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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영상 기반 반도체 검사 장비의 검사 고속화와 검사 정확도를 위해, 넓은 FOV와 고해상도를 동시에 가지는 2차원 영상을
획득하는 것은 검사 장비에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밀도와 FOV 측면에서 양질의 영상 획득을 위한 새로운 영상획득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시스템은 하나의 렌즈와 광분할기, 두 개의 카메라 센서, 스테레오 영상획득 보드로 구성되며, 하나의
렌즈를 통해 입력되는 영상을 두 개의 카메라 센서를 통해 동시에 영상 획득한다. 획득된 영상의 정합을 위해, 첫 번째로
Zhang의 카메라 교정 방법을 적용시켜 각각의 카메라를 교정한다. 두 번째로 다른 카메라에서 획득한 두 영상들 사이의 수학
적인 정합 함수를 찾기 위해 각 영상의 호모그래피(homography)를 이용하여, 양측 카메라간의 정합 행렬을 계산한다. 영상 호
모그래피를 통해서, 획득된 두 영상은 하나의 최종 검사 영상으로의 통합을 위해 최종적으로 정합될 수 있다. 다중 카메라로부
터 입력되는 다중 영상들을 활용하는 제안 검사 시스템은 실시간 영상 정합을 위해 매우 빠른 프로세스 유닛의 도움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기반 병렬 프로세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두 개
의 분할된 영상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정합된 영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연속된 실험을 통해 획득한 호모그래피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으로 얻은 결과들은 제안된 시스템과 방법이 대영역 고해상도 검사영상 획득을 위해 효과적임
을 보인다.

Abstract
For high speed visual inspection in semiconductor industries, it is essential to acquire two-dimensional images on
regions of interests with a large field of view (FOV) and a high resolution simultaneously. In this paper, an imaging
system is newly proposed to achieve high quality image in terms of precision and FOV, which is composed of single lens,
a beam splitter, two camera sensors, and stereo image grabbing board. For simultaneously acquired object images from
two camera sensors, Zhang’s camera calibration method is applied to calibrate each camera first of all. Secondly, to find a
mathematical mapping function between two images acquired from different view cameras, the matching matrix from
multiview camera geometry is calculated based on their image homography. Through the image homography, two images
are finally registered to secure a large inspection FOV. Here the inspection system of using multiple images from multiple
cameras need very fast processing unit for real-time image matching. For this purpose, parallel processing hardware and
software are utilized, such as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CUDA). As a result, we can obtain a matched image
from two separated images in real-time. Finally, the acquired homography is evaluated in term of accuracy through a
series of experiments, and the obtained results show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ystem and method.

Keywords : multiple cameras, image registration, wide-view image, high resolution image, CUDA, paralle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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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t)와 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를 적용하였다.

한정된 영상 획득 영역을 가지는 카메라 시스템에서

실시간 정합을 위하여, 사전 교정정보에 의존하 는 방

는 하나의 물체의 고해상도 영상을 얻기 위해서 물체

법을 고안하였으며, 이는 두 이미지 사이의 호모그래피

를 나누어 촬영할 필요가 있으며, 획득한 영상들을 하

에 따라 역방향 정합 및 보간법을 구성하여 영상 정합

나의 영상으로 정합해야 해당하는 검사영역의 분석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카메라로 물

이 시스템을 통해 단순히 검사 장비의 2차원 영상 획

체를 나누어 촬영하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 촬영 후

득뿐만 아니라 검사 장비의 발전 방향인 3차원 검사 기

물체의 다음 부분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이동시켜

기에서 사용될 기본 영상 대영역화 기술에도 적용시켜

야 하는 단점이 있고, 여러 영상의 촬상 때문에 검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결국 지연되며, 매번의 영상 정합에서 카메라의

Ⅱ. 본 론

상대 이동이 매번 다름에 따라 영상 정합 최적화에 항
상 시간이 더 요구된다. 이때 발생하는 시간을 줄이고
검사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중 카메라를 이용하여

1. 다중 카메라 기반 영상 정합 시스템

동시에 물체를 분할해서 촬영 후 영상을 정합하는 시

다중 카메라 기반 영상 정합 시스템은 대상물체를 두

[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을 최

개의 좌측 및 우측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카메

소화 하고, 검사 장비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라에서 획득된 두 개의 영상을 동기화된 스테레오 영상

