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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화상을 디지털 처리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히는 엣지(edges)에 의해 <1>
특징지워지는 패턴을 자동으로 위치시키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구성된 템플레이트가 화상 
중에서 각종 점의 주위를 변위되어 패턴을 위치시킨다.

배경기술

서론<2>

전자 디지털 화상 처리 하드웨어에 있어서, 화상은 개별적인 메모리 장치에 기억된다. 화상은 통<3>
상 수치로 이루어진 배열로 분할되고, 각 메모리 위치가 고유의 공간 좌표점에 대응하며, 화소(pixel)라 
불리우는 메모리 위치내의 값이 그의 좌표점에서의 화상의 휘도에 대응한다. 도 1A는 각 화소 좌표점에서
의 휘도가 값으로 주어진 화상중의 대상물의 예를 나타낸다.

화상과 템플레이트 상관<4>

기계 화상 시스템에 있어서, 화상중의 대상물을 자동적으로 위치시키는 일반적인 기술의 하나는 <5>
상관 또는 콘볼루션(convolution)을 사용하는 것이다. 화상 상관법에는 콘볼루션, 최소 평균 2승 오차, 
최소평균 절대 오차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이 있다. 상관법의 정의에는 위치되는 대상물과 동일
한 형태를 갖는 별개의 작은 화상인 템플레이트, 즉 핵의 결정과 사용이 필요로 된다. 도 1B는 도 1A에 
나타낸 대상물과 같은 형상의 템플레이트를 나타낸다. 대상물과 마찬가지로, 텔플레이트는 각 점에서의 
휘도값을 갖는 고유의 좌표점에 의해 표시될 수도 있다. 템플레이트는 화상중의 관련 영역의 주위에서 그
의 위치를 선택적으로 변위되며 움직인다. 화상중의 새로운 템플레이트의 위치의 각각에 있어서, 공통 공
간의 좌표점에서의 각 화상 요소에 대응하는 값을 갖는 각 템플레이트 화소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 곱한 
것의 합이 계산된다. 도 1C는 화상 상에서 이동된 도 1B상의 템플레이트의 한 위치를 나타낸다. 이 경우, 
변위에 중첩이 없으며, 곱들의 합은 0이다. 상관 또는 콘볼루션의 계산 출력은 템플레이트 형상이 형상중
의 패턴의 형상과 가장 매치(match)되는 위치에서 최대로 된다. 도 1D는 화상을 횡단하는 템플레이트의 
모든 가능한 상관을 나타낸다. 수치는 상당히 크므로, 도 1D는 상관 및 그의 상대적인 지표만을 음영의 
농도에 의해 나타난다.

이산 2차원의 콘볼루션에 대한 공식은<6>

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I는 화상이고, K는 핵이며, x와 y는 공간 좌표점에서 정의되는 화상 좌<8>
표이다. μ와 ν의 합은 템플레이트상의 범위로 된다. 실제로, 템플레이트는 위치가 결정된 대상물을 포
함하는 화상보다도 작은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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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상관은 템플레이트의 각 요소의 값에 일정의 휘도인자가 곱해지고, 일정의 오프셋이 가산<9>
되는 것을 제외하고, 상관에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각 템플레이트 변위에 있어서 휘도인자와 오
프셋은 화상 위치의 각각에서의 템플레이트의 상관에서 오차가 최소로 되도록 독립적으로 조정된다. 템플
레이트 매칭에서의 정규화 상관은, VISION'87 컨퍼런스 프로시딩의 5-33∼5-55페이지에 있는 윌리암 실버
(William  Silver)에  의한  "정규화  상관  조사를  사용하는  정렬과  측정(Alignment  and  Gauging  Using 
Normalized Correlation Search)"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인용하여 구체화한다.

최소 평균 제곱 오차법에서는 각 템플레이트의 점은 대응하는 화상 점으로부터 빼어지고; 각각의 <10>
차(差)가 2승된다. 그리하여 모든 차(差)의 평균이 계산된다. 최소 제곱오차의 공식은

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N은 핵중의 화소의 수이다. 최소 평균제곱 오차의 계산적 출력은 템플레<12>
이트 형상이 화상중의 패턴과 가장 잘 매치하는 위치에서 최소로 된다. 최소 평균 절대 오차법에서는 각 
템플레이트의 점은 대응하는 화소의 점으로부터 빼어지고; 각각의 차(差)의 절대치가 계산된다. 그리하여 
모든 차(差)의 평균이 계산된다. 최소 절대 오차에 대한 공식은

으로 주어진다. 최소 평균 절대 오차의 계산 결과도 템플레이트의 형상이 화상중의 패턴이 형상<14>
과 가장 매치하는 위치에서 최소로 된다.

상술한 기술은 그 자체가 농담(濃淡) 화상인 템플레이트를 좌표 위치가 관련하는 화상의 범위 내<15>
에 있는 대상물을 포함하는 대응하는 농담 화상 주위에서, 그의 위치를 변위시킨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
로 동일하다. 각 위치에 있어서 인접하는 화상의 화소값과 공통의 좌표점에서 대응하는 템플레이트의 값
에 있는 함수가 적용된다. 이 결과는 좌표점에서의 각 화소가 템플레이트가 그의 점에서의 화상중의 대상
물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1개의 수치로 되는 다른 화상이다.

