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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sensor system and inspection algorithm in order to inspect steel balance weight for automobile is described.

Steel balance weight is composed of clip and weight, which is joined by press process. The defective one has a gap

between clip and weight. To detect whether there is a gap, sensor system is simply configured with laser line projector

and USB camera, which make it possible to measure the height difference of clip and weight area. Laser line pattern

which is made on the surface of a balance weight is captured by USB camera. In case that USB camera is used in machine

vision, barrel distortion caused by wide angle lens makes the captured image distorted. Image warping function is applied

to correct the distortion. Simple image processing algorithm is applied to extract the laser line information and whether

it is good or not is judged through the extract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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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에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에서 휠의 중량분포

가 평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고속 주행 시 자체의 진동,

핸들의 떨림 등이 발생하며 타이어의 편 마모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밸런스

웨이트(balance weight)이고 Fig. 1과 같이 자동차의 휠

에 결합하여 사용한다. 

밸런스 웨이트는 클립과 웨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클립의 재료는 철이며, 몸체에 해당하는 웨이트는 납을

이용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국

제적으로 납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에 따라 주

석, 아연, 철, 텅스텐, 플라스틱, 합금(아연, 구리, 알루

미늄) 등을 이용하여 밸런스 웨이트를 제작하고 있다.

제조 방법은 철 웨이트인 경우에는 프레스 결합방식에

의해 밸런스 웨이트를 제작하여, 그 이외의 물질은 주

조 방식이다.

프레스 결합방식에 의한 밸런스 웨이트 생산 시, 발

생하는 불량은 클립이 없는 불량과 클립이 회전되어

있거나 정상 위치에 있지 않은 불량이다. 특히 두 번째

†E-mail : momo11@unitel.co.kr Fig. 1. Steel balance weight for auto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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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은 클립과 웨이트가 밀착이 되지 않은 경우로써,

Fig. 2와 같이 클립과 웨이트 사이에 틈(gap)이 존재한

다. 또한 틈이 존재하는 불량품에서는 틈의 크기만큼

클립과 웨이트의 상대적 높이차가 정삼품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철 밸런스 웨이트의 제조 상

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표면에서 각 위치에서의 상대적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3차원 측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센서 시스템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특정 위치의 높이를 직접 측정

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거리센서와 검출센서로 구성된

레이저 삼각측량(laser triangulat ion) 시스템이 그 예이

다. 다른 하나는 기준면에 대한 특정 위치의 상대적 높

이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모아레(Moire) 패

턴을 이용한 3차원 측정이 있으며, 이 보다 더 간단히

비전 센서와 특정 각도의 조명을 이용하여 구성되는

계단 조명(tiered illumination) 시스템이다. 레이저 거리

센서를 이용한 시스템은 대상에 대한 3차원 모양을 직

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2차 반

사에 의한 가상면이 생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계단 조명 시스템은 표면의 기울기에 영향을 받아 표

면이 45도 이상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반사된 빛을

검출할 수 없다. 더욱이 이 두 시스템은 반사된 빛이

검출할 수 없는 사각(dead angle)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는 시스템 구성 자체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다[1-3]. 

계단 조명 시스템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레이저

선 프로젝터와 비전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물 1차원

영역에 대한 상대적 높이 정보를 추출하는 구성방법이

있다. 직선형태의 레이저 빔을 대상물 표면에 조사한다.

그러면, 표면의 높이에 따라 레이저 라인의 특정 패턴

이 생성된다. 대상물 각 위치의 상대적 높이에 따라 형

성되는 라인의 위치를 영상처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각 위치의 상대적 높이를 측정한다[4-6]. 

레이저 거리센서를 제외한 다른 측정 시스템은 카메

라를 이용하여 대상 이미지를 획득한 후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한다. 카메라를 이용하는 비전시

스템에서는 정밀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은 품

질의 이미지와 효과적인 영상처리 알고리즘이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최근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측정응용분

야에서 고가의 CCD(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 대

신에 저가의 CIS(CMOS image sensor)를 사용한 저가

의 카메라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CIS 를 사용하는 가

장 보편적인 카메라가 USB 카메라이며, 이 카메라는 광

각렌즈(wide angle lens)를 장착하고 있어, 심도(depth of

field)가 깊어 초점 조절이 거의 불필요하다[7]. 그러나

렌즈에 의해 발생하는 영상의 왜곡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렌즈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형태는 radial

distortion과 decentering distor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radial distortion은 barral distortion과 pincushion

distor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barrel distortion

은 가장 일반적인 왜곡으로 광각렌즈를 사용하는 USB

카메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왜곡이며, 렌즈의 중심부와

외곽의 배율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웹 카메

라를 머신 비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획득된 왜곡된

영상에 대한 왜곡 보정을 수행해야 한다. 