대영역 고해상도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단일렌즈 기

획득 보드를 이용해서 동시에 컴퓨터에 전달하고, 전달

반 다중 카메라 영상획득 시스템 및 이의 영상 정합

된 영상을 컴퓨터 내에서 정합알고리즘을 통해 정합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다. 이때 두 카메라는 하나의 렌즈를 공유한다. 그 이유

스템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 다수의 카메라를 사

는 각각의 렌즈를 사용할 때 보다 영상의 왜곡을 감소

용하면서 이와 상응하는 다수의 렌즈를 동시에 사용하

시켜 다중 카메라 영상정합의 정합량을 감소시키는 것

게 되면 각 영상시스템의 서로 다른 렌즈에 의한 왜곡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렌즈를 공유함으로 인해 카메라

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각 영상 획득 시스템간 영상을

간의 물리적 간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광분할기

상호 교정하게 되면, 영상획득 시스템으로부터 대상물

(Beam Splitter)를 사용하여 하나의 렌즈로 받은 영상

체의 상대거리에 따라 상호 영상 교정 모델이 변화해야

을 각각 대상물체 영역의 좌측 우측 영상으로 분할해서

하는 단점이 새로 생겨, 물체까지의 거리를 미리 측정

각 영상촬영 소자 CCD(Charge Coupled Device)로 보

하고 이를 영상 교정시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단점이

내준다.

생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두 개의 영상을 빠르게 정합함으로써 사용자는 해상

제안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렌즈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

도가 높으면서 넓은 검사영역을 분석할 수 있는 영상을

성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렌즈에 기인하는 상

얻음을 통해, 목적이 되는 시각 검사의 정확도 및 그 검

호 왜곡을 줄이고, 물체의 거리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

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두 대의 카메라를 통해 하나의 물체의

한다.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을 각각 왼쪽 영상, 오른쪽 영상으

또한 다중 카메라 시스템의 사용시, 일반적으로 사용

로 받아온다.

되는 기존 영상 정합 방법은 고해상도 정합 영상을 얻
기 위해 특징치 추출 및 특징치 정합 등의 사전 과정의

두 영상을 하나의 대영역 영상으로 영상 정합하기 위

도입이 필수적이며, 또한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영상들

해서,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의 일부 겹치는 영역이

을 정합하기 위한 처리 시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가

생기도록 하드웨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동시에

진다. 만약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에서 빠른 처리

촬영한다. 정합의 편의와 좌표계의 통일을 위해 왼쪽

속도를 원한다면 반드시 병렬 처리 구조를 사용하여 이

영상을 상하 반전한 이후에 오른쪽 영상과 겹침 영역에

[2]

의 정합과정을 고속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맞춰서 두 영상을 정합한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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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ig. 3.

이승현 외

영상 정합 알고리즘 구성도
Flowchart of image matching algorithms.

먼저 각 카메라를 통해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을
[3]

얻은 후 Zhang’s 카메라 교정 방법 을 사용해서 카메
그림 1.
Fig. 1.

다중 카메라 영상 장치 개념도
Concept of dual image sensor based imaging
system.

라 행렬을 구한다. 구한 카메라 행렬을 사용해서 오른
쪽 영상이 왼쪽 영상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예측
한 후 실제 오른쪽 영상 점과 예측한 오른쪽 영상점 사
이의 호모그래피 행렬을 구한다.

1. 오른쪽 영상 중심 점 예측
왼쪽 영상에서 Zhang’s 카메라 교정 방법을 이용해
카메라 행렬을 계산한 뒤, 이 교정을 통해, 실 공간에서
왼쪽 영상 다음 어느 위치에 오른쪽 영상이 위치할지
좌표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2.
Fig. 2.

다중 카메라 영상 장치
Prototype of the proposed dual image sensor
based imaging system.

두 카메라 영상간의 정합 행렬을 얻기 위해 다중 카
메라 영상 장치를 통해서 촬영하는 샘플 영상은 그림 4
와 같다.
샘플 영상 촬영에 사용된 교정 패턴은 φ0.5mm인 원

미리 촬영한 샘플 영상을 통해 정합 행렬을 구하고,
향후 동일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왼쪽 영상과 오른쪽

형 패턴이 간격 1mm로 등간격 배열되어 있다.