2값의 벡터 상관(Binary Vector Correlation)<16>

벡터 상관 또는 콘볼루션은 전술한 상관법에 대한 다른 또 하나의 접근법을 제공한다. 벡터 상관<17>
에서는  화상과  선택된  템플레이트는  벡터인  화소들로  구성된다.  2값  벡터  상관의  이론은,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Nov./Dec., 1989 vol. 19, no. 6의 1636∼1644페이지"
에 있는 S. S. 윌슨(Wilson)에 의한 "Vector Morphology and Iconic Neural Networks"의 제목하의 논문에 
기술되어 있으며, 인용하여 구체화한다. 이와 유사한 기술이 1991년 Wiley-Interscience판의 Neural and 
Intelligent  Systems  Integration의  135∼160페이지에  있는  S.  S.  윌슨(Wilson)에  의한  "Teaching 
network connections for real-time object recognition"의 제목하의 논문에 더욱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2값 벡터 상관은 농담 화상을 몇 개의 2값 화상들로 반응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2값 화상의 합성화상은 벡터 화상중의 각 화소가 2값 화상의 하나에서 각각으로 되는 몇 개의 구
성 요소를 갖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벡터로 표시한다. 다음으로, 패턴을 인식하기 위하여, 벡터 템플레
이트가 정의된다. 벡터 템플레이트도 같은 수의 벡터 화상으로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벡터 템플레이트의 위치는 화상중의 관련 영역의 주위에서 그의 위치를 변위시키며, 움직인다. <18>
각 위치에 있어서, 템플레이트중의 벡터 화소와 대응하는 좌표점에서의 화상중의 벡터 화소를 구하기 위
하여 내부 곱(즉, 도트 곱)의 합계가 계산된다.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산 2차원 벡터 콘볼루션의 공식은

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I는 벡터 화상이고, K는 벡터 핵이며, x와 y는 화상 좌표이다. μ와 ν<20>
의 합은 템플레이트 상의 범위로 된다.

벡터 상관 기술을 상세히 나타낸다. 화상을 입력하면, 최초로 수평 유한차분으로 불리는 다른 화<21>
상을, 입력화상의 화소값에서 우측으로 최소거리에서 변위하는 인접 화소의 값을 뺌으로써 형성된다. 결
과의 화상은 유효 수직 엣지가 있는 좌표의 주위에서 양 또는 음의 큰 값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수평 유
한차분 화상중의 양의 값은 이스트 엣지라 불리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여 농도가 감소하는 엣지인 
것을 나타낸다. 수평 유한차분 화상중의 음의 값은 웨스트 엣지라 불리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여 
농도가 증가하는 엣지인 것을 나타낸다.

두번째 스텝은 수직 유한차분이라 불린 다른 화상을, 입력 화상의 화소값에서 상방으로 최소거리<22>
에서 변위하는 인접 화소값을 뺌으로써 형성한다. 결과의 화상은 유효 수평 엣지가 있는 좌표점의 주위에
서 양 또는 음의 큰 값을 포함하는 것으로 된다. 수직 유한차분 화상중의 양의 값은 노쓰 엣지라 불리며, 
상방으로 향하여 농도가 감소하는 엣지인 것을 나타낸다. 수직 유한차분 화상중의 음의 값은 사우쓰 엣지
라 불리며, 상방으로 향하여 농도가 증가하는 엣지인 것을 나타낸다.

2값 벡터 상관에서의 세 번째 스텝은 각 화소가 나침반의 4개의 방향에 대응하는 N, S, E 및 W와 <23>
표지된 4개의 2진수로 이루어진 벡터를 포함하는 2값 벡터 화상을 형성한다. 2진수 N은 수직 유한차분을 
임계치라 불리우는 작은 양의 수와 비교하고, 이들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진수의 1을, 그 이
외는 2진수의 0을 할당함으로써 계산된다. 2진수 S는 수직 유한차분를 음의 임계치와 비교하고, 이들 값
이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2진수의 1을, 그 이외는 2진수의 0을 할당함으로서 계산된다. E와 W의 2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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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수평 유한차분 화상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텝은 원래 화상의 관련 영역의 범위 내에서 벡터 템플레이트의 위치를 변<24>
위시킨다. 화상중의 새로운 위치의 각각에서, 내부 곱들의 합계가 대응하는 좌표점에서 원래의 화상중의 
각 벡터 화소에 대응하는 템플레이트중의 각 벡터 화소값을 구하기 위하여 계산된다.

도 2A는 수평 유한차분과 수직 유한차분의 양쪽을 사용한 엣지 검출후의 벡터 화상의 예이다. 화<25>
상 중에서의 각 좌표점이 벡터로서 묘사되어 있으나, 0이 아닌 요소의 표지만을 묘사하여 간략화하고 있
다. 실제로는 2개의 요소가 N 및 W 등의 0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으나, 도 2A의 예에는 나타나 있지 않
다. 도 2B는 수평 유한차분 화상과 수직 유한차분 화상의 양쪽과 소정의 임계치를 사용하여 형성된 대응
하는 벡터 템플레이트이다. 도 2B의 템플레이트가 도 2A의 화상 주위에서 그의 위치를 이동시킬 때, 도 
2C에 대충 표시된 상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명백하다.

벡터 상관의 이점<26>

벡터 상관은 패턴의 엣지와 상관이며, 아주 정확하다. 도 2C를 참조하면, 화상중의 패턴의 정확<27>
한 위치로부터의 템플레이트의 약간의 오프셋은 템플레이트의 엣지의 대부분이 패턴과 완전히 미스콘택트
(mis-contact)하여 상관이 얻어지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도 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상의 
상관이 사용된 경우에는 화상의 템플레이트와 부분적으로 콘택트하는 넓은 영역이 있다.

