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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산 침엽수재를 고부가가치의 구조부재로 활용하기 해서는 국내 기 에 합한 등 구분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김 등(2009a, b)의 연구에서는 목재의 생산  유통규모가 작은 국내 실에서 제재목 등 구분의 자동화 

 기계화를 목 으로 화상처리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화상처리시스템의 

핵심 기술  하나인 화상입력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최  화상병합 조건을 구명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국산 낙엽송 180 × 120 mm 부재의 화상을 병합하는 데 있어서 획득된 화상의 green채  정보를 병합

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병합정확성을 얻을 수 있었다. 입력된 화상의 처리 과정으로 Y-derivative 

Sharr’s kernel 필터를 용함으로써 화상병합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나, 카메라 보정에 의한 효과는 미미

하 다. 한 화상병합을 한 최  템 릿 크기는 폭 30 pixel × 높이 150 pixel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조건을 

용하 을 때, 병합된 화상의 길이오차는 평균 3.1 mm, 연산시간은 평균 9.7 로 나타났다.

  

ABSTRACT

  To use domestic softwood for structural lumber, appropriate grading system for qualit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ndition of domestic lumber should be prepared. Kim et al. developed an 
automatic image processing system for grading domestic structural lumber (2009a and b).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optimal image merging conditions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image input system which is the key technique of image processing system, developed in the
previous paper. To merge digital images of Korean larch lumber, choosing the gree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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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f obtained image data showed the most accurate merging performance. As a 
pre-treatment process, applying Y-derivative Sharr’s kernel filter could improve the image 
merging accuracy, but the effect of camera calibration was imperceptible. The optimal size of 
template image was verified as 30 pixel widths and 150 pixel heights. When applying the above 
mentioned conditions, the error length of images was 3.1 mm and the processing time was 9.7 
seconds in average.

Keywords : structural lumber, grading system, image processing system, image merging accuracy

1. 서  론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해서는 제품의 가치

를 바탕으로 정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생산자는 생산하는 제품의 가치가 시장에서의 기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 으로 품질을 리하여

야 한다. 목재의 경우에도 외일 수 없으며, 특히 건

축 구조용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품

질이 이용자의 안 과 직 으로 연 되므로 품질

리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목재는 수종이나 종자가 다양하고, 생육환경의 인

인 조 도 매우 제한 이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

의 목재를 인 으로 생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목재의 품질 리는 이미 생산된 목재의 품질

을 정해진 기 에 따라 측하여 유사한 품질을 가질 

것으로 기 되는 목재들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며, 이러한 작업을 목재의 ‘등 구분’이라 한다. 목

재의 등 구분 련 기 은 원목과 제재목에 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와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

되어 있으며, 특히 구조용으로 이용되는 침엽수 제재

목에 해서는 그 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 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목재의 등 구분이 실질 으로 

활용된 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 에 따라 목재를 

등 구분하기 해서는 숙련된 문 인력과 함께 이

들을 교육, 인증, 리하기 한 운 시스템이 요구

되지만, 목재의 생산이나 유통 규모가 작은 국내 

실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과도한 비용 상

승을 래한다. 따라서 등 구분된 목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부분 수입재가 사용되며, 국산재는 주로 

등 구분이 필요 없는 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최근 

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화상처리  통신기술을 도

입한 기계시각 장치를 이용하여 제재목의 등 구분

을 기계화, 자동화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 

첫 단계로 가의 역카메라를 이용하여 이송 인 

제재목의 화상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화상으로부터 

옹이 등의 결 역을 검출하는 화상처리시스템

(Fig. 1)을 개발하 으며(김 등, 2009a), 국산 소나무 

제재목을 상으로 화상처리시스템의 화상입력 성능

을 검증하 다(김 등, 2009b). 이 결과 불균일한 조

명의 향으로 인하여 연속 으로 입력받은 화상을 

병합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되며, 이러한 오류는 

템 릿의 크기에 따라서도 향 받음을 확인하 다. 

