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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web inspection system (WIS) for real-time detection of paper defects which can cause critical

fractures during papermaking process. Our system incorporates high speed line-scan camera, lighting system, and detection

algorithm to provide robust and precise detection of paper defects in real-time. Since edge defects are very crucial to the

paper fractures, our system focuses on the edge region of the paper instead of inspecting the whole paper area. In our

algorithm, image projection and sub-pixel operation are utilized to detect the edge defects precisely and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and shape analysis techniques are adopted to extract various kinds of the region defects. Experimental

results revealed that our web inspection system is very efficient for detecting paper defects during papermak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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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지산업은 본래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인데다, 현재

지속적인 펄프원료 가격의 상승과 수익성 악화, 환경오

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제지산업

은 자원과 에너지 활용, 환경친화적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 공정 개선 등의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여 문제

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1,2].

이러한 제지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것과 지절율을 낮추는 것이다. 지절

(paper fracture)은 제지 공정에서 발생하는 결함 등의

원인에 의해 종이가 끊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한번

지절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을 세우고 처리한 후 재가

동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제지산업

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설

비의 막대한 교체비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투자 대비효과가 높은 지절율 저감 기

술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3-6]. 

이러한 지절의 감시 및 분석 시스템은 고온, 고습,

스틱키(sticky) 발생 등의 가혹한 “초지기” 환경에서도

신뢰성 있는 작업이 필요한 시스템으로 고가의 외산

장비가 주류를 있는 것이 실정이다. 설비투자가 위축된

지금, 이러한 고가의 외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디지털 영상

녹화장비 개발 이전의 노후화된 제품들이 많아 유지보

수에 문제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제지 산업의 지절율

을 낮추기 위한 제지 공정에서의 결함 검사 시스템

(Web Inspection System, WIS)을 다룬다.

제지 공정은 특히 공정의 특성상 다양한 온도변화와

습도변화 및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결함의 검출이 매

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제지 공정에서

의 결함에 대한 안정적인 검출과 분석은 품질관리와

생산단가 최소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강건하게 동작하며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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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상의 다양한 결함을 조기에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비젼 시스템을 도출하고 영상을 이용한 고속,

고정밀 결함검사 기법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제안된

웹 검사 시스템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결함 검사 알고

리즘을 기술한다. 4장에서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고 향후 개선사항을 소

개한다.

2. 웹 검사 시스템(Web Inspection System)

종이의 제조 공정은 주원료인 목재 펄프 물을 매개

체로 풀어 다시 얇은 박엽 상태로 만들어 건조시켜 그

형상을 유지 보존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데, 초지, 도공 및 완정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초지 공

정은 공급된 원료를 초지기 설비를 이용하여 세척을

거친 후 압착 건조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수분이 제

거되는 과정을 말하며, 도정 공정은 초지 공정에서 생

산된 종이를 안료를 이용하여 양질의 아트지로 만드는

단계이고, 완정 공정은 생산된 종이를 용도에 맞게 적

합한 크기의 종이로 재단 및 포장하는 단계를 말한다. 

초지 공정에서는 원료 비율의 미세한 차이, 시스템

의 불안전성, 온도 및 습도의 변화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결함이 종이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

는 지절을 야기하여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초지 공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검사에 초점을 맞춘다. 추출된 결함 정보들은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지절율을 줄이는 기본 정보로 활용

된다.

기존 연구들과 파괴역학 이론에 의하면 파괴는 물체

의 내부에서도 시작될 수 있지만 테두리 끝(edges)에서

더 자주 시작된다고 한다[7,8]. 이것은 초지 공정에서

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크기의 결함이 종이의 안쪽에

있는 경우에 비해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것이 지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제지 생산 라인은 종이의 폭이 6 m 이상으로 검사해야

할 범위가 매우 넓은데 전체 영역을 검사하기 위해서

는 다수의 검사 시스템이 병렬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

러나 이 경우 설치비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전체

종이 영역 중에서 가장자리의 결함을 중점적으로 검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림 1은 제안된 웹 검사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여주

고 있는데, 카메라와 조명장치 세트를 종이의 양쪽 가

장자리에 설치한다. 결함이 검출되면 웹관리시스템

(Web Management System, WMS)으로 그 정보를 전

송하여 선후 공정에서의 결함의 진행 관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보를 발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종이의 이동 속도를 분당 최대1600

m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초당 27 m에 달하는 속도

가 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의 샘플링율을 지원하는 라인스캔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광원으로는 분산후면광(diffuse

backlighting) 방식의 선형 고휘도 LED 조명장치를 사

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영상을 취득해 본 결과 고속 라

인스캔 카메라에서는 안정적인 조명의 제공이 매우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 그림 2와 같이 조명의 종류에

따라서 영상 내에 줄무늬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조명이라 하더라도 전압의 안정성과

LED의 품질이 그대로 영상에 반영되는 것으로, 영상

의 각 스캔라인이 영역스캔 카메라와는 달리 각기 다

른 시각에 촬영되기 때문이다. 