벡터 상관은 패턴의 엣지가 심각하게 열화되지 않는 한, 열화된 화상중의 패턴을 위치시킬 수 있<28>
다. 열화된 화상은 관련하는 패턴을 둘러싸 큰 어지러움(클러터) 또는 패턴중의 단편을 잃어버리고 있다. 
통상의 상관은 패턴을 둘러싸고 있는 잡음으로부터 구별할 수 없다.

통상의 상관에서는 템플레이트 화상이 사용된다. 따라서, 대상물의 시각적 특성이 템플레이트로<29>
서 사용되고 있는 대상물과 실질적으로 다르면, 템플레이트 매칭은 정확한 결과를 줄 수 없다. 백터 상관
은 대상물의 중요한 엣지 형상만이 대상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통상의 상관보다 우수하
다.

벡터 상관의 문제점<30>

벡터 상관은 벡터 화상들을 형성하여 처리하는 특별한 스텝 때문에 철저한 계산이 된다. 첫번째<31>
로, 유한차분과 계산된 엣지를 기억하기 위한 메모리 장치의 필요량이 증가한다. 두번째로, 탐색되는 패
턴을 특징지기 위하여 사용되는 템플레이트는 벡터이고, 정의하는 것이 더욱 복잡하게 된다. 세번째로, 
사선의 엣지는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노쓰 방향과 이스트 방향의 경사진 엣지는 동일점에 표시된 노
쓰 및 이스트 엣지의 양쪽을 갖는 템플레이트에 의해 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템플레이트중의 경사점은 
다루기가 더욱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고성능 병렬 프로세서에 한정된다.

1 또는 2개의 유니트를 둘러싸는 작은 유한차분 좌표 변위를 사용하면 대단히 협소한 유한차 화<32>
상의 엣지가 생성된다. 상관 템플레이트가 벡터 화상에서 움직이면, 협소한 엣지는 상관에 강한 국소성을 
부여하여 화상으로의 템플레이트의 패턴 매칭에 높은 정확성을 가져온다. 그러나, 패턴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패턴이 탐색될 때까지 템플레이트는 다수의 위치 상에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파인 그레인드 탐색(fine grained search)이라 한다. 이 경우, 미지의 패턴은 템플레이트를 
조금씩 회전시켜도 어느 위치에도 맞지 않는다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

유한차는 단순한 화상에는 더욱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컨데, 10 유니트를 둘러싼 유한차 <33>
좌표 변위를 10화소의 폭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회전된 패턴을 허용하는 엣지를 유도한다. 또한, 상기 패
턴은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양방에서 10유니트까지를 둘러싸는 스텝에서 철저하지 않고, 거친 격자 내에서 
화상에 대해 템플레이트를 샘플링함으로써 탐색된다. 이 예에서는, 탐색은 10의 2승, 즉 100배 빠르게 된
다. 그러나, 패턴이 탐색된 경우, 정확성이 아주 떨어지게 된다.

타협점으로서 엣지 검출은 대략적으로 탐색하여 패턴의 대략적인 위치를 얻고, 극히 미세하게 탐<34>
색하여 패턴을 합치시키는 것이 행하여진다. 큰 유한차분에서 1회, 작은 유한차분에서 1회의 합계 2회 행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용량의 메모리 장치와 고성능 병렬 프로세서가 여전히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35>

본 발명은 화상 중에서 대상물들을 자동으로 위치시키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화상은 각각 알<36>
려진 휘도값과 알려진 좌표점을 갖는 복수의 화상 화소들에 의해 정의된다. 본 발명은 하나의 처리에 결
합된 엣지 검출과 패턴 탐색의 조합을 사용하여 계산의 복잡성이 한정된 범위에서 대단히 유연성을 제공
한다. 첫 번째로, 대상물의 측정규모에 대응하는 메뉴얼 템플레이트가 결정된다. 이 메뉴얼 템플레이트는 
좌표점과 대응하는 엣지 방향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벡터의 산재적인 집합으로 구성되는 추상 템플레이트
로 변환된다. 각 좌표점은 메뉴얼 템플레이트의 엣지 상에 있으며, 대응하는 엣지 방향은 그의 좌표점에
서의 엣지에 수직으로 좌표점을 관통한다. 다음으로, 상기 추상 템플레이트는 레인징 템플레이트로 변환
된다. 레인징 템플레이트는 대응하는 엣지 방향을 따라 추상 템플레이트의 각 벡터의 좌표점으로부터 동
일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정의된 좌표점의 쌍으로 구성된다. 양의 좌표점은 미리 선택된 변위의 양의 값에 
대응하며, 음의 좌표점은 동일한 변위의 음의 값에 대응한다.

레인징 템플레이트는 화상의 범위 내에서 알려진 복수의 좌표점 위치의 각각에 변위된다. 각 위<37>
치에서 레인징 템플레이트는 화상과 상관된다. 상관이 향상하고, 화상의 범위 내에서 대상물 위치의 측정
이 보다 정확하게 되도록 다른 추상 및 레인징 템플레이트가 동적으로 재구성되며, 회전된다. 벡터 상관
의 이점은 유지되나, 엣지 검출이 삭감되고 제한된 수만의 좌표점만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계산의 부하
가 감소된다. 엣지 검출된 화상은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에 요구되는 메모리 장치가 적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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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특징 및 발명성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 청구의 범위 및 이하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38>
하는 도면에 의해 더 명백해 질 것이다.

도 1A는 대상물을 갖는 그레이 레벨 화상의 예이다.<39>

도 1B는 도 1A의 화상중의 대상물의 위치를 찾기 위한 템플레이트의 예이다.<40>

도 1C는 도 1A의 화상 위에서 움직인 도 1B의 템플레이트의 1 위치를 나타낸다.<41>

도 1D는 화상중의 대상물과 화상 주위를 이동시킨 템플레이트와의 상관의 개략적 지표를 음영의 <42>
농도에 의해 나타낸다.

