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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면장갑에는 편직 면장갑(cotton

기사장갑 예식장갑gloves), (driver's gloves), (ceremony

코팅장갑 공업용 장갑gloves), (coated gloves), (industrial

등이 있다gloves) 1,2.

이들 중에서 편직 면장갑과 기사장갑은 편직기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편직기를 이용한.

면장갑은 인치 당 땀수가 개 이하이므로 착용감이 좋지 않고1 13 ,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코팅을 하는 경우에 코팅 액을 너무

많이 흡수하므로 착용 시 유연성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예식.

장갑 코팅장갑 그리고 공업용 장갑에서는 인치 당 땀수가, , 1

개 이상인 면 원단을 재단하고 재봉하여 장갑을 만들고 있다20 .

이와 같이 편직을 하지 않고 면 원단을 재단 재봉하는 경우에,

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아직 자동화 기계가 개발되지 않아서

작업자가 모든 공정을 하나하나 손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국내 상황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중국 및

동남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재로 면장갑류는 동남아나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은 물론 내수도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

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자동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

생산자동화 설비를 늘려서 기술과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재단 재봉기의

개발 및 보급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신기술 공법으로 제작.

된 면장갑 제품의 질적인 우수성 확보와 대량생산을 실현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인체공학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다양한

제품으로 근로현장의 안정성과 쾌적함을 보다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면장갑 자동 제조장비의 개발을 통하여 내수와 수출,

에서 국내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면장갑자동재봉기2.

자동재봉기2.1

먼저 면 원단의 재단에 있어서 현재는 작업자가 일일이 원단을

적층하고 그 위에 손모양의 금형 커터를 위치시켜 프레스로

누르는 대신에 샘플 원단의 외곽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 경계,

에 따라서 적층된 원단을 자동으로 이송시키면서 커터를 사용하

여 연속적으로 재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재봉에 있어서.

도 카메라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봉위치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재봉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잘려진 재료를 재봉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은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할 자동 재봉기의 구성도를Fig. 1

보여주고 있다 제작할 전체 시스템의 크기는 폭 깊이. 900mm×

높이 이다 작업자가 입력장치를 이용하기 쉽도록800mm× 1500mm .

키보드는 허리 부분에 설치하고 모니터와 영상 모니터를, PC

눈 높이에 놓이도록 장비 맨 위에 설치한다 그리고 작업자가.

면 원단 장착과 탈착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재봉기를 위

칸에 그리고 자주 조작하지 않는 모터 드라이버와 는, Host PC

아래 칸에 배치한다 여기서 에는 모터 콘트롤러와 비젼. Host PC

보드가 장착된다.

는 자동 재봉기의 전체 시스템 신호 흐름도를 보여주고Fig. 2

있다 에서는 각 축에 장착된 개의 모터를 구동하고. Host PC 3 ,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샘플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여 면장갑 재단/

재봉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여기서 각 축에 장착된.

모터는 모터 드라이버와 콘트롤러에 의해서 제어되고 그 결과로,

변화된 원단의 위치 등은 카메라에 의해서 영상 모니터에 나타나

며 이를 영상처리 한 후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서, , Host PC

작업명령을 모터 콘트롤러에 지시하여 모터를 구동시킴으로써

연속된 자동 재봉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동 재단 및 재봉기는 부 위치 결정부Host PC , ,

영상 처리부 그리고 재봉부로 크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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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sition of automatic sew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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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rol diagram of automatic sewing machine

Fig. 3 Automatic recognition and mov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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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rol panel of automatic recognition and moving system

면장갑 자동인식 및 이송시스템2.2

본 연구에서는 과 같이 평면 이송을 위한 축과 축Fig. 3 X Y

테이블을 각각 서보모터를 사용하여 구동하고 카메라의, CCD

사야조정을 위하여 축 테이블에 서보모터를 사용하여 구동함으Z

로서 축 구동 시스템을 구현하여 면장갑 자동 인식 이송시스템3 /

을 구성하였다 는 이러한 면장갑 자동 인식 이송시스템의. Fig. 4 /

모터제어 판넬을 보여주고 있다.

는 본 연구를 위하여 로 개발된 면장갑 외곽Fig. 5 Visual C++

자동 인식 및 자동 재봉을 위한 영상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입력 영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주파(a)

노이즈 제거를 위해서 스무딩 한 전처리 영상이다(smoothing) .

는 스무딩 영상을 이진화한 이진 영상과 노이즈(b) (binary)

제거를 위한 침식 영상이다(erosion) 3,4 는 의 노이즈. (c) (b)

제거를 위한 침식 연산 후에 원 영상 회복을 위한 팽창(erosion)

연산 결과와 그에 따른 외곽 경계추출 결과를 보여주(dilation)

고 있다 여기서 보면 명확환 경계가 추출된 것을 알 수 있다. .

는 면장갑 외곽 자동 재봉시스템을 위한 재봉위치 결정을(d)

위하여 회 침식 연산을 한 결과와 원영상의 경계추출 결과를8

함께 보여주고 있다 는 면장갑 외곽 자동 인식 및 재봉시스템. (e)

에서 의 회 침식 연산을 한 결과에 따른 경계추출 데이터를(d) 8

이용하여 재봉실험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곽의 안쪽에.

보이는 굵은선이 재봉선이다 현재는 외곽에서 안쪽부분에. 5mm

재봉을 하고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4.
본 연구에서는 면장갑 제작을 위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재단 재봉기의 개발에 따른 신기술 공법으로 제작된 면장갑

제품의 대량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작업 능률,

을 향상시키고 인체공학을 적용한 면장갑 자동 제조장비의 전반

적인 기술을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면장갑 자동 외곽인식과 자동 재봉

위치 설정 그리고 자동 이송시스템을 포함한 자동화 기술 확보,

와 이에 따른 원단을 자동으로 재단 재봉하는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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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put and preprocessing image

(b) Binary and erosion image

(c) Dilation image and result of edge extraction

(d) Result image after erosion of 8 times and edge extraction

(e) Original image and sewing line after erosion of 8 times and
edge extraction

Fig. 5 Image processing process for automatic recognition and
sew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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