왜곡을 보정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Tsai에 의

해 제안된 방법으로, 대상에 대한 카메라의 상대적 위치

와 방향을 추정하고, 그와 동시에 렌즈 왜곡 매개변수에

대한 추정도 같이 수행하는 방식이며, 왜곡 중에서

radial distortion의 한 종류인 barrel distortion의 보정이

주목적이다[8]. 왜곡을 보정하는 것은 결국 정의된 왜곡

모델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수

추정의 한 방법은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를 최

소화하는 방법인 LMA(Levenberg-Marquardt algori thm)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7,9]. 또 다른 방법으로는 왜곡

된 이미지에서 직선에 해당하는 곡선을 직선에 근사화,

즉 선 일치(line fitting)함으로써, 모델의 매개변수를 추

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7,9,10]. 이와는 달리,

이미지 자체의 기하학적 변환에 근거하여, 두 이미지

사이의 픽셀의 변화를 다항식의 형태로 정의하고, 두

이미지의 연관 픽셀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항식의 계

수를 추정하는 이미지 워핑(image warping) 방법이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철을 재료로 한 밸런스 웨이트의 제

조 상태, 즉 웨이트와 클립의 결합상태를 검사하기 위

해 레이저 선 프로젝터와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센

서시스템을 구성하고 정상-불량 판단을 위한 검사 알

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레이저 라인 프로젝터를 표면

에 조사하여, 높이 차에 따른 라인 패턴을 생성한다.

USB카메라를 이용하여 생성된 라인 패턴 이미지를 획

득한다. 획득된 이미지에 대해 이미지 워핑 방법으로

barrel distortion을 보정한 후, 영상처리 알고리즘 및 판

단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Fig. 2. Normal and abnormal state of valance weight.



레이저 선 프로젝터와 USB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차용 철 밸런스 웨이트의 결합상태 검사 17

Journal of KSDT Vol. 12, No. 1, 2013

2. 센서시스템

2.1. 레이저 선 프로젝터

레이저 선 프로젝터는 점 형태의 레이저 빔을 편광

시켜 직선 형태의 레이저 빔을 생성하여 조사하는 것

이다. 높이를 가지는 대상의 표면에 레이저 선 프로젝

터를 투사하면, Fig. 3과 같이 레이저 선이 생성되는

위치가 대상의 높이에 따라 다르다. 기준면과 대상의

표면에 생성된 레이저 선 사이의 간격과 대상의 높이

와의 관계는 식 (1)과 같이 정의되며, 레이저 선 프로

젝터의 조사 각도를 45o로 할 경우 선사이의 간격이

대상의 높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패턴1과 패턴 2 사이

의 거리가 패턴 1이 생성된 면을 기준으로 대상의 상

대적 높이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레이저 선 프로젝터를 조사한 정상 및 불량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테스트 이미지는 Fig. 2와 같다. 정상

밸런스 웨이트는 클립부분에 조사된 레이저 라인과 웨

이트 부분에 조사된 레이저 선 사이에 단차가 존재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불량 밸런스 웨이트에서는

클립과 웨이트 각각에 형성된 레이저 선의 단차가 없

거나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클립이 없는

경우에는 레이저 패턴은 정상 밸런스 웨이트와 동일하

지만, 레이저 패턴사이의 단차가 정상인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상처리를 통해

이미지에 존재하는 레이저 라인 패턴의 수와 간격 정

보를 추출함으로, 밸런스 웨이트의 정상-불량 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

height = tanθ × width (1)

2.2. 렌즈 왜곡의 보정

렌즈 왜곡은 radial distortion과 decentering distor-

tion의 합성으로 표현되며, 이에 대한 일반식은 식(2)와

같다[11].

(2)

여기서 

(cx, cy)는 이미지의 중심점을 나타내며, (x, y)는 표준

이미지에서 픽셀의 위치이고, (x', y')은 왜곡 이미지에

서 픽셀의 위치이다. 식(2)에서 K1, K2, K3은 radial

distortion 매개변수이고, P1, P2, P3은 decent ering

distortion 매개변수이다. USB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일

반적인 왜곡은 radial distortion 중의 하나인 barrel

distortion이며, 다양한 방법에 의해 radial distortion의

매개변수를 추정함으로써 이미지의 왜곡을 보정한다.