도 2A는 2값 벡터 화상의 예이다.<43>

도 2B는 2값 벡터 템플레이트의 예이다.<44>

도 2C는 2값 벡터 화상중의 대상물과 화상 주위에서 이동된 2값 벡터 템플레이트의 벡터 상관을 <45>
나타낸다.

도 3A는 본 발명에 의한 간략하게 한 벡터 형식에 변환된 메뉴얼 결정 템플레이트를 나타낸다.<46>

도 3B는 도 3A의 추상 벡터 템플레이트용 테이블을 나타낸다.<47>

도 3C는 δ=3의 변위를 갖는 도 3B의 추상 템플레이트로부터 얻어진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나타낸<48>
다.

도 3D는 화상 내에서 오프 셋되고 회전된 대상물에 일치하는 도 3C의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나타<49>
낸다.

도 4A는 도 3C의 레인징 템플레이트에 대한 상관의 프로파일이다.<50>

도 4B는 δ=1의 변위를 갖도록 작성된 레인징 템플레이트이다.<51>

도 4C는 도 4B의 레인징 템플레이트에 대한 상관의 수평 프로파일이다.<52>

도 5는 본 발명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상물을 탐색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을 나타낸다.<53>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4>

20 : 대상물                        22 : 화상<55>

24 : 템플레이트                    26 : 엣지<56>

28 : 추상 템플레이트               30 : 레인징 템플레이트<57>

[실시예]<58>

도 3A∼도 3D에 예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화상(22)내의 대상물(20)의 좌표점 위치를 위치시<59>
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 화상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도시된 화상(22)은 복수의 화상 화소로 이
루어진 2차원의 것이다. 각 화상 화소는 각각 알려진 휘도값과 알려진 좌표점을 갖는다. 이 좌표점은 수
평방향의 x축과 수직방향의 y축에 의해 정의된다. 본 시스템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화상(22)내에 대상물
(20)의 좌표점을 결정한다.

처음으로, 이 시스템은 엣지(26)에 의해 경계를 정의한 파시블 템플레이트(24)를 메뉴얼 조작으<60>
로 결정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템플레이트(24)는 대상물(20)과 가능한 한 일치하는 형상 및 크기로 설
정된다.

템플레이트(24)가 정의되면, 컴퓨터의 메모리 위치에 쉽게 기억되는 N개의 벡터<61>

에 의해 정의되는 추상 템플레이트(28)로 변환된다. 
도 3A에 도식적으로, 및 3B에 테이블 형태로 나타낸 바와 같이, A∼I의 각 벡터는 각각 템플레이트 엣지

(26)의 수평 및 수직 좌표들 로 되는 좌표점 μi와, νi의 집합으로 주어진다. 이 좌표점은 아래
에 더 자세히 설명되다시피, 화상(22)의 좌표계에 표기될 수도 있다. 각 좌표점에 관련시키고, 좌표점의 
위치에서 대응하는 엣지(26)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화살표 θi로 표시되는 엣지 방향이다. 각 화살표의 말

단은 템플레이트(24)의 경계 내에 위치하는 반면, 각 화살표의 머리는 템플레이트(24)의 밖에 위치한다. 
화상(22)의 x축 및 y축을 따라 대상물(20)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동등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메뉴얼 
템플레이트(24)의 실질적으로 수직 및 수평인 범위에 따라 N과 거의 같은 수의 벡터가 있다. 동일한 벡터
가, 수평 및 수직 성분의 양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좋다. 도 3A에 도시된 바대로, 3개의 벡터가 각 
수평 및 수직 범위에 존재하며 1개 이상의 엣지를 포함한다. 예컨데, 이러한 이들 3개의 엣지는 도 3A에
서 가장 우측의 수직 범위를 포함한다.

계산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정된 엣지점이 벡터(μi,νi,θ i)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62>

그러나, 인접한 엣지 사이에 충분히 큰 각도차가 없는 인접하는 엣지가 아니한, 적어도 1개의 벡터가 메
뉴얼로 결정된 템플레이트의 각각 다른 엣지에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엣
지(26)의 각각은 추상 템플레이트(28)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적어도 1개의 벡터를 포함한다.

템플레이트(24)가 추상 템플레이트(28)의 벡터들로 변환되면, 도 3C에 나타난 바와 같이, 레인징 <63>
템플레이트(30)가 형성된다. 레인징 템플레이트(30)는 추상 템플레이트(28)의 각 벡터(μi,νi,θi)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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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쌍의 좌표점(μpi,νpi)과 (μni,νni)를 사용하여 정의된다. 점(μpi,ν pi)은 방향 θi에 따른 양의 

변위 δ에 의해 생성되며, 점(μni,νni)은 방향 θi에 따른 양의 변위 δ에 의해 생성된다. 전자의 좌표

점은 매뉴얼 결정 템플레이트(24)의 엣지(26)들에 의해 정의되는 경계 외측에 존재하고, 후자의 좌표점은 

경계  내측에  존재한다.  수학적으로는  =  및 

 =  이다. 그러나, 레인징 템플레이트(30)가 사용되
기 전에, 템플레이트의 좌표점에 가중치들이 할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데, 예시된 실시 형태에서는 
양의 변위를 갖는 점(μpi,νpi)에 대한 가중치들은 +1 이고, 음의 변위를 갖는(μ ni,νni)에 대한 가중치

들은 -1 이다. 작은 백색 사각은 음의 가중치를 갖는 레인징 템플레이트 좌표점을 나타내고, 작은 흑색 
사각은 양의 가중치를 갖는 레인징 좌표 템플레이트 점을 나타낸다.

