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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layer co-extrusion blown film construction is a popular technique for producing plastic films for various packaging

industries. Automated detection of defective films can improve the quality of film production process. In this paper, we

propose a film inspection system that can detect and classify film defects robustly. In our system, first, film images are

acquired through a high speed line-scan camera under an appropriate lighting system. In order to detect and classify film

defects, an inspection algorithm is developed. The algorithm divides the typical film defects into two groups: intensity-

based and texture-based. Intensity-based defects are classified based on geometric features. Whereas, to classify texture-

based defects, a texture analysis technique based on local binary pattern (LBP) is adopted. Experimental results revealed

that our film inspection system is effective in detecting and classifying defects for the multilayer co-extrusion blown film

construction line.

Key Words : Multilayer Co-extrusion Blown Plastic Film, Inspection System, Film Defects, Defect Dete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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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플라스틱은 단량체(monomer)라고 하는 작은 분자들

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중합반응을 통해서 거대분

자로 합성한 고분자 물질을 말한다. 길지 않은 기간 만

에 플라스틱은 일상 생활용품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항공우주, 보건의료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분야에서 광

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핵심소재가 되고 있다. 다양한

플라스틱 생산 방식들 중에서 공압출 다층필름

(multilayer co-extrusion blown film) 제조 공정에서는

산업용 및 식품 포장용으로 널리 활용되는 0.25 mm이

하의 두께의 플라스틱 비닐을 생산한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Fig. 1과 같이 호퍼와 압출기 등을 통해 입력된

원료에 공기를 분사하여 원통 형태의 얇은 필름 막을

형성하고, 이를 Collapsing frame과 닙롤(nip roll), 와

인더 등의 거쳐 최종적인 플라스틱 필름 롤을 생산하

게 되는데, 비교적 설비비가 저렴하고, 기기 운용이 쉬

우며, 좁은 공간을 차지하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어

캐스트 필름 공정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름

생산 방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플라스틱 필름은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의 포장용지로 활용되는데, 따라서 청결

해야 하고, 식별 가능한 결함이 전혀 없어야 하므로 생

산 과정에서 제품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 주변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1-2].

지금까지 플라스틱이나 제지 및 섬유 등 다양한 형태

의 웹 결함에 대한 검사 시스템이 소개되었는데[3-6], 본

논문에서는 특히 공압출 다층 필름 제조 공정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결함들을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필

름 검사 시스템(Film Inspection System)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최종적으로 생산 현장에 설치,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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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결함 검사가 가능하도록 비젼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또한 비젼 시스템에서 취득되는 영상을 분석하여 결함

을 안정적으로 검출하고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는데, 특히 명암의 차이가 크지 않아 비교적 분류가

애매한 결함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검출 및 분류 능력을

갖기 위해 지역적 이진패턴(Local Binary Pattern)[7]을

이용한 텍스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장 실험을 통

해 제안된 시스템과 검사 알고리즘이 플라스틱 필름

생산 공정상의 다양한 결함을 매우 안정적이고 효과적

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제안된

플라스틱 필름 검사 시스템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생

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결함을 검출하고 분류하

는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4장에서 실험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고 향후 개선사항을 소

개한다.

2. 필름 검사 시스템 

Fig. 2는 전체적인 필름 검사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

낸다. 공압출 다층 필름은 제조 공정에서는 플라스틱

필름이 와인더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므

로 카메라는 라인스캔(line-scan)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조명은 분산 후면광(diffuse backlighting) 방식

의 일자형 조명을 그림과 같이 사용하였다.

비젼 검사 시스템에서 조명은 시스템의 성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카메라의 스캔 영역과 조

명 영역을 정확히 맞추는 것과 같은 기계적인 일치

(alignment)와 조명 밝기의 적절한 조정은 물론이고 조

명 자체의 밝기 안정성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는 라인스캔 카메라가 일반적으로 매우 빠른 샘플링

주파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조명 밝기의

작은 변화 (예를 들어 60 Hz교류 전원의 영향 등)조차

최종 영상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검사를 위한

조명장치는 고휘도 LED와 산란판을 이용하여 제작하

였으며, 특히 교류 전원을 매우 안정적인 직류 전원으

로 변환할 수 있는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하였다.

