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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개한 내용은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및 광원에 의해 조명되고 있는 안과용렌즈의 영상을 포착하는 카메
라를 구비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장치이다. 카메라 화소 각각의 위치 및 세기는 전기적인 값으로 변환된 
후 메모리로 전송되어 기억된다. 화소들의 세기값 위치값을 비교하는 명령이 들어있는 컴퓨터는 수용기 
필드의 중심 근처에서 출발하여 세기의 편차가 생길때까지 필드의 가장자리쪽으로 가면서 작업을 계속한
다. 세기가 변한 화소들을 평가하면 렌즈 가장자리의 윤곽을 얻을 수 있다. 실제 렌즈 가장자리를 에워싸
는 어떤 고리가 만들어지고, 두 개의 전이 가장자리로 나타난 화소는 모조리 세기의 절 값에서 기울기 
값으로 바뀐다. 특성 추출을 실행하여 결함성 화소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그룹별로 묶는다. 그룹 결정이 
끝나고 나면, 각 그룹에는 자기 그룹에 들어있는 결함성 화소의 개수, 결함의 유형, 결함의 정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이 점수로부터 전체 렌즈에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가 주어질 수 있는데, 이 가중치 점수
로 렌즈를 합격/불합격시킨다.

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관련된 실제 구성성분과 이 구성성분이 연결된 방식 및 광원 검사할 렌즈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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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렌즈 영상을 얻고 이 영상을 처리해서 렌즈 합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들의 흐름 블록도.

제3도는 영상에서 렌즈의 위치를 찾기 위한 본 발명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기법 도시도.

제4도는 렌즈 가장자리 주위에 3개 1조씩 데이터점을 모으는 방식을 나타내는 도시도.

제5도는 렌즈 가장자리를 구하기 위한 중심 및 반지름을 전단계에서 모은 데이터점들로부터 결정하는 방
법의 실시예 도시도.

제6도는 전단계에서 유도된 이론적 콘택트렌즈 가장자리 근처에 생성된 처리용 고리 도시도.

제7도는 안쪽 가장자리와 바깥쪽 가장자리를 만드는 두가지 렌즈 가장자리의 천이로 나타나는 가장자리 
증진 연산의 결과 도시도.

제8도는 상이한 방향성 가장자리 연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렌즈를 분할한 서로 다른 지역 도시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화소(pixel, 픽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
여 채택한 표기법을 보여주는 도면.

제10도는 렌즈 영상에서 각도 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제11도는 처리용 고리내에 있는 렌즈 위치를 찾기 위해 조사 벡터를 적용한 경우 서로 다른 출력이 나타
날 때의 도면.

제12(a)도 및 제12(b)도는 증진된 렌즈 영상의 불연속점 및 불연속점을 검출하는 화소 처리를 제12(a)도
에서는 직각좌표계로 제12(b)도에서는 극좌표계로 나타낸 도시도.

제13(a)도 및 제13(b)도는 렌즈의 조각난 부분을 이어주는 제13(a)도에서는 직각좌표계로 제13(b)도에서
는 극좌표를 나타내며 최초의 이어주기는 외삽법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는 점퍼법을 사용한 도시도.

제14(a)도 및 제14(b)도는 화소 처리를 사용해서 수행된 렌즈 가장자리 반지름 편차를 제14(a)도에서는 
직각좌표로 제14(b)도에서는 극좌표로 나타낸 도시도.

제15도는 관심 화소와 이웃 화소들의 경사도 관계 도시도.

제16(a)도 및 제16(b)도는 화소 처리에 의한 기울기 추출을 제16(a)도에서는 직각좌표로 제16(b)도에서는 
극좌표로 나타낸 도시도.

제17(a)도 및 제17(b)도는 렌즈 가장자리로부터 공간 미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17(a)도는 직각좌표로 제
17(b)도는 극좌표로 나타내는 도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한 부호의 설명

12 : 렌즈                                    16 : 카메라

26 : 입력 모듈                             28 : CPU 모듈

44 : 비디오 모니터                       72 : 콘택트렌즈

74 : 렌즈 가장자리                       76 : 결함 또는 이물질(noise)

78 : 갭                                        80 : 조사 벡터

94 : 안쪽 가장자리                       96 : 바깥쪽 가장자리

98 : 안쪽 경계선                          100 : 바깥쪽 경계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안과용 렌즈, 특히 물을 한 구성성분으로 하는 구조를 갖는 하이드로겔(hydrogel) 콘텍트렌즈 
등과  같은  안과용  렌즈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장치  및  방법-비록  이  방법은  내접안  렌즈(intraocular 
lens)와 같은 고정밀도의 소형안과용 렌즈에도 적합하지만-에 관한 것이다.

안과용렌즈는 시력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람 눈속에 또는 그 위에 사용한다는 중요한 속성 때문에, 이 렌
즈들이 규정 특성들을 확실히 만족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은 안과용 렌즈 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다. 상기 규정 특성들은 광파워와 같은 광학적 성질뿐만 아니라 렌즈 크기, 곡률, 가장자리의 정교함 및 
기포와 불순물 그리고 다른 결함들에 한 내성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들까지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렌즈의 규정 특성 하나하나를 검사하기 위해 렌즈를 확 해서 사람이 검사해 보는 것이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안과용 렌즈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방법은 상기 산업에 막 한 인
적,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고, 검사하는 사람에게도 지루한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주기적으로 
자주 교체하는 콘텍트렌즈의 경우 생산해야 할, 그래서 검사해야 할 렌즈의 수는 급격히 많아진다.

안과용 렌즈를 검사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문제점은 렌즈 자체가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그 결과 보통의 물
체를 검사할 때 통상 생기는 빛과 그림자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사람에 의한 검사방법은 본 기술분야, 특히 투명 유체의 흐름 및 광학 부품의 검사를 위한 연구 분
야에 잘 알려진 암시야 조명(dark field illumination)인 실리렌 방법(schliren method)을 사용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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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서는 점광원에서 나온 광은 렌즈에 의해 평행 조준되며 그후 연구 상(즉, 렌즈)을 통과한다. 그 
다음, 광은 제2렌즈에 의해 예리한 가장자리 위에 직접 초점이 맞춰진다. 렌즈에 있는 회절성 불균일에 
의해 편광된(비록 렌즈가 투명할지라도) 광은 가장자리에 초점을 맺지 못한다. 가장자리에 의한 간섭으로 
편광된 빛은 물렌즈에 의해 스크린으로 입사되고 그래서 불균일이 없었다면 그림자가 투영될 스크린 위
에 광 스폿이 생긴다.

안과용 렌즈 검사 특유의 또 다른 문제점은 렌즈의 크기는 명목치수에서 어느 정도 변하는 것이 허용되는 
반면에, 가장자리에 생기는 흠이나 중앙의 기포 등과 같은 결함의 크기는 명목치수 허용 변화보다 백배 
더 작을 때 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사할 영상위에 스텐실지나 형판을 놓은 다음 영상과 비
교하는 일반적인 자동 검사 방법은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에는 적절하지 못한데 그 이유는 검사하여 찾아
낼 결함은 렌즈의 명목치수 허용 변화보다 백배 더 작은 인수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람이 렌즈를 확 시켜 검사할 때와 동등한 정확도를 갖고 고속으로 안과용 
렌즈를 자동 검사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디오 장비, 전자 부품 및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상
기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렌즈가 생산 라인에서 누락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본 발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결함에 가장 민감한 부분에 해 중점적으로 영상 분석
을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렌즈 가장자리 위치를 찾기 전에 렌즈 형상을 분석하고, 그 형상중에 렌즈에 
결함이 생기게 하는 흠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렌즈 가장자리에 있는 불연속점을 모두 연결해서, 작은 렌즈 결함과 영상 처리 실
패 때문에 특정 렌즈에 한 검사 과정이 무용하게 됨으로 해서 우수한 렌즈를 불합격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형상의 편차 특성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렌즈에 발견되는 결함의 유형을 목록으
로 만들어 그 정보를 제조 공정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요약]

광원에 의해 조명되고 있는 안과용 렌즈의 영상을 전자 카메라가 포착하게 함으로써 상기 여러 목적들을 
달성한다. 영상은 카메라의 수용기(receptor)로 입사되는데, 수용기는 여러개의 화소(pixel, 픽셀)로 구
성된다. 각 화소의 위치와 입사광의 세기는 전기적인 양으로 변환되어 메모리로 전송·저장된다. 컴퓨터
는 메모리에 연결 가능하며 메모리에 저장된 위치값·세기값을 검색할 수 있다. 컴퓨터에는 화소들의 위
치값·세기값을 비교하는 명령들이 있다.

실시예에서 이러한 비교는 수용기 필드의 중심 근처에 있는 화소에서 출발하여 세기 편차가 나타날때까지 
화소 필드의 가장자리쪽으로 계속 진행된다. 중앙 화소 둘레에서 세기가 변화하는 화소들의 값을 평가하
고 값을 평가한 화소에 가장 가까운 짝을 찾은 다음 이 과정을 반복하면 렌즈의 개략적인 형상을 얻는다. 
만약, 이 형상의 특징이 렌즈 가장자리와 일치하지 않으면 상기 형상을 평가해서 렌즈가 불합격인지 결정
한다. 만약 일치하는 경우라면, 가장자리의 특징을 평가하여 가장자리 및 렌즈를 합격시켜도 좋은지 결정
한다.