입력된 화상의 병합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는 이를 바

탕으로 진행되는 결 역 검출의 오류로 이어지며, 

결국 화상처리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터링 등의 상 처리 과

정을 통하여 화상병합성능의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

고, 한 정 템 릿 크기를 구명함으로써 제재목 

화상처리시스템의 최  화상병합 조건을 모색하고자 

하 다. 화상병합성능으로는 병합정확성 뿐만 아니

라 병합속도 한 함께 고려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장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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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utomatic lumber scanning system (Kim
et al., 2009a).

Fig. 2. Schematic diagram of lumber scanning 
system.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의 공시수종으로는 국내 입목축 량이 많

고, 기계  성능이 우수하여 구조부재로의 이용 가능

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낙엽송(Korean Larch, 

Larix kaempferi (Lamb.) Carriere)을 선정하 다. 

경기도 여주군에 치한 산림조합 앙회 목재유통센

터에서 함수율 18% 이하로 건조 후 평삭 가공한 단

면크기 180 × 120 mm, 길이 3,600 mm의 제재목 30

개를 구입하여 실험에 이용하 다.

2.2. 제재목 화상입력

2.2.1. 화상입력시스템 구성

제재목 화상입력시스템으로는 김 등(2009a; b)과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 으나, 시편의 측면화상을 

동시에 입력받기 하여 시편의 심으로부터 50 cm 

떨어진 우측면에 역카메라(Qrio IPCam 300S) 한 

를 추가로 설치하 다(Fig. 2). 

2.2.2. 화상획득

시편을 컨베이어의 앙에 송재방향과 평행하게 

치시킨 상태에서 정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시편의 

상부와 우측면의 상을 입력받고, 다시 시편을 뒤집

은 후에 역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시편의 하부와 좌

측면의 상을 입력받아 제재목의 4면 화상을 획득

하 다. 송재속도는 15.7 m/min.로 하 으며, 화상

입력 속도는 4.3 frame/sec.로 하여 한 면당 약 69장

의 화상을 연속 으로 입력받았다. 제재목의 상부와 

측면에 설치한 카메라와 상체 사이의 거리가 다르

기 때문에 각 카메라로 획득한 화상의 해상도가 상부 

1.67 pixel/mm, 측면 2.83 pixel/mm로 다르게 나타

났다.

2.3. 획득화상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획득된 화상의 병합에 앞선 처리 

방법으로 채  선정, 필터링, 카메라 보정의 세 항목

을 검토하 다.

2.3.1. 컬러채널 선정

역카메라로 획득된 화상의 각 pixel에는 red, 

green, blue의 세 가지 색상정보와 밝기를 나타내는 

gray-scale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화상병합에 의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병합정확성은 향상되

지만, 과도한 데이터 처리량으로 인하여 병합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한 복잡한 연산과정에서 오류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며, 일부 채 의 경우 불균일한 조명의 

향으로 오히려 병합정확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 네 가지 채   하나

만을 이용하도록 화상병합 과정을 로그래 하고, 

각 채 에 따른 화상병합 정확성을 비교하 다. 각각

의 채 이 가지는 정보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병합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단되어 병합속도

의 측정은 제외하 다. 병합정확성  속도를 비교하

기 한 측정항목  방법은 2.4 에 자세히 설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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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od surface image       (b) Filtered image

Fig. 3. Effect of Y-derivative Scharr’s kernel 
filter on captured wood surface image.

어 있다. 컬러채 의 향을 검토하기 한 화상병합

에서 템 릿의 크기는 50 × 100 pixel로 고정하 으며, 

카메라 보정은 실시하고 필터는 용하지 않았다.

2.3.2. 이미지 필터링

일반 으로 필터링이란 체에서 일부를 선택 으

로 거르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처리 분야에서는 목

에 따라 주어진 정보의 부 는 일부를 활용하여 

상을 변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미 다양한 이

미지 필터가 개발되어 있으나, 필터의 용 효과가 

모든 경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각 사례에 하여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

