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Vol. 16, No. 7, July 2010 

 

695

잡음과 회전에 강인한 SIFT 기반 PCB 영상 정렬 알고리즘 개발 

Robust PCB Image Alignment using SIFT 

김 준 철, 최 학 남, 박 은 수, 최 효 훈, 김 학 일
*
 

(Jun-Chul Kim, Xue-nan Cui, Eun-Soo Park, Hyo-hoon Choi, and Hakil Kim)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mage alignment algorithm for application of AOI (Automatic Optical Inspection) based on SIFT. 
Since the correspondences result using SIFT descriptor have many wrong points for aligning, this paper modified and classified those 
points by five measures called the CCFMR (Cascade Classifier for False Matching Reduction) After reduced the false matching, 
rotation and translation are estimated by point selection metho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fewer fail 
matching in comparison to commercial software MIL 8.0, and specially, less than twice with the well-controlled environment’s data 
sets (such as AOI system). The rotation and translation accuracy is robust than MIL in the noise data sets, but the errors are higher 
than in a rotation variation data sets although that also meaningful result in the practical system. In addition to, the computational 
time consumed by the proposed method is four times shorter than that by MIL which increases linearly according to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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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자정보통신장비의 기본 소자인 PCB (Printed Circuit Board) 

의 품질은 제품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PCB 검사는 

일반적으로 자동광학시스템(AOI: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을 이용하는데 검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정확한 정렬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영역 또는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패턴 매칭 알고리즘이 연구되어 왔다[1-8]. 

영역기반 방법은 템플릿 매칭으로도 불리며, 두 영상의 화

소간의 상관관계(NCC: Normalized Cross Correlation)를 계산하

고 그 값이 최대가 되는 점을 찾는다. 이러한 NCC 방법은 

조명의 변화나 물체의 회전 및 영상의 잡음 등에 의해 인식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이를 위해 2차원의 영상을 회전에 강

인한 1차원 ring-projection 공간으로 표현하는 방법[3]이 제안

되었다. Tsai와 Chiang[4]은 모델을 웨이블릿 부분 영상에서 

ring-projection으로 표현하여 낮은 레벨에서 높은 웨이블릿 성

분의 화소만을 사용하여 두 패턴의 NCC를 계산하였다. 또한 

Choi와 Kim[5]은 ring-projection의 벡터 합을 비교하여 첫 번

째 후보를 찾고 후보의 moment를 매칭하는 두 단계 영상정

렬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징 기반의 매칭 방법은 물체의 외곽 정보를 이용하거나 

모양 정보를 퓨리에 변환하여 매칭하는 방법들이 있다[1,9]. 

Huttenlocher[6]은 Hausdorff distance를 바로 적용하여 영상 정

렬을 제안하였고, Kwon[8]은 hierarchical Hausdorff distance를 

멀티 피라미드 구조의 에지맵에서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또한 Chen[10]은 Hausdorff distance를 PCB 검사 시스템

에서 영상을 정렬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였다.  

특징 기반 매칭 연구 가운데 물체인식 분야에서 영상의 크

기와 회전에 강인한 특성을 지닌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2] 알고리즘이 제안되었고, Mikolajczyk[11]의 실험

에서 SIFT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수

한 성능을 보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SIFT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안하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PCA-SIFT[12], SURF 

(Speed up Robust Features) [13]나 전역정보를 이용한 방법[14]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SIFT 서술자

(descriptor)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은 높은 차원의 벡터 성분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 생성과 정합(matching)의 과정

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표 1은 영상의 정렬 방법을 특징과 접근방법 및 단점의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다. 영역기반의 방법은 영상 템플릿을 

Cross correlation이나 Ring-Projection을 이용하여 정합하여 정

렬을 이룬다. 이 방법은 복잡한 변화를 포함하는 영상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많은 수행 시간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반면 특징기반 방법은 에지맵, 특징점, 외곽 정보 및 서술자

를 이용하여 정렬을 이룬다. 유사도의 측정은 Hausdorff 

distance나 특징의 일치도 및 영상간의 변형 관계를 유추하여 

이루진다. 특징 기반의 단점은 특징 추출의 정확도에 따라 

영상 정렬의 정확도가 좌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 변화에 약한 영역 기반 정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특징 기반의 방법 중 SIFT 서술자를 

적용하여 강인한 정렬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특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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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상의 정렬 방법 정리[1]. 

