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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스펙트럼 머신비전 응용을 위한 CUDA SURF

기반의 영상 정렬 기법

맹형열†, 김진형††, 고윤호†††

Image alignment method based on CUDA SURF for

multi-spectral machine vision application

Hyung-Yul Maeng†, Jin-Hyung Kim††, Yun-Ho Ko†††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image alignment technique based on CUDA SURF in order to solve

the initial image alignment problem that frequently occurs in machine vision applications. Machine vision

systems using multi-spectral images have recently become more common for solving various decision

problems that cannot be performed by the human vision system. These machine vision systems mostly

use markers for the initial image alignment. However, there are some applications where the markers

cannot be used and the alignment techniques have to be changed whenever their markers are chang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opose a new image alignment method for multi-spectral machine

vision applications based on SURF extracting image features without depending on mark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age alignment method that obtains a sufficient number of feature points from

multi-spectral images using SURF and removes outlier iteratively based on a least squares method. We

further propose an effective preliminary scheme for removing mismatched feature point pairs that may

affect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alignment. In addition, we reduce the execution time by implementing

the proposed method using CUDA based on GPGPU in order to guarantee real-time operation.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s able to align images effectively in applications where markers

cannot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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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산업의 대량 생산체제 속에서 이익의 극대화

를 위하여 생산비 감소와 생산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

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

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머신 비

전을 응용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머

신 비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를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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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 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 시킨다.

머신 비전은 카메라 센서를 통하여 취득된 영상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동작을 하는 

기기로 결함 검출, 물체 분류, 수량 확인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한다[1-4].

머신 비전이 다양한 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영상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직후 수행

하는 영상 정렬이 매우 중요하다. 입력된 영상과 참

조 영상의 정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후속 처리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올바르지 

못한 판단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머신 비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상 정

렬 기법은 마커 기반의 영상 정렬 기법이다[5]. 이 

기법은 취득하는 영상 내에 미리 알려진 마커가 존재

하고 이를 기준으로 영상을 정렬하는 기법이다. 마커

를 알고 있어 정확한 정렬이 가능하며 영상에서 따로 

특징을 추출하지 않고 미리 알려진 위치 주변에서 

마커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정렬 기법의 수행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하지만 마커가 변화하면 마커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법을 수정해야한다. 머신 비전을 통해 

한 가지 제품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

분은 큰 단점으로 부각이 된다. 더불어 머신 비전의 

응용 범위가 단순 검사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판단의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마커를 근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응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커에 의존하지 않

는 일반적인 영상 정렬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적인 영상 정렬 기법이란 영상 내에 알려진 마커를 

사용하여 영상을 정렬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커가 없

는 영상에서 특징을 직접 추출하고 그 특징들을 이용

하여 영상간의 관계식을 유도하고 영상을 정렬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특징

을 정확히 추출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는 우수한 신뢰도를 가

지는 특징 추출 기법으로 영상의 기울기에 기반을 

둔 특징 추출 기법이다[6]. 하지만 연산량이 많아 수

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기법이 SURF (Speeded-Up Robust Fea-

tures)이다[7,8]. SURF는 적분 영상과 헤시안 검출

기를 사용함으로써 속도를 개선한 기법이다. 본 논문

에서는 SIFT에 비해 속도가 개선된 SURF를 활용하

여 영상 정렬을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영상 정렬 기법을 사용하면 마커

가 없는 영상의 정렬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커를 이

용하지 않고 영상 내에서 추출된 특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징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여 추출된 특징의 

수에 따라 정렬 결과가 달라지는 한계를 가진다. 특

히 입력 영상이 지극히 단순한 경우 정렬을 위한 충

분한 수의 특징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마커

와 같이 절대적인 비교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

라 취득된 영상 각각에서 추출한 상대적인 특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 영상의 특징과 참조 영상의 

특징을 정합하는 과정에서 오정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머신 비전은 사용되는 영상 스펙트럼의 수

에 따라 단일 스펙트럼 영상을 사용하는 방식과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 스펙트럼 영상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특정 하