실시예에서, 이러한 결정은 가장자리를 12°간격으로 약 30개의 데이터점이 발견될때까지 계속 추적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3개의 점으로 구성된 10개의 그룹에 해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렌즈의 평균 
중심, 평균 반지름을 구한다. 이렇게 해서 구한 중심·반지름 데이터를 이용하면 둥근 고리를 만들 수 있
는데, 이 고리의 경계선은 실제 렌즈 가장자리에 가깝다. 고리 내부에 있는 모든 화소들의 세기 절 값은 
두 개의 경사도 값으로 바뀌어서 렌즈의 가장자리를 두 개의 천이 가장자리(transition edge)-하나는 콘
텍트렌즈 가장자리의 바깥쪽에서부터 나머지 하나는 안쪽에서부터 천이함-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 다
음 이 두 가장 자리는 얇아져서 가장자리의 최  세기값을 갖는 화소만 남게 된다. 그후 두 가장자리는 
직각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되어 반지름, 각도 및 세기 경사도 값을 갖는다. 상기 두 데이터 행렬에 의해 
렌즈 특성을 추출한다. 이 특성 추출은 반지름 편차(RD ; Radial Diviation), 국부 기울기 편차(LGD ; 
Localized Gradient Deviation), 공간 미분(SD ; Spatial Derivative), 하강성 국부 기울기 편차(DLGD ; 
Dip  Localized  Gradient  Deviation),  한쪽  국부  기울기  편차(ALGD  ;  One  Tail  Localized  Gradient 
Deviation)에 한 조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화소 레벨을 결정하고 나면 각 결함성 화소는 결함 그룹의 
한 구성원이 된다. 렌즈 가장자리의 안쪽 외곽선과 바깥쪽 외곽선을 따로 그룹짓고 나면, 렌즈 가장자리
의 양쪽에 중첩된 일부 그룹은 조합성 결함 그룹이 된다. 그룹이 결정되면, 그 그룹에 속하는 결함성 화
소의 개수, 유형 및 결함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점수를 각 그룹에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 렌즈에 
가중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이 점수에 따라 렌즈는 검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하게 된다.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는 특정 하드웨어 시스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여
러 가지로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실시예는 최상의 것이 된다.

제1도에 의하면 본 발명의 시스템은 탈이온수에 들어 있는 콘텍트렌즈(12)를 갖는 콘텍트렌즈 패키지(1
0)를 광원(24)과 카메라(16) 사이에 유지시키는 구조체(도시안됨)로 구성한다.

렌즈 패키지의 실시예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본 출원과 동시에 출원된 미국 출원 제 호( 리인 문서
번호 VTN-43)에 있다.

카메라(16)는 로체스터 코닥(Kodak of Rochester, New York)에서 만든 Videk MegaPlus 
R
  카메라와 같은 

고해상도 고체 상태 카메라이다.

30-3

1019930028178



이  카메라는  렌즈(18)를  구비하는데,  본  실시예에서  렌즈는  14.5mm  시야로  고정시킨다.  카메라에는 
Nikkor 55mm 표준 렌즈를 달고, 렌즈는 f/2.8에 맞춘 다음 Andover 역 통과 필터에 부착되는데, 이 
역 통과 필터는 중심에서는 파장이 550nm이고 카메라 렌즈끝에서는 10nm의 전파반고(FWHH  ;  Full  Wave 
Half Height)이다. 상기 필터는 색수차(chromatic aberration)를 제거해서 전체적인 공간 해상도를 높이
고 렌즈 검사에 한 사진 응답을 사람의 시각 응답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준다. 또한 상기 필터
(22)는 시스템 변조 전달 함수(MTF ; Modulation Transfer Function)를 감소시키는 적외선을 CCD 검출기
에서 제거한다.

탈이온수에 들어있는 렌즈가 담긴 패키지 아래에는 섬광 젖빛 유리로 만든 광확산기(optial diffuser)(도
시되지 않음)가 있고 그 아래에는 스트로보 광(14) 같은 광원이 있다. 스트로보 램프는 영상 처리 시스테
멩 의해 개시되는 5 Joule, 10μsec 광 펄스를 방사할 수 있다. 다음 방사때까지 재충전에 필요한 회복 
시간은 통상 450msec이 요구된다.

조명 시스템의 보다 상세한 실시예 설명은 본 출원과 동시 계속 출원중에 있는 미국 출원번호 제 호( 리
인 문서번호 VTN-55)에 있다.

카메라(16)의 초점은 카메라가 부착된 프레임의 위·아래로 카메라를 움직이는 미세 리드 스크루 드라이
브로 맞춘다. 한번 맞춘 초점은 검사 절차 수행 동안 고정 유지된다.

카메라에는 광 수용기 역할을 하는 전하 결합 소자(CCD) 센서도 있는데, 이 CCD 수용기는 1,320×1,035 
화소 행렬로 구성된다.

카메라 CCD 수용기 센서는 빛의 세기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 이 아날로그 전기적 신호는 회로(24)에 의
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비디오 출력 신호로 변환되는데, 8비트 A/D 변환기를 사용하면 256개의 그레이 
레벨이 상기 출력 신호에 들어있게 된다.

카메라는 스트로보 광의 방사 및 영상의 다음번 전송을 유발시키기에 적절한 위치로 움직여가는 렌즈 및 
패키지에 의해 발생된 신호를 사용해서 비동기적으로 동작한다.

조명이 시작된 후의 렌즈 전송 시스템 및 팔레트 시스템(pallet system)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본 
출원과 동시 계속 출원중에 있는 미국 출원번호 제 호 및 제 호( 리인 문서번호 VTN-49 및 VTN-50)에 있
다.

영상은 카메라에 있는 회로(24)를 경유해서 영상 처리 시스템의 입력 모듈(26)로 전송된다. 영상 처리 시
스템은 세 부분, 즉 입력 모듈(26), CPU 모듈(28)과 영상화 주기판(mother board)(30)으로 구성된다.

입력 모듈(26)에 있는 디지털 신호는 각 라인이 해당 비디오 동기 신호를 가지도록 처리되며, 처리된 디
지털 신호는 디지털화된 신호를 CPU 모듈(28)에 전송하는 비디오 다중화기(34)에 공급된다.

비디오 프레임 하나(상기 카메라의 경우에는 1,048,576개의 화소)를 나타내는 이러한 일련의 데이터는 다
른 하드웨어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디오 버스(36)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또한 영상은 
비디오 RAMDAC(38)을 사용해서 디스플레이하는데, 그후 영상은 변환기(40)에 의해 의사 칼라 출력(pseudo 
color output)으로 변환되고 RGB 출력(42)을 통과해서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비디오 모니터(44)로 전송
된다. RGB 의사 비디오 칼라 출력은 세 개의 LUT(look-up table)가 공급한다. CPU 모듈(28)의 입력은 약 
1M 바이트 영상 메모리(46)에 전송되고, 영상 메모리(46)에 저장된 데이터는 영상 타이밍을 제어하여 질
서 정연하게 처리 유니트(48)로 전송된다.

데이터의 처리는 모토롤라 68040 CPU로 수행한다.

필요한 영상 처리 코드는 EPROM(52)에 저장하고, 처리된 영상 출력은 영상화 주기판(30)에 공급되어 적절
한 출력 제어를 한다. 출력은 16비트 디지털 병렬 입력/출력(60)을 통해 또는 RS232나 RS422 직렬 포트
(62)를 통해 만들어진다. 프로세서에 의한 합격/불합격 결정은 전달 기구(66)에 전성되어져서, 렌즈(12)
는 패키지에 의한 후속 공정 처리 및 살균 처리를 하거나 또는 불량 렌즈를 폐기하게 된다.

제2도에서, 제1도의 장치에 의해 실시될 검사 절차를 블록도로 도시하고 CPU 모듈(28)에 의해 실행될 검
사 알고리즘을 아주 상세하게 도시한다.

제1단계에서,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을 영상 처리 시스템으로 보내고, 일련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영
상은 카메라에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결함성 화소를 수정할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고해상도 카메라의 가격은 CCD 센서 수용기(30)가 감지할 수 있는 결함성 화소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결함성 화소는 이웃 화소들과 비교했을 때 광 응답의 변화가 10% 또는 그 이상인 화소들을 우선적으로 포
함하고 이런 화소들을 5개 이하로 그룹지운 화소 묶음을 포함하다.

최저가의 카메라에서 조차도 결함성 화소의 개수에는 제한이 있고,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화소들의 개수
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카메라도 렌즈 검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Videk Megaplus 카메라에 사용되는 CCD 센서는 줄 형태의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결함들은 보통 
한 줄에만 나타나며 50개 또는 그 이상의 화소 길이 만큼의 결함이다. 이러한 결함성 영역들은 이웃 화소
들과  비교해서  화소  그레이  레벨을,  영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장면과는  무관하게  높거나  낮게  되도록 
한다. 만약, 이런 결함들이 렌즈 가장자리에 또는 그 근처에서 발생할 경우, 소프트웨어가 이것들을 렌즈
의 결함이나 불연속점으로 해석할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렌즈에 한 영상을 그레이 레벨값이 예상밖으로 변하는 지역들에 해 살펴봄으로써 결함성 영역
을 결정한다. 결함들은 한 줄에만 있기 때문에, 이웃한 줄간의 보간으로 알맞은 수정이 가능하다. 줄 형
태의 결함에 한 보간은 결국 그 결함의 양측에 있는 줄의 그레이 레벨의 평균값을 말한다. 카메라의 센
서는 둥근 얼룩 모양을 한 덩어리형 결함을 포함할 잠재성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결함은 이것을 영상 처
리에 간섭을 주지 않을 영역에 두거나 또는 상기 설명한 것과 똑같은 보간 기법을 사용하면 수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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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된다.

이미 알고있는 결함성 카메라 화소에 한 상기 수정후, 렌즈 가장자리를 식별함으로써 렌즈는 영상 필드
에 놓여진다. 렌즈 가장자리의 위치를 찾아낸 다음에는 렌즈가 패키지내에 진짜 들어있는지 아닌지 결정
한다. 만약 렌즈가 없다면, 그 렌즈는 불량으로 간주되어 빈 패키지에 한 처리는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까지 가지 못하게 된다.