Table 1. Summary of image alignment. 

Category Features Approaches Disadvantages

Area-
based

Image templates Cross correlation 
Ring-Projection 

Expensive 
computation 
time 

Feature-
based

Edge maps 
Interest points 

Hausdorff 
distance Feature 
correspondence 

Inaccurate 
feature 
extraction 

Shape contours 
Invariant 
descriptors 

Transformation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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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방법의 단점인 특징 추출 및 정합의 정확도에 따른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CCFMR (Cascade Classifier for Reduction 

False Matching) 분류기를 바탕으로 오정합을 줄여 회전 및 전

이량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회전과 잡음

에 강인하게 정합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II. SIFT 기반의 특징 추출  

SIFT [2]를 이용한 특징 추출 과정은 크게 Detector와 

Descriptor의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Detector 단계에

서는 scale space와 localization을 통해 특징점을 선택하게 된다. 

Descriptor 단계에서는 선택된 점들을 중심으로 주변 영역의 

Gradient 변화량을 통해 Orientation를 얻게 되고, 얻어진 

Orientation을 중심으로 ROI를 재설정하여 Descriptor를 생성하

게 된다. 

1. 스케일 공간 구성 

특징점 추출 방법에는 Harris, Harris-Laplace, Hessian-Laplace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Harris 코너 검출을 기반으로 하는 

Harris-Laplace 방법은 조명변화와 시점변화에 강인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케일 공간에서 극값을 검출하기 위해 

가우시안 필터링 된 영상에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해야 하

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다. 이에 비해 가우시안 차분(DoG: 

Difference of Gaussian) 방법은 강인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가

우시안 필터링된 영상의 차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산 량

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DoG을 기반으로 

특징점을 추출하였다.  

영상의 Hessian 행렬식(determinant)을 이용하여 후보점을 

추출하기 위해 스케일 공간 영상, ( , , )L x y σ 을 식 (1)에서처

럼 가우시안 함수, ( , , )G x y σ 와 입력영상, ( , )I x y 과의 컨벌

루션으로 구성된다. 

 ( , , ) ( , , ) ( , )L x y G x y I x yσ σ= ∗  (1) 

즉, ( , , )L x y σ 는 다른 레벨의 분산을 갖는 가우시안에 의해 

블러된 영상이다. 이러한 스케일 공간은 모든 가능한 스케일 

영상에서 안정적인 점들을 검색하기 때문에 영상의 크기 변

화에 대하여 강인한 성능을 보인다.  

앞서 구성된 스케일 공간 영상들은 DOG를 얻기 위하여 

인접영상들과 차 연산을 수행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영상을 

얻게 된다. 그림에서처럼 Edge와 같이 특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되어 후보 점들을 선택하게 된다. 

생성된 가우시안 차분 영상에서 국부적인 극대, 극소점의 

위치로 스케일 불변 특징점들을 후보로 선택한다. 국부적인 

극대, 극소점은 현재 위치의 화소를 중심으로 이웃한 8개 화

소와 인접한 상위, 하위 레벨에서 대응하는 9개 화소 총 26

개 화소와 비교하여 선택하게 된다. 이 후 스케일 공간상의 

중간 가우시안 영상을 다운샘플링한 후 위 과정을 반복하여 

후보점을 찾아낸다. 이렇게 찾아진 후보점들은 주변 화소들

을 이용하여 안정섬을 검사하고, 최종 특징점으로 판단되면 

세부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16]. 

2. 특징점 세부 보정(localization) 

앞서 선택된 후보점들은 불안정한 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aylor 시리즈를 적용하여(식 (2)) 낮은 대비를 갖는 

불안정한 점들을 제거하게 된다.  

 ˆ(x)D =

1
x̂

2 x

T
D

D
∂

+
∂

 (2) 

여기서 D는 가우시안 차분 영상이고, x ( , , )x y σ= 으로 3차원 

정보를 갖으며, x̂는 식 (3)과 같은 미분 연산으로 구해진다. 

