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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패턴 매칭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패턴  매칭방법  및  장치를  사용한  완전  자동  와이어  본더용 패
드패턴 위치인식장치의 블록회로도.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장치에서 마스터 패턴 형성회로의 블록도.

제3도는 제1도에 도시된 장치에서 프레임 메모리에 기억된 영상화면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제4a도, 제4b도 및 제4c도는 제3도에 도시된 추출영역과 매칭도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마스터 패턴 형성회로의 블록도.

제6도는 제5도에 도시된 회로를 설명하기 위한 마스터 샘플의 화상을 도시한 도면.

제7도는  제5도에  도시된  회로에서  각  추출패턴  크기와  유사한  패턴  매칭도  사이의  관계의  일예를 보
여주는 그래프.

제8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마스터 패턴 형성회로의 블록회로도.

제9도,  제10도  및  제11도는  영상패턴의  여러  형상에  대한  마스터  패턴의  위치와  패턴  매칭도  사이의 
상관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12a도,  제12b도  및  제12c도,  및  제13a도,  제13b도  및  제13c도는  제8도에  도시된  회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매칭도 곡선의 제1차 미분값 및 제2차 미분값을 보여주는 그래프.

제14도는 제5도에 도시된 추출회로, 추출크기 명령회로 및 패턴 매칭 제어회로의 블록회로도.

제15도는 제2도에 도시된 유사한 패턴 검출회로의 블록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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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a도 및 제16b도는 제2도에 도시된 패턴 매칭회로의 블록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샘플공급기구                                 2 : 마스터샘플

3 : 물체샘플                                       4 : TV카메라

5 : A/D 변환기                                   6 : 프레임 메모리

7 : 마스터 패턴 메모리                        8 : 마스터 패턴 형성회로

9 : 패턴 매칭회로                               10 : 제어회로

11 : 본딩기구                                     83 : 유사 패턴 검출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패턴인식장치,  특히 패턴 매칭이 처리될 때  최적 마스터 패턴이 정량적으로 선택될 수 있
는 패턴 매칭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원  발명자는  이미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  59-4130호에  마스터  패턴  추출방법에  대하여  밝힌  바가 
있다.  이  공보에는  패턴  매칭에  있어서  마스터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방법에는 
단지  작업자에  의해  지시된  마스터  패턴의  적당성만이  검사되었으며  마스터  패턴형성의  최상의 방법
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작업자에  의해  지시된  마스터  패턴은  단지  그것이  영상화면에서 유
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검사가  되었다.  가장  적당한  마스터  패턴  즉, 영상내에
서 다른 패턴과 최소 유사성을 갖는 가장 특이한 특징을 갖는 마스터 패턴이 선택되지 않았다.  또한 
이것은 작업자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작업자를 위한 작업부하의 감소가 거의 없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마스터  패턴을  포함하는  마스터  샘플을  픽업하여  가장  특이한  특징으로  갖는 패턴
을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개념에  따른  가장  적당한  마스터  패턴이  자동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작업
자에  의한  조작이  필요없는  패턴  매칭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특이한  특징을  갖는, 
즉  다른  패턴에  대해  최소의  매칭도(matching  degree)를  갖는  영상화면내의  마스터  패턴이  선택되어 
기억되며  이  마스터  패턴을  사용하여  패턴  인식을  통하여  높은  인식률  및  높은  정확도의  위치선정을 
하는 패턴인식이 수행된다.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르면  마스터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영상으로부터  소정  크기를  가진  패턴을 
연속적으로  추출하는  단계,  영상내에  모든  다른  패턴과  각각의  추출된  패턴을  상호  대조하는  단계, 
다른  패턴에  대해  최소  유사성을  갖는  추출된  패턴을  마스터  패턴으로서  기억시키는  단계  및  물체 
패턴을  포함하는  영상과  마스터  패턴사이의  패턴  매칭  절차에  의해  물체패턴을  식별하는  단계로 이
루어지는 패턴 매칭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샘플공급기구위에  놓여진  샘플의  영상을  픽업하기  위한 영상픽업시스
템,  영상픽업시스템으로부터의  아날로그  픽업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시키는 아날로그-디지탈
(A/D)  변환기  회로,  A/D  변환기  회로의  출력을  수신하기  위한  물체패턴  메모리,  물체패턴  메모리에 
접속된  마스터  패턴  형성회로,  마스터  패턴  형성회로에  접속된  마스터  패턴  메모리,  및  물체패턴 메
모리  및  마스터  패턴  메모리에  접속된  패턴  매칭회로로  구성되며,  상기  마스터  패턴형성되로는 물체
패턴  메모리내에서  가장  특이한  패턴부분을  검출하여  마스터  패턴  메모리내에  그  검출된  패턴부분을 
기억시키는 특이한 패턴 검출회로를 포함하는 패턴 매칭장치가 제공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패턴  매칭방법  및  장치를  사용한  완전  자동  와이어  본더용 패드
패턴  위치인식장치의  블록회로도를  보여준다.  샘플공급기구(1)는  마스터샘플(2)  또는  그위에 놓여져
서  인식될  물체  샘플(3)을,  예를  들어  TV카메라(4)와  같은  영상픽업  시스템내로  도입시킨다. TV카메
라(4)에  의한  픽업신호는  아날로그-디지탈(A/D)  변환회로(5)를  통하여  디지탈  신호로  변환되어 프레
임  메모리(6),  즉  물체패턴  메모리에  기억된다.  물체샘플(3)이  샘플공급기구(1)  위에  놓여지고 마스
터  패턴이  마스터  패턴  메모리(7)에  기억되어  있을  때,  패턴  매칭회로에서  마스터  패턴과  프레임 메
모리(6)내의  물체패턴의  영상  사이의  비교(패턴  매칭)가  이루어지며,  마스터  패턴에  고정도로 매칭
된  패턴부가  원하는  패드  위치로서  제어회로(10)에  보내어진다.  제어회로(10)는  위치선정정보를 이
용하여 본딩기구(11)를 제어하며 그 후 자동와이어 본딩이 수행된다.