레인징 템플레이트(30)에서의 아주 듬성 듬성한 좌표점의 조합에 의한 +1 또는 -1 의 가중치들을 <64>
가짐으로써, 상관의 공식은 아주 단순하게 된다.

여기서, I는 화상(22)이고, x 및 y는 화상의 좌표점이며, μ및 ν는 전술한 바와 같으며, 레인징 <66>
템플레이트(30)의 좌표점이다. 이 공식에서의 표기는 양의 항 Pi = I(x-μpi,y-νpi) 및 음의 항 Ni = I(x-  

μpi,y-νpi)를 대체함으로서 간략화 된다.

변위 δ가 크게 되면, 처리 속도는 향상되나, 적어도 1개의 벡터를 갖는 템플레이트(24)중의 엣<68>
지의 최소 사이즈의 절반 정도보다는 커서는 안된다. 그러나, 계산결과가 부정확하게 될 수 있다. 도 3C
에 예시된 바와 같이, 추상 템플레이트(28)의 벡터 C 및 D를 사용하여 결정된 좌표점(μni,νni)은 서로 

아주 인접한 것으로 된다. 변위 δ가 더욱 크게 되면, 좌표점이 서로 연장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된다. 예컨데, 추상 템플레이트(28)에 대해, 최단 사이즈는 10유니트 정도의 길이로 된다. 변위 δ는 3 
유니트로 설정되면, 결과로서 얻어진 레인징 템플레이트(30)이 3유니트까지의 범위에서 대상물의 중심에
서 벗어나 있어도 대상물(20) 패턴을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물(20)는 6×6 그리드를 사용하여 산
재적으로 탐색함으로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화상(22)에서의 대상물(20)의 위치는 ±3 화소 이상 정
확히는 탐색될 수 없다. 도 3D는 템플레이트가 유효하게 중심을 벗어나고, 대상물(20)이 유효하게 회전하
고 있는 경우에도 레인징 템플레이트(30)와 화상(22)내의 대상물(20)이 일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 4A는 회전하지 않은 대상물의 x축을 따른 레인징 템플레이트 이동의 함수로서 수식(6)을 사용<69>
하는 상관의 프로파일이다. 레인징 템플레이트(30)는 변위 δ= 3을 가지므로, 최대 상관은 6유니트의 폭
을 갖는다. 본 발명이 사용되게 될 산업 환경에서의 실제 대상물의 불규칙하고 약간 번진 엣지는 0의 상
관으로 되도록 최대 상관으로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결과로 된다.

도 4B를 참조하면, 다른 레인징 템플레이트(30')가 변위 δ= 1 유니트를 선택함으로써 생성된다. <70>
얻어진 레인징 템플레이트(30')는 템플레이트가 1유니트 이하의 대상물(20)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경
우에만, 화상(22)중의 대상물(20)을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물(20)은 입력 화상(22)중의 모든 위치
를 탐색함으로서 찾아 낼 수 있다. 그러나, 대상물(20)의 중심은 1유니트의 정확성으로 찾아 낼 수 있다. 
도 4C는 수평 방향 x축을 따라 δ= 1인 레인징 템플레이트(30')을 이동시키는데 수식(6)을 사용하는 상관
의 프로파일이다. 산업 환경에서의 화상들에 대해 상관의 프로파일은 상관의 피크에 대하여 역포물선과 
거의 같게 된다. 가장 잘 맞는 포물선의 수학적 중심이 화소의 사이즈보다도 상당히 작은 정확성을 유도
할 수 있다.

도 4A 및 도 4C에 나타낸 프로파일은 공식(6)에서의 벡터 상관의 공식이, 정규화 상관 방법에 따<71>
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본 발명의 정규화 공식은

이다. 화상(22)중의 화소를 나타내는 각 좌표점의 조도에 임의의 정수를 곱하고, 다른 임의의 정<73>
수가 화소를 나타내는 각 좌표점의 값에 가산되면, 상관 corr(x,y)의 결과는 변화하지 않는 것은 당해 기
술분야의 기술자에는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규화 상관의 공식은 조명 레벨 및 콘트라스트
에 종속하지 않는 상관 값을 생성한다. 뿐만 아니라, 상관 값은 완전 상관의 1이하에서, 질이 나쁜 상관
의 0이상으로 된다.

본 발명 시스템의 동적 처리는 도 5의 플로우차트에 나타낸다. 여기서, 화상(22)중에 위치하는 <74>
대상물(20)의 수평 및 수직방향의 최소 길이는 16유니트 정도 인 것으로 가정한다. 변위 δ는 전술한 이
유로, 16유니트의 절반인 8유니트의 최대치가 설정된다. 최초로, 대상물(20)은 회전하지 않는다고 가정된
다. 따라서, θTi의 값은 0과 같게 된다. 그러나, 회전 △θT의 가능한 범위의 양의 변화는, 후에 사용되

는 소정치로 설정된다. 예시를 목적으로, 여기서는 8로 설정된다. 그런 다음, 위치(52)에서 파시블 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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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트(24')가 매뉴얼 조작으로 결정된다. 이 메뉴얼 템플레이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위치(54)에 있어서 
간략화 된 벡터 표기를 사용하여 추상 템플레이트(28')으로 변환된다. 이어서, 벡터 표기 형태의 추상 템
플레이트(28')는  위치(56)에서  레인징  템플레이트(30")로  변환된다.  위치(58)에서  레인징 템플레이트
(30")은 화상(22) 범위 내에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된다. 레인징 템플레이트(30")의 사이즈는 8유니트 값
을 취하는 δ의 사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레인징 템플레이트는 16×16 탐색 그리드 내에서 화상 상에서 
움직여 위치(60)에서 새로운 위치에서 정규화 상관이 계산된다. 새로운 위치의 각각에 있어서 정규화 벡
터 상관이 계산되면, 위치(62)에서 그의 값이 미리 설정된 임계치와 비교된다. 여기서는 그의 값은 0.5로 
설정되어 있다. 이 값이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치(6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화상 위치가 시도되
지 않는 한, 레인징 템플레이트(30")는 화상(22) 범위 내에서 새로운 탐색 위치로 이동된다.