 
2 1

2
x̂

x x

D D
−

∂ ∂
= −

∂ ∂
 (3) 

이때, ˆ| (x) |D 가 일정한 임계값을 넘으면 구해진 후보점들의 

세부 위치를 보정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제거된 점들 또한 아래 그림처럼 여전히 불

안정한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Hessian Matrix의 Determinant

와 trace의 비를 이용하여 주요한 곡률 부분(principle curvature)

만 선택하게 된다. Hessian Matrix는 식 (4)와 같이 구성되고, 

Determinant와 trace의 비는 식 (5)를 이용하여 구해진다.  

 
( , , )  ( , , ) 

( , , )
( , , )  ( , , ) 

xx xy

xy yy

D x y D x y
x y

D x y D x y

σ σ

σ

σ σ

 
=  
  

H  (4) 

 

그림 1. 특징 추출 과정. 

Fig.  1. Processing of feature extraction. 

그림 2. 스케일 공간(scale space) 구성 예. 

Fig.  2. Example of scale space pyramid. 

 

그림 3. DOG 결과 예. 

Fig.  3. Result of DOG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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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 ) ( ) ( ) ( 1)

( )

Tr r r

Det r r

α β β

αβ β

+ + +
= = =

H

H
 (5) 

여기서, α 와 β 는 각각 고유값(eigenvalue)의 크기가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나타내고, r은 두 값의 비를 나타낸다. 

3. 방위(orientation) 할당 

최종적으로 선택된 특징점을 중심으로 영상의 회전에 강

인하기 위하여 각 점들이 가리키는 방위(orientation)를 구하게 

된다. 특징점을 중심으로 16×16 영역에서 식 (6)과 (7)을 이

용하여 방위각과 크기를 구하고 히스토그램을 구성하여 최

대가 되는 방위를 찾게 된다.  

( ) ( )
2 2

( , )

( 1, ) ( 1, ) ( , 1) ( , 1)

m x y

L x y L x y L x y L x y= + − − + + − −

 (6) 

( ) ( )1

( , )

tan ( 1, ) ( 1, ) ( , 1) ( , 1)

x y

L x y L x y L x y L x y

θ

−=  + − − + − −  
 (7) 

여기서 L은 스케일 공간상에 가우시안 필터된 영상이고, 히

스토그램은 36개의 레벨을 갖고 360도를 계산하게 된다. 또

한 방위의 크기는 각 점들이 스케일의 분산값을 갖는 가우시

안에 의해 가중치가 부여된다. 

그림 5와 같이 특징점 주위의 원형영역 안의 모든 샘플 점

들의 방위각을 구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방위각을 양자화 

하여 히스토그램을 작성하고 히스토그램에서 최대 분포를 

갖는 각도를 특징점의 기준 방위로 선택한다. 이렇게 만들어

진 특징 벡터는 영상의 회전이 있더라도 특징점 주변 화소값

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 회전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 성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영상이 회전한 만큼 특징점의 방향도 

같이 회전하게 되는 성질은 회전한 강인한 서술자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림 5. 방위 히스토그램 예. 

Fig.  5. Example of orientation Histogram. 

 

그림 6. 서술자 생성 과정[2]. 

Fig.  6. Construction of descriptor. 

 

4. 서술자(descriptor)생성 

특징점 서술자는 입력영상과 물체와의 특징점 정합에 기

준이 되는 성분이다. 특징점 주변 영역에서 앞서 설명한 방

위각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특징점 주변의 국부 영역의 

그래디언트의 방향과 크기를 구한다. 회전에 강인한 서술자

를 얻기 위해 그래디언트의 방향과 서술자의 좌표는 기준 방

위 방향으로 회전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회전된 그래디

언트 영상에 특징점을 중심으로 방향과 조명에 민감하게 변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우시안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우시안 가중치가 부여된 그래디언트는 그림 6처럼 각각

의 배열이 8개의 각도로 양자화하여 특징점에 대한 특징벡

터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방향성 히스토르램은 4×4 영역에 

대한 8개의 각도로 양자화되어 총128(4×4×8)차원의 벡터로 

구성되며, 조명에 강인하기 위해 정규화 과정을 거쳐 특징점

을 대표하는 서술자가 된다. 