이는 임의의 이미지 평면의 모든 점을 다른 이미지 평

면으로 매핑(mapping) 함으로써 변환하는 이미지 워핑

이다. 이미지 워핑은 이미지의 공간적 구성(spatial

configura tion)을 변경하는 변환으로 정의되며, 2차원

원영상의 좌표(x, y)가 기하학적 변환에 의하여 좌표

(x', y')로 변화 되었다면, 모든 변환된 좌표는 식 (3)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워핑 다항식으로 표현된다. 일반

적인 경우에서는 m = 2인 2차 다항식을 사용하며, 비

선형인 경우는 m = 3까지 사용한다[12]. 본 논문에서는

식 (4)으로 표현된 이미지 워핑 함수(image warping

function)를 사용하며, 이미지 보정을 위한 알고리즘은

Fig. 4와 같다. 왜곡 이미지에서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

차점을 추출하고, 표준 이미지에서 추출된 교차점을 이

용하여 식 (4)의 매개변수aij, bij를 추정하고, 왜곡 이미

지를 보정한다. Fig. 5는 실제 검사 시스템에 사용될 고

정된 카메라 위치에서 테스트 영상을 획득한 후,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한 테스트 결과로써 본 논문에서 사용

된 USB 카메라에 의해 발생된 barrel distortion이 보정

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Fig. 5(c)에서 알 수 있듯이,

barrel distortion이 이미지 외곽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나

며 이미지 중심에서는 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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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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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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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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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P2xy+[ ] 1 P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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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 y K1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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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ig. 3. Height measurement using laser line pro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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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영상처리알고리즘

밸런스 웨이트의 결합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밸

런스 웨이트 표면에 생성된 레이저 패턴의 수와 위치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USB 카메라를 사용

하여 레이저 선 프로젝터가 조사된 면에 대한 이미지

를 획득하여 Fig. 6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조사된 레이저 빔이 철 밸런스 웨이트는 표면에서

잘 반사됨에 따라, 획득된 컬러 이미지는 반사 및 산란

된 레이저 빔에 의한 영향이 크다. 컬러 이미지를 구성

하는 RGB 성분 각각에 대한 히스토그램(histogram)

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Fig. 7과 같이, 녹색 성분의 히

스토그램 분포가 가장 좁아 잡음의 영향이 적으며 레

이저 선 패턴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녹색 성분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획득된 이미지에서 실제 레이저 선 패턴이 존재하는

영역은 제한적이므로, 영상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

체 이미지에서 Fig. 8(a)와 같이 영상처리 대상 영역을

추출하고,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면으로 생성되어 있는 레이저 선 패턴을 세선화 과정

을 통해 Fig. 8(b)와 같이 한 픽셀의 선으로 그려지도록

y′ b00 b10x b01y b11xy b20x
2

b02y
2

+ + + + +=

 b21x
2
y b12xy

2
b30x

3
b03y

3
     + + + +

Fig. 4. Correction algorithm of Barrel distortion.

Fig. 5. Correction result of image distortion.

Fig. 6. Image processing algorithm.

Fig. 7. Histogram characteristics of the colo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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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후, 동일 레이저 선 패턴을 구성하는 픽셀의 평

균값으로 Fig. 8(c)와 같이 재 생성한다. 필터링 과정을

통해, 잡음에 해당하는 성분을 제거하고, 추출된 레이

저 선의 개수, 선의 간격 정보를 추출하여 정상 및 불

량을 판단한다.

3. 실 험

밸런스 웨이트를 검사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은 USB

카메라와 소형 레이저 선 프로젝터를 이용하였으며,

Fig. 9와 같다. 카메라와 프로젝터의 재원은 Table 1 과

같다. 밸런스 웨이트의 표면이 반사가 잘되는 특성과

레이저 프로젝터의 간섭을 고려하여 조명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검사부 전체를 차폐하였다.

3.1. 시스템교정

Fig. 3에서와 같이 조사된 레이저 선 패턴은 대상의

표면 높이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 나타나며, 레이저

프로젝션의 각도에 따라 패턴의 간격이 변한다. 따라서

기준면에 대한 특정 위치의 상대적 높이를 구하기 위해

서는 구성된 센서 시스템에서 설치된 레이저 프로젝터

의 각도와 이미지에서 픽셀의 실제 높이(HPP : height

per pixel)를 측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Fig. 10의 교

정판(calibration plate)를 이용하여 레이저 프로젝터의

각도와 HPP를 측정하였다. 이미지 한 픽셀의 실제거

리(LPP : length per pixel)은 0.11 mm 이다.