렌즈 가장자리의 위치가 결정되고 나면, 렌즈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점들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는 원과 원의 중심을 정의할 세 개가 한조로 된 가장자리 데이터 여러개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평
균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중심은 그럴 듯 하기만한 데이터를 없앤다는 뜻에서 제외시킨다.

이때, 가장자리의 위치 및 렌즈 중심을 정의하는데 3개 1조로 된 가장자리 데이터를 특정 가장자리 정보
로 사용한다.

실제로 가장자리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계산된 중심점을 사용해서 실제 콘택트렌즈를 포함하는 그리고 데
이터를 처리할 고리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관심 부분인 가장자리를 포함하고 있는 고리 부분에 해서
만 훨씬 세밀한 데이터 처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렌즈 가장자리와 뒷배경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자리 증진 연산기(edge enhancement operator)를 처리용 
고리에  있는  화소들에  적용한다.  상기  가장자리  증진의  결과  두  개의  렌즈  천이  가장자리(lend 
transition edge)를 얻는다. 하나는 렌즈 안쪽에서 가장자리쪽으로, 또 하나는 바깥쪽에서 렌즈 가장자리
쪽으로 천이하는 렌즈 천이 가장자리이다. 보다 명확하게 천이 가장자리를 정의하기 위해서 처리용 고리
에 들어있는 가장자리 데이터에 해 변형 골격화 연산(skeletonization operation)을 한다. 그레이 레벨 
정보에는 특성 추출에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그레이 레벨 정보는 골격화 연산에 의해 유지
된다.

알고리즘에서 다음에 처리할 과정은 임계화 연산기(thresholding operator)로서 특성 추출에 필요없는 그
레이 레벨 정보를 제거한다.

다음 단계는 렌즈 가장자리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안쪽 가장자리와 바깥쪽 가장자리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 추적은 최초에 렌즈 가장자리를 위치시키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시작하지만, 처리용 고리의 안쪽 경
계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추적하여 그레이 레벨을 기준으로 렌즈 가장자리를 위치시킨다는 점이 다르다. 
그레이 레벨 임계치와 일치하는 화소를 만난 경우에는 일련의 인접 화소들을 추적하여 그것이 렌즈 가장
자리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가장자리라면, 렌즈 가장자리는 전체 가장자리 둘레에 해 계속되며, 위치와 
해당 화소의 세기 기울기를 기억시킨다.

직각좌표 정보값은 극좌표계에서는 반지름, 각도 변위값으로 바뀌고, 극좌표에 관한 세기 기울기 값을 갖
는다. 데이터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좋은 렌즈를 불합격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특정 개수의 
화소보다 적은 수의 불연속점들을 서로 연결시킨다.

정보값을 극좌표계에 맞게 바꾸고 나면 5가지의 특성 추출이 수행되느데 첫째로는 이론적인 안쪽 렌즈 가
장자리, 바깥쪽 렌즈 가장자리와의 반지름 편차(Radial Deviation)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국부 
기울기 편차(LGD ; Localized Gradient Deviation)로서 각 화소의 세기 기울기 값을 이웃한 인접 화소들
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공간 미분(SD ; Spatial Derivative)인데, 이것은 각도 변위의 변화  
반지름 변화를 측정한다. 반지름 편차 추출과 비교했을 때 공간 미분 추출은 각도 변위의 변화에 한 가
장자리 반지름의 급작스런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찰한다.

상기 세가지의 특성 추출을 하고 났을 때, 불연속성 결함이 생기는 것은 렌즈 안쪽 가장자리나 바깥쪽 가
장자리의 불연속점이 너무 커서 불연속점을 이어주는 알고리즘으로 수정 가능하다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국부  기울기  편차  특성과  마찬가지로  하강성  국부  기울기  편차(DLGD  ;  Dip  Localized  gradient 
Deviation)는 특정 화소의 기울기 값과 이 화소의 이웃 화소들의 기울기 평균값의 편차량을 고찰하는데, 
서로 다른점은 이웃 화소들의 수가 더 많고 특정 화소 주위에서 사용하지 않는 화소들의 간격이 더 넓다
는 것이다. DLGD는 기울기 편차가 다른 편차보다 작은 것에만 반응하기 때문에“하강성(Dip)”이란 이름
을 붙였다.

DLGD는 다른 특성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가장자리의 작은 흠들을 특히 잘 식별한다. DLGD에 의해 결함성
으로 분류된 화소는 편차의 양을 결함이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억해둔다.

한쪽 국부 기울기 편차(ALGD ; One Tail Localized Gradient Deviation)는 특정 화소의 한쪽에 있는 이웃 
화소들만 사용해서 편차를 계산한다. 특정 화소 앞의 20개 화소들을 사용해서 이웃 화소들의 평균값을 정
하는데 특정 화소 바로 앞에 있는 4개 화소들은 제외시킨다. ALGD는 양의 기울기 편차 음의 기울기 편차
를 모두 조사한다.

상기 특성 추출이 수행되는 동안 식별된 특성 각각에 결함 정도에 비례해서 점수를 부여한다. 또한 안쪽 
가장자리와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는 결함성 화소들을 모두 조사하여 그 결함들이 하나의 결함 그룹으로 
묶어야 할만큼 큰 결함의 일부인지 결정하여 결함들을 그룹으로 묶는다. 다음에 이 그룹들을 평가하여 이 
그룹들을 결합시켜 더 큰 그룹으로 묶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만약 안쪽 결함 그룹과 바깥쪽 결함 그룹이 
결합된다면 이것들은 하나의 결함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결함 또는 결함 그룹에 그 결함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렌즈의 품질에 손상
을 주는 정도에 따라 각 유형의 결함에 가중치를 준다.

이 점수와 가중치는 모든 결함에 해 합산하여 그 값으로 렌즈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점수와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얻은 양적 정보는 목록화하거나 디스플레이하여 생산중에 있는 
렌즈들의 통계적 품질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서 제조 공정의 제어를 통해 모든 잘못된 공정 변수를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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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조 공정에 미치는 변화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상기 알고리즘에서 수행되는 단계를 설명한다.

제3도에 여러 화소들(도시않됨)로 구성된 수용기 필드(70)가 있다. 상기 필드내에 콘택트렌즈(72)의 영상
이 있는데, 이 영상의 경우 렌즈는 가장자리(74)와 결함 또는 이물질(76)로 구성된다. 또 특정 렌즈 영상
에서는 렌즈 가장자리에서 갭(gap)(78)을 발견할 수 있다.

45°방향의 조사 벡터(80)를 필드의 중심에서 시작하여 렌즈 가장자리 위치를 찾아낸다. 조사 벡터(80)는 
필드의 중심에서 렌즈 가장자리와 만날것이라고 예상한 쪽으로 화소 단위쪽 반지름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장자리 영역에 도달할 때까지 조사 벡터를 따라 각 화소를 알고리즘으로 테스트한다. 즉, 각 화소는 그
레이 레벨 및  미리 계산해서 정한 영역과 비교한다.  만약 현재 벡터 위치의 화소의 그레이 레벨이“
trk_thres” 변수값보다 낮으면 렌즈 가장자리상의 화소와 마주친 것으로 가정한다.

마주친 상 가 렌즈 가장자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벡터는 마주친 상 의 윤곽을 추적한다. 조사 벡
터가 조사 벡터(80) 및 (82)인 경우라면 알고리즘은 마주친 놈을 렌즈 가장자리의 일부라고 인식하지 않
을텐데 그 이유는 상기 윤곽의 곡률이 렌즈 가장자리의 곡률 또는 원주라고 예상한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테스트 방법은 윤곽 추적이 최초 화소를 가로질러 소정 개수의 화소들 이내의 개수만큼 
역추적하는지 결정하고 윤곽이 이물질 또는 렌즈 결함일 정도로 작은지 결정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테스트
하는  것이다.  만약  이물질과  마주쳤다면  시계  방향으로  약  11°떨어진  곳에서  또다른  조사  벡터가 
생기고, 이것을 빼고는 최초 조사 벡터와 동일하게 조사를 수행한다.

도면에 도시한 다른 조사 벡터(84)는 렌즈 가장자리의 갭(78)을 통과해 지나가는 경로를 따른다. 조사 벡
터는 수용기 필드(70)의 경계선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고 경계점에서 조사는 종료하며, 조사 벡터
(84)에서 시계 방향으로 약 11°되는 곳에서 다른 조사 벡터(86)가 시작한다. 화소 단위 조사는 어떤 경
우에도, 즉 수평 방향이든, 수직 방향이든, 각선 방향이든지 단계적으로 옆에 있는 화소에 한 조사로 
진행한다. 상기 두 유형의 렌즈 결함중 어떤 것이라도 즉, 렌즈 표면에 있는 결함(76), 렌즈 가장자리의 
갭(78)에 해서도 적절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렌즈를 불합격시킨다.

벡터(86)인 경우의 조사는 성공적이고 렌즈 가장자리(74)를 찾게 된다. 찾은 모양이 진짜 렌즈 가장자리
인지 증명하는 것은 제4도에 도시한다.

앞 단계에서 찾아낸 양호한 데이터점에서 출발한 알고리즘은 약 90개의 화소들을 4개씩 연속 추적하여 렌
즈 윤곽을 따라간다. 추적 거리는 렌즈의 실제 반지름(r)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래 공식에 따라 영상별로 
다른 것을 사용할 것이다.

추적거리 ≡ T = (1024/F)×(2“π”r/30)(여기서, F=14.5mm(시야))

그래서, 탈이온수에 들어있는 12.2mm 렌즈에 한 T는 보통 90개 화소 길이가 된다. 만약 거리 T인 렌즈 
가장자리 둘레의 추적이 성공적이라면, 데이터점을 기록해 둔다.