 

III. SIFT 서술자를 이용한 패턴 매칭 

그림 7은 특징 추출을 이용한 패턴 매칭의 흐름도를 보여

주고 있다. 가장 먼저 SIFT를 이용하여 서술자를 생성하고 

유클리디언 거리를 이용하여 유사점을 선택하고, 유사점들간

의 관계를 이용하여 오정합점을 제거하게 된다. 모델과 테스

트 영상에서 각 특징점이 갖는 서술자는 고차원의 형태를 갖

고 있기 때문에 모든 특징점에 대하여 유사도를 측정하게 되

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

케일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서술자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k-d tree[15]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

으로 모델과 테스트 영상간의 전이 및 회전량을 구하게 된다.  

그림 4. Hessian의 determinant와 trace 비를 이용한 잡음 제거.

Fig.  4. Reduction of unstable points by the ratio of determinant and

trace of Hessian. 

 

 

그림 7. PCB 영상 정합 흐름도. 

Fig.  7. Flowchart of PCB imag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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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FMR (Cascade Classifier for False Matching Reduc-

tion) 

획득된 영상은 조명이나 회전에 따라 이진 영상인 모델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k-d tree에서 유클리디언 거리 값

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선택된 후보점은 오정합점을 포함하

게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순차 분류

기를 구성하여 오정합점을 제거하였다. 

첫 번째 분류는 라플라시안의 극성을 이용하여 선택된 점

의 오정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식 (8)과 같이 Hessian 

행렬의 trace의 부호에 따라 같은 영역의 점인지를 결정한다. 

 0?1: 1
xx yy

D D+ >= −  (8) 

본 논문에서 구해진 특징점은 영역의 밝기 차를 이용하여 

선택되었다. 따라서 라플라시안의 부호는 그림 9와 같이 배

경에 대한 영역의 밝기를 나타낸다[13]. 

극성을 이용하여 제거된 오정합점은 k-d tree에서 선택된 상

위 후보 두 점의 서술자간의 유사도 비를 비교하는 두 번째 

분류기로 넘겨진다. 첫 번째 우선 순위의 점이 두 번째로 높

은 유사도를 갖는 점과 유사도의 차이가 작을 경우 불안정한 

정합점으로 판단하여 제거하게 된다. 서술자간의 유사도는 

식 (9)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2

1 2

0

( )
n

i i

i

d d

=

−∑  (9) 

여기서 d는 서술자를 나타내며, n은 한 점의 서술자 차원의 

수를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는 128차원의 서술자를 사용하였

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류는 특징 추출의 과정에서 구하였던 

기준 방위와 스케일을 이용하여 오정합점을 제거하게 된다. 

모델 영상과 테스트 영상의 정합점에 대한 각각의 기준 방위

와 스케일의 차이가 일정한 임계값 보다 크면 오정합으로 판

단한다. 임계값은 실험 데이터의 변화 요인에 의해 가해지는 

최대 변이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네 단계를 거치고 나면 옳은 매칭점만 주로 분포하게 되

지만, 여전히 오정합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오

정합점은 옳은 매칭점과 비교하였을 때 두 점간의 각도와 변

위량이 다르게 분포하게 된다. 즉, 그림 10처럼 두 점 사이의 

각도와 거리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 평균 분포에서 벗

어나는 점을 제거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남은 점들은 다시 

두 점 사이의 차이 분포를 계산하고, 실험에 의해 결정된 임

계 값 이내의 분포를 갖는 정합점만 남도록 반복한다. 그림 

10의 아래 그림은 오정합점이 제거된 최종 결과 영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8. 오정합점 제거를 위한 순차 분류 흐름도. 

Fig.  8. Processing of CCFMR. 

 

 

그림 9. 밝기 변화가 다른 두 영역에 대한 예[13]. 

Fig.  9. Example of different bright reigion. 

 

 

 

그림 10.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각도 및 오정합 제거 결과. 

Fig.  10. Distance and angle between two images and the result of

false matching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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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이 및 회전 변이량 측정 

오정합점이 제거된 점들은 두 영상 사이의 어파인(Affine)

행렬을 구하기 위하여 그림 11과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세 점을 선택하게 된다. 먼저 맨 앞의 시작점(P0)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계산하여 첫 번째 꼭지점(P1)으

로 선택하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P1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 P2를 구하여 두 번째 꼭지점으로 선택한다. 마지막

으로 P1과 P2를 삼각형의 두 꼭지점으로 하며 가장 큰 넓이

를 갖는 세 번째 꼭지점(P3)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구해진 

입력 영상과 테스트 영상에서 대응되는 세 점으로부터 어파

인 행렬을 구하여 테스트 영상의 중심점을 구할 수 있다.  

