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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G Embedded 현장 조립형 커넥터의 단면 자동 검사를 위한
사전 연구

A preliminary study for the cross section inspection of the field 
assembly connector which FBG 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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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고속 통신망은 대용량화 및 전광섬유(All 

Optical Fiber) 망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통신서비스의 경쟁으로 고품질, 고안전성

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서 차세대 광가입자망구조인 FTTH(Fiber to The 

Home)와 같은 고속, 대용량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있어서 항시적인 작동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기존의 광통신연결인 광점퍼코드를 활용한 융합

적촉방법은 작업의 장시간 소요, 광점퍼코드의 여

러 정리작업의 필요성, 종단에 부착된 광커넥터의 

특성 저하시 교체작업의 어려움이 있다.[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페럴 연마법, 

페럴(Ferrule)내 기계식접촉법, 페럴내 융착접속법

등이 적용된 현장조립형 커넥터를 이용하면 FTTH

모뎀의 공간적 활용성 증대와 구축현장에서의 신속

한 조립으로 광선로 구축  비용 및 시간 등의 절약이 

가능하다.[2]

  FBG Embedded 현장 조립형 커넥터는 페럴 내부에 

광섬유가 삽입되고, 외부는 커버로 페럴을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페럴에 삽입된 광파이버의 단

면 상태에  따라 제품의 신뢰도가 결정된다. 페럴에 

삽입된 광파이버의 길이를 정렬하고 단면에 대한 검

사를  육안 검사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공정 

시간에서 60%가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

면  검사를 위한 영상처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Fig. 1  Field assembly connector

2. 영상 검사 시스템 

2.1 영상 검사시스템  설계

FBG Embedded  현장 조립형 커넥터의 단면 검사는  

Camera를 이용한 영상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

성하고자 하였으며,  광파이버가 삽입된 페럴은 정

렬지그로 공급되어지고,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

사하는 방법으로 검사시스템에 대한설계를 하였다. 

Fig. 2  Cross section auto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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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고자 하는 광 파이버의 단면크기는 ⏀125

㎛로,  이에 대한 영상획득을 위해 최소 320x240㎛ 

의 FOV(Field of view)로 영상시스템을 설계하였다.

2.2  실험 및 영상처리 

검사를 위한 영상처리에 대한 검토를 위해 Fig 3과 

같이  실험장치를 구축하고 광파이버에 대한 이미지를 

얻도록 하였다. 

Fig. 3  Machine vision system

광파이버의 단면은 절단하면서 파손이 되는 경우

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

파이버 단면의 양불을 판단하기 위해 양품과 불량의 

두 경우에 대한 샘플을  이미지 획득 하였다.  Fig. 4와 

같이  (a)는 Golden Sample이고, (b)는 광파이버가 손

상된 Defect Sample이다.

  (a)  Golden Sample           (b) Defect Sample

Fig. 4  Cross section image of Optical fiber

획득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Golden Sample의 경우 

광파이버의 중심을 기준으로 균일한 형태의 Gray값

이 보이고 있으며, Defect sampledm는 광파이버의 

단면에서 파손된 부분이 검정으로 표시되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다. 따라서 Histogram 기법을 이용하여  일

정기준에서 Gray값 분포를 통하여 불량 유무 판단이 

가능하였다.[3]

 Fig. 5와 같이 양품일 경우 제품에 균일한 Gray 분

포를 가지며, 불량인 경우 손상된 부분의 명암차이

에 의하여 Gray 분포에 오차가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  Golden Sample             (b) Defect Sample

Fig. 5  Image histogram of Optical fiber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광 파이버의 단면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검토하였고 획득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양

품 판정 기준을 도출하였다. 실험 결과 획득 된 이미

지에서 Gray 분포 오차를 이용하여 특정 임계값 을 

기준으로 양불 판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하였다.

영상시스템은 고배율의 Lens를 이용하기 때문에 

WD(Working distance)가 ±0.05㎜ 차이로 초점이 틀

어지는 문제점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보안하기 위

해서 자동초점알고리즘(Auto forcusing algorithm)

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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