이렇게 해서 렌즈 가장자리 위치는 증명이 된다. 총 30개 이상의 12°간격으로 떨어진 데이터점을 찾은 
후, 3개의 점들로 구성된 그룹 10개에 해서 3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렌즈의 평균 중심과 반지름 값
을 결정한다.

제4도에서, 사각형 심볼 삼각형 심볼, 원형 심볼은 데이터를 수집한 점들을 나타낸다. 내부 무늬가 같은 
심볼은 동일 데이터 세트로 모은다.

각각의 원이 렌즈 가장자리를 나타날 때 10개의 서로 다른 원에 한 방정식을 계산하는데는 10개의 데이
터 세트를 사용한다. 행화소 및 열화소의 평균 원중심을 계산한 다음 열 개의 원중심들 각각에서 평균 원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그 다음에, 중심의 통계학적 분포로 정해놓은 중심과 소정의 편차를 갖는 중
심은 모두 제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함에서 수집된 정상적인 렌즈 가장자리에서 벗어난 데이터에 
의해 생길 수도 있는 가짜 렌즈 가장자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제5도에 도시하는데, 이 도면에
서 중심점(88)은 렌즈 가장자리 수차(87) 때문에 나머지 9개의 중심점들이 모여있는 덩어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거되어진다.

그다음 나머지 행 중심 및 열 중심들에 한 정규 편차를 계산하고 특정 임계값과 비교한다. 만약 행 정
규 편차와 열 정규 편차 모두가 임계 범위를 만족한다면, 렌즈를 찾아낸 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사
용한 반지름은 나머지 원의 반지름 평균값이다. 만약, 정규 편차조차 만족하지 못하다면 새로운 조사 벡
터를 만든다. 이 새로운 조사 벡터의 출발 각도는, 렌즈 가장자리를 따라 같은 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게끔 이전 벡터에서 회전한 각도이다. 렌즈의 위치를 이렇게 안정적인 반복 과정으로 찾아내고 
데이터점을 수집하는 것은 최고 두원에 해서 계속된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렌즈를 성공적으로 찾지 못
했을 때는 이 렌즈는 찾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적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제6도에서, 처리용 고리(90)를 만들고 콘택트렌즈 가장자리(72) 주위에 겹쳐 놓는다. 이 고리는 앞에서 
구한 원중심, 반지름값을 사용해서, 그리고 처리용 고리의 폭에 한 내부 변수를 사용해서 만든 고리이
기 때문에, 처리용 고리의 경계부안에 렌즈 가장자리가 분명히 들어있다. 평가해야 할 화소의 개수를 제
안함으로서 속도를 증가시키고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상에 한 이후의 모든 처리는 이 고리 내
부로만 한정한다. 고리의 크기에 부과되는 요구조건(그리고 엄격한 처리용 고리만을 사용해야 할 필요
성)은 컴퓨터의 데이터 취급 능력, 처리 능력 및 비용에 따라 좌우된다. 환형 고리의 중심은 알고리즘의 
앞단계에서 모델화한 원이 된다. 화소에서 고리의 폭은 변수“anls_width”로 결정한다.

제7도는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로서 제6도의 처리용 고리는 도시하지 않았다. 수용기 필드(70)에는 다시 
평균 중심(92)을 도시한다. 가장자리 증진 연산이 렌즈의 원래 영상에 해 수행되는데, 이것은 그레이 
레벨 하나만 가지고는 렌즈 가장자리의 정상 영역과 결함 영역을 충분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서 렌즈 가장자리 영상의 안쪽 둘레에 포함된 정보와 바깥쪽 둘레에 포함된 정보를 구별하는데 상기 가장
자리 증진 연산기를 사용한다. 이 연산기는 변형 3×3 연산기로 렌즈 가장자리 근처의 서로 다른 영역을 
사용한다. 제6도의 콘텍트렌즈 가장자리(72)는 가장자리 증진 연산의 결과로 없어졌다. 가장자리 증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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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는 렌즈 가장자리 원래 영상을 처리하는데, 가장자리 증진 연산을 렌즈의 원래 영상에 적용한 후에는 
제6도에 나타난 안쪽 가장자리(94)와 바깥쪽 가장자리(96) 각각에 해 가장자리 증진 연산의 폭은 2∼4 
화소폭이 된다.

가장자리 증진 연산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렌즈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할되어야만 한다.

상기 영역들의 정확한 시작점과 끝점은, 영상에 있는 렌즈의 크기 및 렌즈의 위치에 따라 정해진다. 제8
도는 어떤 렌즈가 사용하는 5개의 영역들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영역들은 부분 렌즈 주위를 수평 영
역, 수직 영역 및 각선 영역으로 분할하도록 설정된다.

제8도에서, 영역 각각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가장자리 연산을 사용하는데 영역(1,3,5)에 해서는 
각선 연산을, 영역(2,4)에 해서는 수평/수직 연산을 사용한다. 다른 방향성 가장자리 연산을 사용하는 
것은 렌즈의 곡률을 보상해주고 렌즈 둘레의 경사도 크기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다시말해서, 렌즈중 

부분의  수직  부분에  한  각선  연산은  부분의  각선  부분에  한  수평/수직  연산과  거의 
동등하다.

가장자리 연산은 불필요한 떨림을 억제하기 위해서, 처리중인 가장자리에 해 각선 방향으로 된다. 정
상적인 렌즈 가장자리의 두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변동하므로, 원 렌즈 가장자리 영상에 해 수평 및 
수직 방향 연산을 하는 가장자리 연산이 상기 두께의 변동을 포착해서 가장자리의 조그마한 오차를 보존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특성 추출 소프트웨어는 이 작은 오차를 가장자리에 생긴 결함으
로 인식할 것이다.

제9도에는 가장자리 증진 연산에 사용하는 화소 표기법을 나타내는데, 보통의 기술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
면 식별할 수 있도록 행렬이나 어레이의 원소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표준적인 표기법으로 나타낸다.

아래의 방정식(1-6)은 두 가장자리 연산에 사용할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각 화소에 한 경사도 값은 8비
트 범위내에 넣기 위해서 0에서 255까지로 크기를 정한다.

영역(1,3,5)에 한 각선 가장자리 증진, 영역(2,4)에 한 수평/수직 가장자리 증진이 수행되고 나면 
그 결과로 생긴 안쪽 가장자리와 바깥쪽 가장자리에 해서는 골격화 연산(skeletonization operator)을 
한다. 이 결과로 생긴 가장자리는 전형적으로 한 화소폭을 가지며, 렌즈를 단면도로 보았을 때 가장 긴 
부분에서 얻은 정보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진행하는 동안 상기 화소에 들어있는 그레이 레
벨로 유지된다. 이런식의 가장자리 증진은 각각의 고리 영역에 사용되는 기울기 연산과 일치하는 방향으
로 행해진다. 앞단계에서 얻은 기울기 정보에 의해서만 연산을 하는 이 연산은 관심 화소로부터 네 방향
에 한 최고값을 찾는다. 최고값을 찾으면 그 값을 관심 화소에 체하고 찾지 못하면 화소는 영이 되어
서 제7도의 영상이 생긴다.

알고리즘의 그 다음 단계는 증진 연산 및 골격화 연산으로 새로 생긴 안쪽 렌즈 가장자리와 바깥쪽 가장
자리를 임계화 기법을 사용해서 위치를 찾고 추적한다. 임계화는 가장자리를 추적하고 있는 동안의 렌즈 
윤곽에 해서만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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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는 특정 화소 세기값 이상의 화소들에 임계값을 적용하는 단계이다. 임계화 연산을 하는 목적
은 고리내에서 관심 가장자리 부분이 아닌 모든 화소들과 이물질로 보이는 모든 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다.  임계화  연산에  사용되는  그레이  레벨값은  안쪽  가장자리,  바깥쪽  가장자리  각각에  해 변수“
inner_thr”과“outer_thr”이다. 이 변수들은 윤곽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임계값들이다. 임
계화 연산은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즉, 만약 Pij가 임계값보다 크거나 같고 처리된 렌즈 가장자리에 있는 화소이면 Pij를 윤곽 화소로 한다.

제9도에는 수용기 필드(70)내의 영상에 들어있는 렌즈가 사용할 각도 표기 방법을 도시한다. 추적을 시작
할 렌즈 가장자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최초에 렌즈 위치를 찾는데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조사 벡터를 
사용한다. 여기서 조사 벡터가 다음 화소를 조사하는 판단 기준은 오로지 그레이 레벨뿐이다.

제10도에서, 조사 벡터는 처리용 고리의 바로 안쪽, 0°에서 시작하여 화소행을 따라 진행하는데 렌즈 가
장자리에 도달할때까지 또는 처리용 고리의 반 쪽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제11도는 안쪽 가장자리에 한 조사의 일례이다. 이 도면은 안쪽 가장자리(94) 바깥쪽 가장자리(96) 및 
처리용 고리(90)를 보이기 위해서, 증진된 렌즈 가장자리를 확 한 도면으로서, 처리용 고리(90)는 안쪽 
경계선(98) 및 바깥쪽 경계선(100)으로 이루어진다.

조사 벡터(102)를 상기 설명의 일례로, 여기서 결함 또는 이물질(104)은 이것의 그레이 레벨이 확연히 다
르기  때문에  조사  벡터와  맞주치게  된다.  조사  벡터는  결함  또는  이물질의  윤곽을  추적하지만,  이 
윤곽은, 최초 화소로 되돌아올 때가지 추적한 화소의 개수로 알 수 있듯이 렌즈 가장자리와 일치하지 않
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이 상물을 가장자리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렌즈 가장자리 위치 찾기가 한번 실패하고 난후, 제2조사 벡터가 이전 벡터로부터 20개 화소행만
큼 떨어져서 발생한다. 예를들어, 제2조사 벡터(106)는 처리용 고리(98)의 안쪽 경계에서 출발하여 바깥
쪽 경계(100)로 진행하므로서 렌즈의 안쪽 가장자리(94)의 위치 찾기를 시도한다. 이 예에서 조사 벡터
(106)는 렌즈 가장자리라 할만큼 두드러진 화소와 만나지는 못하고 갭(108), 안쪽 가장자리(94) 및 바깥
쪽 가장자리(96)를 통과한다. 조사 벡터가 처리용 고리(100)의 바깥쪽 경계에 도달하고나면 조사는 끝이
난다.

