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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n hybrid automatic focusing method has been proposed for speedy and reliable measurement and

inspection in industry. It can improve reliability of focusing position by using not a focusing measure but the hybrid one

that is incorporated with sobel operator and auto-correlation. Also, it can not only reduce control time of focusing position

using adaptive step size, but also improve accuracy of focusing position by gaussian interpolation. Its performance is

verified by experiments. It is expected that it can apply to optical system for measurement and inspection in industry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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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정밀 측정 및 검사를 위

해 비전시스템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지고 있다. 비전시

스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는 비초

점 영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획득하는 자동 정초점 위

치제어(automatic focusing position control)이다. 자동

정초점 위치제어는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영상으로부터

영상의 선명도(sharpness)를 나타내는 초점값을 측정하

고, 카메라 광학상의 축 위치를 변동시키면서 선명도가

가장 높은 위치로 카메라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송시키

는 과정이다[1,2,6]. 

정밀 측정 및 검사를 위해서는 고배율의 확대렌즈를

사용하여 서브 미크론 단위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

고, 이와 더불어 외부환경의 조명변화, 진동 등 기타

사소한 잡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영상 취득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과정 중에서 선명도

가 높은 영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자동

정초점 위치제어 기술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된다.

기존에 연구된 초점측정자(focus meaure)[2-5]는 영

상의 경계를 추출하는 연산자를 사용하는 Tenengrad,

Sum of Modified Laplacian(SML), Sum Modules Dif-

ference(SMD) 등이 있으며, 최적 초점의 위치를 탐색

하는 방법으로는 전역탐색, 이분탐색(bisection), 피보

나치(fibonacci) 탐색, Hill climbing 탐색 등이 있다. 기

존 방법들은 하나의 초점측정자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정초점위치를 탐색하기 위한 제어방법으로 고정스텝간

격(fixed step size)이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초기 정초

점의 위치가 불안정하여 방향성의 문제가 있고 또한,

제어범위에 비례하여 탐색횟수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

다. 최적 초점위치의 이송 시간은 카메라의 위치가 최

적 초점위치와의 차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

게 된다. 그 차이가 적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차가 큰 경우는 실시간 측정 및 검사를 하는데 많은 어

려움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자동 정초점 방

법은 하이브리드 초점측정자와 정초점 위치탐색 방법

을 포함한다. 하나의 초점측정자의 사용으로 인해 초점†E-mail :  kimgb@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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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방향성탐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어 보다 신

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초점측정자를 적

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한 크기의 스텝

간격 대신 현 카메라의 위치와 최적의 위치의 거리차

에 따라 적응 스텝간격을 고려한 가우시안 보간법을

적용함으로써 처리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향상시키도

록 하였다.

2.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싱

2.1. 하이브리드 초점측정자

기존에 초점값 측정을 위해 적용되는 초점측정자인

Tenengrad, SML 등의 방법들은 영상에 잡음이 섞이거

나 현재의 위치와 최적 초점 위치간의 차이가 큰 경우,

국소의 최적 초점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 최적의

초점 위치 탐색이 어렵게 된다. Tenengrad 방법은 에지

의 선명도가 초점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을

이용하여 에지의 기울기 크기의 총 누적치가 최대가

되는 위치를 최적의 초점 위치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영상에서 각 화소의 기울기의 계산은 소벨

연산자(sobel operator)를 활용한다. SML 방법은 이차

미분식으로 영상에 강한 에지 정보가 많을수록 고주파

성분이 많고, 이러한 고주파 성분의 크기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실제 실험 환경에서 SML 방법은 최적의 초

점 위치의 초점값과 그렇지 않은 위치에서의 초점값과

의 차이에 변별력이 크지 않아 최적의 초점위치를 파

악하는데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

소벨 연산자를 기반으로 하는 초점측정자를 통해 초

점값을 계산해 본 결과, 현재의 카메라 렌즈의 위치와

최적 초점 위치의 차가 적은 경우는 초점값의 미분값

이 매우 커서 최적의 초점 위치를 탐색하는데 충분하

게 초점측정자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 위치가

최적의 초점위치와의 차가 다소 큰 경우, 즉 가우시안

분포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는 초점값의 변화

가 거의 없고, 심지어 최적 초점위치 쪽의 방향에 있는

초점값이 적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초점측정자로 적

용하기에는 최적 초점위치 방향성 판별에 심각한 오차

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 카메라 렌즈의 위치가 최적

초점위치와의 거리차가 다소 큰 경우, 초점값의 변별력

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초점측정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자기상관관계(auto-cor-

relation)를 활용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측정된 초점값은 최적 초점 위치와 거리가 먼 곳의 위치

부터 최적 초점위치까지의 초점 값이 점진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적의 초점 위치 부근에서

는 초점값의 변별력이 적게 나타나 최적 초점 위치 추정

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다. 자기상관관계를 활용한 초

점측정자는 최적 초점위치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초점값에 변별력이 있어 초점측정자로 활용이 가능하고

반면, 최적 초점 위치 부근에서는 초점값 변별력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자기상관관계를 활용한 초점측정자는 식