영상을 촬영할 때, 미리 구해놓은 정합 행렬을 통해 영

Zhang’s 카메라 교정 방법은 왼쪽 영상에서 이진화

상을 실시간으로 정합하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 목적

및 라벨링을 통해 원형 패턴 중심점의 x,y 좌표 [u v]

이다.

를 구한 뒤, 이 점들이 실제 공간에서 어떠한 위치에

그림 2는 실제 구현된 검사 속도 증가용 다중 카메라

있는지 [x y z] 좌표를 입력해서 두 공간 사이의 카메

영상 장치이다. 개념도에서 표시한 대로 두 대의 카메

라 행렬을 구하는 이론이다. 그림 5의 카메라 교정 행

라가 위쪽(Image sensor1)과 오른쪽(Image sensor2)에

렬 중에서, 행렬 A가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초점거

있고 중앙에 광분할기가 있다. 연결된 카메라 케이블과

리, 주점, 왜곡 계수)를 나타내고 R, t 행렬은 카메라의

스테레오 영상 획득 보드를 통해 컴퓨터로 획득 영상을

외부 파라미터(회전, 거리)이다. 내부, 외부 파라미터

전송한다.

행렬을 하나의 행렬로 만들면 이것이 카메라 교정 행
렬이 된다.

Ⅲ. 실 험

교정을 통해 카메라 교정 행렬을 얻으면, 이 행렬과
오른쪽 영상 상에 잇는 원형 패턴의 실제 공간에서의
좌표값를 이용하면, 오른쪽 영상 상에서 교정 패턴의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체적인 알고리즘

원형 패턴이 어디에 위치할지 예측해 볼 수 있다. 오른

의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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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된 포인트를 사용해서 정합
왼쪽 영상 상에 ‘+’로 표시된 예측된 우측의 원형 패
턴 점들과 실제 오른쪽 영상 상에 관측되는 원형 패턴
점들 사이의 호모그래피를 계산하면, 각 카메라간의 정
합 행렬이 된다. 이 정합 행렬을 이용해 왼쪽 영상과 오
그림 4.
Fig. 4.

른쪽 영상을 정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왼쪽 및 오른쪽 샘플 영상
Left and Right sample images.

   
      
     





 

(1)

수식 (1)에서 왼쪽 영상에서 예측된 오른쪽 영상에서
관측될 원형 패턴의 중심위치를 x, y에 대입하고, 실제
오른쪽 영상에서 관측되는 원형 패턴의 중심점 위치를
X, Y에 대입해서, 두 카메라간의 관계를 호모그래피 행
렬로 나타낼 수 있다. 이 행렬식을 계산해 구한 행렬 H
가 바로 정합 행렬이 된다.
원하는 오른쪽 영상의 각 픽셀 좌표와 계산한 정합
그림 5.
Fig. 5.

Zhang’s 카메라 교정 방법
Zhang’s camera calibration method.

행렬 H를 곱해 계산된 좌표에 해당하는 픽셀 값을 넣
어 정합한다. 그림 7은 실제로 H 행렬을 사용해 정합한
결과이다.
예측한 원형 패턴 점인 ‘+’표식 위에, 실제 정합한 오
른쪽 영상의 원형 패턴이 위치하는 것을 영상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합 정확도에 대한 수치분석은 4.2 실
험결과 절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6.
Fig.

6.

왼쪽 영상과 예측한 오른쪽 영상의 중심점 표
시 영상
Left image dots(circle marks) and estimated
position of right image dot center(cross marks).

쪽 영상 내에서의 원형 패턴은 왼쪽 영상 원형 패턴의
옆에 물리적으로 연속해서 위치하기 때문에, 쉽게 실공
간 좌표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오른쪽 영상

그림 7.
Fig. 7.

내에서의 원형 패턴을 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왼쪽 및 오른쪽 영상의 최종 정합 영상
Final matched single image from two images.