모든 화상 위치들은 시도되고, 접수 가능한 최소 임계치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물(20)이 <75>
화상(22)중에 있지 않으며, 위치(65)에 있어서 정확히 대상물이 탐색되지 않는 것을 시스템이 응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스템이 대상물을 찾지 못할지라도 대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확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점선 화살표(66), (68), 및 (70)에 의해 나타난 바와 같이 3개의 선택중 하나가 가능하다. 
전형적으로, 위치(56)에서 변위 δ의 더 큰 값을 선택된다. 또한, 위치(54)에서 메뉴얼 템플레이트(24)를 
추상 템플레이트(28')로 변환하여 다수의 벡터를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위치(52)에서 다른 메뉴얼 템플
레이트(24)를 매뉴얼 조작으로 선택하여도 좋다. 그런 다음, 위치(62)에서의 임계치가 만족할 때까지 정
규화된 벡터 표기가 화상(22)중의 다른 위치의 각각에서 다시 계산된다.

위치(62)에서 정규화 상관의 최소 임계치가 만족하면, 화상(22)중의 대상물(20)의 좌표 위치에 <76>
가장 잘 대응하여 구하여진 상관의 화상(22)범위에서의 레인징 템플레이트(30")의 위치 xm, ym는 위치(7

4)에 보존된다. 그리하여 위치(76)에서 변위 δ는 절반으로 삭감되고, 대상물(20)의 회전 가능한 범위 △
θT를 절반으로 삭감한다. 따라서, 위에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면, δ와 △θT는 모두 4로 된다. θTi가 0 

일 때, 대상물(20)의 회전각도에 대응하는 θT의  값은 -4로 된다. 이들 새로운 값을 사용하여, 위치(78)

에서는 2차원 공간에서 회전 좌표점을 회전하기 위한 표준 공식에 추상 템플레이트(28')가 새로운 추상 
템플레이트(28')로 변환된다.

추상 템플레이트에서의 엣지 방향들의 각들도 또한 회전한다. 그리고, 도 5의 플로우차트의 위치<78>
(8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운 추상 템플레이트(28")는 새로운 레인징 템플레이트(30''')으로 변환된
다. 레인징 템플레이트(30")에 대한 16×16의 최초 그리드 사이드와 다르고, 레인징 템플레이트(30''')을 
위한 그리드 사이즈는 절반, 즉, 8×8이다. 플로우차트의 위치(8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초로 기억된 
위치 xm,ym 의 주위에서 다른 위치로 레인징 템플레이트(30''')를 이동시킴으로써 최대 정규화 관계는 기

억되는 최대 정규화 상관에 대응하는 최량의 위치를 이용한 xm,ym의 보다 정확한 명시와 θT 의 값을 결정

할 수 있다. 위치(8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에, 직전의 θT 값을 취득하고, 위치(76)에서 결정한 θT

의 최종 값을 가산함으로서 △θT를 재계산된다. 플로우차트의 위치(86)에서 θT ≤θTi + △θTi 가 만족되

는 한, 위치(78), (80), (82), (84)의 스텝이 반복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대 상관값이 3개의 θT의 값, 

-4, 0, 및 +4에 대응하는 3개의 다른 화상(22)중의 레인징 템플레이트 위치 xm,ym 용으로 보존된다. 위치

(88)에서는 보존된 값중에서 최대 상관 δ=4를 부여하는 θT가 결정되며, 레인징 템플레이트(30''')에 의한 

대상물(20)의 대응하는 위치가 결정되어 위치(74)에 xm,ym,θTi  로 보존된다. 변위 δ= 4인 레인징 템플레

이트(30''')의 강도가 가장 강한 상관의 위치 및 각은 더 작은 변위 δ= 2 유니트를 갖는 레인징 템플레
이트(30''')를 사용한 새로운 탐색을 위한 개시 포인트로 된다. 직전에 최적의 각으로부터 θT = -2°,0°

+2°가 보다 더 근사한 그의 회전 θT 및 위치 xm,ym를 탐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더 작은 변위와 각도가 추상 템플레이트(28)로부터 새로운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산출하는데 사용<79>
되며, 변위 δ가 소정의 최소치로 될 때까지 똑같은 방법에 의하여 관련 패턴의 탐색이 계속된다. 플로우
차트의 위치(90)로 나타난 값은 1이다. 변위가 1로 되면, 본 발명의 시스템은 위치(9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적절한 회전각도 θT 에 대응하는 화상(22)중의 대상물(20)의 좌표 위치 xm,ym  을 결정하는 것을 중지

한다. 당해 기술분야에 숙련된 사람은 다차원 공간에 함수의 최대치를 위치시키는 방법도 상기 방법의 일
부와 유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차원 공간에서의 구배법은 1986년판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W. 
Press,  B  Flannery,  S.Teukolsky  및  W.Vetterling에  의한 "Numerical  Recipes  the  Alt  of  Scientific 
Computing"의 제 10장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인용하여 구체화한다.