해 가장 합한 필터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

(Jain, 2003).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12종

류의 이미지 필터를 획득된 화상에 용하고, 연구자

의 주 인 단을 바탕으로 Intel open CV library

에서 제공하는 Y-derivative Scharr’s kernel 필터를 

상필터로 선정하 다. Y-derivative Scharr’s kernel 

필터를 용하는 경우, 변환된 상의 각 pixel 값은 

이  상의 pixel 값을 입력변수로 식 (1)과 같이 계

산된다(Scharr, 2000). Fig. 3에는 입력된 목재 화상

에 Y-derivative Scharr’s kernel 필터를 용한 를 

나타내었다. 목재 표면의 목리패턴은 강조되고, 조

명의 향으로 인하여 이  상의 앙과 측면 사이

에 발생한 밝기 차이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식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pixel값이 주변 

pixel값의 국부 인 변화량을 기 로 변환되기 때문

에 체 화상에 범 하게 나타나는 조명의 향은 

감소하며, 목리와 평행한 방향(± 3)에 비해 수직한 

방향(± 10)에 더 큰 가 치를 주어 목리패턴이 강조

된 것으로 생각된다.


           

         

(1)

여기서,  = 이  상에서 (i, j) 치의 pixel값,


  = 변환된 상에서 (i, j) 치의 pix-

el값을 각각 의미한다.

필터의 용에 의한 화상병합 성능의 변화를 확인

하기 하여 병합정확성과 병합속도를 함께 측정하

다. 화상병합시 컬러채 은 red, green, blue, gray- 

scale의 네 채  모두를 사용하 으며, 템 릿의 크

기는 50 × 100 pixel로 고정하 다. 한 획득된 화상

에 하여 카메라 보정을 실시한 후에 필터를 용하

다.

2.3.3. 카메라 보정

카메라로 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즈의 

과 상체 사이의 거리 차이로 인하여 마치 볼록 즈

를 통해 사물을 찰하는 것과 같은 왜곡이 발생되

며, 이러한 왜곡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즈와 상

체 사이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따

라서 정확한 화상획득과 병합을 해서는 획득된 화

상의 보정이 요구되지만, 로그램을 통한 카메라 보

정은 추가 인 연산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병합속

도를 늦추는 악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카메라 

보정이 병합정확성과 병합속도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 카메라 보정에는 Zhang (1998)이 

제안한 2차원 기반 카메라보정기법을 이용하 다.

화상병합시 컬러채 은 green채 만을 사용하

으며, 템 릿의 크기는 폭(width)과 높이(height) 모

두 30～300 pixel 범 에서 30 pixel 간격으로 변화시

키며 용하고 체의 평균값을 결과로 제시하 다. 

한 카메라 보정에 의한 향을 이미지 필터링에 의

한 향과 함께 종합 으로 검토하기 하여 필터링 

유무에 따른 결과를 모두 측정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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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mage merging accuracy and histo-
gram parameters by color channels

Channel Error length
(mm) Similarity

Histogram parameter

Range Interval Peak

Red 84.9 0.91 135∼243 108 206

Green 45.1 0.93 59∼191 132 149

Blue 58.8 0.89 67∼220 153 161

Gray 59.7 0.89 88∼208 120 168

(a) Red   (b) Green

(c) Blue  (d) Gray-scale

Fig. 4. Histograms for each color channels.

2.4. 화상병합 및 병합성능 측정

이동하는 제재목을 상으로 연속 으로 획득된 

부분 화상들은 화상병합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제재

목 화상으로 완성된다. 상체의 진동이나 미끄러짐 

등으로 인해 불균일하게 획득된 부분화상의 병합에

는 김 등(2009a)이 제안한 화상병합 알고리즘을 

용하 다. 한 템 릿의 치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는 김 등(2009b)의 연구에서 템 릿 고정법에 비해 

우수한 병합성능을 나타낸 특징 역 추출법을 용

하 다.