한편  마스터  패턴의  형성에  있어서는,  마스터  패턴  형성회로(8)에서,  샘플공급기구(1)  위에  놓여진 
마스터  샘플(2)로부터  픽업되어  프레임  메모리(6)내에  기억된  마스터  샘플  영상으로부터  가장 적당
한 패턴부가 마스터 패턴으로서 선택되며 선택된 부분이 마스터 패턴 메모리(7)에 기억된다.

상기한  마스터  패턴  형성회로(8)의  동작은  제2도  및  제3도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제2도는  마스터 패
턴  형성회로  및  이에  접속된  회로의  블록회로도이다.  마스터  패턴이  형성될  때  마스터  샘플영상은 
프레임 메모리(6)내에 기억되어 있었다. 제3도는 프레임 메모리(6)내에 기억된 영상(60)을 
보여준다.  집적회로(IC)의  칩(61)위에  사선이  그어진  패드(62)를  보여주는  영상들이  영상(60)내에 
포함된다.

추출회로(81)는  프레임  메모리(6)로부터  소영역(0,0)을  추출한다.  소영역내의  패턴이  임시적인 마스
터  패턴으로써  마스터  패턴  메모리(7)내에  기억된다.  패턴  매칭제어회로(82)는  패턴  매칭회로(9)가 
마스터  패턴과  프레임  메모리(6)내에  기억된  모든  패턴사이에  패턴  매칭을  수행하도록  한다.  패턴 
매칭회로(9)는  프레임  메모리(6)내의  패턴과  마스터  패턴  메모리(7)내의  패턴을  주사한다.  각 주사
시에,  마스터  패턴과  프레임  메모리(6)내의  대응하는  패턴부분간의  패턴  매칭도  신호  S(92)  및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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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신호  S(91)가  유사  패턴  검출회로(83)에  보내진다.  유사  패턴  검출회로(83)는  연속적으로 이송
된  패턴  매칭도  신호  S(92)를  검사하여  추출패턴의  추출위치(0,0)  이외의  가장  높은  (제1열)  패턴 
매칭도를  찾는다.  제1열  패턴  매칭도는  추출패턴(0,0)에  대해  유사패턴  매칭도 M2 (0,0)로서 기억된