제3조사 벡터(110)는 제2조사 벡터(106)와 20개 화소열만큼 떨어져서 생성되고, 이때에는 렌즈의 안쪽 가
장자리(94) 찾기는 성공하며 알고리즘은 렌즈의 안쪽 가장자리(94)와 바깥쪽 가장자리(96) 추적에 집중한
다.

이전 조사 벡터가 렌즈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결함이나 갭 때문에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조사 벡터를 만
들어내는 과정은 렌즈 가장자리를 찾을때까지 또는 최고 15번의 시도를 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위치
찾기 과정은 렌즈 안쪽 가장자리(94)와 렌즈 바깥쪽 가장자리(96)에 해 독립적으로 실행된다.

가장자리 위치를 한번 찾고나면 8개씩 연결된 윤곽 따라가기가 수행된다. 벡터는 0°에서 출발하여 렌즈 
가장자리의 안쪽 윤곽과 바깥쪽 윤곽을 8연결법을 사용해서 추적한다. 8연결법은 가장자리에 닿은 어떤 
화소도  최종  윤곽에  포함되는  것을  보장해  준다.  임계  그레이  레벨은  안쪽  가장자리에 해서는“
inner_thr” 변수를 그리고 바깥쪽 가장자리에 해서는“outer_thr”을 사용해서 어떤 화소가 가장자리
의 일부인지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만약, 현재 화소가 가장자리 화소이면 우회전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 알고리즘을 수
행한다. 특수한 환경이 되면 각선 화소를 조사한다.

안쪽 가장자리와 바깥쪽 가장자리 추적에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쪽 가장자리에 해서는 시계
방향 추적이, 바깥쪽 가장자리에 해서는 반시계방향 추적이 수행된다.

추적이 끝났을 때 렌즈 가장자리는 약 6,000개의 화소로 구성되는데,  300개는 안쪽 가장자리,  나머지 
3,000개는 바깥쪽 가장자리에 해당한다. 만약, 화소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한계값에 들지 않으면 상기 과
정을 반복하거나 패키지를 불합격시킨다.

가장자리에 있는 각 화소에 해서, 일련의 정보가 어레이 구조로 기억된다. 이 정보에는 반지름, 각도, 
그레이 레벨 기울기, 결함 형태 및 결함의 정도들이 있다. 이 시점의 알고리즘에는 모든 렌즈 어레이 정
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메모리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발견된 화소가 가장자리의 일부이면, 직각좌표에서 극좌표로의 변환이 일어나는데, 직각좌표계와 극
좌표계의 원점은 최초 렌즈 위치찾기에 의해 결정된 렌즈의 중심이다. 다음 식은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보여주며, 여기서 θ는 각도, r은 반지름이다.

θ=arctan[(렌즈중심행-화소행)/(화소열-렌즈중심열)]

R=SQRT[(화소열-렌즈중심열)
2
+(렌즈중심행-화소행)

2
]

θ는 0.0°에서 360.0°까지인 부동 소수점 값에서 0에서 8191까지의 정수값으로 바뀌어서 13비트, 2
13
으

로 나타낼 수 있다. R도 처음에는 부동 소수점으로 계산되지만 정수값으로 바뀐다.

각 윤곽 화소에 한 반지름 및 각도 변위값들은 큰 어레이 구조에 들어간다. 이 큰 어레이에 발견된 
6,000개 정도의 화소에 해서만 처리를 하면 그 다음 과정은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후의 도면에서 렌즈 가장자리는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알고리즘에 의한 처리 과정들은 디지털식이다.

제12도는 증진된 렌즈 영상으로 제12(a)도는 직각좌표 제12(b)도는 극좌표이다. 발견된 가장자리를 추적
하는 것이므로 처리용 고리는 생략한다. 제12(a)도 및 제12(b)도에서 안쪽 가장자리는 (94)이고 바깥쪽 
가장자리는 (96)이다. 제12도의 처리 과정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불연속점들은 렌즈의 결함이나 약한 부분 
또는 가장자리 및 가장자리 증진 연산에 의한 변칙에 기인하는 것이다. 원인이야 무엇이든지 가장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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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려면 이러한 불연속점을 찾아내고 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추적한 가장 멀리 있는 화소의 각도 변위를 유지하고 이 값을 현재 진행중인 화소의 각도 변위값과 비교
하여 불연속점을 찾아내는데 이것은 제12(b)도에 도시한다. 만약 가장 멀리 있는 화소(112)와 현재 화소
간에 발생한 각도가 추적 방향과 반 이고 변수“bktrk_degs”보다 큰 값이면, 제12(b)도에서 점(114)은 
불연속점이 된다.

불연속점이 검출되면 알고리즘은 이어주는 작업의 기준을 가장 머리 떨어진 화소로 한다. 불연속점을 이
어주는 최초의 시도는 1∼3 화소 갭을 이을 수 있는 외삽법(extrapolation technique)으로 한다. 외삽법
은 불연속점 직전의 추적 방향을 사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있는 갭이 3화소보다 더 커서 외삽법으로 이어줄 수 없다. 제13도는 이처럼 외
삽법으로 불연속점(116)을 잇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점퍼법을 사용한다. 점퍼법은 불연속점의 각도 
위치를 사용하는데, 조사 방향으로 변수“gap_angle”로 나타난 각도만큼 회전해서 조사 벡터를 진행시켜 
불연속점의 다른쪽 위치를 찾아낸다.

조사 벡터는 처리용 고리 바로 안쪽에서 시작하며 불연속점의 각도에 따라 행 또는 열을 따라 조사한다. 
렌즈 가장자리와 마주치거나 처리용 고리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조사가 끝난다. 만약 조사가 끝
날때까지 가장자리 화소가 발견되지 않으면이 렌즈는 전체적으로 찌그러진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시킨다. 렌즈 가장자리를 찾는다면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불연속점을 외삽법으로 연결시킬 수 없
다는 것은 결함이 존재함을 말하고,“점퍼법으로 잇기”는 렌즈의 특성중 하나로 분류된다.

가장 멀리 떨어진 화소를 찾은 후에 불연속점이 검출될 때까지 처리된 모든 화소들은, 이것들에 한 가
장자리 추적이 원래 추적 방향과 역방향이기 때문에 윤곽 어레이에서 제거시킨다.

때때로 렌즈 가장자리의 일부는 조각나서,  하나의 불연속 점을 이어주는 과정 때문에 추적 과정이 제
13(a)도의 가장자리의 일부 고립부(118)에 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된다. 이 경우에는 불연속점을 검출하
는 보통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추적이 원하는 양만큼 역추적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검출 방법을 사용하는데, 불연속점을 이어준 직후의 
화소의 행과 열의 값을 유지시킨다. 만약 이후의 추적이 이 화소를 4회 통과해가면 가장자리의 일부 고립
부가 검출된 것이다.  그 다음,  조각에서 발견된 가장 먼 화소를 또 다른 잇기 작업을 시도할 위치로 
한다. 제13(b)도에는 상기에서 논의한“점퍼법으로 잇기”(116)에 의한 다중 잇기(120)를 나타낸다.

여러개의 고립부를 잇는 것은 조각난 부분의 전체 길이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횟수만큼 수행되는 반복 과
정이다. 매회 반복마다 외삽법을 먼저 시도하고 난후 점퍼법을 시도한다.

가장자리 추적후, 그리고 모든 갭을 이어준 후 알고리즘은 가장자리 윤곽에서 찾아낸 각 화소로부터 6개
의 특성을 뽑아내는데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반지름 편차(RD)

국부 기울기 편차(LGD)

공간 미분(SD)

불연속점(D)

하강성 국부 기울기 편차(DLGD)

한쪽 국부 기울기 편차(ALGD)

마지막 두 개의 국부 기울기 편차에 관련되며, 이것을 합하면 검출 불가능했던 특정 형태의 결함을 식별
할 수 있다.

각 특성에 해 계산한 값들은 임계값과 비교하며, 모든 임계값은 사용자 변수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
다. 특성값이 임계 기준을 만족하면 이 화소는 해당 특성에 관한 결함성 화소로 분류된다. 하나의 화소가 
여러 특성에 관한 결함성 화소로 분류될 수도 있다.

제14도는 증진된 렌즈 가장자리를 제14(a)도에서는 직각좌표계로 나타내고, 제14(b)도에서는 극좌표로 나
타내는데, 여기서 나타난 특성들은 반지름 편차(RD)로 분류할 수 있다. 반지름 편차(RD)란 관심 화소의 
반지름과 정상 반지름과의 편차이다. 만약 이 편차가 변수“rad_dev_thr”이상이면 결함성 화소로 간주한
다. 정상 반지름은 관심 화소앞의 250개 화소와 뒤의 250개 화소의 평균 반지름으로 정의한다. 만약 어떤 
화소가 반지름 편차(RD)에 관한 결함성 화소로 분류된다면 편차의 양은 결함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저
장해둔다.  제14(a)도  및  제14(b)도에는  안쪽  렌즈  가장자리(94)  및  바깥쪽  렌즈  가장자리(96)를 
도시한다. 또한 제14(b)도는 상기 방법으로 계산한 렌즈 안쪽 및 바깥쪽 가장자리(122)에 한 이론적인 
반지름을 도시한다. 제14(b)도에는 또한 세가지 예의 반지름 편차(124,126,128)가 도시된다. 반지름 편차 
특성 추출에 사용되는 식은 다음과 같다.

