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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 모델을 이용한 수량 측정 및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한 거리 및 너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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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y Measurement by CAFFE Model and Distance and Width Measurement by
Stereo Vision
Won-Seob KimㆍEung-Kon Kim*
요 약

CAFFE 모델을 이용하여 클래스의 특정 종의 수량 측정하는 방법과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하여 물체의 길
이와 너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물체의 너비를 구하는 방법은 좌측 센서와 우측 센서의 대상의 좌표
값을 비교하여 센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 후 거리와 영상 속의 대상의 길이를 구해 물체의 실
제 길이의 근사 값을 계산한다.
ABSTRACT
We propose a method to measure the number of specific species of class using CAFFE model and a method to
measure length and width of object using stereo vision. To obtain the width of an object, the location coordinates of
objects appearing on the left and right sensor is compared and the distance from the sensor to the object is obtained.
Then the length of the object in the image by using the distance and the approximate value of the actual length of the
object is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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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양식장에서 생육 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크기를

론

국토면적이 좁고, 산지가 많은 대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적 특성상 수산물을 통한 동
물성 단백질 공급의 의존이 크며, 이에 맞는 식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남획과 해양환경의 악화로 잡는 어업
을 통한 수산물 고급이 제한됨에 따라 양식장 산업의
식량 공급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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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 작업이 실행되며, 현재까지 분류작업은 수작
업 혹은 눈대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원시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2].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
는 기술은 양식장뿐만 아니라 군사용 응용이나, 지상
주행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CAFFE 모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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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관심 대상의 수량을 측정하고 스테레오 비전
센서를 이용하여 물체의 너비를 측정한다.

Ⅱ. 관련 연구 분석
2.1 CAFFE를 이용한 영상 객체 인식 방법

CAFFE는 SVM과 같은 간단한 이진 분류 알고리
즘으로 다른 객체와 장면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변
환한다. 이미지를 일련의 레이어로 전달하여 각 레이
어가 그 아래의 레이어 출력을 계산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레이어는 짧은 직선과 같은 가
장 기본적인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다. 다음 레이어는
다른 기본 모양을 조합하여 상위 수준의 이미지로 인
식한다. 더 많은 레이어를 결합하면 더 높은 수준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
이미지가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입력 이미지에서
의 모양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각 레이어
의 다양한 활성화를 요약하는 부동 소수점 벡터가 출
력되어 1000개 이상의 바이너리 분류기에 전달한다.
각 분류기는 특정 객체와 장면을 식별하여 예 또는 '
아니요'로 대답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또한, 텍스트
설정 파일만 변경함으로 CNN 구조를 바꿀 수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다[4].

그림 1. 시스템 흐름도
Fig. 1 System flowchart
수량 측정에서는 프레임이 갱신되면 CAFFE
model의 신경망에 프레임을 넣어 프레임 속에 있는
클래스들을 분류한다. 분류한 클래스가 원하는 클래스
이면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모든 클래스의 판별이 끝
나면 수량을 화면에 표시한다. 그림 2는 위의 설명을
흐름도로 나타낸 것이다.

2.2 스테레오 비전 센서 거리 측정

두 장 이상의 영상으로부터 거리정보를 구하는 것
을 스테레오 비전이라 한다. 좌우 영상 정보를 정합하
여 그 시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상촬영
위치로부터 물체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다[5].
스테레오 카메라의 종류에는 평행 축 스테레오 카
메라와 교차 축 스테레오 카메라가 있다. 평행 축은
교차 축과 비교하여 주 시각제어가 필요 없으며 관련
수식도 고정적이고 거리 측정에 쉬우므로 본 연구에
선 평행 축 스테레오 비전 센스를 사용한다[6].

Ⅲ. 시스템 설계
시스템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비디오
촬영이 시작되면 프레임마다 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수
량과 특정 대상 너비를 각각 구하고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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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량 측정 흐름도
Fig. 2 Quantity measurement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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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구상도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Cam 1과 Cam 2의 사이를 약 50mm 정도로 두
고 같은 각도로 Obj를 바라는 방향으로 Cam을 배치
한다[7].

(4)

그림 3.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구상도
Fig. 3 Stereo vision system concept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물체의 너비를 구하기 위한 식은
(1), (2) 와 같다. (x1: cam1의 왼쪽 점의 x, x2: cam2
의 오른쪽 점의 x, x3: cam2 왼쪽 점의 x, y1: cam1
의 왼쪽 점의 y, y2: cam2의 오른쪽 점의 y, y3:
cam2 왼쪽 점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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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에서 C1과 C2를 유도한 식은 (3), (4)이다.

            
    
            
 
  


C1은 거리 보정 상수여서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은 비전 센서의 종류, 비전 센서 간의 거리, 표시되는
해상도가 있다. C2는 너비 보정 상수로서 영향을 미
치는 외부요인은 비전 센서의 종류와 표시되는 해상
도가 있다.