다.  상기  설명에서  참고기호(0,0)는  도면에  표시된  추출패턴내의  좌측상부  모서리의  좌표를 표시한
다. 유사패턴 검출회로(83)는 마스터 패턴 결정회로를 포함한다.

추출회로(81)는  마스터  패턴  메모리(7)로  다음번  추출패턴(1,0)을  기억시키도록  작용하며  제1열 패
턴  매칭도를  찾아서  유사패턴  매칭도 M2 (0,0)를  얻는다.  상기  한  추출동작은  끝까지,  즉  프레임 메

모리(6)내의  좌표  (Xm,  Yn)까지  수행된다.  제4a도는  추출패턴(0,0)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래
프의  가로  좌표는  패턴  매칭회로(9)로부터  이송된  주사위치  신호  S(91)이며  세로  좌표는  패턴 매칭
도신호  S(92)이다.  제4a도,  제4b  및  제4c도에  있어서  좌측의  패턴은  추출패턴을  보여준다.  제4a도의 
경우에  추출패턴(0,0)은  패드패턴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사위치가  패드패턴을  포함하지  않는 부
분에  위치될때  모든  패턴  매칭도는  100%이다.  따라서  유사패턴  매칭도 M2 (0,0)는  100%이다. 제4b도

에서, 제3도의 추출패턴(x1, y1)에 대한 유사한 그래프가 도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 주사위치
(x1,y1)에서  패턴  매칭도는  물론  100%가  되며  또한  100%에  가까운  패턴  매칭도가  위치(x2,y2)에서 
얻어진다.  만약 패드가 동일한 형상일 경우 패턴 매칭도는 100%가  되며 이  값은 동시에 유사패턴 매
칭도 M2 (x1,y1)이다.  제4c도는  추출패턴(x3,y3)에  대응하지만  제4a  및  제4b도와  유사한  그래프를 보

여준다.  이  경우에  주사위치(x3,y3)에서의  패턴  매칭도는  제4b도에서와  같이  100%가  된다.  그러나 
패턴  매칭도는  주사위치(x3,y3)의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게  높은  도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유
사패턴  매칭도 M2 (x3,y3)는  제4a도  및  제4b도의  것보다  더  낮다.  추출패턴(x3,y3)은  영상(60)에서 

상당히  특이한  패턴이다.  제4a도,  제4b도  및  제4c도에서  β로  불리는  부분은  추출패턴  그  자체이다. 
이  부분들은  물론  유사패턴 매칭도(M2 )의  검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모든  추출패턴에  대응하는 모

든  유사패턴 매칭도(M2 )로부터  얻은 최소값(M2 min)을  갖는  추출패턴은  영상(60)내에서  가장  특이한 

패턴이다.  유사패턴  검출회로(83)내의  마스터  패턴  결정회로가  마스터  패턴으로서 M 2  min을  갖는 추

출패턴을 결정할 경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패턴 매칭처리가 수행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종래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결정되는  추출패턴에  대한  유사패턴 매칭도(M2)

는  작업자에  의해  검사된다.  만약 M2 ＜α인  경우  추출패턴은  마스터  패턴이  된다.  만약 M2 α인 경

우 추출패턴은 마스터 패턴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기 과정에 의해 형성된 마스터 패턴은 본 실
시예에서와 같이 항상 가장 적절한 마스터 패턴,  즉  다른 추출패턴과 가장 낮은 유사도를 갖는 패턴
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이  실시예에서는  작업자에  의해  지금까지  결정되며  지시된  마스터  패턴의 
형성이  자동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수행되며  그  결과  완전  자동  와이어  본더용  고성능  패드패턴 위치
인식장치가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제2실시예를  제5도  및  6도를  참고로  하여  설명된다.  제1실시예에서는  추출영역의 크
기가  미리  결정되며  그  크기에  한정된  가장  상이한  패턴이  검출된다.  제5도는  제2실시예에  따른 마
스터  패턴  형성회로(8)의  블록회로도를  보여준다.  제2실시예와  제2도에  표시된  회로  사이의  차이는 
추출크기 명령회로(84) 및 추출크기 결정회로(85)가 더 있다는 것이다.