화상병합성능으로는 병합정확성 측정항목인 길이

오차(error length)와 유사도(similarity), 병합속도 

측정항목인 연산시간(processing time)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길이오차는 시편의 실제 길이와 병합된 

화상의 길이 사이의 차이에 한 값으로 측정하

다. 유사도는 특징 역과 응 역 사이에 계산되

는 상 계수의 최 값으로, 매 화상병합과정에서 하

나의 값이 얻어진다. 하나의 시편에 한 병합된 화

상을 얻기 해서는 약 272회(68회 × 4면)의 화상병

합이 실시되며,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든 유사도의 

평균값을 시편에 한 푯값으로 사용하 다. 연산

시간은 제재목 하나의 화상을 병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1/1000  단 로 측정한 결과이며, 화상획득

에 의한 지연을 방지하기 하여 시편의 모든 부분 

화상을 미리 획득한 후에 순수하게 화상병합에 소요

되는 시간만을 측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컬러 채널에 따른 화상병합 성능

컬러 채 에 따른 병합정확성 측정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길이오차와 유사도 모두 green 채 을 

사용한 경우에서 가장 높은 병합정확성을 보 으며, 

red 채 을 사용한 경우에서 병합정확성이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화상병합 과정에서 특징 으로 추출되

는 결 역이나 목리패턴이 명확한 경우에 병합정

확성이 향상되며, 이 경우 히스토그램 상에서 색의 

분포가 넓게 나타날 것으로 상되었다. 따라서 낙엽

송 제재목 화상의 채 별 히스토그램(Fig. 4)을 분석

하고, 그 결과를 Table 1에 함께 나타내었다.

히스토그램 분석결과 병합정확성이 가능 높은 

green채 에 비해 blue채 의 히스토그램 분포가 

16%정도 더 넓게 나타났다. 이는 병합정확성의 향상 

원인이 단순한 히스토그램의 분포특성이 아니라 목

리패턴을 나타내는 조재와 만재 사이의 색상 차이나 

옹이 등의 결 역과 건 재 사이의 색상 차이에 주로 

향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채 에 따른 

병합정확성 차이의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구명하기 

해서는 조․만재 는 결 역과 건 재 사이의 

색상차이에 한 추가 인 분석이 요구되지만, 이 부

분에 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로 진행할 정이다.

다른 수종에 비해 낙엽송은 재면이 반 으로 붉

은 색상을 띄기 때문에 red 채 의 값이 체로 높고 

좁은 범 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낙엽송의 경우 화상

병합에 red 채  상을 사용하면 특징 역 추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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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rror length (mm)

(b) Similarity

Fig. 5. Effect of image filter on merging accuracy.

(a) No filter

(b) Sharr filter

Fig. 6. Correlation coefficient maps used for im-
age merging.

불리하여 병합정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단되었

다. 따라서 재면에 green계열의 색상이 강한 백합나

무 등과 같이 수종이 다른 제재목의 화상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정 컬러채 에 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3.2. 이미지 필터링의 영향

이미지 필터의 용이 병합정확성에 미치는 향

을 확인하기 하여 길이오차와 유사도 측정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길이오차의 경우 컬러채 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모두 1/4 이하로 감소하 다. 

특히 red채 의 경우에 길이오차가 1/10 이하로 감

소하여 blue나 gray-scale 채 에 비해 오히려 높은 

병합정확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필터를 용한 경

우에도 여 히 green채 의 병합정확성(길이오차 

6.3 mm, 유사도 0.81)이 red채 (길이오차 6.7 mm, 

유사도 0.75)에 비해 높게 나타나 낙엽송의 화상병합

에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터를 용함에 따라 유사도가 0.2정도 감소하

는데, 이는 길이오차의 결과와는 반 로 병합정확성

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Fig. 6은 특징 역

과 응 역 사이에 계산된 상 계수맵으로 여기서 

가장 밝은 치가 응 으로 추출되며, 이 치의 

값이 유사도를 나타낸다(김 등, 2009a). 필터를 용

하지 않은 경우(Fig. 6a)에는 밝은 부분이 넓게 나타

나기 때문에 응 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필터를 용한 경우(Fig. 6b)

에는 상 계수는 체 으로 낮아지지만 가장 밝은 

부분이 비교  명확하기 때문에 병합오류가 감소한

다. 따라서 필터의 용으로 인하여 유사도는 감소하

지만 병합정확성은 향상된 것으로 단된다.