나의 조명을 이용해 얻은 영상만을 머신비전에 이용

한다. 반면 다중 스펙트럼 영상 사용 방식은 한 대상

에 대하여 영상을 취득할 때 조명의 변화를 주어 다

양한 파장 대의 영상을 얻는 방식이다[9]. 다중 스펙

트럼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인간 시각 체계로는 수행

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판단의 문제를 머

신 비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다중 스펙트럼 머신 비전 응용에서 다수의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정렬 과정에서 단일 스펙트럼 

영상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적은 수의 특징 추출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

에는 오정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SRUF 기반의 새로운 영상 정렬 기법 체계

를 제안하는 것 이외에 이러한 오정합이 발생하여 

영상 정렬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기법들을 제안한다.

먼저 생성된 정합쌍들을 이용하여 영상 정렬을 위

한 변환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

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복적 최소 제곱 기법

에 기반을 둔 외부자 제거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참

조 영상과 입력 영상의 특징 정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징의 정보에 기반

을 둔 주방향 이용 기법과 영상 내 특징의 위치에 기

반을 둔 4분할 기반 정합 범위 제한 기법을 제안한다.

한편 SURF는 SIFT의 속도를 개선한 기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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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allelizing scheme of SURF for CUDA implementation.

여전히 머신 비전에 응용하기에는 수행 속도의 개선

이 요구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URF

의 연산량 문제를 GPGPU (General-Purpose com-

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기술을 이용

한 병렬화를 통해 개선한다[10-11].

본 논문은 2장에서 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를 이용한 기법의 병렬화에 대

하여 설명을 하고 3장에서는 반복적 최소제곱법 기

반의 영상 정렬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4장에서는 오

정합쌍을 제거하기 위한 기법인 주방향 이용 기법과 

4분할 기반 정합 범위 제한 기법을 제안한고 5장에서

는 실험 결과를 논의하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CUDA를 이용한 SURF기법의 병렬화

머신 비전에서 마커가 없는 영상을 정렬하기 위해

서는 영상에서 직접 특징을 추출하여야 한다. 영상의 

특징은 주로 경계(edge), 모서리(corner), 덩어리

(blob)에서 검출되며 이러한 특징을 찾기 위한 기법

으로 SURF를 사용할 수 있다. SURF는 특징 추출 

기법 중 신뢰도가 높은 기법으로 영상 특징 추출 분

야에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SURF는 SIFT보다 향상된 속도를 가지기 위하여 

적분 영상과 헤시안 검출기를 사용한다. 적분영상의 

각 화소값은 입력 영상의 좌측 상단에서 현재 화소까

지의 값을 누적한 것이다. 이는 마스크 연산을 수행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다음 과정으로 적분된 영상에 헤시안 검출기를 사용

하여 특징의 위치를 추출해낸다. 추출된 특징이 어떠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특징의 위치에

서 주방향을 계산하고 주방향을 기준으로 기술자를 

추출하여 특징의 정보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각 특

징의 정보는 64차원의 벡터로 구성된다. 영상 정렬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참조 영상과 정렬이 

될 입력 영상에 대하여 모두 SURF를 수행시키고 여

기서 얻어진 특징과 기술자를 유클리디안 거리 기준

에 따라 가까운 특징들끼리 정합쌍으로 생성한다

[7-8].

SURF는 SIFT의 처리 속도를 개선한 기법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SURF는 여전히 실시간으로 구동

해야 하는 머신 비전에서 사용하기에는 수행 시간이 

길다. 따라서 이러한 수행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GPGPU를 기반으로 하는 CUDA 기술을 

이용한다.

CUDA 기술을 통해 수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는 SURF 기법을 병렬화 하여야 한다. 병렬화는 

SURF 기법의 각 과정을 모듈화하고 스레드 할당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징

점 계산, 주방향 벡터 계산, 기술자 계산의 과정에 

스레드를 할당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지

만 데이터 간에 순차적인 합을 사용하는 적분 영상 

생성 과정은 병렬화를 수행할 수 없어 중앙처리장치 

(CPU)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

하여 × 해상도에서 77배의 속도 이득을 얻

었다.