테스트 영상의 중심점을 구한 후 그림 12처럼 모델과 테

스트 영상의 중심점과 각 정합점이 이루는 각도를 이용하여 

회전량을 구하게 된다. 즉 식 (10)를 이용하여 각 점들의 각

도 의 차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식 (11)을 이용하여 회전량을 

구하게 된다. 이때, 회전량 측정 시에는 앞서 선택하지 않았

던 모든 점들에 대하여 계산함으로써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

( )

1

0 1 1 1 1

1

2 2 2 2

    tan ( ) /( )

         tan ( ) /( ) , 1,2,...,

i i i

i i

y y x x

y y x x i n

θ
−

−

= − −

− − − =

 (10) 

 
01 02 0

( ... ) /
n

nθ θ θ θ= + + +  (11) 

 

IV. 실험 결과 

1. 실험 데이터 구성 

제안된 방법은 표2의 크기를 갖는 그림 13의 영상을 가지

고 회전 및 전이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원본 영상은 침식

(erosion)과 가우시안 잡음 및 회전을 가하여 전이 및 회전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하였고 상용소프트웨어인 MIL 8.0[17]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3의 Mn은 모델의 번호를 의미하고 

원본 영상에 대한 정합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은 

Windows XP 기반의 Visual Studio 2005 에서 Intel® Core™ i7 

920 @ 2.67 GHz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림 14는 M4영상에 침식과 잡음 및 회전을 추가한 영상

을 보여주고 있다. 원본 테스트 5장의 영상은 N(R)l_Em_Mn

의 이름으로 구분하고 총 600(2×10×5×6)장의 데이터로 변

형하여 실험하였다. 여기서 l은 가우시안 잡음 또는 회전의 

양을 표시하고 m은 Erosion을 할 때 원형 구조체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n은 모델명을 나타낸다. 즉, 그림 10의 N40_E3_M4

그림 11. 어파인 행렬의 입력을 위한 선택 과정. 

Fig.  11. Processing of three point selection for Affine matrix. 

 

그림 12. 중심점과 매칭점이 이루는 각도의 차이를 이용한

회전량 측정. 

Fig.  12. Estimation of rotation by difference angle between center

point and each matching point. 

표   2. 실험에 사용된 영상 크기. 

Table 2. The data size used in experimental. 

Size M0 M1 M2 M3 M4 M5 

Model 2562 2562 2562 2562 2562 2562 

Test 7682 3842 3842 3842 3842 3842 

 

 

그림 13. 실험 영상 및 매칭 결과. 

Fig.  13. Experimental original images and matching results. 

 

그림 14. 실험 영상 변형 예. 

Fig.  14. Construction of experimental data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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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4의 영상을 반지름이 3인 원형 구조체를 가지고 Erosion

을 수행한 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1인 가우시안 잡음을 

40%의 분포로 추가한 영상을 말한다.  

2. 매칭 결과 

표 3과 표 4는 구성된 실험 데이터에 대하여 실패한 매칭 

결과이다. 실패한 매칭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전은 3도 이상, 

픽셀 에러는 5이상 벗어났을 경우 실패했다고 판단하였다. 

표 2에서처럼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MIL에 비해 실패한 경

우가 적게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 구성된 데이터는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잡음과 회전이 자동화 

시스템의 실제 환경에 비해 크게 변형되었다. 따라서 표 4와 

같이 40% 이내의 잡음과 8도 이내의 데이터에 대한 실험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경우 MIL에 비해 실패율이 50%정도 감

소한다. 특히 M2의 영상처럼 반복되는 패턴을 갖는 경우 

MIL에 비해 강인한 성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실패한 매칭의 결과를 Erosion의 반지름의 크기

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처럼 Erosion을 

가한 모든 영상에서 제안된 방법의 실패 매칭의 수가 적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회전과 잡음에 

대한 결과는 유사하게 분포하지만 MIL의 경우는 잡음에 대

하여 실패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 결과 모두 Erosion의 반지름의 크기가 커질수록 오정합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과 17은 생산환경에 가까운 데이터 중에 M3과 M5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3영상의 결과는 

(a) Total number of matching failure 

(b) Number of significant matching failure 

그림 15. 실패(fail) 매칭 결과 분석. 