필름 제조 시스템에서는 생산 파라메터의 조정을 통

해 제품의 폭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본 시스템에서는 검사 대상 필름의 최대 폭을 1.5m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범위를 두 대의 라인스캔 카메라

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각 카메라의 FOV는

각각 80 cm로 설정하였다. 

결함검사 서버는 각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모듈과 결함검사 모듈 및 통합제어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알고리즘은 결함검사 모

듈에서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필름이 비교적 투명하므로 대

부분의 결함은 영상 내에서 어두운 영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결함의 종류에 따라 명암의 차이가 큰 결함이

있는 반면 주름이나 젤, 띠 등과 같이 정상 영역과의

밝기차이가 크지 않은 결함들도 있다. 따라서 조명의

밝기와 카메라의 셔터 속도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이

러한 다양한 결함들이 영상 내에 충분히 잘 구분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된 시스템을 생산 현장에 설치하고 파라메터의 조

정을 통해 안정적인 영상이 취득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필름 결함 분류 및 검사 알고리즘

취득된 영상에서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결함이 있는 영역을 추출

하는 과정과, 검출된 결함을 정확히 분류하는 과정이다.

Fig. 1. Multilayer coextrusion film system.

Fig. 2. Film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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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대상

이 되는 결함에 대한 분류와 특징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검출하고자 하는 결함

들을 분석해 보고 이들을 검출하고 분류하기 위한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3.1. 필름 결함에 대한 분류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정에서 생산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흑점(dark spot), 삽입(inclusion),

젤(gel), 주름(wrinkle), 띠(streak), 긁힘(scratch), 코팅

부족(coating void), 구멍(hole), 거품(bubble) 등을 포함

한 다양한 결함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들은

생산 장비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의 차이

가 크다. 본 시스템에서는 공압출 다층 필름 제조 공정

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결함들을 조사하였는

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Dark Spot: 제조 공정에서 필름 내부에 탄화물이

유입되어 표면에 흑점이 발생하는 경우로, 정상 영역에

비해 매우 어두운 형태로 나타나게 됨

- Inclusion: 흑점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생산

과정에 벌레가 유입되어 나타나는 결함으로, 흑점에 비

해 경계가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됨.

- Gel: 플라스틱 제조 공정에서 다이나 압축기의 오

염이나 외부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해 일부 미용융

(unmelted)된 원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로, 명암의 차

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음.

- Wrinkle: 제조 과정에서 버블의 불균형, 안정판의

비대칭, 다이나 인취롤의 기울어짐 등에 의해서 필름의

인장력의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 발생된 주름 및 구김

현상을 말하며, 비교적 명암의 차이가 크지 않음. 

- Streak: 가이드롤의 불량이나 수분 불균형 등에 의

해서 발생된 필름의 진행 방향으로 긴 줄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명암의 차이가 크지 않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결함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 외에도 필름의 일부에 긁힘이나 구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필름 내부에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

다. Fig. 3은 이러한 다양한 결함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결함의 전형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

에서는 전체 결함을 명암의 선명도에 따라 두 가지 그

룹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상 영역에 비해 결함 영역

의 명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유형들을 A그룹으로

분류하는데, 흑점, 삽입, 코팅 부족 및 구멍이 이러한

그룹에 포함되는 결함이 되며, 이들을 명암기반

(intensity-based) 결함으로 정의한다. 이에 비해, 명암의

차이가 크지 않은 유형들을 B그룹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젤, 주름, 띠 및 긁힘등이 포함된다. 이 그룹

은 정상 영역과의 절대적인 밝기 차이는 크지 않으며

결함 영역의 상대적인 밝기 차이(또는 텍스처(texture))

