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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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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기업의 생산 시스템에서의 변화는 단순한 

제품의 생산으로부터 제품의 생산 계획, 제품의 생산, 생산 후 제품의 

검사 단계를 거친다. 과거에 제품의 표면 결함 검사는 사람이 육안으로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검사자의 숙련도

에 따라서 검사의 정밀도와 생산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많은 인건비

를 요구한다. 따라서 머신 비전을 이용한 표면 결함 검사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다. 이 방법은 영상에서의 특징을 이용하여 결함

의 유무와 위치를 자동으로 판별해내는 방법이다. 비전 센서는 비 

접촉 센서로 대상을 변형시키지 않고 결함 검사가 가능하며 온도, 

습도, 자기장, 전기장, 표면의 질감이나 거칠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머신 비전을 이용한 결함 검사는 결함(Defect)을 정의 하고 정의된 

결함을 검출(Detection)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다. 결함은 정상 

영역과 뚜렷한 밝기, 컬러, 윤곽(Edge), 주파수 등 형상의 차이를 

보인다. VVC(Variance of Variance Components)와 

VOV(Variance of Variance)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들 간의 분산 

값의 차이 비교에 기반 하여 영상의 결함을 검출하는 특징이다.[1] 

Haar 특징은 영상에서 영역 간 밝기차를 이용한 기본 특징들을 다양한 

위치와 크기로 조합해 물체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기본 특징들

을 에이다 부스트 알고리즘의 약 분류기로 사용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강 분류기를 구성한다.[2] Ferns 특징은 영상에서 특징 점들을 중심으

로 패치를 구성해 패치내의 임의의 두 점간 밝기 차이 값의 부호를 

이용한 특징이다.[3] MCT(Modified Census Transform) 특징은 

한 픽셀 주위 일정 패치를 구성하여 패치의 픽셀 밝기 값이 평균보다 

크면 1, 아니면 0으로 설정하여 얻어진 이진 문자열을 특징으로 

사용한다.[4][5] 이외에도 영상에서 코너 특징 점을 찾아내는 FAST 

알고리즘, 특징 기술자를 빠르게 계산하고 정합하는 BRIEF 알고리즘, 

FAST로 구한 코너 특징 점 좌표를 중심으로 BRIEF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합을 하는 ORB 알고리즘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FAST, BRIEF, ORB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 

실험에서는 이들 알고리즘을 사용한 표면 결함 검사의 결과를 제시한

다.

III. Research Contents

1. FAST Algorithm

FAST(Features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 알고리즘은 

영상에서 코너 특징 점을 빠르게 검출하는 알고리즘이다. FAST 

알고리즘은 속도에 중점을 둔 알고리즘임에도 Harris 코너 검출기나 

DoG(Difference Of Gaussian) 등의 기존 알고리즘에 상응하는 

높은 코너 특징 점 검출 성능을 보인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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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nceptual diagram of FAST

FAST 알고리즘의 코너 특징 점 검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영상의 특정 픽셀 p에 대해 p의 밝기를 라 하고 임의의 기준 

값 t를 설정한다. p를 중심으로 반지름 3의 원위에 배치된 16개의 

픽셀 중 연속하여 임의의 n개 이상 배치되어 있다면 후보 코너 점으로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n은 12로 설정한다. 이때, 16개의 픽셀 중 

상단과 하단, 우측과 좌측에 위치한 1번, 9번, 5번, 13번 픽셀 값 

4개 중 3개가  + t 보다 밝거나  - t 보다 어두운지를 검사하는 

고속 테스트를 수행하여 코너가 아닌 후보 점을 제거한다. 

