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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CON 소개
HALCON은 최첨단의 머신 비전 소프트웨어입니다. HALCON은 포괄적인 머신 비전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항상 최신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무가 무엇이든, HALCON 은 그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비전 개발 환경
전문적인 영상 처리 툴은 영상처리 오퍼레이터들의 집합체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 처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프로세스 컨트롤이나 데이터 베이스 접근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조명과 영상 취득 장치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 그리고 다른 많은 기계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총체적인 솔루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영상처리 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또한
전체적인 개발 과정에 쉽게 통합될 수 있는 적응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HALCON은 모든 중요한 측면을 고려합니다:
z

소프트웨어 개발은 HDevelop과 HDevEngine으로 이루어진 HALCON의 IDE(통합
개발 환경)로 지원됩니다. HDevelop은 영상처리 업무의 빠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형 개발 툴입니다.

HDevEngine을

통해 직접적으로 HDevelop

프로그램과

프로시져들을 여러분의 C++, C#, Visual Basic, C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안으로 HDevelop 프로그램과 프로시져들을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내보내기(export) 할 수 있습니다.
z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매뉴얼들은 고급 주제의 자세한 논의까지 모든 레벨을 다룹니다.

z

매뉴얼은 솔루션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한 수백 개의 예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솔루션은 개발 시간을 줄이는 템플릿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z

마지막으로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은, HALCON은 고유의 오퍼레이터들을 통합하거나
특정 시스템에서 전문화된 하드웨어 부분에 접근하기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을 위해

개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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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라이브러리(Vision Library)
HALCON은 전문적인 비전 라이브러리의 모든 요구조건들을 충족합니다:
z

많은 다른 장치들로부터의 영상 취득에서부터 전문적인 형태의 기반 (shape-based)
매칭까지 영상처리의 모든 표준화된 종류와 고급 유형을 위한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z

영상처리 기능과는 별개로, HALCON은 머신 비전 애플리케이션의 상황에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툴들을 제공합니다. 예로 소켓이나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한 통신이나, 파일
처리, 데이터 분석, 산술 오퍼레이션, 분류 등입니다.

z

HALCON은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멀티 프로세서나 멀티 코어 하드웨어를
이용하기 위해 병렬화의 유연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z

HALCON은 32k x 32k 보다 더 큰 이미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HALCON XL)

z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

HALCON

라이브러리는

최종소비자에게는

보이지

않으며

설치단계에서 최소한의 리소스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OEM 개발자들에게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1.1 주요 기능
첨단 기술
표준 머신 비전 방식의 완전한 세트에 더해서, HALCON 은 머신 비전 라이브러리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3D 카메라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형태와 컴포넌트 기반 매칭,
서브 픽셀 정확도의 엣지와 라인 추출, 서브 픽셀 외곽선 프로세싱, 3D 매칭, 임의의 관심영역과 그
외의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 합니다.
이 것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알려진 많은 기능들이 HALCON에선 더 좋은 성능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생물형태학(morphology)는 다른 제품들 보다 최대 100배까지 빠르고 또한
더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1800개 이상의 오퍼레이터들 덕분에, HALCON은 이미지가 처리되고 분석되는 연구, 개발, 생산 등
모든 영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고객들이 이미 그들의 머신 비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HALCON을 사용합니다.

투자 보호
HALCON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완벽한

독립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운영

시스템으로

옮기십니까? HALCON은 64비트 시스템을 포함해서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플랫폼의 다양한
범위를 지원합니다. C++ 에서 C#으로 옮기시길 원하십니까? HALCON 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환경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커지고 더 많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합니까?
멀티 프로세서나 멀티 코어 컴퓨터로 옮기면 HALCON은 자동으로 실행된 프로그램을 병렬화 시킬
것입니다 (21페이지 2.1.3장 참조). 마침내 HALCON이 GenICam, GigE Vision 그리고 IIDC
1394를 포함하는 수백 개의 산업용 카메라와 프레임 그레버들과 즉시 사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영상 취득 하드웨어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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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제품화 (Prototyping)
많은 경우에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빠른 시간 내에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ALCON의 양방향 개발 환경인 HDevelop으로 여러분은 빠르게
머신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 기능이 있는 완전히 성장한 프로그램
인터프리터(Interpreter) 이외에도 HDevelop은

오퍼레이터를

제안하고 오퍼레이션의

결과를

자동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등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통합된 툴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빠르게 이미지를 검사하고 결과를 낼 수 있고, 여러분의 비전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적당한
파라미터 값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
HALCON은 포괄적인 비전 라이브러리를 제공 하지만 모든 것을 아우를 순 없습니다. 따라서
HALCON은 개방형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오퍼레이터들의 형식으로 형성된
여러분만의 비전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HALCON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27페이지 2.4.1장 참조).
만약 여러분이 HALCON이 아직 지원하지 않는 영상 취득 장치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그 장치를 위한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1.2 누가 HALCON을 이용해야 하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머신 비전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HALCON은 특별히 다음에 사용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z

비전 부품을 포함하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OEM (예: 칩 혹은 인쇄 검사,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자동차 번호판 인식, 세포분석 등)

z

특정 고객을 위한 머신 비전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자(system integrator).

z

HALCON을 다른 제품에 통합해 판매하는 재판매 업체들 (VARs).

z

직관적인

시제품화를

위한

통합개발환경

HDevelop과

연계된

라이브러리의

최고의

완성도로부터 이익을 얻는 연구 단체와 대학.