추출크기  명령회로(84)는  추출회로(81)에  소정의  마스터  샘플  영상의  최초  추출크기(제6도에서 영역
(65))를  명령한다.  추출회로는  마스터  샘플  영상으로부터  크기(65)를  갖는  영역을  연속적으로 추출
한다.  제1실시예에  도시된  바와같이  그  크기(65)에서  유사패턴 매칭도(M 2  min)는  유사  패턴 검출회

로(83)에 의해 검출된다. 유사패턴 매칭도(M2 min)는 추출크기 결정회로(85)에 이송된다.

그후  추출크기(65)를  다음크기(66)로  변경시키면  추출크기  명령회로(84)는  상기  언급한  과정과 동일
한  과정을  수행한다.  이  동작이  반복될  때  각  추출크기에  대응하는  유사패턴 매칭도(M 2  min)는 제7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추출크기  결정회로(85)에서  얻어진다.  다수의  추출크기를  적용한  후, 최소값
(m 2  min)을  갖는  추출  패턴이  마스터  패턴으로서  결정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마스터  샘플 영상

내에서 다른 패턴에 대해 가장 작은 패턴 매칭도를 갖는 추출크기, 즉 가장 특이한 패턴이 
결정된다.  만약  허용값  "a"%가  유사한  패턴 매칭도(M 2  min)에  관한  마스터  패턴으로서  미리 결정되

면,  추출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하고 M 2  min의  값이  "a"%보다  더  낮아질  경우  그  때의  추출크기가 마

스터 패턴크기로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마스터 패턴크기의 결정을 빨리 할 수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제2실시예에는  어떤  크기로서  결정된  마스터  패턴  크기가  자동적으로 최적
값으로 결정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제8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마스터  패턴  형성회로(8)의  블록회로도를  보여준다.  회로(8)는 
제2도에  도시된  회로,  2차  미분회로(86)  및  피이크  간격검사회로(87)로  이루어진다.  이제 제3실시예
의 동작의 원리를 제9 및 10도를 참고로 하여 설명한다.

제9도  및  10도의  곡선(71,76)은  각각  물체패턴(73  혹은  78)과  이동  마스터  패턴(74  혹은  79)  사이의 
패턴  매칭도(제4a도,  제4b도  및  제4c도의  곡선에서  β로  언급한  부분과  대응함)를  보여준다. 곡선
(71,76)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물체패턴  및  마스터  패턴이  축방향(제9도)으로  더  긴  형상을 
포함할  경우,  마스터  패턴이  x방향으로  이동할  때  패턴  매칭도를  보여주는  곡선은  완만한  경사를 갖
는다.  반면에  제10도에  표시된  바와같이  패턴이  길이방향으로  더  긴  형상을  포함할  경우  곡선은 가
파르게  된다.  패턴  매칭을  사용한  위치식별에  있어서  곡선이  더  날카로와질수록  위치선정  정확도가 
더  높게  된다.  즉,  곡선이  제9도의  곡선(71)과  같이  완만한  경사일때  위치선정  정확도는 매칭위치에
서의 피이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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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도  및  10도의  곡선(72,77)은  마스터  패턴이  y방향으로  이동할  때  패턴  매칭도를  보여준다.  이 경
우에  곡선(72)은  날카로우며  곡선(77)은  완만하다.  상기한  바와같이  제9도의  패턴에서  y방향을  따른 
위치선정  정확도는  높으나  x방향을  따른  위치선정  정확도는  낮다.  제10도의  패턴에서는  그  반대로 x
방향을  따른  위치선정  정확도는  높으며  y방향을  따른  위치선정  정확도는  낮다.  결과적으로  제9도  및 
10도의  패턴은  모두  위치  정확도를  증가시키는데  적당하지  않은  패턴들이다.  제11도에  표시된  x  및 
y방향 모두에 날카로운 곡선을 갖는 패턴은 가장 적당한 패턴이다.