(R : 반지름

i,n,m : 윤곽 지표

RD 〉= 임계값이거나 RD 〈= - 임계값이면 관심 화소는 결함성 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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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추출한 특성은 국부 기울기 편차(LGD)이다. LGD는 관심 화소의 경사도 값과 그 화소에 국부적
으로 이웃한 화소들의 경사도 평균값의 오차량을 조사한다. 이웃 화소는 가장자리 윤곽을 따라가는 동안 
관심 화소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간주한다. 제15도에서 관심 화소(130)를 i로 표시한다. LGD에 기초해서 
화소가 결함성 화소인지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임계값은 변수“grd_dev_thr”로 구한다. 다음 식은 LGD 특
성을 실제로 구하는 방정식이다.

(G : 경사도

i,n,m : 윤곽 지표

만약 LGD 〉= 임계값이면 관심화소는 결함성 화소임)

이 LGD 특성추출 과정은 제16도에 도시한다. 제16(a)도는 증진된 렌즈 가장자리를 그림으로 나타내지만 
제16(b)도는  극좌표계에서  경사도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도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16(a)도의 
LGD(134)는 증진된 렌즈 가장자리 영상의 한쪽 가장자리에만 생기고, 극좌표계에서 추적하고 디스플레이
한 경우에는 외톨이 요철(136)로 나타난다. 만약 어떤 화소가 LGD에 관한 결함성 화소로 분류된다면, 편
차량은 편차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저장한다.

다음으로 고려할 특성은 불연속점(D)이다. 이미 논의한 로 불연속점 결함은 불연속점을 점퍼법으로 이
어 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결함이다. 이 결함은 윤곽상의 한 화소와 다음 화소의 각도차를 조사한 특성추
출을 통해 식별한다. 불연속점은 결함의 정도에 한 정보는 갖지 않으며 단지 점퍼가 발견된다는 것만 
나타낸다. 최초 화소는 불연속점 어느 쪽에 있든지간에 결함성으로 간주한다.

그 다음은 하강성 국부 기울기 편차(DLG)인데, 이것은 LGD와 유사하다. LGD와 마찬가지로 DLGD도 관심 화
소의 세기 기울기와 이웃 화소들의 평균값과의 차이량을 고찰한다. 양자의 차이점은 DLGD가 더 많은 이웃 
화소들을 사용하고 관심 화소 근처에서 사용하지 않는 화소들의 갭이 더 크다는 것이다. DLGD 역시 이웃 
화소들보다 세기가 더 작은 기울기 편차에만 반응하도록 했으므로“하강성”국부 기울기 편차라고 한다. 
화소가 DLGD에  관한  결함성 화소인지 결정하는데 사용할 임계값은 변수“dip_lgd_thr”로부터 얻는다. 
DLGD 특성추출에 실제 사용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G : 경사도

i,n,m : 윤곽 지표

LGD 〈= 임계값이면 관심화소는 결함성 화소임)

DLGD 특성은 다른 특성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작은 가장자리 흠을 식별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 만약 어떤 
화소가 DLGD에 관한 결함성 화소로 분류된다면 편차량은 결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장한다.

추출된 또 다른 특성은 한쪽 국부 경사도 편차(ALGD)로서 이 경우에는 편차 계산에 사용할 이웃 화소들은 
관심 화소의 한쪽에만 있는 화소들로부터 취한 것이다. 관심 화소 앞에 있는 20개의 화소들은 이웃 화소
의 평균값을 구하는데 사용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4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ALGD는 경사도 편차가 양인것
과 음인 것 모두 고찰한다.

비교용 임계값은 변수“aux_lgd_low” 및“aux_lgd_up”에 기억된다. ALGD 특성추출에 사용하는 식은 다
음과 같다.

(G : 경사도

i,n,m : 윤곽 지표

ALGD 〉= 상위 임계값 또는 하위 ALGD 〈= 임계값이면 관심화소는 결함성 화소임)

마지막으로 추출할 특성은 공간 미분(SD)인데, 공간 미분은 반지름 변화 각도 변화를 측정한다. 만약 작
은 각도에 한 반지름 변화가 큰 경우라면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제17도에 SD 특성을 도시하는
데, 제17(a)도는 증진된 렌즈 가장자리를 직각 좌표계에서 도시하고, 제17(b)도는 극좌표로 변환시킨 후
의 안쪽 가장자리(94) 및 바깥쪽 렌즈 가장자리(96)에 한 이론상의 반지름(122)를 도시한다.

SD에 관한 결함은 (136)은 제17(b)도에서는 각도(140)에 한 반지름 변화(138)를 도시한다.

SD 특성추출은 다음 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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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절 값(윤곽 화소 i+2의 반지름-윤곽 화소 i-2의 반지름)

(△R : 반지름 변화

i : 관심 화소를 기준으로 한 윤곽 지표)

θ = 윤곽 화소 i-2의 각도 변위값-윤곽 화소 i-2의 각도 변위값

(△θ : 각도 변위값의 변화

i : 관심 화소를 기준으로 한 윤곽 지표)

SD = R/ θ

(SD : 공간미분

SD+임계값 또는 SD 〈= 0이면 관심화소는 결함성 화소임)

SD에 관한 결함성 화소에는 결함 정도에 한 정보는 없다. 알고리즘에 의한 이후의 처리과정은 상기 화
소가 SD에 의해 결함성 화소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만 기초한 것이다.

화소 레벨판단을 한후 각 결함성 화소는 결함 그룹의 한 회원으로 간주한다. 렌즈 주위에는 많은 결함 그
룹이 존재하고 어떤 그룹에 속하는 한 화소에 해서 그것은 다른 결함성 화소들에 가까이 있다.

결함 그룹은 세 단계로 정해진다. 처음 두 단게는 안쪽 및 바깥쪽 가장자리에 무관하게 수행되며 마지막 
단계는 두 가장자리에서 얻은 정보를 결합시킨다. 안쪽 가장자리와 바깥쪽 가장자리에 한 그룹 결정을 
마친 후 그룹들이 근접한 정도를 비교하여 안쪽 가장자리에 의한 그룹중 바깥쪽 가장자리에 의한 그룹과 
결합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만약 결합이 얼어난다면, 결합성 결함 그룹이 형성된다.

제1단계는 각 결함성 화소를 화소 단위를 조사하고 이것이 더 큰 결함의 일부인지 결정한다. 만약 어떤 
화소가 더 큰 결함의 일부라고 결정되면 이것은 결함 그룹이라 부르는 구조 안에 놓이게 된다.

제2단계는 이 결함 그룹중 더 큰 그룹을 만들도록 서로 결합해야할 그룹이 있는지 정하는 것이다. 제3단
계는 안쪽 결함 그룹과 바깥쪽 결함 그룹을 서로 비교해서 결합해야할 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그 결과 렌
즈에서 뚜렷한 결함을 나타내는 것은 가장 큰 결합 그룹이다. 이것은 진짜 결함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나
타내게 해준다. 분명히, 결합성 결함 그룹은 단일 결함 그룹보다 심각한 결함이며 보다 심가한 가장자리 
결함에만 생긴다.

상기 설명 로, 그룹짓기는 화소 단위로 시작한다. 처음으로 마주친 결함성 화소는 자동적으로 상기 처리 
과정을 시작할 단일 화소 결함 그룹에 속하고 이후의 결함성 화소들의 각도 변위는 현재 활동중인 결함 
그룹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화소와 비교한다. 만약 이 화소가 변수“prox_zone”로 정해 놓은 각도 변
위내에 있으면, 상기 화소는 그룹에 포함되고 이 그룹의 최  각도는 갱신된다. 만약 결함성 화소가 현재 
활동중인 결함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면 새로운 결함을 만난 것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현재의 결함성 화
소만 포함한 새로운 결함 그룹이 형성되고 이 그룹이 활동 그룹으로 된다. 이 과정은 가장자리의 모든 결
함성 화소를 점검할 때까지 계속한다.

만약 윤곽에 있는 비결함성 화소가 금방 결함 그룹으로 포함된 화소 사이에 있다면 이화소도 결함 그룹에 
포함시키고 결함성 화소로 재분류한다.

전체 그룹 결정 과정의 제2단계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결함은 하나 이상의 결함 그룹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장자리에 발견된 결함 그룹을 모두 통과하며, 2회의 비교를 하게 
된다. 제1비교는 어떤 그룹의 시작 각도 변위와 다른 그룹의 마지막 각도 변위를 점검하는 것이고, 제2비
교는  상기  그룹의  마지막  각도  변위와  다른  그룹의  시작  각도  변위를  점검한다.  만약  두 비교중“
prox_angle”로 정한 양보다 적은 각도 변위 변화가 생긴다면 두 그룹을 결합한다. 다른 그룹의 마지막 
각도에 충분히 가까운 시각 각도를 갖는 그룹은 다른 그룹을 포함하게 된다. 포함된 그룹은 자기의 정보
를 전달해주고 폐기된다.

마지막으로, 각도가 서로 일치하는 안쪽 가장자리 결함 그룹과 바깥쪽 가장자리 결함 그룹은 서로 합쳐진
다. 이것은 안쪽 가장자리와 바깥쪽 가장자리에 무관하게 수행되는 그룹짓기와 비슷하다. 그룹들의 시작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비교한 후 어떤 그룹이 다른 그룹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또 다
른 비교를 하게 된다. 만약 비교의 결과 결합이 일어난다면 두 결함 그룹에서 얻은 정보를 갖는 별개의 
구조가 생기고 처음 두 그룹은 폐기된다.