기준선에 대한 위치별 각 선의 실제 깊이와 기준선,

각 선의 픽셀 수와 계산된 각도와 HPP는 Table 2와 같

다. 식 (1)에서 레이저 프로젝터의 각도를 계산하기 위

해서 선 간격을 LPP를 이용하여 mm 단위로 환산하고,

각도를 계산한다. 그 결과, 레이저 프로젝터의 각도는

평균 32.5도이며, HPP는 평균 0.07 mm 이다. 프로젝

터의 각도 편차는 평균 기준 약 ±1.27도 이고, 이로 인

해 발생하는 HPP의 편차는 평균 기준 약 ±0.003 mm

이며, 이는 검사 대상인 밸런스 웨이트의 접합상태를

고려할 때 무시 가능하다.

3.2. 정상-불량 판단

Fig. 11은 정상 밸런스 웨이트와 2가지 대표적인 불

량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영상처리 결과이다. 정상 밸

런스 웨이트(Fig. 11(a))의 검사 영역에 대한 영상처리

결과 위 제시된 판단 알고리즘에서와 같이 총 5개의

선 성분이 발생하며, 웨이트 위에 조사된 선과 클립 위

에 조사된 선 사이에 단차가 발생한다. 클립이 밀착되

지 않은 불량(Fig. 11(b))은 검사 영역에 대한 영상처리

결과 추출된 선 성분이 1개 발생하며, 선 사이에 단차

Fig. 8. Image processing results for laser line pattern.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sensor system

Color 

USB

Camera

Model EZON SHS-SC101

Image sensor 1/3” CMOS image sensor

Laser 

Line 

Projector

Model Lanics, LM-6305MS3D

Typical 

wavelength
637 nm

Optical power 2.5 mW

Fan angle 30o

Line length
Perpendicular - 500 mm

Inclined at 45o - 1200 mm

Fig. 9. Configuration of sensor system.

Fig. 10. Calibration of sensor system.

Table 2. Calibration result of sensor system

Line 1 Line 2 Line 3 Line 4 Line 5

Depth(mm) 5.0 4.0 3.0 2.0 1.0

Line 

Pitch

(pixel) 68 56 43 29 15

(mm) 7.48 6.16 4.73 3.19 1.65

Angle(degree) 33.8 33.0 32.4 32.1 31.2

HPP 0.074 0.071 0.070 0.069 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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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클립이 없는 불량(Fig. 11(c))은

정상과 같이 총 5개의 선 성분이 발생하지만, 선 사이

의 간격이 정상보다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제시된 간단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에 의해 레이저

선을 정확히 검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출된 레이저 선 패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상-

불량 판단을 수행한다. 영상처리 알고리즘 및 검사 프로

그램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 밸런스 웨이트에

대해 50회 반복 검사를 수행하여, 검출 라인의 수, 검출

라인의 위치, 정상-불량 판단 횟수를 조사하였다. 정상

및 불량 샘플에 대한 신뢰성 평가 결과는 아래 Table 3

과 같이 50회 모두 동일한 판단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3. 밸런스 웨이트 종류별 검사 결과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검사 알고리즘을 Fig. 12의 서

로 다른 무게의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

다. 각각의 정상 샘플에 대한 이미지는 Fig. 13과 같으

며, 정상적인 검사 및 판단이 수행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SB 카메라와 레이저 선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밸런스 웨이트의 조립 상태를 자동으로 검사

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하고, 광각렌즈에 의해 발생된

barrel distortion의 보정과 정상 불량 판단을 위한 영상

처리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하였다. 밸런스 웨이트의 불

량은 클립과 웨이트의 밀착 불량으로, 정상-불량 판단

을 위한 높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레이저 선 프로젝

터를 조사하고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칼라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USB 카메라의 광각렌즈에 의해 발생된

barrel distortion을 보정하고,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밸런스 웨이트 위에 생성된 레이저 선 패턴 정

보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정보와 판단 규칙을 적용하여

정상-불량을 수행하였다. 구성된 비전시스템과 검사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5종류의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검

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시스템 구성

으로도 밸런스 웨이트의 정상과 불량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수행됨을 알 수 있었다. 

Fig. 11. Experiment results of normal and defective bala-

nce weights.

Table 3. Inspection results for normal balance weight.

Sample

Type

No. of 

Line 

Pattern

Line Position
Good/

Not Good

Correct 5

1st = 39

3rd = 41

5th = 37

2nd = 48

4th = 47 

G 50

NG 0

Defect

Type

1

1

1st = 38

3rd = N/A

5th = N/A

2nd = N/A

4th = N/A 

G 0

NG 50

Defect

Type

2

5

1st = 40

3rd = 33

5th = 37

2nd = 62

4th = 61 

G 0

NG 50

Fig. 12. Five types of balance weight.

Fig. 13. Inspection results for five balanc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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