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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극판으로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Li-Ion 

Polymer Battery: LIPB) 배터리 극판의 모양 및 

크기에 대한 검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극판의 4 개의 영역에 대해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하고, 

획득한 영상을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치수

를 측정하였다[1][2]. 카메라는 영역스캔카메라

를 이용하였으며 컨베이어 벨트상에서 움직이

는 극판의 영상을 획득해야 하는 관계로 외부 

스트로브(Strobe) 조명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그

림과 같이 총 4 대의 카메라를 이용함으로써 

위치측정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각 카메

라에 대하여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하고, 

빠른 시간에 에지 검출을 하여 치수측정에 대

한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Fig. 1 Inspection regions of Li-Ion polymer battery 

 

2. LIPB의 치수 검사 프로세스 
 

밧데리 극판의 치수검사 프로세스는 Fig. 

2 와 같은 순서로 LIPB 의 치수 검사가 이루어 

진다. 

 

Fig. 2 Flowchar of inspection system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데이터에서 불균

일한 종횡비 왜곡을 보정하고 픽셀 단위에서 

실제 mm 단위의 좌표로 변환하기 위해 캘리브

레이션을 한다. 각 카메라의 좌표는 4 번 카메

라를 기준으로 상대좌표를 설정한다. Fig. 3 은 

영상교정자의 일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원형의 

마크가 행과 열방향으로 14mm 간격으로 배치

되어 있다. 

 

 

Fig. 3 Calibration sheet with circular marks 

 

영역스캔카메라에서 획득되어진 이미지에 

대해 에지 검출(Edge Detection)시 방해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의 이동 및 크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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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에지의 방향과 극성을 설정한 후에 영상 

데이터에 대한 에지를 검출한다(Fig. 4). 본 연

구에서는 극판의 주요치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4 개의 카메라로부터 총 13 개의 에지를 검출 

한다. 

 

 

Fig. 4 Edge detection of LIPB image 

 

Fig.5 는 에지간의 교점(Node)을 구하고 

이를 십자형의 마크로 표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카메라 4 대의 영상으로부터  

총 7개의 교점을 구한다. 

 

Fig. 5 Measured nodes in four cameras, relationship 

between coordinate systems, and five 

inspection items 

 

각 카메라에서 구한 교점은  상대좌표인 

Pi(xi,yi)로 표시된다. 서로 다른 카메라에 있는 

교점 간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좌표

Pi(xi,yi)가 수식(1)과 같이 절대 좌표로 변환되

어야 한다. 여기서 Δi 는 4 번 카메라를 기준

으로 한 다른 좌표계의 상대적 변위벡터이다. 

 

  GPi = Pi+Δi, where Δi=(nΔxi, nΔyi) (1) 

 

절대좌표로 변환한 각 교점들을 이용하여 

극판의 5 개의 주요 측정항목인 LIPB 의 

높이(1), 너비(2), 단차(3), Battery pole의 위치(4), 

높이(5)를 구하게 된다.  이는 수식(2)와 같이 

유클리디안 거리로 구하게 된다. 

 l =| GPi -
 GPj| (2) 

 

3. 실험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LIPB 의 치수를 측정

하는 것이다. 이에 검사 시스템의 정밀도에 대

한 실험을 하였다. 정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같

은 위치의 극판에 대하여 20 회의 측정값에 대

한 표준편차를 구하여 정밀도를 측정 하였다. 

 

Table 1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experimental data (unit [mm]) 

Inspection Item No. 1 No. 2 No. 3 No. 4 No. 5 

Avg 148.52 249.33 1.22 37.39 15.97 

Stdev 0.00496 0.01237 0.00822 0.01259 0.01182 

 

4. 결론 
 

본 논문에서 연구한 비전기술을 이용한

LIPB 치수 검사 시스템은 총 4 대의 카메라를 

이용함으로써 위치측정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

시키고 각 카메라에 대하여 정확한 캘리브레이

션을 실행하고, 빠른 시간에 에지 검출을 하여 

치수측정에 대한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

는 검사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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