그러나 FAST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약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n을 12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할 경우 후보 코너 점의 수가 많아져 

계산 속도가 떨어진다. 둘째로, 코너의 방향과 주위 픽셀 분포에 

따라 코너 특징 점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로, 고속 테스트를 

통하여 코너 특징 점이 후보 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넷째로, 하나의 

코너 점 주위로 다중 코너 특징점이 검출된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사 결정 트리 기반 ID3 알고리즘을 적용해 앞의 세 가지 

약점을 보완하고 non-maximal suppression을 적용해 마지막 약점을 

보완했다.

의사결정트리 ID3를 구성하기위해 훈련 데이터를 준비한다. 코너 

특징 점을 검출하고자 하는 영상들을 훈련 데이터로서 준비한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 FAS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후보 코너 점을 

검출한다. 특정 후보 코너 점 p를 중심으로 반지름 3의 원에 해당하는 

16개의 픽셀 값으로 16차원의 벡터를 구성한다. 각 벡터의 원소는 

아래 수식과 같이 p의 밝기보다 밝거나, 비슷하거나, 어두운 세 하위 

집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ID3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전달하여 

의사결정트리를 구성한다.

→ 











 → ≤   

     →    

    ≤ →

non-maximal suppression은 하나의 코너 후보 점 p와 인접한 

후보 코너 점들에 대해 V를 계산하여 값이 큰 후보 코너 점을 코너 

특징 점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코너 주위로 

다중 코너 특징점이 검출되는 약점을 보완했다.

  max 
∈

 
∈



2. BRIEF Algorithm

BRIEF(Binary Robust Independent Elementary Features)알고

리즘은 패치 내에서 임의의 픽셀 쌍의 밝기 비교를 통해 이진 기술자

(descriptor)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이다. BRIEF 알고리즘은 계산이 

빠르고 높은 식별력을 가지며 정합(matching) 과정이 빠르다는 장점

이 있다. BRIEF 알고리즘은 영상에서 코너, 에지 등의 특징 점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므로 특징 점을 검출하는 알고리즘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7]

Fig. 2. The conceptual diagram of BRIEF

BRIEF 기술자를 구성하고 정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상의 코너, 에지 등의 특징 점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 9의 패치p를 

구성한다. 패치 p에 분산 2를 따르는 가우시안 스무딩을 적용해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 후, Fig.2 와 같이 패치 내에 중복되지 않는 

개의 픽셀 쌍을 지정하는 샘플링 패턴을 구성한다. 는 영상에 

따라 128, 256, 512로 설정한다. 한 쌍의 두 픽셀 밝기 x, y에 대해서 

이진 테스트 를 수행한다. 이진 테스트 는 두 픽셀 x, y의 밝기 

값을 비교하여 y가 크다면 1, 작거나 같다면 0으로 설정한다.

   i f   
 

이진 테스트를 개의 픽셀 쌍에 대해 수행하여 p의 이진 기술자


(p)를 구성한다. 이진 기술자 

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p) := 

 ≤  ≤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패치의 비교를 위해 두 기술자 사이의 

XOR 연산을 통해 해밍거리(Hamming distance)를 계산하여 정합한

다.

Fig. 3. The hamming distance

BRIEF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이 기술자를 구성하고 이진화 

하는 것과는 다르게 바로 이진 기술자를 구성하고 XOR 연산을 

통한 빠른 정합으로 계산 속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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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B Algorithm

ORB(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알고리즘은 이미지 

피라미드를 적용한 FAST 알고리즘으로 코너 특징 점을 구하고 특징 

점을 기준으로 행렬의 회전변환을 통해 보완한 BRIEF 기술자를 

정의해 정합을 하는 알고리즘이다.[8]

Fig. 4. The flow of ORB algorithms

ORB에서 사용하는 FAST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FAST 알고리즘

과 다르다. 첫째, FAST 알고리즘은 영상의 확대 축소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해당 배율에서만 코너 특징 점을 검출 하는 단점을 가진다. 

ORB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지 피라미드를 생성하여 배율마

다 FAST 알고리즘을 적용해 특징 점을 검출한다.