산업상이용가능성

1개의 처리로 엣지 검출과 패턴 탐색을 사용함으로써, 대단한 유연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복잡한 <80>
컴퓨터 조작의 필요성이 삭감된다. 따라서, 간략화 된 벡터 표기를 갖는 추상 템플레이트(28)를 사용함으
로써 해상도가 증가한 화상(22) 주위에서 다른 위치들로 이동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서로 다른 레인징 
템플레이트(30)를 동적으로 변화시켜 생성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화상(22) 중의 대상물(20)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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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ym 및 회전각도 θT를 각 좌표위치나 최초로 매뉴얼 조작으로 결정된 템플레이트(24)의 엣지(26)를 포함

하는 각 점에 대응하는 휘도를 기억하지 않고, 소망의 정확성으로 고속으로 위치를 맞출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시스템은 당해 분야의 기술자에게 공지의 표준적인 컴퓨터 하드웨어 및 <8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화상(22)의 대상물(20)은 음극선관(CRT)으로 구성되는 통상의 스
크린 상에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이들에 한정되지는 않으나, 자기 디스크와 테이프, 광 
드라이브, 콤팩트디스크 드라이브와 종이를 포함하는 각종 기억매체에 의해 소프트웨어로서 기억되어도 
좋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의 형태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82>
자는 어느 정도의 변형이 이 발명의 교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청구
항들이 본 발명의 본래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 화상처리 시스템에 사용되며, 각각 알려진 휘도값과 기지의 알려진 좌표점을 갖는 복수의 
화상 화소들로 정의되는 화상의 범위 내에서 대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대상물의 평가에 대응하는 템플레이트를 매뉴얼 조작으로 결정하고,

상기 템플레이트를 추상 템플레이트로 변환하고,

상기 추상 템플레이트를 레인징 템플레이트로 전환하고,

상기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상기 화상 범위내에서 복수의 알려진 좌표점 위치로 변위시키고,

상기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상기 각 위치에서 상기 화상과 상관시키고,

미리 예정된 임계치에 도달한 상기 상관에 대응하는 위치를 보존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범위내에서 대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스텝은 각각 상기 템플레이트의 엣지 상의 좌표점에 존재하는 좌표
점과 상기 좌표점에서 상기 좌표점상의 엣지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대응하는 엣지 방향의 집합으로 이루어
진 다수의 벡터들을 사용하여 추상 템플레이트를 정의하는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범위내에서 대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템플레이트의 범위에 실질적으로 수직인 방향 및 실질적으로 수평인 방향
을 따라 동일한 수의 벡터를 사용하는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범위내에서 대상
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벡터들의 상기 수를 최소화하고,

인접한 엣지 사이에 충분히 큰 각도차가 있는 임계치의 결정을 조건으로서 템플레이트의 엣지의 
각각에 적어도 하나의 벡터를 선택하는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범위내에서 대
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방법.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스텝은

상기 벡터의 상기 좌표점들로부터 정의되며, 대응하는 엣지 방향을 따라 연장시키는 변위를 결정
하고,

상기 추상 템플레이트의 각 벡터에 대하여, 상기 대응하는 엣지 방향을 따라 벡터의 좌표점으로
부터 각각 동일 간격으로 존재하는 상기 변위의 양의 값에 대응하는 양의 좌표점과 변위의 음의 값에 대
응하는 음의 좌표점으로 이루어진 좌표점의 집합을 위치시키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범위내에서 대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 템플레이트의 상기 좌표점들중 각각에 가중치를 할당하여, 상기 
음의 좌표점에는 음의 가중치가 할당되고 상기 양의 좌표점에는 양의 가중치가 할당하는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범위내에서 대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변위는 상기 벡터를 갖는 상기 템플레이트의 엣지의 최소 사이즈의 절반 
이하임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범위내에서 대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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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A. 상기 변위를 절반으로 삭감하고,

B. 개정된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전환하고,

C. 상기 보존 스텝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둘러싸여진 복수의 위치에서 최대 상관을 탐색하고,

D. 상기 변위가 최소치에 같아질 때까지 스텝 A에서 스텝 C를 계속하는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범위내에서 대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방법.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A. 초기 회전각도에서 회전범위에 뺀 것과 같은 회전각도를 설정하고,

B. 상기 추상 템플레이트로부터 개정된 추상 템플레이트를 취득하고,

C. 상기 개정된 추상 템플레이트로부터 개정된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취득하고,

D. 상기 개정된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상기 화상중의 알려진 복수의 좌표점 위치의 각각으로 치환
하고,

E. 상기 알려진 좌표점 위치의 각각에 대응하는 최대 상관을 탐색하고,

F. 상기 스텝 E로부터의 위치와 대응하는 회전각도를 보존하고,

G. 상기 회전각도에 상기 회전범위를 가산함으로써 새로운 회전각도를 계산하는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범위내에서 대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H. 상기 새로운 회전각도가 상기 초기 회전각도에 상기 회전범위를 가산한 것보다도 크게 될 때
까지 스텝 B에서 스텝 G를 반복하고,

I. 최대 상관을 부여하고, 상기 회전각도를 상기 초기 회전각도로 바꿈으로써 상기 위치와 상기 
회전각도를 스텝 F로부터 선택하고,

K. 상기 변위와 상기 회전 범위를 각각 절반으로 삭감하고,

L. 상기 변위가 최소 임계치로 될 때까지 스텝 A로부터 스텝 K를 반복하는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범위내에서 대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방법.

