding box for 
a character region

Fig. 8 an example of inspection for a character region

그림 9는 검사화면의 메뉴를 보다 상세히 보여주는 

화면이다. 좌측상단에 4개의 탭메뉴, ‘work pannel’, 
‘Cad manager’, ‘Inspection’, ‘Report manager’ 중 검사

모드로 동작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단의 녹색은 문자

영역의 고유이름으로서 ‘Load pressure’ 영역에 대한 검

사임을 나타낸다. 우측의 숫자 ‘5/17’은 총 17개의 영역

이 추출되었으며, ‘Load pressure’ 영역은 5번째 영역임

으로 보여주고 있다. 숫자 좌우측에는 이전 항목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버튼이 설치되어 있다.

Fig. 9 a part of GUI in inspection mode

2.5. 영역별 호모양으로의 변환 및 호의 규격 계산

그림3과 그림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몰드 영상은 

라인스캔에 의해 일자 형태의 모양을 가짐에 따라 실제 

몰드(그림 1)와는 차이가 있다. 검사결과서에는 라인스

캔된 영상이 아닌 실제 형태의 영상이 포함되어야 하므

로, 이를 위해 일자 형태의 영상을 원형형태의 모양으로 

변환해준다. 그림 4의 라인스캔영상으로의 변환과정의 

역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그림 8의 하단

에 나타난 영상이 역변환에 의해 얻어진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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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UI in report mode

2.6. 검사 결과 및 출력

모든 영역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그림 10과 같은 

리포트모드로 화면이 전환된다. 이 화면에는 검사한 모

든 영역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고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있다. 몰드는 상측과 하측 면이 존재함에 따라 상단

에는 상측 면의 영역을 하단에는 하측 면의 영역을 보여

준다. 그림 10의 경우는 상측 몰드의 ‘load pressure’ 영
역은 검사가 되지 않아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측 몰드의 

‘load pressure’ 영역은 검사가 시행되어 화면에 나타난 

경우이다.

Fig. 11 inspection report for ‘safety warning’ region

화면 내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검사일자, 
검사한 몰드의 모델명, 화면에 나타난 영역의 이름, 검
사결과 정상여부, 호의 크기와 길이, PDF 검사서 출력 

메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은 최종적인 검사결과서 사례이다. ‘safety 

warning’ 영역에 대한 검사서이고, 검사결과로서 ‘문자

판독결과 : 정상’, ‘전체길이 : 259.4mm’, ‘높이 : 8.7mm’
인 것을 볼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타이어 몰드 불량 검사 및 출력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기존에 수

작업으로 검사하던 작업과정을 비전기반 시스템으로 

대체함으로써 검사시간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그 검사

의 정확도에 있어서도 개선되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

였다. 현재 개발된 시스템은 자동화가 어려운 기능은 작

업자의 수작업을 요구함에 따라 추후 개선을 통해 완전

한 자동 검사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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