에 의해 서로를 구분할 수 있으며, 따라서 텍스처 기반

(texture-based) 결함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전체 결함을 두 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결함

검출 및 분류 과정에 각 그룹의 특징을 보다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2.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

Fig. 4는 검사 시스템에서 취득된 영상의 일부를 보

여주고 있는데, 생산 과정에서 정상으로 분류되는 필름

이라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상내의 밝기 변화가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프레임간에도 나타나는데,

시간에 따른 주변광의 영향 변화나 작업자의 통행 등

이 반영되어 프레임간에 영상의 밝기가 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 내에서도 밝기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가장 대

표적으로 그림에서와 같이 가로(스캔라인) 방향으로

밝기 값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실제 필름의 두께

차이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명장치

Fig. 3. Various types of film defects.

Fig. 4. Typical input image with light streaks and intensity

change along sca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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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별 조도 차이나 렌즈의 특성 등에 의해 발생한

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에서와 같이 수직으로 얇은

띠(streak)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띠는 강한 경

우 결함으로 판정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으로 판

정하고 있다. 물론 그림에서 “defect”으로 표시한 영역

의 경우 결함으로 검출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 상태에서의 밝기 변화들은 검사 알고리

즘이 적용되기 전에 처리되어야 이들에 의한 오검지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전처리 과정에서 영

상의 전역적인 정보를 추출하여 결함 검사 알고리즘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상의 평균

밝기(Iavg)와 화소의 위치별 평균 밝기(Iavg(x))를 계산하

는데, 이를 위해 영상 내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샘플링

된 16개 스캔라인에 대한 밝기 정보를 이용하였다. 이

는 전체 영상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계산량을 줄이면

서도 충분히 전체 영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이며, 실험을 통해 충분하다고 판단된 값을

사용하였다.

심각한 띠는 먼저 전처리 과정을 통해 계산한 Iavg(x)

를 분석하여 검출하는데, 평균 밝기가 전체 평균에 비

해 과도하게 차이 (|Iavg− Iavg(x)| > Tstreak) 나는 띠가 나

타나면 streak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

Tstreak 은 결함 판정의 기준 밝기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값을 비교적 큰 값으로 설정하여 활용하였다.

3.3. 명암기반 결함 검사

명함기반 결함들은 보통 정상 영역에 비해 뚜렷이

어둡거나 밝은 영역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흑점이나 삽입은 정상에 비해 매우 어둡게 나타

나며, 구멍과 같이 필름에 구멍이 생겼거나 표면 처리

가 안된 경우 (코팅 부족) 등에서는 조명이 직접 카메라

렌즈로 들어가게 되어 주변에 비해 매우 밝은 영역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결함의 검출에는 전통적인

기법을 이용하는데, 적절한 문턱치를 이용해 영상을 이

진화하고, 연결화소분석법을 이용하여 결함 후보 블롭

(blob)들을 추출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8]. 이

때, 주위보다 어두운 결함과 밝은 결함을 검출하기 위

해 영상의 평균 밝기Iavg 보다 낮고 높은 두 가지의 문

턱치를 적용하여 이진화한다. 또한 이진화 과정에서 위

치별 평균 밝기Iavg(x) 를 반영하여 적응적으로 이진화

가 되도록 한다.

결함 블롭들이 추출되면 각 블롭에서 다양한 기하학

적 특징을 추출하여 결함의 분석에 활용한다[9,10]. 이

러한 특징들로는 중심점의 위치와 영역의 크기, 외접

사각형(enclosing box)의 분석, 가로 및 세로 방향의 런

(run)의 분석, 둘레의 길이와 복잡도등 다양한 특징들

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모멘트를 이용하면 블롭의 방

향이나 장축, 단축의 길이, 특이함(eccentricity), 신장도

(elongation), 퍼짐정도(spreadness) 등 추가적인 다양한

특징들을 추출하여 판정에 활용할 수 있다[11]. 