하드웨어 테스트와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는 실험

실내에서 분당 1600 m의 종이 이송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은 모의 시스템

을 제작하고 종이를 장착한 원판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원판의 가장자리에서 테스트용 영상을 취득하였다.

Fig. 1. Our Web Inspection System.

Fig. 2. Examples of imag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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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의 결함 검사를 위해서는 먼저 검사 대상 결함

을 정의하여야 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전체 종이

영역 중에서 가장자리의 결함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데, 먼저 검출하고자 하는 결함을 에지형(edge type

defects)과 영역형(region type defects)으로 분류하고 각

각에 대한 검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에지형 결함은 Edge-tear, Edge-crack, Edge-wrinkle

로 나누었는데, 그림 4는 이러한 전형적인 에지형 결함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Edge-tear와 Edge-

crack은 지절의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검출을 통한 원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영역형 결함은 종이의 가장자리를 제외한 안쪽 부분

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통칭하는데, 같은 크기인 경우에

는 에지형 결함에 비해서는 지절로 연결되는 가능성은

작지만 생산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검출되어

야 하며, 크기가 큰 경우 지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

한다. 그림 5는 대표적인 영역형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지절 검사 알고리즘

그림 6은 종이의 가장자리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 장

착된 본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영상으로, x축 방향으로

조명이 시작되는 부분과 종이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여

주고 있다. 카메라로 취득된 이미지는 2048 스캔라인씩

묶어서 처리하므로 검사영상의 해상도는 2048x2048가

된다.

3.1. 에지형 결함에 대한 검사 알고리즘

에지형 결함의 검사는 각 스캔라인별 종이의 시작

지점을 정확히 검출한 에지 프로파일의 추출과정과 분

석 과정, 그리고 프로젝션 기반 처리를 통한 Edge-

crack 및 Edge-wrinkle검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다.

3.1.1 에지 프로파일의 추출

각 스캔 라인별 시작 지점을 측정하여 이를 t축으로

배열하면 에지 프로파일이 만들어진다. 이때 적절한 문

턱치를 사용하여 화소의 밝기가 일정 값 이하이면 종

이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밀도가 화소 정밀도에 제한되는데, 본 논문에서

는 부화소 처리(sub-pixel operation)을 통해 매우 정밀

한 프로파일을 추출하였다. 이것은 에지 부분의 결함이

시스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에지 프로파일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결함 검출 성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림 7과 같이 하나의 스캔라인(점선 부분)에 대해

에지 필터를 적용하여 미분 프로파일을 구하고 최소값

을 찾아 “Peak Edge”의 위치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데, 이곳이 밝기의 변화가 가장 큰 지점이다. 이때,

에지 정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부화소 처리을 사

용하였는데, 그림 8에서와 같이 양자화 된 에지 값의

최대 위치는 i 이지만 실제 최대값의 위치는 인접 에지

값의 크기를 고려하면 i+1 쪽으로 이동한 위치가 된다.

Fig. 3. Simulation system.

Fig. 4. Example of edge type defects.

Fig. 5. Example of region type defects.

Fig. 6. Defining inspec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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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 화소 처리를 위해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으

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처리를 통해 정밀도가 수 배 이

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내의 모든 스캔라인에 대해 이와 같은 과정을

적용하고 부 화소 레벨의 정밀도로 에지 정점을 추출

하면 에지 프로파일이 완성된다.

3.1.2 에지 프로파일의 분석

정밀한 에지 프로파일이 추출되면 이를 분석하여 에

지형 결함을 찾게 된다. 먼저 에지 프로파일의 평균값

과, 분산, 최대값, 최소값 추출하는데, 평균값과 분산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그림 6에서와 같이 에지

의 시작지점이 일정하며 인접 프레임간의 평균값의 차

이가 적고 분산의 크기가 작다. 인접 프레임간의 평균

값 차이가 크거나 분산이 문턱치보다 크면 불안정 운

영상태로 판정한다.