제3실시예에서는  패턴  매칭장치는  마스터  패턴이  적당한지를  검사히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8도에 도
시된  2차  미분회로(86)  및  피이크간격검사회로(87)를  포함한다.  두  회로의  동작은  제12a도,  제12b 
및  제12c도,  및  제13a도,  제13b  및  제13c도를 참고로 하여 설명한다.  제12a도  및  13a도에 표시된 곡
선은 제9도 및 10도의 곡선과 유사한 패턴 매칭회로도를 보여주는 곡선들이다. 곡선의 예리도
(sharpness)를  검사하기  위하여  2차  미분회로(86)는  각각  제12a도  및  제13a도에  있는  곡선으로부터 
제12c도  및  제13c도에  도시된  바와같은  2차  미분곡선을  형성한다.  제12b도  및  제13b도의  곡선은 그
들  사이의  중간  단계로서  1차  미분곡선이다.  2차  미분곡선은  각각  2개의  피이크를  갖는다.  피이크 
간격의  길이(1a,1b)는  제12a도  및  제13a도에  표시된  원래  곡선의  예리도에  대응한다.  간격(1a,1b)은 
피이크  간격  검사회로(87)에  의해  검사된다.  만약  간격이  소정의  허용길이  보다  더  짧을  경우 형성
된  마스터  패턴은  가장  적당한  것으로  결정된다.  만약  간격이  소정  허용길이  보다  더  길면  최초에 
선택된  마스터  패턴  대신에  예를들면  다음번  낮은  열의  패턴 매칭도(M2 )를  갖는  다른  마스타  패턴을 

받아들인다.  상기한  바와같이  제3실시예  장치를  사용함에  의해  높은  정확도로  위치를  선정할  수 있
는 마스터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

제2실시예  장치에서  추출회로(81),  추출크기명령회로(82)에  대하여  제14도를  참고로  하여  상세히 설
명한다.  그  회로는  부분적으로  다른  실시예  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제14도는  추출회로(81), 추출크
기  명령회로(84)  및  패턴  매칭제어회로(82)의  블록회로도를  보여준다.  추출시에  초기  x값을 기억시
키기  위한  x추출레지스터(811)  및  초기  y값을  기억시키기  위한  Y추출레지스터(812)는 주사개시점(도
면의  좌측  상부  지점)의  좌표값을  기억하며  X어드레스  계수기(813)  및  Y어드레스  계수기(814)에 정
보를  공급한다.  X어드레스  계수기(813)  및  Y어드레스  계수기(814)는  프레임  메모리(6)의  어드레스를 
지시한다.  X크기레지스터(815)  및  Y크기레지스터(816)는  각각  어드레스  계수기에  x  및  y방향을  따른 
추출크기를  지시한다.  추출크기  명령회로(84)는  X크기계수기(841)  및  Y크기계수기(842)로 이루어진
다.  X크기계수기(841)  및  Y크기계수기(842)는  각각  X크기레지스터  및  Y크기레지스터에  추출크기를 
지정하는  정보를  공급한다.  패턴  매칭  제어회로(82)는  플립플롭(821)으로  이루어진다. 플립플롭
(821)은  Y크기레지스터(816)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여  그  신호에  의해  세트되며  패턴  매칭회로(9)에 
시동신호를 공급하여 패턴 매칭회로(9)로부터의 종료신호에 의해 리세트된다.

