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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카메라를 이용한 용접선 추적 시스템 개발
Weld line tracking system  using CC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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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용접형 Metal Bellows(MB)는 국내 수요 중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항공

우주 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입 의존도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용접형 MB는 현재까지 Micro 
plasma 용접공정으로 제작하였으나,1) 최근 레이

저 빔을 이용한 공정이 선진국에서 개발되어 생산

성은 물론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2) 
따라서 국내에서도 수입대체는 물론 세계시장에

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

여 기술 자립을 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한

밸로우즈 생산시스템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특
히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용접선을 CCD 카메라를

이용한 추적장치를 개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

기 위함이다.

2. 장치 구성

운영 S/W는 레이저 Bellows Seam tracking 전용

용접 소프트웨어로서 Microsoft사의 Windows  7에
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용접

에 필요한 요소들을 쉽고 간편하게 입력 할 수

있게 하였으며, CCD camera를 이용하여 Seam 
tracking 가능하도록 하였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중심으로 S/W가 설계 및 제작되었다. 
1) 산업용 장비에 적절한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기능 구현, 2)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Bellows 
외경 및 용접 속도 변환용이, 3) 고속 용접을 위해

Laser scanner  및 Motion stage을 필요 요소마다

구동시켜 용접하는 기능등,  특히 S/W운용을 위해

서는 Hardware가 구축되어야 하며 Laser는 TTL 
(DC+24V)신호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고 Scanner 
제어보드는 ScanLab사의 RTC4기반으로 Scanner

를 구동할 수도 있으며 X.Z 및 Rotation stage는
PMAC2를 이용한 제어보드로 구성될 때 Scanner가
공 및 X.Z.Rotation stage 각각 단독으로도 구동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 Computor  Requirement

 Processor  Pentium IV 600 MHz or Higher

 Memory  256 MB

 Hard disk  320 GB 

 Monitor  Resolution 1024 x 768 or larger

 Operating system  Windows  7

Vision 시스템의 CCD Camera의 주요사양은

Sensor size가 1/4"이고 Digtal Signal Processing 
(DSP)를 갖으며 Frame rate이 100fps인 Mono CCD
카메라이며 컴퓨터와 접속은 Fast ethernet인
1Gbit/s의 Vision 카드를 사용하였다.  검사용 카메

라는 레이저 초점 위치와 Vision(Cam2)의 초점위치

가 일치하도록 제작된 동축 Vision시스템을 사용하

였다.

Fig. 1  Laser & Vision same ax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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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Cam1)부의 계산된 Bellows의 궤적에 대

한 계산된 좌표값은 Scanner시스템으로 레이저 빔

을 bellows중앙에 주사하여 용접이 되도록 하며

빠른 응답속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Galvanometer에
Mirror을 부착하여 Mirror가 동작하므로 빠르게 실

시간 궤적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Seam tracking구동 s/w 작동 Process

Bellows seam tracking하여 용접하는 절차에 대한

간략한 Flow Chart는 Fig. 2과 같다. 

Fig. 2 Welding process flow chart 

4. 결론

CCD camera를 이용한 용접선 추적 S/W를 개발

하여 벨로우즈 용접 시스템에 적용 함으로서 생산

성이 향상은 물론, 품질이 우수한 Metal Bellows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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