다음으로 에지형 결함의 후보 영역들을 검출하는데,

이러한 결함들이 주로 찢어짐이나 크랙으로 인해 에지

프로파일이 오른쪽으로 푹 들어간 형태로 나타나게 된

다. 따라서 결함 후보영역은 움푹 들어간 깊이가 문턱

치 이상으로 큰 지역적 최대점(local maximum position)

들이 된다.

후보 영역들은 깊이 순으로 정렬하고 큰 것부터 결

함의 형태와 폭을 측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다 작은

후보 영역들 중에서 이 결함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있

으면 후보에서 삭제한다.

최종적으로 결함 영역은 형태와 폭을 기준으로 찢어

짐과 크랙 중 하나로 판단하게 되는데, 결함의 폭이 매

우 좁게 나타나는 경우를 Edge-crack으로 정의하고 그

렇지 않은 경우를 Edge-tear로 정의한다. 이 과정을 통

해 대부분의 Edge-tear이 검출되며, 비교적 크고 x축과

평행한 방향의 Edge-crack들이 검출된다. 

3.1.3 프로젝션을 이용한 에지 결함 검출

가장자리에서의 종이의 겹침에 의해 발생하는 Edge-

wrinkle의 경우 정상보다 어둡게 나타나므로 에지 프로

파일을 이용한 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Edge-crack의

경우에도 매우 좁게 형성되고 방향이 기울어진 경우

에지 프로파일 분석만을 통해 검출하기가 어려운데, 그

림 9는 이와 같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검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프로젝션 기반 알

고리즘을 활용하였다.

그림 9는 제안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에지 프로

파일을 이용해 검출된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 수평 프로젝션 프로파일 p(x)를 구하고 이를 미분

하여 극대점과 극소점을 부 화소 레벨의 정밀도로 찾

는다.

이때, 프로젝션을 위한 가장자리의 두께는 조정이

가능하며, 현재 5 mm내외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Fig. 7. Detecting Peak edge.

Fig. 8. Sub-pixel Operation.

Fig. 9. Projection based defec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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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e(x)를 분석하여 가까운 위치에 극대점

pmax 와 극한값 pmin 이 발생하면 결함으로 판정하는데,

(pmax, pmin)과 (pmin, pmax)의 경우 각각 Edge-wrinkle 및

Edge-crack으로 판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폭

이 매우 좁은 Edge-crack까지도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으며, 지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적지만 제품의 품

질을 저하시키는 Edge-wrinkle도 검출할 수 있다.

3.2. 영역형 결함에 대한 검사 알고리즘

에지형 결함 검출이 완료되면 영역형 결함에 대한

검사가 이어지는데, 전체 종이 영역에 대해 처리하려면

카메라를 포함한 검사장치가 병렬로 설치되어 6 m이

상 되는 전체 영역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안된 시스템은 지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종이

의 가장자리 영역을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영역형 결함에 대한 검사는 실제로 그림 6과

같이 종이 가장자리로부터 20 cm내외에 대해서만 이

루어진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자동 시각 검사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는 연결화소분석법(connected component analysis)

을 기반으로 결함 후보 블롭(blob)들을 추출하고[11] 이

들의 기하학적 특징들을 조사하여 결함을 판정하였다.

결함 후부 블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하학적 특

징들은 매우 다양하다[12]. 중심점의 위치와 영역의 크

기 등을 비롯해서 최소외접사각형(enclosing box)의 분

석, 가로 및 세로방향의 런(run)의 분석, 길쭉한 정도를

나타내는 둘레(perimeter)와 다짐도(compactness)등 다

양한 특징들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모멘트(moment)

를 이용하면 블롭의 방향이나 장축, 단축의 길이, 늘어

남(elongation), 퍼짐(spreadness) 등 추가적인 다양한

특징들을 추출하여 판정에 활용할 수 있다[13-16]. 그

러나 본 시스템이 고속의 제지공정에 적용되고 실시간

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계산량이 많은 방법을 사용하

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본 시스템이 전체 종이 영역

을 검출하지 못하고 에지형 결함에 대해 집중하여 처

리하므로 면적과 최소외접사각형, 둘레길이 및 다짐도

를 영역형 결함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3.2.1 Web-hole, Web-light-spot, Web-scratch 검출

Web-hole은 영역형 결함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종이에 일정한 구멍이 발생하여 후면투과방

식의 조명에서 조사된 빛이 그대로 카메라로 들어와 매

우 밝은 블롭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이진화 문턱치는

비교적 높은 값을 사용하며(230 이상) 전경(foreground)

블롭이 이 결함의 후보가 된다. Web-scratch는 Web-

hole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지만, 결함의 형태가 길쭉

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둘레와 다짐도를 이용하

여 구분한다.