Fig. 2는 × 해상도를 가지는 원본 영

상의 크기를 변화 시키면서 중앙처리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서 SURF의 수행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영상의 크기가 커질수록 병렬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속도 이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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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image size.

Fig. 3. Image alignment using six-parameter model.

하지만 머신 비전에서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주로 사

용하므로 CUDA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한 속도 이득

을 얻을 수 있다.

3. CUDA를 이용한 SURF기법의 병렬화

3.1 영상 정렬

머신 비전에서의 영상 정렬이란 입력 영상을 참조 

영상의 좌표계로 변환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좌표계 

변환을 위해서는 특징 간의 정합쌍을 이용하여 두 

영상의 관계식을 유도하여야 한다. 두 영상의 관계식

은 어떠한 변환을 고려하는 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

이 사용 될 수 있는 데, 본 논문에서는 머신 비전에서

의 응용을 고려하여 어파인 변환을 사용한다. 어파인 

변환은 영상의 회전, 크기변화, 이동, 전단 변화를 포

함하는 변환식으로 머신 비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참조 영상과 입력 영상 사이의 변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어파인 변환은 식 (1)과 같이 6개의 변수 

     로 표현할 수 있어 6계수 모형이라고도 한다.




 




 


 




 


 

 




 






 



 




(1)

식 (1)에서 
  

 는 입력 영상의 번째 특징점 

좌표를 말하며  
   

 는 이를 6계수에 따라 참조 

영상의 좌표계로 변환한 좌표이다. 이상적인 경우 

 
   

 은 실제 정합된 참조 영상의 번째 특징점 

좌표 
  

 와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Fig. 3은 

개의 정합쌍을 이용하여 6계수 모형에 따라 영상 

정렬을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이 

실제 정합된 참조 영상의 좌표 
  

 와 가능한 일

치하도록 6계수를 결정해야 하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절의 외부자 제거를 이용하는 최소 제곱

법을 사용한다.

3.2 반복적 외부자 제거를 이용하는 최소 제곱법

SURF를 통해 얻어진 정합쌍에는 영상간의 서로 

다른 두개의 특징점이 정합된 오정합쌍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합쌍의 대응되는 특징점의 위치

에 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오차가 

포함된 정합쌍을 이용하여 6계수를 추출하는 경우 

정합 성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제안된 방법은 최적의 6계수 해를 찾기 위한 방법

으로 최소 제곱법을 기반으로 한다. 최소 3개의 정합

쌍을 사용하면 6계수를 찾을 수 있지만 가능한 많은 

정합쌍 정보를 사용하여 최적의 6계수를 찾기 위하

여 최소 제곱법을 사용한다. 이 때 반복적 외부자 제

거를 이용하는 최소 제곱법은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

여 6계수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오차

가 큰 정합쌍을 판단하고 이를 제거하여 최적의 6계

수를 찾는 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방법은 Fig. 4와 같이 최초에

는 모든 정합쌍을 사용하여 최소 제곱법을 통해 해를 

찾는다. 이때 구해진 해가 나타내는 6계수 움직임에 

의해 입력 영상의 각 특징점을 참조 영상의 좌표계로 

보내었을 때 가장 큰 거리 오차를 보이는 최대 오류

값을 구한다. 이 최대 오류값이 기준값 이하이면 과

정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장 큰 거리오차를 

보이는 정합쌍을 제거하고 6계수 움직임을 다시 추

정한다. 즉 반복을 거치면서 구해진 6계수의 움직임

과 가장 상이한 경향을 보이는 정합쌍을 반복적으로 

제거하여 최적의 해를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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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chart of least square method using iter-

atively removing outlier.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 6계수 움직임을 추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

의 정합쌍에 대한 참조 영상의 특징 좌표와 입력 영

상의 특징 좌표를 설정하였을 때, 특정 6계수에 의한 

번째 정합쌍의 정렬 오차 는 식 (2)와 같고 개 

정합쌍 전체에 대한 최소제곱법을 위한 비용함수는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2)