제15도는 제1, 제2 및 제3실시예의 장치에 사용된 유사 패턴 검출회로(83)의 블록회로도를 
보여준다.  패턴  매칭회로(9)로부터의  패턴  매칭도  신호  S(92)는  비교기(831)에  공급됨과  동시에 Max

레지스터(832)에  공급된다.  비교기(831)는  신호  S(92)의  값(A)과 Max 레지스터(832)의  값(B)을 비교한

다.  만약 A B이면  래치신호가  비교기(831)로부터 Max 레지스터(832)로  보내지며  신호  S(92)의 값(A)

은 Max 레지스터(832)에  기억된다.  비교기(834)는 Max 레지스터(832)의  값(C)과 Min 레지스터(833)의 값

(D)을  비교한다.  만약 C D이면  래치신호가  비교기(834)로부터 Min 레지스터(833)에  공급되며 Max레지

스터(832)로부터의  값(C)이 Min 레지스터(833)에  기억된다.  앞에서  언급된 M 2  min의  데이타는 Min레지

스터(833)에 기억된다.

제16a도  및  제16b도는  제1,  제2  및  제3실시예의  장치에  사용된  패턴  매칭회로(9)의  블록회로도를 보
여준다.  프레임  메모리(6)는  프레임  메모리(6)용  메모리  제어기를  통하여  데이타  버퍼(DB)  및 디코
우더(DC)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프레임  메모리(6)는  물체패턴의  데이타를  시프트 레지스터
(91)를  통하여  코렐레이터(correlator)-1(93)에  있는  시트프레지스터(931)  및  코렐레이터-2(94)에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941)에  공급하여  병렬신호를  직렬신호로  변환한다.  또한  마스터  패턴 메모리
(7)로부터의  마스터  패턴데이타는  물체  패턴  데이타에  대한  것과  같이  시트프  레지스터(92)를 통하
여  코렐레이터(93)에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933)  및  코렐레이터(94)에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943)에 
공급한다.  시프트  레지스터(931,941)의  출력과  시프트  레지스터(933,943)의  출력과의  사이에  반전 
배타논리함이  배타적  NOR게이트(932,942)를  통하여  하나씩  행하여진다.  배타적  NOR게이트(932)의 출
력은  가산기(951)를  통하여  배타적  NOR게이트(942)의  출력에  가산된다.  이  동작에  의해  프레임 메모
리(6)의  패턴과 마스터 메모리(7)의  패턴 사이의 비교에 의한 많은 일치 픽셀을 얻을 수  있다. 가산
의  결과가  일라인에서  얻어질때  그  결과는  데이타  메모리(90)에  기억된다.  데이타  메모리(90)내의 
데이타는  메모리  제어기(901)에  의해  제어되며  데이타  레지스터(96)를  통하여  가산기(952)에 가해져
서,  다음번  일라인  비교의  결과,  즉  가산기의  출력(951)에  가해진다.  가산된  값은  데이타 메모리
(90)의  기억된  값을  갱신한다.  상기한  바와같이  데이타  메모리(90)에는  프레임  메모리(6)내의 패턴
과  마스터  패턴  사이의  일프레임의  패턴  매칭도가  얻어진다.  패턴  매칭도는  신호  S(92)의  형태로서 
유사  패턴  검출회로(83)에  보내진다.  주사위치  신호  S(91)는  메모리  제어기(901)로부터  유사  패턴 
검출회로(83)에 보내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마스터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영상으로부터  소정크기를  갖는  패턴을  연속적으로  추출하는  단계, 
영상내의 모든 다른 패턴과 각  추출된 패턴을 상호 대조하는 단계,  다른 패턴에 대해 최소 유사성을 
갖는  추출된  패턴을  마스터  패턴을  마스터  패턴으로서  기록시키는  단계,  및  물체패턴을  포함하는 영
상화  마스터  패턴  사이의  패턴  매칭절차에  의해  물체패턴을  식별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상기 마스
터  패턴의  자동기록은  마스터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터  샘플의  영상을  픽업하는  단계,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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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영상의  초기점으로부터  소정  마스터  패턴크기를  갖는  패턴을  연속적으로  추출하는  단계, 마스
터 샘플 영상의 전영역에서 각각의 추출된 패턴을 주사하는 단계,  각  추출된 패턴과 모든 다른 패턴
들 사이의 최대 매칭도인 각  추출된 패턴의 유사 매칭도를 선택하는 단계,  및  최소 유사매칭도를 갖
는  추출된  패턴을  마스터  패턴으로서  기록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매칭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추출패턴크기를  연속적으로  변경하는  단계,  상이한  추출크기를  갖는  패턴에  대해 
패턴 매칭도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매칭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패턴의  자동기록은  ;  마스터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마스터  샘플의 
영상을  픽업하는  단계,  마스터  샘플  영상의  초기점으로부터  소정의  마스터  패턴크기의  패턴을 연속
적으로  추출하는  단계,  마스터  샘플  영상의  전영역에서  각  추출된  패턴을  주사하는  단계,  각  추출된 
패턴과  마스터  샘플  영상내의  모든  다른  패턴간에  패턴  매칭도를  계산하는  단계,  각  추출된  패턴과 
모든  다른  패턴  사이의  최대  매칭도인  각각의  추출된  패턴의  유사매칭도를  선택하는  단계,  각 주사
위치에  대해서  패턴  매칭도의  파형을  계산하는  단계,  패턴  매칭도의  파형을  2차  미분하는  단계,  2차 
미분파형의  피이크간의  간격길이를  측정하는  단계,  및  측정이  소정  범위내에  있도록  최소 유사매칭
도를  갖는  추출된  패턴을  마스터  패턴으로서  기록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매칭방법.