본 연구를 적용한 생산 환경에서는 밝은 결함(구멍,

코팅 불량)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밝은 결

함들은 모두 “구멍”의 한 가지로만 분류하였다. 어두운

결함의 경우는 탄화물의 유입 등에 의해 생기는 흑점

과 벌레 등의 인입으로 인한 삽입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들을 분류하기 위해 블롭의 면적과 둘레를 이용하는

형태 복잡도를 이용하였다. 이는 흑점의 경우 경계가

복잡하지 않고 완만하며, 벌레(대부분 깔따구(midge),

모기 및 하루살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함 영역의 크

기에 비해 경계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

영하였다. 

3.4. 텍스처 기반 결함 검사

영상의 이진화에 기반한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A그룹의 결함들과는 달리 젤이나 주름 등 B그룹 결함

들은 정상 영역과 명암의 차이가 크지가 않으며, 때에

따라서는 정상보다 밝은 영역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텍스처 기반 결함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진화 처리보다

는 훨씬 복잡한 처리 과정을 요하게 된다. 

3.4.1 결함 영역의 검출

기본적으로 텍스처형 결함 검출에는 에지(edge) 정

보를 활용하는데, 이를 위해 소벨(Sobel)을 포함한 다

양한 에지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

직 에지를 강조한 에지 연산자를 사용하였는데, Fig. 4

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 영상에서도 가로방향으로는

조명이나 약한 띠에 의해 에지 성분이 나타날 수 있고

세로방향으로는 매우 연속적인 밝기 값이 나타난다는

점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결함 추출을 위한 에지 강도

에 수평 에지의 영향은 줄이고 수직 에지는 강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반적인 소벨 연산자를 다음과 같

이 변형하였다. 

이때, A 는 입력 영상을 나타내고, G는 A의 최종 미

분 영상(gradient image)이며 *는 컨볼루션(convolution)

Gx 1–  0  1, ,[ ]= , Gy

2–

0

2

*A  ,=

G Gx

2
Gy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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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을 의미한다.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컨볼루션 마스

크는 1차원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는 소벨 연산에서와

달리 1차원 컨볼루션 연산이 된다.

결함 영역의 검출은 G상에서 이루어지는데, 텍스처

기반 결함은 화소가 아니라 블록 단위로 결함 영역을

추출하였다. 즉 전체 영상을 4 × 4크기의 작은 블록들

로 나누고 각 블록에서 에지 강도가 큰 화소의 비율이

일정(25%) 이상인 블록을 결함 후보 블록으로 지정한

다. 이러한 결함 후보 영역들은 모폴로지의 닫힘 필터

(closing filter)처리를 통해 결함의 내부 영역이 후보에

서 배제되는 것을 줄여준다. 최종적으로 연결된 블록들

을 묶어 후보 블롭을 만들고, 기준 이상으로 큰 블롭을

결함 영역으로 정의한다.

3.4.2 지역적 이진패턴을 이용한 텍스처 분석

결함 영역의 분류에는 지역적 이진패턴(LBP)을 이

용한 텍스처 분석법을 사용했는데 결함의 형태가 정형

화 되기 어려워 일반적인 형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Pietikainen 등은 지역적 이진패턴이라 불리는 텍스

처 분석법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중앙 화소에

대해 이웃 화소들의 명암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연

산자로, 각각의 이웃 화소의 밝기를 중앙화소의 밝기

값으로 이진화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방향으로 정렬하

여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웃 화소를 8방향으로 탐색하는 경우,

Fig. 5의 왼쪽과 같은 화소 값들이 주어졌을 때 이를

중앙 화소 값으로 이진화 하고 이를 시계 방향으로 탐

색하여 코드화 하면 이진패턴 01111000이 만들어진다.