 
  







 




 
  



 
 

  
 

 


(3)

식 (3)을 최소화하기 위해      는 식 (4)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식 (5)와 식 (6)에서와 

같이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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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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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와 식 (6)에 의해 계산된 6계수를 이용하여 

각 번째 정합쌍에 대한 거리 오차를 식 (2)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큰 거리 오차가 기준값 이상

인 경우 해당 정합쌍을 제거하여 최소 제곱법을 반복

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정합

쌍이 오정합쌍을 포함하고 있어도 올바른 정렬을 수

행할 수 있게 된다.

4. 다중 스펙트럼 영상 이용 및 오정합쌍 제거 

기법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복적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여 6계수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상 정

렬을 수행할 수 있다. 반복적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

면 정합쌍 내에 오차를 발생 시키는 소수의 외부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지만 정합쌍 집합 

내에 큰 오차를 포함한 다수의 외부자가 포함되는 

경우 올바른 정합쌍이 오정합쌍으로 잘못 판단되어 

영상 정렬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반복적 최소 제곱법 단계 이전에 정

합쌍을 찾는 과정에서 오정합쌍을 제거하고 올바른 

정합쌍을 만들어내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기

법들을 제안한다.

여기서 제안되는 기법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다중 스펙트럼 머신 비전의 구동 환경을 

고려하여 고안되었다. 첫째, 조명의 변화를 통해 하

나의 대상에 대하여 여러 파장대의 영상을 얻는 다중 

스펙트럼 머신 비전 환경을 가정한다. 최근 광학 장

비의 발전으로 인간이 육안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복

잡한 검사 문제를 다중 스펙트럼 머신 비전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이러한 활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9]. 둘째, 머신 비전에 들어오는 참조 영상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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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4 division of a reference image.

영상 내에 포함된 검사 대상체 간의 회전이 제한적임

을 가정한다. 이는 대부분의 머신 비전에서 물리적 

정렬을 수행하여 대상체간의 회전이 현격하게 크기 

않기 때문이다.

4.1 다중 스펙트럼 영상 이용 기법

질감도가 풍부한 영상은 하나의 영상에서도 충분

한 정합쌍을 추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

렬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정합쌍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 머신 비전에서의 영상들은 질감도가 부족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안된 방법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 추출과 정렬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의 대

상에서 여러 장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다중 스펙트

럼 영상을 이용한다.

다중 스펙트럼 기술을 이용하면 복잡한 검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스펙트럼 영상

으로부터 충분한 수의 정합쌍을 얻을 수 있어 참조 

영상과 입력 영상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6계수를 더

욱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반복적 최소 제곱

법은 많은 수의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더 정확한 결과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이용

하면 더욱 정확한 6계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본 응용에서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한 대상에서 얻

어진 다중 스펙트럼 영상들의 좌표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 만약 좌표가 동일하지 않으면 이 좌표를 맞추

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일

한 좌표계의 다중 스펙트럼 영상은 하나의 카메라와 

서로 다른 조명을 이용하는 머신 비전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최근 고속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이러

한 머신 비전 시스템이 폭 넓게 응용되고 있다[12].

4.2 주방향 이용 기법

SURF에서 각 특징들은 주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

으며 이는 회전 변화에 강인한 특징 추출을 위해 사

용된다. 이러한 주방향 벡터는 밝기 값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참조 영상과 입력 영상

간의 회전 변화가 크지 않다면 생성될 정합쌍의 각 

특징에 대한 주방향 벡터는 유사해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합쌍 생성 시 주방향 벡

터를 확인하여 유사한 방향인 특징들에게만 정합을 

허용하여 오정합쌍이 생성될 가능성을 줄인다. 구체

적으로 Fig. 5에서와 같이 참조 영상에 있는 특징의 

주방향 벡터의 각도와 입력 영상에 있는 특징의 주방

향 벡터의 각도가 허용치  안에 들어와야 정합을 

허용한다. 이 때 는 해당 머신 비전 시스템의 물리

적 정렬 오차를 고려하여 결정되어 진다.