청구항 4 

샘플공급기구위에  놓여진  샘플의  영상을  픽업하기  위한  영상  픽업  시스템(4), 영상픽업시스템으로부
터의  아날로그  픽업신호를  디지탈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한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회로(5), 아날로
그-디지탈  변환기  회로의  출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물체  패턴  메모리(6),  물체패턴  메모리에  접속된 
마스터  패턴  형성회로(8),  마스터  패턴  형성회로에  접속된  마스터  패턴  메모리(7),  및  물체패턴 메
모리  및  마스터  패턴  메모리에  접속된  패턴  매칭회로(9)로  이루어지며,  상기  마스터  패턴 형성회로
(8)는  마스터  패턴영상을  포함하는  물체패턴  메모리로부터  마스터  패턴크기를  갖고  있는  패턴신호를 
연속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추출회로(81),  각각의  추출된  패턴신호와  물체패턴  메모리내의  모든  다른 
패턴신호  사이의  패턴  매칭도를  계산하기  위한  패턴  매칭회로를  구동하는  패턴  매칭제어회로(82), 
제1열  유사패턴  및  각각의  추출된  패턴의  유사매칭도를  검출하기  위한  유사  패턴  검출회로(83),  및 
최소유사  매칭도를  갖는  제1열  유사패턴을  검출하여  검출된  제1열  유사패턴에  대응하는  추출패턴을 
마스터  패턴으로서  결정하기  위한  마스터  패턴  결정회로를  포함하며,  물체  패턴  메모리(6)로부터 가
장  특이한  패턴부를  검출하고  마스터  패턴  메모리(7)로  그  검출된  패턴부분을  기억시키기  위한 특이
패턴 검출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매칭장치.

청구항 5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패턴  결정회로는  추출패턴크기를  연속적으로  변경시키며  상이한 패턴
크기를  갖는  추출패턴에  대해  패턴  매칭도를  계산하기  위한  회로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매칭장치.

청구항 6 

제5  또는  7항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특이패턴  검출회로는  ;  주사위치에  따라  계산된  패턴 매
칭도  및  이에  대응하는  패턴  매칭도의  파형을  2차  미분하기  위한  2차  미분수단(86),  및  2차 미분파
형의  피이크간격  길이를  측정하고  이  피이크  간격길이를  소정값과  비교하여  비교된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피이크 간격 결정수단(87)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매칭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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