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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ZXING QR 인식을 통해 제품 생산 이
력을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OpenCV의 Edge검출을
이용하여 수면위치 맵핑을 통해 용량을 판단, Blob 검출 라이브
러리를 이용하여 음료의 이물을 검출 하도록 하여 제품의 품질
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

1. 서

론

기존의 공정에서는 공정물품에 대해 양품과 불량품만을 구분
하여 불량품에 대해 작업자가 직접 육안으로 가성불량품과 불량
품을 구별[1] 하였으나, 이와 같은 수동 검사 방식은 작업자의
컨디션, 능력에 따라 검출률, 작업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고 생산
이력 관리의 불편성 증대, 생산 품질관리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
해 전체 공정 생산 수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 시료를 추적할 수 있는 QR 코드 인식개발, 충진 된 음료의
양 측정이 가능한 이물을 검출 장비 개발을 제안하였다.

에도 병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완벽하게 동작해야 비교 연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으로 직접 무게를 측정하기보다 카메라
의 시각적인 이미지 획득을 통해 병의 위치도 추적도 가능하면
서 음료의 수위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으며, 이물 측정시 각각 다른 수위마다 변화하는
ROI영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위값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음료의 수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림 1>과 같이 에지 이진화
를 통해 대략적인 수면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스포이드
와 병의 최좌측과 최우측사이 3포인트씩 총 6포인트의 X좌표
위치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픽셀의 위치값을 추출하여 평균을
내었다. 이때 최대값, 최소값 각각 1개씩 제거하여 실제로 4개
픽셀값만 평균값에 사용하였다.

2. ZXING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QR코드 인식기

고객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URL주소를 저장할 정도의
데이터량을 적용하기 위해서 QR코드 생성레벨은 버전 2 등급으
로 선정하여 라벨 마킹기에서 인쇄하도록 하는 ZXING 인식 모
듈을 적용하였다. ZXING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1D/2D 바코드
이미지 처리 오픈 라이브러리로 횡단보도를 뜻하는 Zebra
Crossing 의 약자[2] 이며, ZXING 바코드 인식 안드로이드 어
플을 1억명 이상이 다운로드(플레이스토어, 2022. 05. 기준)하여
사용할 정도로 인식성능이 검증되었기에 전세계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ZXING 라이브러리 자체만 이용한다고
해서 QR코드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 전처
리 단계에서 여러가지 특정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비로소
인식이 가능해 진다.
특히, 인식 정확성이 100%에 가까워야 하는 산업 현장이라면,
QR코드 인식을 위해 조명을 통한 음영제거, 고정초점 카메라,
필요 없는 외부 Edge 제거 등 여러 환경 조건을 최적화 시켜줘
야 하며, 컨베이어벨트가 70 BPM(Bottles per minute) 의 속도
로 음료병을 운반하면서 도트형태로 인쇄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모터 및 벨트의 부딪힘등 물리적인 진동에 의해 QR코드 인
쇄품질 또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를 통해 인식률을 높여주도록 하였다.
3. 음료의 용량 측정기 설계

음료의 용기는

외관상 동일한 크기, 무게를 가진 음료병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플라스틱 사출작업을 거치면서 물리적으로
병의 무게가 ±5g 의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무게를 정확하게
실측하려면 음료가 채워진 무게에서 빈병의 무게를 빼는 수식이
필요하였고 이는 컨베이어벨트가 회전하여 병이 지나가는 와중

<그림 1> Edge 변환 후, 평균 연산할 6포인트 지정

또한 표본 샘플 94mL 용량에서부터 104mL 용량까지 1mL 단
위로 평균값을 맵핑하여 저장한 뒤, 새로운 시료가 입력 됐을
때, 동일하게 에지 이진화 처리하고 수면 최하단 픽셀의 6포인
트 평균값을 조건문에 의해 매핑 값을 비교 연산하도록 하였다.
시험 결과 컨베이어 모터진동에 의해 심하게 출렁이고 큰 물방
울에 의해 많은 외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0.6mL 의 오차
로 줄일 수 있었다.
4. Blob Detection을 이용한 이물 검출기 설계