Fig. 5. Range of permission for orientation vector.

4.3 4분할 기반 정합 범위 제한 기법

4분할 기반의 정합 범위 제한 기법은 입력된 영상

과 참조 영상의 회전 변화 정도가 사전 정렬 과정을 

통해 크지 않다는 특징을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4분

할 기법은 참조 영상과 입력 영상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에서만 정합쌍이 형성되는 것

을 허락하는 기법이다.

Fig. 6은 참조 영상을 4분할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4분할하는 기준은 특징점들의 무게 중심으

로 한다. SURF가 추출하는 특징들은 영상 내 검사 

대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이 

특징점들의 무게 중심을 구하면 추출된 전체 특징들

을 무게 중심의 위치를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균

형있게 배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입력 영상도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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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4 division of input image.

Fig. 8. Multi-spectral image.

분할한다. 하지만 입력 영상에는 Fig. 7에서와 같이 

, 로 표시된 수직, 수평 방향의 여분을 설정하여 

분할되는 4개의 각 영역을 확장하여 중첩되게 한다.

이러한 확장은 입력 영상이 회전 변화 및 이동을 하

였을 경우에도 대응되는 영역에서 올바른 정합쌍을 

찾기 위함이다. , 는 해당 머신비전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정렬 과정의 정확도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하

는 비율 값인  ,  값과 영상의 가로 길이 와 세로 

길이 에 의해 식 (10)과 식 (11)에서와 같이 결정된다.

 × (10)

 × (11)

5.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실제 머신 비

전의 응용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 및 분석한다. 실험

에 사용된 영상은 Fig. 8에서와 같이 평판 디스플레

이 회로 기판 위에 부착된 발광다이오드 (LED)를 촬

영한 것으로 × 해상도를 가지는 6개의 채널

로 구성된 다중 스펙트럼 영상이다. 이러한 응용 사

례에서 발광다이오드 각각의 부착 상태를 다양한 측

면에서 검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개개의 발광다이

오드를 정렬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각각의 발광다

이오드가 얼마나 기울어져 부착되어 있는지를 검사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발광다이

오드 참조 영상에 비해 발광다이오드의 입력 영상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렬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

다. 이러한 응용에서는 정렬을 위한 별도의 마커를 

사용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응용에서는 기준이 되는 발광다이오드 참조 

영상을 미리 설정해 두고 입력 영상에서 발광다이오

드가 부착된 개략적인 위치를 찾아가 해당 참조 영상

을 정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성

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발광다이오드가 

부착된 사전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Fig. 9에서와 같

이 각 입력 영상으로부터 직접 발광다이오드가 포함

된 영역을 추출하여 실험 영상열을 구성하였다. 입력 

영상열은 Fig. 9에서와 같이 발광다이오드의 종류에 

따라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각 그룹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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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Sample images for each experimental image 

group. (a) Group 1, (b) Group 2, and (c) Group 3.

(a) (b)

(c) (d)

Fig. 10. Result of image alignment according to the NCC. 

(a) Reference Image, (b) NCC=0.0938, (c) NCC 

=0.3498, and (d) NCC=0.7032.

Table 1. Experimental methods

Method

Index
Details of alignment

1

- Mono-spectral image

- Least square method using iteratively

removing outlier

2

- Multi-spectral image

- Least square method using iteratively

removing outlier

3

- Multi-spectral image

- Least square method using iteratively

removing outlier

- Method utilizing main orientation

- Matching area limiting method based on

4 division

30개의 영상으로 구성된다. 이 때 각각의 영상은 다

중 스펙트럼 영상으로 Fig. 8에서와 같이 6개의 채널

로 구성되어 있다. Fig. 9는 각 그룹의 샘플 영상으로 

각각 390×130, 400×120, 370×340의 해상도를 가진다.