(1) 의해 계산된다. 여기서, Cov(x, y)는 공분산(co-vari-

ance)을 의미하고 σx, σy는 각각 최적 초점 위치영상과

검사 영상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1)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초점측정자의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 각 초점측정자의 장점들을 고려한 두 개의

초점측정자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초점측정자를 적용

하였다. 일차 미분필터 중에서 에지 윤곽선 추출을 위

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소벨 연산자와 자기상

관관계를 활용하는 초점측정자를 융합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초점 위치가 최적 초점 위치 부근에

있을 경우, 소벨연산자를 이용하고, 그 위치와 많이 떨

어져 있는 있는 경우 자기상관관계 측정자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초점측정자를 적용하여 초점값을 측정함으

로써 초점값의 정확성과 이로 인한 정초점의 위치 신

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2.2. 최적 초점위치 추정

자동 초점위치 제어에서 초점측정자에 의해 초점값

이 측정된 후, 이 초점값을 분석하여 최적의 초점 위치

를 추정하고 카메라를 최적의 초점위치로 이송시키는

일이다. 최적의 초점위치 제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카메라의 이송을 위한 모터의 응답속도, 현 위

치에서의 초점값 측정 속도, 최적 초점 위치 추정을 위

한 탐색 횟수, 이송거리의 합 등을 포함한다. 최적 초

점위치로의 빠르고 정확한 카메라의 이송을 위한 방법

은 이들 각각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전역탐색은 모든 초점위치 영역에 대해 초

점값을 계산한 후 가장 높은 초점 값을 갖는 위치를 최

적의 초점위치로 결정하여 카메라를 위치시키는 방법

이다. 이것은 정확한 초점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많은 탐색 횟수로 인해 많은 제어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사용상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분탐색

은 최적 초점위치 탐색을 위한 탐색 크기가 긴 단점을

갖고 있고, Hill climbing 탐색은 일정한 탐색 간격을

갖는다. 

ρxy

Cov x y,( )
σxσy

---------------------=



가우시안보간과 적응스텝크기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싱 53

Journal of KSDT Vol. 13, No. 1, 2014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초점위치 제어시간과 정확도

를 고려한 두 단계의 자동 초점위치 제어 방법을 제안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탐색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스텝 간격 대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적응스텝

간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적응스텝간격 방법의 적용으로 초점위치 제어를 위한

탐색횟수를 줄이고, 빠른 시간내에 최적의 초점 위치 부

근으로 카메라를 위치시킴으로써 자동 초점 위치 제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적응스텝간격 설정을 위해 우선,

초점값 보정을 수행한다. 이때, 카메라 위치 4분위수

(zq1, zq2, zq3, zq4)와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초점값(Fq1,

Fq2, Fq3, Fq4)을 획득한다. 적응스텝간격은 획득된 초점

값(Fi)이 보정시 획득한 Fq1보다 적으면, 최대스텝간격

(dmax)으로 설정하고, Fq3보다 크면 최소스텝간격(dmin)이

설정된다. 여기서, Fi가 Fq1와 Fq3 사이에 존재하는 초점

값이 획득될 경우, dmin과 dmax사이에서 선형보간법(lin-

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적응스텝간격을 적용하여

오토포커싱 탐색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최적 초점위치 추정을 위해 가우시안

보간법[5]을 적용하였다. 가우시안 보간법은 가우시안

곡선의 최대값을 갖는 위치인 중앙 위치를 최적의 초

점 위치로 예측하는 방법이다. 초점값의 분포 형태는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을 하여 빠르고 정확한 최적의

초점 위치 탐색을 위해 가우시안 보간법을 적용하였다.

가우시안 보간법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는

카메라 위치와 초점값들을 적응크기의 간격 탐색을 통

해 획득하도록 하였다. 식 (2)는 카메라 위치에 따른

초점값의 가우시안 분포식을 나타낸다. 

(2)

여기서, 는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값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최적 초점위치를 나타내고, σ는 가우시안 곡선의

넓이인 편차를 나타낸다. 식 (2)에서 , σ는 식 (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Fig. 1은 적응스텝간격과 가우시안 보간법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자동 초점방법에 대한 순서도를 나타내고

있다.

(3)

3. 실 험

제안한 방법의 효용성은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Fig. 2는 실험을 위해 적용된 하이브리드 자동 초점제

어시스템이다.