병내부 스포이드의 위치, 충진량 및 조명에 의한 명암의 미세
변화 등 일정하지 않은 패턴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획득한 원본 이미지에서 이물을 찾을 영역을 한정시키고 영
역의 크기를 가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스포이드 영역은
매번 위치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물 검출영역에서 제외하였
고, 수면에 가까운 영역은 남아있는 버블이 이물로 오인식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서 개발한 음료의 충진량 측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그림 2>와 같이 수위에 따라 ROI 영역 높이가 바뀌
도록 하였다.
이렇게 변형시킨 ROI 영역의 위치 값을 참고하여 마스크를 만
들고 원본 이미지에 ADD 연산 시켜 원하는 ROI 영역을 추출하
고 전처리 작업을 진행 하였다.
이물을 검사하는 ROI 영역의 이미지에는 병의 표면에 쌓인 먼
지나 기스, 음료에 생긴 버블, 조명에 의한 명암의 변화 등과 같
은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픽셀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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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lob Detection 결과
<그림 2> 수위 변화에 따른 ROI 영역 높이 변환

하며,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로 Gaussian 필터의 일종인
Bilateral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3>과 같이 Edge를 보존
하면서 Blur 얼룩 같은 픽셀 값들을 좀 더 평활화 해주었다.

불량 시료는 100g 이상의 무게를 옮길 수 있는 압축공기를 통
해 따로 분리되도록 하였고 양품 시료는 컨베이어동작 방향 그
대로 이동하도록 하여 불량 9개, 양품 1개를 자동분리하였다.

SN_V 시리얼번호, Fi_R 최종결과, SN_R QR결과, Le_V 수위
측정값, Le_R 수위결과, FM_N 이물개수, FM_R 이물결과, In_T
최종처리시간을 <표2>와 같이 얻었다.
<표 2> 10개 시료 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

<그림 3> Bilateral필터 적용전(좌측)과 적용후(우측)

OpenCV의 Blob Detection 함수 사용시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는
데, 그중 filter By Area 옵션으로 Blob 면적 크기를 제한하는
기능을 통해 <표 1>과 같이 픽셀 5x5 에 해당하는 실제 넓이를
환산하였다.
<표 1> Blob Area 값에 따른 이물 Size 환산

6.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QR인식기과 수위측정기는 정확하게 동작
하였지만 이물검출기는 실제 음료에 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먼지나 병의 기스까지 찾아 이물로 판단 할 정도로 4개의
시료에 대해서 과검출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알고리즘, 기구
설계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필요했다.
충진된 음료가 이동하는 중에도 크기가 큰 이물은 빠르게 가라
앉았기 때문에 큰 이물확인은 확인이 힘들었고, 병의 후면에 위
치한 이물은 카메라 초점에 의해 보이지 않았다.
향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음료의 이물인지 용기 외부의 결점
인지를 학습시켜 구분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이 필요
해보였고, 기구적으로는 병을 회전시켜 이물이 가라앉지 않게
하거나 후면에도 카메라를 장착하여 다차원으로 이물을 확인하
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22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전남대학교 스마트플랜
트신뢰성 핵심연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2020R1A6C101B197-22)

5. 적용 결과

[참 고 문 헌]

94mL에서 103mL까지 각각 1mL씩 증가시켜 충진된
총 10개 시료를 컨베이어에 80 bpm 속도로 흘려 보내 실제 성
능을 검증하였다.
우선 QR 코드는 250번부터 260번까지 인식이 잘되어 모두 양
품 판정이 되었고, 음료의 수위는 96.5 보다 작으면 불량,
103.5 보다 크면 불량으로 처리 했는데 6개 시료만 양품 처리
되었다. 이물의 크기는 Blob Area의 최소값 3보다 크면 모두
불량으로 처리 했으므로 2개 시료만 양품 처리 되었다. <그림
4>과 같이 3가지 항목 모두 양품이어야만 양품 결과가 나오고
1개라도 불량이면 불량 처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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