제안된 기법의 성능 평가를 수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NCC(Normalized cross-correlation)를 사용하

였다. NCC는 참조 영상과 정렬된 입력 영상의 상관

도를 정량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에서 

1까지의 정수로 상관도가 나타난다. 여기서 NCC가 

1이 될 수록 두 영상의 상관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

며 영상 정렬이 잘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1이 되면 

음의 방향으로 상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절대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영상의 상관도가 작음을 의

미한다. 식 (12)는 NCC의 정의를 나타낸다. 각 영상

의 밝기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밝기 값을 

정규화하고 각 영상의 정규화된 밝기 값을 곱하고 

누적하여 영상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참조 영상과 

정렬된 입력 영상의 상관도를 알 수 있다.

×



  




  



 

      
(12)

여기서 와 는 각각 영상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는 , 위치에서 

각각 참조 영상과 입력 영상의 밝기 값을 나타낸다.

  는 각각 참조 영상과 입력 영상의 평균 밝기 

값을 나타내고   는 각각 참조 영상과 입력 영상

의 밝기 값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Fig. 10은 NCC에 따른 정렬된 영상의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a)의 참조 영상에 대하여 (b)와 같이 정렬

된 영상은 0.0938의 NCC를 가진다. 이 경우 해당 영

상은 참조 영상을 유추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c)영상은 NCC가 0.3498

인 영상으로 일정 부분 정렬이 되었으나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d)영상은 0.7032의 

NCC를 가지고 있으며 참조 영상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Fig. 10을 통해 NCC를 통해 영상 정렬의 

정도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모의실험에서는 Table 1과 같이 3개의 기법을 

정의하고 NCC 값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기법들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Table 1에서 기법 1은 단일 스펙

트럼 영상에 대하여 반복적 외부자 제거를 이용한 

최소 제곱법을 적용한 것이다. 기법 2는 보다 충분한 

정합쌍의 정보를 얻기 위해 다중 스펙트럼 영상에 

반복적 외부자 제거를 이용한 최소 제곱법을 적용한 

것이다. 기법 3은 다중 스펙트럼 영상의 사용으로 증

가된 정합쌍 정보에 존재할 수 있는 오정합쌍을 제거

하기 위해 주방향 이용 기법과 4분할 기반 정합 범위 

제한 기법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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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1. Comparison of results according to each method. 

(a) Alignment result by method 1 (NCC=0), (b) 

Alignment result by method 2 (NCC=0.008), and 

(c) Alignment result by method 3 (NCC=0.615).

Table 2. Rate of alignment success and Average NCC 

for each image sequence

Image

Sequence
method

Rate of

alignment

success

Average

NCC

Group 1

1 79.31 % 0.5256

2 93.10 % 0.6744

3 100.0 % 0.6928

Group 2

1 31.03 % 0.3106

2 89.66 % 0.5247

3 100.0 % 0.5599

Group 3

1 100 % 0.4375

2 100 % 0.4352

3 100 % 0.4450

Total

1 70.11 % 0.4959

2 94.25 % 0.5565

3 100.0 % 0.5659

그룹 내의 특정 영상을 참조 영상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영상을 차례로 입력 영상으로 설정

하여 정렬 과정을 수행한다. 정렬 과정을 수행한 후 

정렬된 입력 영상과 참조 영상 간에 상관도를 NCC

를 통해 정량화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각 그룹 내의 

또 다른 영상을 참조 영상으로 하여 반복 수행된다.

Fig. 11은 그룹 1 영상 중 특정 영상을 참조 영상과 

입력 영상으로 하였을 때 각 기법에 따른 정렬 결과

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Fig. 11(a)는 기법 1을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이 결과는 단일 스펙트럼 영상을 사용하는 한계로 

인하여 6계수 추출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정합쌍을 

확보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경우 영상 정렬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Fig. 11(a)

에서와 같이 정렬이 수행되지 않도록 처리되고 NCC

는 최소값인 0이 된다.