그림 6의 왼쪽은 왼쪽 영상 상에서 관측되는 원형패
턴이고, 하얀색 ‘+’로 표시된 위치는 그 옆에 나란히 위

3. CUDA를 사용한 정합 시간 및 정확도 향상

치하게 될 오른쪽 영상 상에서 관측되는 원형 패턴의

제안한 시스템에서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 사이의

중심 위치를 예측한 지점을 왼쪽 영상의 연장선에 표시

호모그래피 행렬을 얻은 후, 정합 행렬을 이용해서 두

한 것이다.

개의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정합한다. 매번의 검사마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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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 시간을 실시간으로

나의 직선으로 피팅될 때, 상호간에 작은 오차를 보인

하기 위해 영상 정합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 실험 프로그램은 MATLAB 7.9를 사용하였다.[9]

CUDA를 우리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는

NVIDIA에서 제공하는 병렬처리 시스템이다. CUDA는
영상의 픽셀과 같이 비 순차적, 비 상호작용 데이터 처
리에 최적화 되어 있어 영상 처리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 영상 변환을 위해 역방향 정합을 사용하
였고 임펄스 잡음 제거에 강한 3x3 평균 필터와 3x3 중
[4～5]

앙값 필터를 역방향 정합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 프로세스는 CUDA 알고리즘에서 constant 메모
리, 루프 감소, 비동기 데이터 전송을 증폭해서 사용한
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후 명령어는 serial
그림 8.
Fig. 8.

code와 반대로 실행된다. 그러나 CUDA 알고리즘에서
데이터 전송과 커널 동작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2]

정확도 측정을 위한 실험 방법
Experimental method for the registration quality
check.

CUDA는 SIMT(Single Instriction Multi Thread) 명령
어를 가진다.[6～7] CUDA scheduler는 GPU안에 있는 32
개의 스레드에 동시에 명령한다. 32개 스레드는 warp라
불린다. 따라서 if, swich, for와 같은 제어 명령어를 줄
여 알고리즘의 병렬화를 돕는다. CUDA의 메모리는
global 메모리, constant 메모리, local 메모리, shared
메모리, texture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constant 메모
리는 동시에 warp 스레드의 반을 끌어들일 수 있다.

(a) pair 1

(b) pair 2

(c) pair 3

(d) pair 4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빠른
tact time안에 정합된 영상을 얻는다. 대조군으로써 또
다른 병렬처리 라이브러리인 OpenMP를 사용했다.[8]
OpenMP는 CPU를 직접 사용한 병렬처리 방법이다. 비
교 결과는 Ⅳ장 3절에 요약되어 있다.

Ⅳ. 실험 결과
1. 실험 방법
구현한 다중 카메라 영상 장치를 이용해 교정 패턴을
촬영하였다. stage를 조금씩 움직이며 총 5번의 촬영을
하였으며 왼쪽 영상 1～5, 오른쪽 영상 1～5를 사용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8을 보면 최종 정합 영상의

(e) pair 5

오차를 분석해놓았다. 실험 방법은 아래와 같다. 최종

그림 9.
Fig. 9.

정합한 영상에서 같은 줄의 원형 패턴 중심점들을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나눈 후 각각을 피팅하는 방법
을 통해 원형패턴의 중심점들이 일렬로 잘 정합되었는
지를 실험해 보았다. 정합이 잘 되었다면, 각 부분이 하

(275)

Pair 1～5 검증 결과
Registration quality check results for image pair
1～5. (all pairs are well distributed along
horizontal coordinates with different vertical image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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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표
2.
Table 2.

실제 교정 패턴에서는 원형패턴이 일정하게 배열되
어 있으므로, 결과 영상에서 두 피팅 직선이 일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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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합 수행 시간 평균 (5회 실행 후)
Average operation time for image registration.
(after 5 times measured)

한다. 두 직선이 100% 일치하면 두 영상이 완벽하게 정

Parallel code

Serial

합이 된 것이다.

code
평균필터

서 원형패턴의 추출된 중심점 사이의 차를 측정했다.

중앙값

측정된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결과들을 표

필터

(CUDA)

16 스레드)

그림 9는 실험 결과들이다. 5쌍의 영상을 사용했다.
왼쪽 영상에서 원형패턴의 피팅 직선 과 오른쪽 영상에

Parallel code

(OpenMP,

1154.4

293.2

16.2

2474.4

552.4

20.0

1에 정리하였다. 평균오차와 오차의 표준편차(σ)는 최대

(unit : msec)

0.43 pixel과 0.15 pixel 오차를 나타낸다.
표
표
1. 영상 정합 결과 오차
Table 1. Error of image registration results.

