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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르방



아이디어

 골재를 하나하나 Segmentation하여 이 영상으로 실제 골재의 길이 및 면적과 매핑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립률
및 골재입도를 구한다.

 골재의 길이로 원의 면적을 구한 뒤 골재의 면적의 비를 구해 입형률을 구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로 들어가는 골재의 조립률 및 입형률을 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한다.



팀 구성

팀원 김성규

영상처리 및 골재
Segmentation 기획 및 개발
조립률, 입도률, 골재입도
계산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팀장 최우빈

데이터 수집플랫폼 설계
통신 프로그램 설계

데이터 및 프로그램 검증 설계

팀원 이재근

플랫폼-서버 통신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수집플랫폼 개발



배경 및 개요

 미래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대체불가 건축자재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레미콘의 60~70%는 보강제 작 용을 하
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성된다. 골재의 크고 작은 입자가 혼합된 정도를 골재의 입도라 하고, 골재 입자의 크
기를 구하여 시험 결과를 정리한 것을 입도곡선, 입도곡선을 수치화한 것을 조립률이라고 한다. 이번 챌린지에서
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골재입도를 자동판독하여 조립률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는 생산자가 레미콘 혼합과정의 믹서 내부 유동성의 거친 정도를 판단하거나, 품질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정제어 시스템에서 배합량을 수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사람의 경험을 기초로 한
개략적 조치 방법으로 큰 조정범위 의 원재료 관리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상시 대기 입력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청구되고 원재료 낭비 및 손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특징 및 장점

- 레미콘 제조공정의 골재 품질변동 요인을 공정 투입 전 분석하고, 골재입도 비율을 보정에 의한 골재투입량을 조
정하여 최종적 생산품의 품질을 안정시킬 수 있다.

- 현재의 QCS는 생산이 완료된 후에 계획된 시방배합의 골재배합량과 골재분류기를 통해 수작업 측정된 실제 조립
율을 비교하여 분석을 하고 있으나, 생산리드타임 중 실시간 골재입도 및 조립율을 모니터링 할 수는 없다. 앞에서
기술한 H/W 영상분석시스템과 더불어 S/W를 고도화 개발하고 이를 영상정보와 인공지능에서 판단한 결과치를 실
시간 모니터링 하는 고도화 QCS를 구성한다.



진행일정

시나리오/모델/데이터작성

알고리즘및데이터수집플랫폼개발

검증/케이스/이벤트시나리오작성

모델/케이스별테스트

수정및보완

최종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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