Fig.  15. Analysis of matching failure for total and significant data

sets. 

 

(a) Averages of rotation errors due to erosion 

(b) Averages of translation errors due to noise in various erosion 

그림 16. M3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 

Fig.  16. Error analysis due to rotation and noise for M3. 

 

표   3. 전체 실험 데이터에 대한 오정합 횟수(괄호 안은 %).

Table 3. The number of Fail matching about Total data sets. 

 
MIL8.0 Proposed 

Noise Rotation Noise Rotation 

M0 28(42.4) 8(12.1) 42(63.6) 3(4.5) 

M1 15(22.7) 4(6.1) 14(21.2) 6(9.1) 

M2 46(69.7) 32(48.5) 1(1.5) 27(40.9) 

M3 18(27.3) 3(4.5) 23(34.8) 24(36.4) 

M4 11(16.7) 1(1.5) 0(0) 18(27.3) 

M5 14(21.2) 4(6.1) 4(6.1) 2(3.0) 

Total 
132(44.0) 52(17.3) 84(28.0) 80(26.7) 

184(30.7) 164(27.3) 

 

표   4. 부분데이터(잡음: 0~40%, 회전: 0~8o)의 오정합 횟수

(괄호 안은 %). 

Table 4. The number of Fail matching about Meaningful data sets. 

 
MIL8.0 Proposed 

Noise Rotation Noise Rotation 

M0 4(13.3)  4(13.3) 4(13.3)  1(3.3)  

M1 1(3.3)  0(0)  2(6.7)  0(0)  

M2 21(70)  14(46.7)  1(3.3)  4(13.3) 

M3 0(0)  0(0)  6(20.0)  4(13.3) 

M4 3(10.0)  1(3.3)  0(0)  1(3.3)  

M5 2(6.7)  1(3.3)  1(3.3)  1(3.3)  

Total 
31(10.3)  20(6.7) 14(4.7)  113.7)  

51(28.3)  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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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에 비하여 잡음과 Erosion 변화에는 낮은 에러를 보이지

만 회전은 E4의 경우를 제외하고 1도 이내의 범위에서 다소 

높은 에러를 보이고 있다. 그림 9의 M5영상은 전반적으로 

MIL의 에러가 낮지만 Erosion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제안된 

방법의 에러가 낮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안된 방

법이 잡음에 비해 회전에 대하여 다소 높은 에러를 보이는 

것은 회전 중심에 대한 예측이 누적되어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실제 회전과 예측된 회전을 통해 계산되는 회

전량에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8과 그림 19는 크기가 다른 M0영상을 제외하고 M1

에서 M5영상의 잡음과 회전에 대한 수행시간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18처럼 제안된 방법은 잡음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

행 시간을 보이지만, MIL의 방법은 잡음이 증가할수록 수행

시간이 증가하여 제안된 방법보다 느린 성능을 보였다. 또한, 

False 매칭이 발생할 경우 MIL의 경우 수행시간은 크게 증가

하여 제안된 방법의 평균 50ms에 비하여 4배 이상 많은 시

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회전에 대한 수행시간은 두 방법 

모두 일정하게 나타났고 MIL이 4배 빠른 성능을 보였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IFT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PCB 영

상에서 회전 및 잡음에 강인한 패턴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제안된 방법은 상용 소프트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IL 8.0과 회전 및 전이에 대한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

반적으로 MIL에 비해 매칭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적었고 잡

음에 강인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AOI 환경에 유

사한 데이터를 비교하였을 경우 2배 적은 실패 매칭의 경우

를 보였다. 수행속도에서 MIL의 방법은 잡음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제안된 방법이 평균 4배 이상 빠른 성능을 보였다. 

반면 회전에 대한 수행시간은 두 방법 모두 일정하게 나타났

고 MIL이 4배 빠른 성능을 보였다 

매칭에서 실패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확도 측면에서 에러

를 비교해 보면 Erosion의 영향에는 강인한 반면 회전은 MIL

에 비해 다소 높은 에러를 보였다. 향후 Edge 정보를 결합하

여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회전량 측정의 과정은 행렬 자체를 

후처리에 사용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제

안된 방법의 특징 추출과 틀린 점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추후 고속 특

징 추출 및 정합 방법과 입력 영상의 복잡도에 따라 자동으

로 임계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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