결함성 화소가 정해지고 상기 그룹짓기 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각 결합 그룹에는 결함정도에 따라 점소가 
부여된다. 이 점수는 상기 그룹내에 있는 개별 화소들에 부여된 모든 점수를 더한 것이다. 만약 어떤 화
소가 하나 이상의 결함 형태에 의해 결함성 화소로 분류된 경우라면 이 특정 화소에 한 점수는 중복된 
것이다.

각 결함 형태에는 서로 다른 결함이 서로 다른 길이를 갖도록 가중치를 부여한다. 모든 가중치 값은 사용
자  접근  변수로  제어가  가능하다.  RD,  LGD,  SD,  D,  DLGD  및  ALGD   가중치는 변수“rd_weight”“
lgd_weight”“sd_weight”“disc_weight”“dip-lgd-wgt” 및“aux_lgd_wgt”에 각각 들어있다.

나머지 세 결함들과는 달리 RD, LGD 및 DLGD 결함은 주어진 화소에 한 결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를 
갖고 있다. 이 정보는 각 화소에 할당된 가중치로 곱하고 정규화한다. 정규화는 서로 다른 특성에 해 
범위가 다른 값을 서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정규화를 하면 가중치를 부여한 각 점수의 범
위는 1.0∼2.0 사이가 된다. 정규화 범위는 임계값에 의해, 그리고 특성이 가질 수 있는 이론적인 최소값 
또는 최 값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들어서, 화소 특성이 명목값을 갖는 경우 가중치 점수는 1.0이 된다. 이에 비해서, 화소 특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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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위에서 극단적인 최 , 최소값과 같은 경우 가중치가 부여된 결함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계산하면 
2.0이  될  것이다.  반지름  편차  및  국부  기울기  편차에  한  이론적  최 값은  각각 변수“max_rd”“
max_lgd”로 정해진다. 하강성 국부 기울기 편차(DLGD)의 이론적 최소값은“min_dip_lgd”에서 구할 수 
있다.

SD,  ALGD  그룹 및 불연속점(D)형 결함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규화되지 않는다.“불연속점”과“그룹”은 
부울 수(Boolean)형 결함으로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공간미분(SD) 및 ALGD는 저장할 만한 가치가 있
는 결함 정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화소 결함 정도를 구하는 방정식은 7개의 결함 형태 각각에 해 아래의 식 가)-사)로 주어지는데, 적절
한 정규화 및 가중치 부여를 한 것이다.

RD 점수={1.0+[절 값(화소의 RD 값)-RD 임계값]/(이론적 RD 최 값-RD 임계값)}*rd_weight             
-가

(여기서, RD 점수 : RD 분류화로 어떤 화소에 부여된 총 점수

화소의 RD 값 : 관심 화소에 한 RD 특성값

RD 임계값 : RD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임계값

이론적 RD 최 값 : RD 특성에서 얻을 수 있는 값들중  최 값

rd_weight : RD형 결함에 부여하는 가중치)

LGD 점수=[1.0+(화소의 LGD 값-LGD 임계값)/(이론적 LGD 최 값-LGD 임계값)]*lgd_weight            -나

(여기서, LGD 점수 : LGD 분류화로 어떤 화소에 부여된 총 점수

화소의 LGD 값 : 관심 화소에 한 LGD 특성값

LGD 임계값 : LGD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임계값

이론적 LGD 최 값 : LGD 특성에서 얻을 수 있는 값들중  최 값

lgd_weight : LGD형 결함에 관련된 가중치)

DLGD  점수=[1.0+(화소의 DLGD  값-DLGD  임계값)/(이론적 DLGD  최 값-DLGD  임계값)]*dip_lgd_weight             
-다

(여기서, DLGD 점수 : DLGD 분류화로 어떤 화소에 부여된 총 점수

화소의 DLGD 값 : 관심 화소에 한 DLGD 특성값

DLGD 임계값 : DLGD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임계값

이론적 DLGD 최 값 : DLGD 특성에서 얻을 수 있는 값들중  최 값

dip_lgd_weight : DLGD형 결함에 관련된 가중치)

SD 점수 = sd_weight         -라

(여기서, SD 점수 : SD 분류화에 의해 어떤 화소에 부여된 총점수

sd_weight : SD형 결함에 부여된 가중치)

그룹 점수 : grp_weight        -마

(여기서, 그룹 점수 : 그룹(G) 분류화로 어떤 화소에 부여된 총 점수

grp_weight : 그룹형 결함에 관련된 가중치)

불연속점 점수 = disc_weight       -바

(여기서, 불연속점 점수 : 불연속점 분류화로 어떤 화소에 부여된 총 점수

disc_weight : 불연속점형 결함에 관련된 가중치)

ALGD 점수 = aux_lgd_wgt            -사

(여기서, ALGD 점수 : ALGD 분류화로 어떤 화소에 부여된 총 점수

aux_lgd_wgt : ALGD형 결함에 관련된 가중치)

상기 설명처럼, 화소의 레벨 판단이 된후, 그리고 결함성 화소들이 결함 그룹의 회원이되고 난후(이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즉, 중첩 결함들의 결합, 서로 인접한 결합들의 그룹짓기, 안쪽 가장자리 및 바깥쪽 가
장자리에서 각도 변위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결함들의 그룹짓기), 결함 그룹 결함정도 점수는 결함 그룹에 
할당된 총점수를 말하며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결함 그룹” 결합정도 점수 =

RD 점수+ LGD 점수+ DLGD 점수+ SD 점수+ 불연속점 점수+ 그룹 점수+ ALGD 점수

(여기서,“결함 그룹” 결함정도 점수 : 결함 그룹에 들어 있는 모든 결함성 화소들에 의해“결함 그룹”
에 부여된 총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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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 주어진“결함 그룹”에서 발견된 모든 화소들에 한 합산 범위)

상기의 계산을 하고 나면, 각 결함 그룹에서 구한 결함 정도 점수는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포물선 함
수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포물선 함수는 결함이 크면 이에 비례해서 큰 점수를 부여한다. 예를들어서 두 
개의 작은 결함의 크기보다 두 배 더 큰 결함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더 큰 점수를 부여받는다.

가중치 함수는 아래의 방정식으로 설명한다.

가중된“결함 그룹”의 결함정도 점수 =

a_coeff×(“결함 그룹” 결합정도 점수)
2
+b_coeff×(“결함 그룹” 결함정도 점수)

(여기서, a_coeff : 사용자 접근 변수로 포물선 가중치 함수를 정의함.

b_coeff : 사용자 접근 변수로 포물선 가중치 함수를 정의함.)

위의 가중치 점수는 등급을 나누는데 그 범위는 0∼999내이다. 등급인자는 다음 방정식으로 구한다.

등급인자 : 999.0/최  가중치 점수

(여기서, 최  가중치 점수 = a_coeff×(max_score)
2
+b_coeff(max_score) max_score : 사용자 접근 변수로 

경험적으로 정함.)

결함 점수가 999보다 큰 결함 그룹은 잘라내 버린다. 모든 결함 그룹의 점수를 합산한 값이 최종적인 렌
즈의 점수가 된다. 만약 이 점수가 임계값(사용자 접근 변수임)보다 크면, 렌즈는 불합격되고 그렇지 않
으면 합격이 된다.

비록 최종적인 렌즈 점수 결과가 렌즈의 합격/불합격중 하나일지라도, 렌즈의 품질 및 렌즈에서 관찰된 
특성의 유형을 참조하는데는 중간 데이터, 계산값들 및 점수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한다.

이 정보는 통계적 정보로서 렌즈별로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컴퓨터 화면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출력으
로서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본 기술분야에 숙련된 사람에게는 명백한 사실이다.

상기 알고리즘은 상기 장치에 의해 구현되며 안과용 렌즈를 검사한다. 여기서 렌즈란 물이 58% 함유된 존
슨 앤 존슨 사에서 만든 소프트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이다. 제1단계에 들어 있는 렌즈의 수는 10028개이
다.

종래에는 탈이온수에 들어 있는 렌즈는 경험이 풍부한 현장 렌즈 검사자가 영상 확  시스템을 사용해서 
검사했다. 각 렌즈는 검사자에 의해 합격, 불합격으로 분류되고 불합격에 해서는 결함의 유형을 표시해 
둔다.

본 발명에서 설명한 로 렌즈를 자동 검사 시스템으로 검사할 때는, 각 렌즈는 수동으로 검사 패키지에 
놓아서 조명에 의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자동 검사 시스템이 128개의 렌즈 전부의 영상을 포착하고 나면 25 종류의 점수가 검사자에 의해 표시되
어진다.

자동 검사와 수도 검사를 비교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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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록 상기의 결과에서 자동 검사가 틀린 경우는 19.5%라고 나타났지만, 장치가 지나치게 엄격해서 검사자
가 합격시킨 렌즈를 불합격시킨 경우가 12개(9.4%)된다. 이것은 자동 검사에서만 불합격된 경우이다. 또
한 장치가 너무 엄격하지 못해서 검사자가 불량으로 간주한 것을 합격시킨 경우가 13개(10.1%)이다. (즉, 
자동 검사에서만 합격)

자동 검사에서만 합격시키는 경우에, 기계적 검사 시스템에서 렌즈의 조명은 잘못 맞추어졌고 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자동 검사 불합격인 경우 장치의 변수가 너무 민감하도록 설정되었고 조정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크
기가 큰 결함은 모두 검출되었으며 검출하지 못한 부분의 결함의 크기는 보통 국경을 표시할 때 사용하
는 굵은선 즉 50㎛이하이다. 또한 반쪽 렌즈 및 위치를 찾지 못한 렌즈를 검출하지 못하지는 않았다.