이 값은 그 중앙 화소와 그 이웃에 대한 일종의 명암도

차이 표현으로, 이를 일반화 하면 임의의 화소에 대한

LBP 코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때, gc는 중앙 화소 (xc, yc)의 밝기 값을 나타내며,

gp는 중앙 화소를 중심으로 반경이 R인 원을 P개로 균

등하게 나눈 좌표 (xp, yp)에 대한 밝기 값을 나타낸다.

이때 좌표 (xp, yp)가 정확히 하나의 화소 중심에 대응

되지 않는 경우 쌍일차 보간(bilinear interpolation)을

통해 밝기 값을 추정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연산자를

통해 P-bit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며, 따라서 임의의

중앙 화소에 대해 2p가지의 값들 중 하나가 대응되게

된다.

이러한 LBP 연산의 결과는 중앙 화소에 대한 텍스

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상내의 어

떤 영역이 주어졌을 때, 그 영역의 모든 화소에서 LBP

코드를 구해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이것은 해당

영역 내의 화소간의 밝기 차에 대한 분포, 즉 텍스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히스토그램의 가로축은

각각의 LBP 코드 값(0~-1)이 되며, 세로축은 해당코드

가 블록에서 나타난 횟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히스토그램은 2차원 영상 블록에 대한 에지 특성을 1차

원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ietikainen 등

은 최근 이러한 방법에 의한 텍스처를 동영상에서의

배경 제거나 얼굴 표정 인식 등 다양한 머신 비젼 응용

분야에 적용한 결과들을 활발히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

한 텍스처 기반 영상 분석 알고리즘은 불량 검사와 같

은 공장자동화에도 잘 적용될 수 있다.

Fig. 6은 LBP 히스토그램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의 LBP 코드(가로축)에 대한 빈도수(세로축)를 보

여주는 1차원 프로파일로 2차원 영역에 대한 1차원적

인 텍스처 표현이 된다.

3.4.3 결함 영역의 분류

B그룹의 결함의 분류를 위해서는 먼저 텍스처의 학

습 과정이 필요하다. 시험 운전기간 동안 추출된 영상

에서 텍스처 기반 결함들을 종류별로 분류한 이후, 각

LBPP R, xc yc,( ) s gp gc–( )2p

p 0=

P 1–

∑=

s x( )
1 if x 0≥

0 otherwise⎩
⎨
⎧

=   ,

Fig. 5. Example of LBP code generation.

Fig. 6. Example of a LBP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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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영역에서 LBP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같은 그룹

의 결함들은 인접 화소간의 밝기의 변화 형태가 유사

하여 LBP히스토그램이 매우 유사하게 나오게 되며,

따라서 임의의 결함에 대한 최종 모델 히스토그램은

각 학습 샘플 히스토그램들을 평균하여 만들어진다.

학습 과정에서 모델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면 결함

분류를 진행한다.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된 결함

영역에서 LBP 코드를 생성하고 그 영역의 텍스처를

대표하는 히스토그램을 계산한다. 결함의 분류는 결함

히스토그램과 모델 히스토그램의 유사도(similarity) 측

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히

스토그램의 교차(histogram intersection)를 사용하였다.

이때, 은 모델 히스토그램을 는 결함 히스토그

램을 의미하고, N은 히스토그램의 전체 명암도 개수를

나타낸다. 이 과정을 통해 검출된 결함의 종류가 분류

되고 결함의 각종 정보가 계산되어 출력된다. 결국 현

재 검출된 영역의 히스토그램과 모델 히스토그램의 유

사도가 가장 높은 종류의 결함으로 분류된다.