Web-light-spot은 종이의 두께가 얇게 형성되었거나

흔하지는 않지만 표면에 투명한 액체가 묻어 있는 경

우에 발생하는데, 정상 영역에 비해 조금 밝은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Web-hole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하는데, 이진화 문턱치는 중간 정도의 값을 사용하며

(150 이상) 역시 전경 블롭이 결함의 후보가 된다. 이

러한 결함들은 면적과 크기를 측정하여 허용 기준보다

큰 후보들만을 결함으로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된다. 

3.2.2 Web-dark-spot, Web-wrinkle 검출

결함들 중에서 어떤 종류는 정상적인 영역에비해 어

두운 영역으로 나타나는데, Web-dark-spot과 Web-

wrinkle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함들도 직접 지

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b-dark-spot은 종이의 두께가 두껍게 형성되었거

나 표면에 이물이 묻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고, Web-

wrinkle은 종이가 부분적으로 겹쳐진 부분이 있는 경우

발생하며 길쭉한 형태가 되는데, 조명에서 조사된 빛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과되어 매우 어두운 블롭을 만들게

된다. 이들의 검출을 위해서는 낮은 이진화 문턱치를

사용하며 (20이하) 구멍검출에서와는 달리 배경

(background) 블롭이 이 결함의 후보 영역이 된다. 이

두 결함의 구분을 위해서는 Web-scratch에서와 같이

둘레와 다짐도가 이용된다.

4. 실 험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고속의 제지 이송속도에 대응

해야 하므로 고속의 라인스캔 카메라를 채택하였는데,

Dalsa의 P2-42-02K40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카메라는

x축의 해상도가 2048이며, 최대 스캔율이 68 KHz인데,

본 시스템에서는 최대 성능으로 설정해 운영하였으므

로 1600 m/분 속도로 라인이 운영되면 영상의 스캔라

인 사이의 실제적인 거리가 0.39 mm가 된다. 이는 크

기 4 mm 이상의 결함 검출을 목표로 하는 본 시스템

에 충분한 사양으로 볼 수 있다.

초지 공정은 종이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과정으로 매우 고온 다습한 환경이다. 따라서 카메라

하우징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본 시스템에서는 공기

분사 방식으로 카메라와 렌즈부에 습기나 이물질이 붙

지 않도록 하였다. 카메라에 장착된 렌즈로는 Carl

Zeiss 50 mm를 사용하였으며, FOV는 40 cm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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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프레임그레버는 Matrox사의 Solios eVcl

모델을 사용하였고, Mil-Lite 9.0을 이용하여 영상 취득

부를 구현하였다[17]. 취득되는 라인스캔 영상은 2048

라인씩 묶어 처리하였는데, 초당 33~34프레임의 실시

간으로 취득하고 처리하기 위해 Mil라이브러리에서 제

공하는 다중버퍼 기법을 사용하였다.

영상의 취득 이후의 모든 처리는 C와 C++ 언어를

이용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코드를 사용하였다.

그림 10은 전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영상 및 검출된 결함 영역들에 대한 정보

를 보여주며, 각종 파라메터를 재설정 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실제로 제지공장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다. 그림 11은 제안된 시스템을 실제

초지 공정에 적용하여 현재까지 2 개월이상 운영한 결

과 검출된 결함들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결과 허용 가

능한 크기인 직경1 mm내외의 구멍은 수 분에 한번 정

도 발생하지만 그림과 같은 결함들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림은 위에서부터 Edge-

tear, Edge-crack, Web-hole (Web-light-spot 하나 포함)

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물질이 지나가는

경우와 지절이 발생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정

량적으로 산출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초당

27 m로 이송되는 공정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저장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험실에서 모의

실험 결과로는 모든 결함을 누락 없이 잘 검출하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결함이 발생한 영상만

을 저장하는데, 저장된 영상들로부터 매우 작고 시각적

으로 검출이 어려운 결함들도 안정적으로 잘 검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고온 다습한 환경의 제지 공정에서

종이에 발생하는 결함을 안정적으로 검출하는 웹 검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지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에지 결함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안정적

으로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현장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향후 과제로는 현재 사용된 조명의 밝기 부족으로

영상이 비교적 어두워 이를 개선하는 것이 있는데, 어

두운 영상에서는 종이의 주름(wrinkle)이나 Web-dark-

spot등의 검출이 어려워진다. 또한 현재 개발중인 웹감

시시스템(WMS)과 연동하여 WIS에서 검출된 지절 원

인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통합

하고 결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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