이것은 크게 입력된 영상을 처리 및 분석하여 정확

한 초점이 맞는 영상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카

메라로부터 입력된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신호로 변

환하는데 사용되는 프레임그래버(frame grabber), 영상

을 입력 받기 위한 카메라부, 올바른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명부, 원하는 위치의 영상을 받기 위

해 카메라의 구동을 담당하는 카메라구동부로 구성된

Fi

1

2πσ
-------------exp

zi z–( )2

2σ
2

---------------–
⎩ ⎭
⎨ ⎬
⎧ ⎫

=

z

z

z
lnFi lnFi 1+–( ) zi

2
zi 1–

2
–( ) lnFi lnFi 1––( ) zi

2
zi 1+

2
–( )–

2 zΔ lnFi lnFi 1––( ) lnFi lnFi 1+–( )+{ }
-----------------------------------------------------------------------------------------------------------=

σ
2 zi

2
zi 1–

2
–( ) zi

2
zi 1+

2
–( )

2 zΔ lnFi lnFi 1––( ) lnFi lnFi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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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hybrid automatic foc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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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인컴퓨터부는 Pentium IV 3.2 GHz 사양을 갖는

PC를 사용하였고, 실시간 영상획득을 위해 Maxtrox사

의 프레임그래버를 활용하였고, 입력 받은 영상의 해상

도는 640*480 크기의 8비트 흑백 영상을 사용하였다.

조명은 LED 링조명을 사용하였고, 밝기 조절이 가능

하여 미세 변화에 따른 정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카메라의 구동을 위한 구동부는 3축 제어가 가능하

고, 모터의 분해능은 0.2 µm , 제어범위는 ±500 µm, 카

메라렌즈와 대상물체 사이인 작업거리는 60 mm, 카메라

렌즈의 초점심도는 3µm 이다. Fig. 3은 하이브리드 오

토포커싱을 위한 개발된 인터페이스 화면을 나타낸다.

Fig. 4는 카메라 구동부의 제어범위내에서 광학축상

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10µm간격으로 초점값을 측정하

여 각 거리마다 측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초점값은 소벨

연산자, 자기상관관계의 초점측정자로 측정된 것이다.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벨연산자 초점측정자는

최적 초점 위치에서 대폭 벗어난 경우, 현 카메라의 위

치에서 최적의 초점위치로 이동하기 위한 방향성을 찾

는데 실패하여 로컬 위치에 빠져 최적 초점 위치를 추

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반면, 자기상관관계 초점

측정자는 최적의 초점위치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는 상

대적으로 우수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향성을 파

악하기 위해 최적 초점위치와 현재 위치와의 거리에 따

라 초점측정자를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

로, 자기상관관계 초점측정자를 소벨연산자 초점측정자

와 융합한 하이브리드 초점값 측정법을 적용함으로써

초점값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Fig. 5는 카메라 구동부의 제어범위 내에서 20 µm

간격으로 광학축상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최적 초점위

치 제어를 위해 카메라 위치별 탐색한 횟수를 나타내

고 있다. 적응스텝 간격과 가우시안 보간에 의한 최적

초점추정을 위한 탐색횟수는 최소 3회, 최대 6회, 평균

4.1회로 나타났고, 고정스텝간격을 적용하는 경우는 최

소 3회, 최대 7회, 평균 4.6회로 나타났다.

또한, 탐색횟수가 감소하는 만큼 자동 초점위치 제

어 시간의 경우도 Fig. 6과 Table 1의 실험결과에 보듯

이 감소하였다. 지연시간을 포함한 고정스텝크기의 최

Fig. 2. Hybrid automatic focusing system.

Fig. 3. Human-man interface for hybrid automatic focusing

system.

Fig. 4. Focus distributions by two focus measures.Fig. 4. Focus distributions by two focus measures.

Fig. 5. Comparisons of optimal focus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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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047 ms, 최대 2,031 ms, 평균 1506 ms이었다. 반

면, 적응스텝크기의 처리시간은 최소 296 ms, 최대

531 ms, 평균 406 ms로 나타났다. 이 처리시간은 영상

취득시간과 모터의 지연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나타

낸다.

적응스텝크기에 기반한 자동초점 위치제어 방법에서

는 모터 지연시간을 제외하고 영상 획득을 포함한 자

동초점 처리시간은 평균적으로 375 ms에 불과하였다.

또한, 최적의 초점 위치제어를 위한 초점값 처리 횟수

는 평균 3 ~ 4회 정도로 매우 적은 수의 초점값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초점 수행할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방법은 고속 카메

라와 고출력, 고속 응답 등의 우수한 성능을 가진 기계

메커니즘, 모터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적용

하게 된다면 산업현장의 정밀 측정 및 검사 분야에 적

용하는데 충분히 적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밀 측정 및 검사시스템에 매우 중

요한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싱을 제안하였다.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싱에서 최적 초점위치 방향성

판별을 위해 소벨연산자와 자기상관관계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초점측정자를 적용하여 오토포커싱의 정확

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최적 초점위치 추정

은 적응스텝간격과 가우시안 보간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탐색시간의 최소화와 초점위치 추정의 정확

도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싱의

성능은 여러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그 결과 정밀

측정 및 검사시스템에 적용가능 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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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cessing time for optimal focus positioning.

Table 1. Focusing time for step size applications (ms)

 Step size

No.

Fixed

(delay)

Fixed

(no delay)

Adaptive

(delay)

Adaptive

(no delay)

1 2031 1703 531 453

2 1703 1375 453 375

3 1703 1375 453 375

4 1375 1375 375 375

5 1047 1047 296 296

6 1047 1047 296 296

7 1047 1375 296 375

7 1375 1375 375 375

8 1703 1375 453 375

10 2031 1703 531 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