4. 실 험

제안된 시스템은 공압출 다층 필름 제조 공장에 구

축되었으며,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

하였다. 카메라는 Dalsa사의 SF-10-02K40 모델을 사

용하였는데, 이 카메라의 스캔라인 방향 화소의 해상도

는 2048이며, 2048 스캔라인을 샘플링하여 한 장의 영

상으로 반환하도록 설정하였다. 따라서 결함검사 알고

리즘은 2048 × 2048 영상에 대해 처리하게 된다. 카메

라의 샘플링 속도는 필름의 생산 속도에 따라서 조절

되는데, 2KHz ~ 8KHz범위에서 설정되며, 최종 검사

영상에서 각 화소의 실제 크기가 가로와 세로 모두

0.4 mm내외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검사 대상 필름의

최대 폭을 1.5 m로 설정하고 전체 영역을 검사하기 위

해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이때 카메라의 FOV

는 중첩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각각 80 cm 로 설정하였

으며, 이를 위해 Carl Zeiss 50 mm 렌즈를 카메라에

장착하였다. 영상의 취득을 위한 프레임그래버 보드로

는 Matrox사의 Solios eVcl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Mil-

Lite 9.0을 이용하여 영상 취득부를 구현하였는데, 라이

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다중 버퍼링 기법[12]을 활용하

여 영상의 취득과 알고리즘 처리가 병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화하였다. Fig. 7은 현장에 설치된 시스템

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의 취득 이후의 모든 처리는 C와 C++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된 모듈화된 라이브러리에서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결과의 분석

과 함께 다양한 파라메터의 설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

도록 구현하였다 (Fig. 8).

Fig. 9는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검출된 결함들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필름에 세로 방향으로

다양한 줄무늬가 나타났는데, 이들은 대부분 띠 결함으

로 판정하지는 않는 수준이었으며, 제안된 시스템의 전

처리 과정을 통해 이러한 영향들을 잘 처리하였다. 

명암형 결함의 경우 실제로 필름에 구멍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 시스템이 설치된 환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 흑점과 삽입으로 분류되는 결함들은 자주 발생하

m h,( )∩ min mn  hn,( )

n 0=

N 1–

∑=

m h

Fig. 7. Overall system.

Fig. 8. Graphical user interface.

Fig. 9. Defects extracted by ou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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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시험 검사 구간에 대해 본 시스템에 의한 자동

검사와 오프라인 육안 검사를 비교한 결과 미검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결함의 오분류는 8% 이하

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분류는 탄화물이 인접하여 다수

가 나타나거나, 형태가 매우 단순하게 벌레가 인입되는

경우 발생했는데, 이는 후면광 방식의 취득 영상에서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텍스처형 결함의 경우 결함 영역의 밝기 차이가 크

지 않더라도 제안된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검출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는데, 결함의 미검출이나 오분류가 발생

하지 않았다. 실험 현장에서는 그림 3에서와 같은 복잡

한 주름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 필름의 가

장자리에서 일자형으로 발생하였다. 젤은 수직으로 꼬

리와 같은 형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결함 영역의 중

앙부가 주위보다 밝은 형태로 나타났는데, 제안된 방법

이 젤과 주름을 구분하는 데는 충분하였으며, 이보다

더 다양하게 텍스처형 결함이 나타나는 다른 생산 현

장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공압출 다층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

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결함 검

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필름의 결함을 크게 명암 기반

과 텍스처 기반으로 분류하였고, 각 결함들을 안정적으

로 검출하고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명암의 차이가 적고 비교적 애매한 결함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텍스처 분석에 기반한 결함 분류 방법

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 및 운영되

었으며,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과제로는 현재 시스템에서 영상 해상도가 충분

하지 않아 작은 결함들의 경우 시각적인 구분이 명확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해상도를 개선

하여 실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스템은 현장에서 요

구하는 넓은 검사 영역을 지원하지만 작은 결함의 자

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으며, 따라서 향후

카메라 해상도의 개선이나 FOV 축소를 통한 실험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본 실험 현장에서 발생한 결함들이 초기 목표

로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나오지 않

았다. 제안된 방법은 보다 다양한 결함들을 검출하고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따라서 향후 다른

유형의 필름 생산이나 섬유, 제지 등의 생산 공정에 제

안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다양한 텍스처형 결함 검출

및 분류에 적용해 보는 것도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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