필터의 용에 따른 병합속도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병합정확성이 가장 높은 green채 만을 상으

로 템 릿의 폭과 높이를 30∼300 pixel 범 에서 30 

pixel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연산시간을 측정하

다. 필터를 용하지 않은 경우의 연산시간은 11.2～

15.9 로 평균 13.2 가 소요되었으나, 필터를 용

한 경우에는 13.1～18.0 로 평균 15.2 가 소요되

었다. Fig. 7에는 각 템 릿 크기별로 측정한 필터 

용 후의 연산시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템 릿 크

기에 크게 향 받지 않으면서 약 2  정도 연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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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lay of image merging time by apply-
ing filter.

(a) Error length (mm)

(b) Processing time (S)

Fig. 8. Effect of camera calibration on image 
merging performances.

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산시간의 증가는 제재목 화상입력시스템을 연속

으로 운 하는데 있어서 기시간을 증가시켜 작업

효율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비의 경우 

3.6 m의 제재목 화상을 입력받는데 13.8 (3.6 m ÷ 

15.7 m/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터를 용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 인 작업이 가능하지만, 필

터를 용한 경우에는 각 제재목 사이에 약 1.4 의 

기시간이 요구된다. 한 화상입력시스템을 등

구분 자동화장치로 활용하기 해서는 입력된 화상

으로부터 결함을 검출하고 등 을 결정하는 추가

인 연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시간은 더욱 증가한

다. 따라서 필터를 용하여 정확성을 향상시키면서 

연산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3.3. 카메라 보정의 영향

카메라 보정이 화상병합성능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기 하여 템 릿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길이

오차와 연산시간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8에 나

타내었다. 결과의 종합 인 검토를 하여 이미지 필

터의 용 효과를 함께 나타내었으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사도는 병합정확성을 하게 설명하

지 못하는 것으로 단되어 결과에서 제외하 다.

화상병합 과정에서 카메라 보정을 실시함으로 인

하여 길이오차는 약 10 mm 감소하고 연산시간은 3.8

 증가하 다. 길이오차를 약 80 mm 감소시키면서 

연산시간을 2  증가시키는 이미지 필터의 효과와 

비교하 을 때, 카메라 보정의 효과는 매우 낮았다. 

이는 상 으로 왜곡이 게 나타나는 상의 앙 

부분에서 특징 역이나 응 역 선정 등의 화상병

합 과정이 주로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화상병합 과정에서 카메라 보정은 생략하고 

이미지 필터를 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단되었다. 이 경우 평균 길이오차는 48.2 mm이며, 

연산시간은 11.34 로 확인되었다.

3.4. 템플릿 크기의 영향

앞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카메라 보정을 생

략하고 이미지 필터를 용한 상태에서 템 릿의 크

기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길이오차와 연산시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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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tion of error length (mm) by template image size (pixel×pixel)

Template height
Template width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0 208.2 55.1 62.0 55.5 40.9 34.9 39.4 72.8 89.5 74.4

60 62.5 14.8 27.0 22.5 27.9 46.5 33.5 37.9 52.6 61.7

90 33.6 8.6 30.2 16.9 27.1 34.4 24.6 47.9 38.3 63.0

120 11.1 4.5 29.3 31.4 38.2 42.0 26.2 30.4 36.6 63.1

150 3.1 5.7 14.2 32.7 21.3 25.0 27.2 29.4 36.2 65.2

180 7.6 9.4 17.3 17.0 23.8 24.5 28.4 33.0 41.9 62.3

210 26.7 11.9 17.9 22.1 28.3 33.5 41.5 43.4 47.9 60.9

240 18.1 17.0 27.7 27.8 34.4 41.1 52.3 74.3 62.2 71.0

270 17.4 21.4 26.9 33.2 42.7 53.8 71.6 82.6 87.2 93.3

300 29.9 39.4 60.5 87.8 115.1 138.5 162.8 209.6 193.2 207.2

Table 3. Variation of processing time (S) by template image size (pixel×pixel)

Template Height
Template Width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0 10.4 8.9 9.6 9.7 9.6 9.7 9.6 9.7 9.7 9.7