오차
(mean)
오차
(std)

3.

Table 3.

Pair 1

Pair 2

Pair 3

Pair 4

Pair 5

0.31

0.28

0.11

0.08

0.43

오차
(mean)

0.153

0.148

0.139

0.132

0.155

오차
(std)

(unit : pixel)

영상 정합 결과 오차
(CUDA, 중앙값 필터 사용)
Pixel error of image registration.
(CUDA-Median filter).
Pair 1

Pair 2

Pair 3

Pair 4

Pair 5

0.92

0.88

0.29

0.15

0.79

0.273

0.211

0.147

0.141

0.182

(unit : pixel)

3. CUDA를 사용한 실험 결과

각 각 71배, 123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였다. 또한 CPU

CUDA를 사용해 영상 정합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로 병렬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경우 CUDA를 사용한 원
래 경우보다 평균 필터는 18배, 중앙값 필터는 27배 더

보았다. 실험에 사용한 하드웨어 사양은 아래와 같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4.1절과 같은 방법으로 CUDA를 사용해서 정합한 영

-CPU : Intel(R) core(TM) i7 930
-RAM : 4GB

상을 피팅 방법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에

-CUDA UNIT : Tesla C1060

요약되어 있다.
영상 정합에 CUDA를 사용해서 4M 영상 2장을 하

-OS : Microsoft Window 7 (64bit)
-SW개발 환경: Visual studio 2008, OpenMP 2.0,

나의 8M 영상으로 정합하는 경우에 수행 시간을

CUDA Toolkit 4.0, CUDA SDK 4.0

20msec로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단일 픽셀에서 발생하
는 오차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즉 두
장의 영상이 빠른 시간(실시간)에 잘 정합되었다는 것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합 행렬을

을 의미한다.

계산한 후 평균 필터와 중앙값 필터 두 가지 방법을 사
용해 두 영상을 정합해 보았다. 각각의 방법으로 두 영

Ⅴ. 결 론

상을 정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5번 측정하여 그 값의
평균을 표 2에 정리해 놓았다. 3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

반도체나 MEMS 같은 아주 작은 부품을 검사하는

았다 : serial code, parallel code(OpenMP) 그리고

장비는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높은 해상도의 영

parallel code(CUDA)
serial code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경우 CUDA를 사용

상을 필요로 한다. 또한 검사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

했을 경우보다 평균 필터와 중앙값 필터의 수행 시간이

넓은 FOV(field of view)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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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만약 이 시
스템이 실제 검사 장비에 적용된다면 작고 복잡한 장비
의 검사 시간 감소 및 검사 정확도를 확실하게 향상시
킬 것이다.
CUDA를 사용함으로 인해 영상 정합 속도가 더욱 향
상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검사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에서 평균 0.45와 표준편차 0.15 픽셀의 최대 오차
를 가지고 다중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이 정합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CUDA를 사용했을 때는 이의 정합
오차가 평균 0.92와 표준편차 0.27 픽셀의 최대 오차로
증가했다. 오차가 증가한 이유는 정합 행렬의 데이터
자료형을 float 타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향후 최신
버전의 CUDA를 사용해서 double 타입의 자료형을 사
용한다면 오차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필요
한 오차를 최소화 하기위해 두 개의 영상 정합에 필요
한 보간법 등을 향후 더욱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저 자 소 개

이 승 현(학생회원)
2011년 영남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졸업.
2011년～현재 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전기컴퓨터
학부 석사 과정.

김 민 영(정회원)-교신저자
1996년 KAIST 기계공학과
학사 졸업.
1998년 KAIST 기계공학과
석사 졸업.
2004년 KAIST 기계공학과
박사 졸업.
2004년～2005년 미래산업(주) 선임연구원
2005년～2009년 고영테크놀러지(주) 책임연구원
2009년～현재 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
조교수
<주관심분야 : 로봇 비젼, 광기전공학, 로봇센서
및 구동 시스템, 인간로봇 상호작용>

<주관심분야 : 로봇 비젼, 영상 신호처리>

(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