둘째, FAST 알고리즘은 코너 특징 점뿐만 아니라 수평, 수직, 

대각 선을 구성하는 에지 특징 점도 검출하는 단점을 가진다. ORB에서

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FAST 알고리즘으로 검출한 코너 

특징 점을 기준으로 Harris 코너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9] N개의 

코너 점을 검출하기 위해서 Harris 코너 검출 알고리즘의 특징 점 

평가 값들을 내림차순 정렬해 상위 N개의 특징 점을 선택한다. N개의 

코너 특징 점을 검출 할 수 없다면 Harris 코너 검출 알고리즘의 

임계값을 낮추어 충분한 특징 점을 검출하고 상위 N개의 특징 점을 

검출한다.

Fig. 5. Image pyramid and detect scale invariant feature

일반적인 BRIEF 알고리즘은 정합을 위해 빠르게 이진 기술자를 

정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BRIEF 알고리즘은 기술자를 

고정된 각도에서 구성하므로 1도라도 기준각보다 회전된 대상과의 

정합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다. ORB에서는 패치 내 화소의 

무게중심좌표와 1차 모멘트를 통해 계산한 원점과의 벡터 각를 

계산하고 행렬의 회전변환을 통해 rBRIEF(rotational BRIEF) 기술

자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Harris 코너 검출 알고리즘으로 구한 특징 점을 중심으로 가로 

31, 세로 31의 패치를 구성한다. 패치의 1차 모멘트를 아래 수식으로 

나타낸다. I는 영상의 밝기 값을 의미한다.

  




1차 모멘트 값을 이용해 패치의 무게 중심점(centroid)의 좌표C를 

구한다.

  







벡터의 원점 O로부터 패치의 무게 중심 C로의 벡터  를 구하고 

패치의 회전각 를 역 탄젠트를 통하여 구한다.

  

BRIEF 기술자에서 n쌍의 샘플링 패턴으로 얻어낸 좌표 쌍 (,)

의 행렬 S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S =    

  

행렬 S에 패치의 회전각 만큼 회전변환을 적용하여 회전 보정된 

행렬  를 구한다. 최종적으로 패치p에 대해 회전각 만큼 회전 

보정된 rBRIEF 기술자 을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

FAST 알고리즘과 BRIEF 알고리즘은 모두 적은 계산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FAST 알고리즘은 다양한 크기

의 코너 특징 점을 검출 하지 못하고 BRIEF 알고리즘은 회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ORB 알고리즘은 FAST와 BRIEF 

알고리즘의 약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크기의 코너 특징 점 검출이 

가능하고 회전에도 강건한 기술자를 정의하는 알고리즘 이다.

IV. Research Result

Fig. 6. The Result of FAST feature detect on metal surface

금속 표면 영상에 대해 FAST 알고리즘을 이용한 코너 특징 점 

검출 결과이다. 상단의 이미지는 거친 금속 표면에서의 결함을 검출한 

결과이다. 하단의 이미지는 매끄러운 금속 표면에서의 결함을 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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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다. 결함의 위치를 중심으로 코너 특징 점이 검출되어 FAST 

알고리즘을 통한 결함 검출이 용이함을 보여준다. 

Fig. 7. The Result of ORB feature detect on metal surface

금속 표면 영상에 대해 ORB 알고리즘에서의 크기 불변성 특징 

점 검출 결과이다. 왼쪽 상단의 영상과 같이 매끄럽지 않은 표면에서는 

특징 점이 많이 검출되어 정확한 결함 검출이 힘들지만, 그 외의 

매끄러운 표면에서는 결함이 있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특징 점이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ORB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매끄러운 

표면에서의 결함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머신 비전을 이용한 자동 표면 결함 검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으로서 FAST, BRIEF, ORB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FAST와 ORB 영상의 특징에 관해 금속 표면의 결함 검출에 

적용하는 접근으로 실용화 방법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실험결과 

제시를 통해서 검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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