Fig. 11(b)는 기법 2를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 중 

하나로 6계수를 추출하여 정렬이 수행되었으나 오차

가 큰 오정합쌍이 존재하여 올바르지 못한 형태로 

정렬이 수행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반복적 외부

자 제거를 이용한 최소 제곱법을 통해 오정합쌍을 

제거할 수 있으나 오차가 매우 큰 오정합쌍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결과에서와 같이 정렬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특히 실험에 사용된 영상에서와 같

이 대칭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위와 아래의 특징점

과 좌와 우의 특징점들이 대칭성으로 인해 오정합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NCC는 0.008로 계산되어 

정렬 과정이 올바르지 않음을 반영하다.

Fig. 11(c)는 오정합쌍을 사전에 제거하는 기법이 

포함된 기법 3을 적용하였을 때의 정렬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다중 스펙트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큰 오정합쌍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성

공적으로 정렬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는 각 영상 그룹과 전체 영상에 대한 정렬 

성공률과 평균 NCC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정렬 

성공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입력 영상과 참조 

영상이 Fig. 10(c)에서와 같은 일그러짐을 발생시키

지 않고 일치하는 경우로 판단한다.

Table 2에서 단일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기법 1에 

비해 다중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경우 정렬 성공률과 

NCC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실

험에 사용된 단일 스펙트럼 영상의 경우 충분한 수의 

정합쌍을 확보하기 어려워 Fig. 11(a)에서와 같이 정

합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뿐만 아니

라 확보된 정합쌍 내에도 오정합쌍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정렬 성능이 저조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다

중 스펙트럼을 사용함으로써 정렬 성공률이 24.14%

상승하고 NCC가 0.0606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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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중 스펙트럼 영상에 대하여 반복적 외부자 

제거를 이용한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는 기법2의 경

우 완벽한 정렬 성공률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는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통해 얻은 정합쌍내에 오정합

쌍이 다수 포함된 경우 영상 정렬을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실험에 사용된 영상과 같

이 강한 대칭성이 있을 경우 상하 및 좌우간에 이러

한 오정합쌍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주방향 이용 기법과 4분할 기반 정합 범위 제한 

기법을 포함하는 기법3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정합쌍

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완전한 영상 정렬을 수행함

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법 3을 사용함으로써 

정렬 성공률은 5.75% 상승하고 NCC는 0.0094 개선

된다. 따라서 제안된 모든 방법이 포함된 기법 3의 

경우 단일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기법 1에 비해 29.89%

의 정렬 성공률 상승과 0.0699의 NCC 향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제안된 기법의 처리 속도를 평가한다.

성능 평가 시 4GB 랩, Intel i5-2500k 3.30GHz 중앙처

리장치, GTX 680 그래픽 처리 장치가 장착된 컴퓨터

가 활용되었다. 참조 영상에 대한 SURF의 특징점 

추출과 기술자 계산 과정은 사전에 처리하여 그 결과

를 메모리에 저장하여 매 입력 영상 마다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참조 영상에 대한 SURF 처리 시간은 성능 

평가 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수행 시간

은 Fig. 9와 같은 ×의 해상도를 가지는 입력 

영상에 대하여 SURF를 처리하는 시간에 의해 결정

된다. 개인용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로만 이를 처리

하는 경우 15.82초가 소요되는데 반해 II장에서 설명

된 GPGPU기술을 활용한 그래픽 처리 장치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 0.21초가 소요되어 처리 속도 측면에

서 약 75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스펙트럼 머신 비전의 초기 

영상 정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

하였다. 마커가 없는 영상에서 영상 정렬이 수행될 

수 있도록 SURF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특징

들의 정합을 통해 정렬을 수행 하였다. 구체적으로 

반복적 외부자 제거를 이용하는 최소 제곱법 기반의 

영상 정렬 방안을 제안하여 오정합쌍에 의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수의 오정합쌍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방향 

이용 기법과 4분할 기반 정합 범위 제한 기법을 사용

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이러한 제안된 각 과정들이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효과적으로 정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방법은 단일 스펙트

럼 영상으로 최소 제곱법 기반의 영상 정렬을 수행하는

방법에 비해 29.89%의 정렬 성공률 상승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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