(3)

그림 4. 너비 및 거리 측정 도식화
Fig. 4 Schematic of width and distance measurement
그림 4는 너비 및 거리 측정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도형은 좌측 비전 센서로부터 얻은
측정 대상이고 실선으로 표시된 도형은 우측 비전 센
서로부터 얻은 측정 대상이다.
동일 대상의 같은 좌표상에 위치하는 임의의 한 점
을 기준으로 좌·우측 비전 센서의 차이에 대한 길이
를 구하고 C1을 곱하면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거리를 알면 사물의 너비를 측정 대상의 너비를 구
할 수 있다. 거리*C2*w를 계산한 결과 값이 실제 사
물의 너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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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작동 흐름은 그림 5와 같
다. 좌측 비전 센서의 좌우 끝점과 우측 비전 센서의

수량 측정의 실험은 caffe을 이용해 학습한 모델인
SSD(Single Shot MultiBox Detector)를 이용하여 진

좌우 끝점을 지정한다. 좌측 끝점(또는 우측 끝점)끼
리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C1을 곱해서 비전 센서부

행 하였다[8].
거리 및 너비 측정의 실험 방법은 길이 측정 장비

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거리와 물체의 좌측 끝
점과 우측 끝점의 길이와 C2를 곱하여 물체의 너비를
구하고 출력한다.

및 너비측정이 완료된 사물을 놓고 310mm부터
810mm까지 20mm 간격으로 촬영한다. 보정 상수 C1,
C2를 (3)식과 (4)번 식을 이용해 구한다. 그 후 보정
상수를 평가하기 위해 임의의 물체를 촬영 후 (1)식
을 이용해 물체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 (2)식을 이
용해 물체의 너비를 구한다.
그림 6은 수량 측정 및 거리 측정과 너비 측정 실
험 환경 사진이다.

그림 5.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흐름도
Fig. 5 Stereo vision system flowchart

Ⅳ. 실험 및 결과
카메라 2개를 이용해서 특정 종의 수량 측정과 관
심 대상까지의 거리와 너비를 구하고자 한다. 계측 장
비의 구상도는 그림 1과 같다. 점과 물체까지의 길이
(D)를 구하고 D를 이용하여 obj의 너비(W)를 1m 이
하의 길이에서 10% 미만의 오차율로 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실험 환경에 사용된 장치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가로 600, 세로 450의 해상도로 비전 센서 사이의 거
리는 50mm로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표 1. 장치 사양
Table. 1 Device Specifications

그림 6. 실험 환경
Fig 6. Experiment environment
표 2. 보정상수 계산
Table. 2 Calibration constant calculation
p1

Case 1

Case 2

Case 3

Case 4

126, 64

142, 70

142,74

149, 76

p2

295, 67

268, 69

249,73

234, 76

p3

24, 83

67, 87

80, 92

102, 97

p4

188, 84

189, 89

183, 74

183, 93

RD

330

450

530

690

d

103.755

76.903

64.560

51.478

Left vision sensor
Right vision sensor
Left vision resolution
Right vision resolution

Logitech HD Webcam C920
Logitech HD Webcam C920
600*450
600*450

C1

34239

34606

34217

35519

w

164.015

122.010

103.012

81.049

RW

207

207

207

207

Distance between vision
sensor

50mm

C2

261.473

265.240

263.751

27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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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거리 및 너비측정
Table. 3 Measure distance and witdh
D(mm)

W(mm)

RD(mm) RW(mm)

Case 1

321.986

207.841 310

207

Case 2

424.793

211.634 410

207

Case 3

521.797

210.754 510

207

Case 4

564.736

198.219 610

207

Case 5

679.533

202.674 710

207

RD는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를 RW는 실제 물체의
너비를 d, w은 그림4에 표현된 선의 길이를 D, W는
측정 완료된 사물까지의 거리와 사물의 너비를 나타
낸다.
표 3의 실험에서 사용된 상수 C1, C2의 값은 각각
34835.5821, 264.9693로 표 2의 경우를 포함한 25회의
실험에서 구한 상수 값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거리에 대한 오차율은 최고 8%, 평균 3% 이내의
오차율을 기록했고 너비에 대한 오차율은 최고 4%,
평균 2% 이내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요구되는
1000mm 이하 길이에서 10% 미만의 조건에 충족한
다. 이는 수작업에 의한 측정 및 정밀하지 못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오차가 발생 되었다고 추측된다.
더 좋은 결과 값을 위해 추천하는 몇 가지 기법들
이 있다. 광각 카메라 영상의 왜곡 보정 방법, 뉴로저치 추론시스템을 이용한 방법 등을 이용하면 영상
의 왜곡이 감소하여 더욱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으리라 추측된다[7][9-10]. 또한, 관
심 대상에 홀 처리와 스무딩 필터링을 수행하면 노이
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7], [11].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CAFFE 모델을 이용해서 관심 대상
의 수량을 측정하고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
리를 측정하였다.
1000mm 이내의 거리에 대한 평균 3% 오차율과
너비에 대한 평균 2% 오차율이 나타났기에 거리 및
너비 측정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수량 측정은 프레임 속에 나타난 대상의 수만

측정하는데 연속된 영상에서 가려지거나 다른 요인으
로 인해 측정하지 못한 대상이 다음 프레임에 나오거
나 화면 밖으로 나가거나 새로 들어온 대상들을 추적
하여 수량 측정을 하여 보다 정확한 수량을 측정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거리와 너비의 계측 장비와 측정 프로그램의 수작
업으로 작동하고 미세한 수치를 측정할 수 없다 보니
오차가 발행하는데 이를 정밀한 도구를 사용하고 사람
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양식 환경에서 사
용한다면 두 개의 카메라로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의
수량과 너비를 측정할 수 있어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
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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