자동 검사에서만 불합격된 12개의 렌즈중에서, 7개의 영상은 조명 문제 때문에 약한 가장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5개에는 사람인 검사자가 발견못한 실제 결함이 나타났다. 자동 검사에서만 합격
된 13개의 렌즈 가운데 4개는 진짜로 결함이 없었거나, 이물질이 세척되어 없어져 버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6개의 영상은 조명 문제로 가장자리 부분이 약하게 나타났고 3개의 렌즈는 검사자가 검출할 수 없
을 정도로 작은 결함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128개 렌즈를 테스트한 결과 약 20%가 수동 검사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 오차중 50%는 조명에 의
한 것이고 36%는 검사자의 실수이거나 취급도중 렌즈의 조건이 변했기 때문이며 12%는 잘못 판단한 것이
었다. 이 12%는 전체로 보면 2.3%에 불과한 것이다.

부분의 일치하지 않는 결정이 조명 문제에 기인하므로, 조사를 하여 광원에 있는 불균일성이, 특히 겹
치기 조명이 렌즈의 가장자리를 엷어지게 만들어서 결함이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정들이 불일치한 또 하나의 이유는 렌즈가 수동 검사 동안이나 자동 검사 동안 렌즈가 휘어지지 않아서 
물에 있는 입자와 렌즈의 결함의 구별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렌즈의 조명은 보다 균일하고 더 많이 퍼지는 조명 광원을 제공하여 개선시켰다. 조명개선후 장치가 128
개의 다른 렌즈를 검사했다. 이 검사에서는 각 렌즈에 해 장치가 얻는 영상은 두 개이며 수동 검사보고
서와 비교했다.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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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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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a]

표 2의 데이터로부터 자동 검사 불합격 원인중 새로운 범주, 즉“초점을 맺지 못한 영상”을 관찰했다. 
이것은 카메라 밑에 렌즈가 잘못 위치되어 렌즈의 일부가 초점에서 벗어난 것을 추적한 것이다.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초점을 맺지 못한 영상은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프레이터의 실수에 
의한 것이고 이 데이터 점을 배제시키는 것이 올바르다.

초점 문제를 유발하는 렌즈의 잘못 위치시킴이 없다면, 사람이 하는 검사와 기계가 하는 검사가 서로 일
치하지 않는 렌즈는 15.6%에 불과하다. 이것은 표 1의 경우보다 3.9% 향상된 것이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192개 렌즈를 사람이 검사한 후 장치로 두 번 영상화시켰다. 결과는 앞단계 실험과 
비슷한데, 총 384개의 영상들 가운데 317개, 즉, 82.6%가 사람이 검사한 결과와 일치했다. 처리용 알고리
즘과 그 결과 렌즈가 얻은 점수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장치에 의한 두 영상을 알고리
즘으로 처리하였고, 84%의 경우에는 두 번째 실행 결과 얻는 점수가 첫 번째 것과 똑같게 나타났다.

비록 검사 시스템은 렌즈 가장자리를 우선적으로 검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조사 벡터를 렌즈 가장자
리의 위치를 찾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 찾기에 실패한 렌즈는 틀리지 않고 찾아냈다. 렌즈 가장자리 
조사과정이 여러번 수행되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렌즈, 이물질 및 가장자리가 찢어진 렌즈를 찾아낸다.

아래의 표 3에는 상기 3번째 실험의 결과를 장치만 불합격, 장치만 합격 및 일치등의 항목으로 나타낸다. 
장치에 의한 검사중 8.1%만이 장치가 잘못해서 불합격시킨 것이고, 9.4%만 잘못 합격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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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처음 두 트레이의 결과는 나머지 4개보다 더 나쁜데 그 이유는 물에 티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것을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인 검사자와 기계는 317번은 일치했고 67번은 일치하지 않았다. 일관성을 고려하고 
검사의 관점에서 장치만 불합격시킨 결정이 받아들일만 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렌즈의 위치는 90.6% 정
확한 것이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안과용 렌즈를 검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화소가 렌즈의 일부를 나타내어, 화소 그룹으로 분할된 렌즈
의 영상을 최소한 한 전자기 주파수동안 포착하는 단계와; 상기 화소의 세기값을 그에 상당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단계와; 상기 화소에 위치값 및 영상 세기값을 할당하는 단계와; 화소 관계를 설정하
기 위해 화소들간의 위치값 및 영상 세기값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화소 관계로부터 렌즈의 특성을 따
라 화소 세트를 분류하는 단계와; 렌즈의 합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세트내의 화소 관계를 사전설
정된 관계와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들을 비교하는 단계는 렌즈 가장자리 윤곽을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에 따른 분류 단계는 하나의 화소 세트를 형성할 만한 독특한 특성을 공통적으
로 가지고 있는 화소들을 모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들을 비교하는 단계는 렌즈 가장자리를 구성하는 화소 세트에 들어 있는 화소
들을 비교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들을 비교하는 단계는 렌즈 안쪽 부분을 구성하는 화소 세트에 들어있는 화소
들을 비교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화소 그룹의 중심 근처의 한 점에서 출발하여 렌즈 가장자리 특유의 세기값을 갖는 화소
를 찾아낼때까지 화소 그룹의 경계쪽으로 진행하므로서 렌즈 가장자리 위치를 우선적으로 찾는 것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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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렌즈 가장자리 특유의 세기값을 갖는 하나의 일관된 화소 세트의 윤곽을 형성하는 렌즈 
가장자리 특유의 세기값을 갖는 화소에 인접한 부가적 화소가 상기 윤곽이 렌즈 가장자리의 것인지를 결
정하는데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처리용 고리를 렌즈 가장자리 주위에 설정하여, 처리된 화소의 수를 렌즈 가장자리에 인
접한 화소로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 가장자리를 구성하는 화소 세트를 두 개의 화소 서브 세트, 즉, 렌즈 안쪽에
서 가장자리쪽으로 전이하는 서브 세트와 바깥쪽에서 가장자리쪽으로 전이하는 서브 세트로 분할하여 상
기 비교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는 렌즈 안쪽에서 렌즈 가장자리쪽으로 전이하는 화소 서브 세트의 화소들간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을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는 렌즈 바깥쪽에서 렌즈 가장자리쪽으로 전이하는 화소 서브 세트의 화소들간
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는 렌즈 안쪽에서 렌즈 가장자리쪽으로 전이하는 화소 서브 세트의 화소들과 
렌즈 바깥쪽에서 가장자리쪽으로 전이하는 화소 서브 세트의 화소들간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
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13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에 의해 설정된 관계가 렌즈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화소들의 불연속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14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에 의해 관계가 렌즈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화소들의 세기의 기울기 편차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1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에 의해 설정된 관계가 렌즈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화소들의 위치의 반지름 편
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1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에 의해 설정된 관계가 렌즈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화소들의 위치의 공간 미분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17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에 있어서, 여러개의 화소들로 구성된 안과용 렌즈의 영상을 최소한 한 전자기 주
파수 동안 포착하는 단계와; 상기 영상을 각 화소에 한 한 세트의 전기적인 값으로 변환하는 단계와; 
영상내에 있는 화소를 시작 화소를 관심 화소로서 선택하는 단계와; A) 상기 관심 화소가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B) 아무런 독특한 특성도 갖지 않는 관심 화소에 해서는; 1) 렌즈 가장자리
를 횡단하는 경로를 따라 관심 화소를 또다른 화소로 변경시키는 과정과, 2) 상기 단계 A)를 반복하는 과
정과, C) 독특한 특성을 갖는 화소에 해서는: 3) 관심 화소의 전기적인 값과 인접 화소의 전기적인 값
을 비교하는 과정과, 4) 관심 화소를 상기 특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인접 화소로 변경시키는 과정과, 5) 
관심 화소가 상기 특성의 완료를 나타낼때까지 상기 과정 3),4)를 반복하는 과정과, 6) 상기 단계 C)에서 
얻은 화소 세트가 렌즈 가장자리를 나타내는지 결정하는 과정과, D) 렌즈 가장자리를 나타내지 않는 화소 
세트들에 해서는 상기 단계 B)를 반복하는 단계 및, E) 렌즈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화소 세트들에 해
서는, 화소 세트의 관계를 사전 설정된 관계와 비교하여 렌즈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인 값은 위치 및 영상의 세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시작 화소는 렌즈의 중심 근처에 위치되며, 렌즈 가장자리를 횡단하는 경로는 렌즈의 
중심에서 나온 반지름을 따르는 경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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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렌즈의 합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렌즈 가장자리를 나타내지 않는 화소 세트를 사
전설정된  관계와  비교하는  단계를  상기  단계  D)에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독특한 특성이 영상 세기의 변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렌즈의 가장자리 특성을 갖는 3개 이상의 점들로 구성된 세트를 최소한 하나 이상 취하
여서 렌즈의 중심 근사값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인 값이 위치 및 영상 세기 기울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독특한 특성이 영상 세기 기울기의 절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
사 방법.

청구항 25 

안과용 렌즈를 검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렌즈 조명용 광원과, 다수의 화소들로 구성된 영
상이 들어있는 수용기를 구비하여, 상기 광원에 의한 렌즈 영상을 포착할 수 있게 위치된 카메라와; 상기 
수용기의 각 화소를 때리는 광을 상기 화소를 때리는 광의 세기와 관련된 전기적인 값으로 변환시키는 수
단과; 각 화소에 관련된 상기 전기적인 세기값을 상기 수용기 필드의 위치와 관련된 값과 함께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수단 및; 상기 전기적인 세기값과 상기 위치값을 기억하는 상기 메모리에 사용가능하게 접촉
되며, 상기 값들을 검색할 수 있게, 화소 세트들로 구성된 렌즈 형성을 식별하기 위해 화소들간의 세기값 
및 위치값을 비교하는 명령들을 포함하고 렌즈를 불합격시킬 특성들에 한 명령도 포함하는 디지털 컴퓨
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과용 렌즈 검사 및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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