청구항 11 

각각 알려진 휘도값과 알려진 좌표점을 갖는 복수의 화소로 정의되는 화상의 범위 내에서 대상물
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장치에 있어서,

대상물의 평가에 대응하는 템플레이트를 결정하는 수단;

상기 템플레이트를 추상 템플레이트로 변환하는 수단;

상기 추상 템플레이트를 레인징 템플레이트로 변환하는 수단;

상기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상기 화상 범위내에서 복수의 알려진 좌표점 위치로 변위시키는 수단;

상기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상기 위치의 각각에서 상기 화상과 상관시키는 수단; 및

미리 정해진 임계치에 도달한 상기 상관에 대응하는 위치를 보존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화상내에 대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각각 상기 템플레이트의 엣지 상의 좌표점에 존재하는 좌표점과 전기 좌표점
에서 상기 좌표점 상의 엣지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대응하는 엣지 방향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벡터
를 사용하여 추상 템플레이트를 정의하는 수단을 추가로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범위내에서 대
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수단은

상기 벡터들의 상기 좌표점들로부터 정의되며, 대응하는 엣지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변위를 결정
하는 수단;

상기 추상 템플레이트의 각 벡터에 대하여, 상기 대응하는 엣지 방향을 따라 상기 좌표점에서 각
가 동일 간격으로 존재하는 상기 변위의 양의 값에 대응하는 양의 좌표점과 상기 변위의 음의 값에 대응
하는 음의 좌표점으로 이루어진 좌표점의 집합을 위치시키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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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로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범위내에서 대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장치.

청구항 14 

각각 알려진 휘도값과 알려진 좌표점을 갖는 복수의 화소에 의해 정의되는 화상의 범위내에서 대
상물의 위치를 위치시키기 위한 처리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기억 매체에 
있어서,

대상물의 평가에 대응하는 템플레이트를 매뉴얼 조작으로 결정하고,

상기 템플레이트를 추상 템플레이트로 변환하고,

상기 추상 템플레이트를 레인징 템플레이트로 전환하고,

상기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상기 화상의 범위내에서 복수의 알려진 좌표점 위치로 변위시키고,

상기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상기 각 위치에서 상기 화상과 상관시키고,

미리 정의된 임계치에 도달한 상기 상관에 대응하는 최대 상관을 위치시키는 스텝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기억 매체.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스텝은 각각 상기 템플레이트의 엣지 상의 좌표점에 존재하는 좌표
점을 상기 좌표점에서 상기 좌표점 상의 엣지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대응하는 엣지 방향의 집합으로 이루
어진 다수의 벡터를 사용하여 추상 템플레이트를 정의하는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매체.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단계는

상기 벡터들의 상기 좌표점으로부터 정의되며, 대응하는 엣지 방향으로 연장되는 변위를 결정하
고,

상기 추상 템플레이트의 각 벡터에 대해, 상기 대응하는 엣지 방향을 따라 상기 벡터의 좌표점으
로부터 각각 동일 간격으로 존재하는 상기 변위의 양의 값에 대응하는 양의 좌표점과 상기 변위의 음의 
값에 대응하는 음의 좌표점으로 이루어진 좌표점을 위치시키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매체.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A. 상기 변위를 절반으로 삭감하고,

B. 개정된 레인징 템플레이트로 전환하고,

C. 상기 보존 스텝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둘러싼 복수의 위치에서 최대 상관을 탐색하고,

D. 상기 변위가 최소치와 같아질 때까지 스텝 A에서 C를 계속하는

처리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매체.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A. 초기 회전각으로부터 회전 범위를 뺀 것과 같은 회전각도를 설정하고,

B. 상기 추상 템플레이트로부터 개정된 추상 템플레이트를 취득하고,

C. 상기 개정된 추상 템플레이트로부터 개정된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취득하는 스텝;

D. 상기 개정된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상기 화상중의 복수의 알려진 좌표점 위치의 각각으로 치환
하고,

E. 상기 알려진 좌표점 위치의 각각에 대응하는 최대 상관을 탐색하고,

F. 스텝 E로부터의 위치와 대응하는 회전각도를 보존하고,

G. 상기 회전각도에 상기 회전 범위를 가산함으로써 새로운 회전각도를 계산하는

처리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매체.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H. 상기 새로운 회전각도가 상기 초기 회전각도에 상기 회전 범위를 가산한 것보다도 커질 때까
지 스텝 B로부터 스텝 G를 반복하고,

I. 최대 상관을 부여하여 상기 회전각도를 초기 회전각도로 바꿈으로써 상기 위치와 상기 회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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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스텝 F로부터 선택하고,

K. 상기 변위와 상기 회전 범위를 절반으로 삭감하고,

L. 상기 변위가 최소 임계치로 될 때까지 스텝 A로부터 스텝 K를 반복하는 처리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매체.

요약

본 발명은 화상들의 디지털 처리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대상물의 평가에 대응하는 템플
레이트를 결정하는 수단, 상기 템플레이트를 추상 템플레이트로 변환하는 수단, 상기 추상 템플레이트를 
레인징 템플레이트로 변환하는 수단, 상기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상기 화상내의 복수의 알려진 좌표점 위
치들중 각각으로 변위시키는 수단, 상기 레인징 템플레이트를 상기 위치중 각각에서의 상기 화상과 상관
시키는 수단, 미리 정의된 임계치를 만족하는 상관에 대응하는 상기 위치를 보존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화상은 복수의 화상 화소들에 의해 정의되고, 각 화상 화소는 알려진 휘도값과 알려진 좌표점을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5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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