60 10.4 9.7 10.4 10.4 10.4 10.5 10.5 10.4 10.5 10.5

90 11.2 10.4 11.2 11.3 11.2 11.3 12.0 12.0 12.0 11.9

120 9.7 9.7 9.7 10.4 9.7 10.4 10.4 10.4 10.4 10.4

150 9.7 9.7 9.7 10.4 9.7 10.4 10.4 10.4 10.4 10.4

180 12.0 11.2 11.9 12.0 12.0 12.7 12.8 12.8 12.8 12.8

210 12.8 12.0 12.7 12.8 12.8 13.6 13.6 13.6 13.6 13.6

240 12.0 11.2 11.3 12.0 12.0 12.0 12.7 12.7 12.7 12.7

270 11.0 10.4 10.5 11.2 10.4 11.2 11.2 11.2 11.2 11.2

300 12.8 12.0 12.7 13.5 12.8 13.6 13.7 13.7 13.6 13.6

정결과를 Table 2와 3, 그리고 Fig. 9에 나타내었다.

길이오차의 경우 템 릿 폭이 좁을수록 감소하고, 

템 릿 높이 150 pixel에서 가장 높은 병합정확성을 

보 다. 목재에 특별한 결 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목리패턴은 목재의 길이방향(템 릿의 폭)으로는 거

의 일정하지만, 폭 방향(템 릿의 높이)으로는 생장

상태  제재방법에 의한 향으로 다소 차이가 나타

난다. 따라서 템 릿의 폭을 증가시키면 정확한 응

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목리패턴으로 인하여 상

계수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병합오류의 발생가능성

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템 릿 높이의 증가는 연륜에 

의한 다양한 패턴이 반 되어 병합정확성을 증가시

킬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템 릿 높이를 목재의 

폭에 비해 지나치게 증가시키면 템 릿이 목재를 벗

어날 가능성이 증가하여 오히려 병합오류를 발생시

키는 것으로 단된다. 김 등(2009b)은 화상병합 과정

에서 템 릿이 목재를 벗어나는 경우에 조명의 반사

율이 높은 배경부가 포함되어 불균일한 조명에 의한 

병합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하 다.

병합속도의 경우 템 릿의 크기가 증가하면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상하

으나, 실제 측정결과에서는 상과 다소 다른 불규칙

한 경향을 보 다. 이는 컴퓨터의 연산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로 생각되지만,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다. 다만 동일한 연산의 수차례 반복 수행을 

통하여 매번 같은 결과가 재 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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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rror length (mm)

(b) Processing time (s)

Fig. 9. Variation of image merging performances
by template image size (pixel×pixel).

길이오차와 연산시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낙엽송 

180 × 120 mm 각재의 화상병합에 합한 템 릿 크

기를 폭 30 pixel × 높이 150 pixel로 결정하 다. 이 

조건을 용할 경우 길이오차는 평균 3.1 mm로 부재 

체길이의 0.1% 미만이며, 연산시간은 평균 9.7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제재목 육안등 구분의 자동화  기계화를 해 

개발 인 화상입력시스템의 최  화상병합 조건 구

명을 목 으로 수행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산 낙엽송의 경우 입력된 화상의 green채  

정보를 병합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병합정확성을 

얻을 수 있었다.

2) 입력된 화상의 처리 과정으로 Y-derivative 

Sharr’s kernel 필터를 용함으로써 필터를 용하

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길이오차는 약 80 mm 감소하

고, 연산시간은 2  정도 증가하 다. 

3) 카메라 보정을 용한 경우는 길이오차가 약 10 

mm 감소하 으며, 연산시간은 약 3.8  증가하 다.

4) 단면크기 180 × 120 mm 부재의 화상병합을 한 

최  템 릿 크기로는 폭 30 pixel × 높이 150 pixel

가 가장 효과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낙엽송 180 × 120 mm 부

재의 화상을 병합하는데 있어서 획득된 화상의 green

채 을 상으로 카메라 보정은 생략하고 이미지 필터

를 용한 후에 30 × 150 pixel의 템 릿을 이용하여 

화상을 병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이며, 이 때 병합

된 화상의 길이오차는 평균 3.1 mm, 연산시간은 평

균 9.7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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