1.3 필요한 배경지식
영상처리
물론 여러분이 전문용어와 표준적인 영상처리의 방법들에 좀 더 익숙할수록 HALCON을 머신 비전
업무에 적용하기가 쉬워집니다. 솔루션 가이드 I은 여러분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HALCON의 머신 비전 방법까지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이 것들을 예제와 함께 소개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은 다양한 산업 및 응용분야에서의 예제들을 보여주고 이 예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는 참고문헌을 포함하는 29페이지 3장이나 47페이지 4장에서 시작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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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HALCON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 언어와
해당하는 개발 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프로그래머 가이드는 제공된 데이터 구조, 클래스,
오퍼레이터 호출 방법등과 같은 HALCON 언어 인터페이스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여러분은 HALCON과 해당하는 라이센스를 설치하기 위해 여러분들 플랫폼의 운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1.4 HALCON 사용의 시작
HALCON을 처음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HDevelop 의 데모

버전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이는 HALCON의 이미지 프로세싱의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한 사항은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HDevelop

데모

버전을

설치하면,

HALCON이

제공하는

앞으로

설명될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가능성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HDevelop의 간략한 소개를 위해선 23페이지 2.2장을
참고하십시오.
프로그램은 MVTec의 웹 서버에서 HALCON을 다운로드 받거나 DVD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HALCON 릴리즈(release)들이 DVD로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영상 취득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HALCON의 사용과 같은 HALCON의 최대한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역 대리점에서 무료로 임시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1.4.1 DVD로부터 HALCON 데모 버전을 인스톨 하는 법
설치 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설치 가이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1.1 윈도우
다음의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z

DVD 드라이브에 DVD를 넣으십시오. 설치 과정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installwindows 디렉터리내의 Setup.exe를 실행하십시오

z

설치

프로그램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쉬우며

여러분을

설치

과정

동안

안내해줍니다.
z

설치는 여러분에게 다른 종류들의 설치방법을 고를 수 있게 해줍니다. 데모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선 Demo를 선택하십시오.

설치 후 바로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HDevelop의 데모버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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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UNIX 플랫폼
z

DVD 드라이브에 DVD를 넣고 해당 장치를 마운트 혹은 시작합니다. 장치를 정확히
마운트하기 위해선 루트 권한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z

DVD의 최상위 디렉터리에 있는 쉘 스크립트 install-linux를 실행합니다.

z

스크립트는 HALCON의 설치 경로를 요구하며 설치되는 선택적 구성 요소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하기 위해선 바로 Enter을 누름으로써 프로그램에서 제안한 기본 설정을
수락하여 주십시오.

z

설치 후에 몇몇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알려줄 것입니다.

HDevelop의 데모버전을 시작하기 위해, 쉘에서의 hdevelop_demo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4.2 인터넷(WWW)으로부터 HALCON의 데모버전을 인스톨 하는 방법
z

MVTec의 다운로드 영역은 http://www.mvtec.com/download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z

HALCON 데모 버전과 여러분의 운영체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따르십시오.
윈도우 시스템에선 시작 메뉴에서 HDevelop 데모 버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UNIX
시스템에서는 쉘에서 hdevelop_demo 를 실행합니다.

윈도우 시스템에서, 시작메뉴의 HDevelop의 데모버전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UNIX에선, 쉘에서
hdevelop_demo를 실행하십시오.

1.5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z

이 매뉴얼
HDevelop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개발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는 15페이지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두 장들(3장-4장)은 각각 머신 비전 산업(29페이지 3장)과 애플리케이션
분야(47페이지 4장)별로 정렬된 HALCON 예제 프로그램들을 보여줍니다.

z

솔루션 가이드 I
이

매뉴얼은

많은

예제들을

포함하면서

HALCON

에서

주된

머신

비전

방법들과

HALCON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솔루션 가이드의 19페이지 1장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적합한 방법까지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z

설치 가이드
이 매뉴얼은 설치, 업그레이드 그리고 HALCON 제거에 관한 다양한 라이센스 방법과
공급의 자세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z

HDevelop 사용자 가이드
이 매뉴얼은 HALCON의 양방향 개발 환경인 HDevelop의 사용 가이드 입니다. 이것은
시각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HDevelop에서 사용되는 언어, 그 언어를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내보내기 등 그 외 많은 것들의 요소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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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프로그래머 가이드
만약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HALCON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제공된 인터페이스나 그
데이터 종류들, 클래스, 기타의 자세한 정보를 위해 이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요. 또한 이
매뉴얼은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HDevEngine을 사용해 HDevelop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z

프로그래머 매뉴얼 확장 패키지
이 매뉴얼은 확장 패키지를 통해 여러분이 만든 소프트웨어기능을 HALCON에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z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머 매뉴얼
여러분이 HALCON에서 아직 지원되지 않는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이
매뉴얼에서 여러분만의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z

솔루션 가이드 II
현재, 이 가이드는 다음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루션 가이드 II-A (영상 취득): 이 매뉴얼은 영상 취득 장치의 간단하거나 복잡한
설정들 사용법을 보여주고 다양한 타이밍 모드와 그 이상의 것들을 설명합니다.

솔루션 가이드 II-B (매칭): 여기에서 여러분은 단일 모델 이미지를 기반으로 대상체를
찾고

서브

픽셀

정확도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HALCON의

2D와

원근

(Perspective) 매칭 방법들의 사용법에 관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 가이드 II-C (2D 데이터 코드): 이 매뉴얼은 HALCON의 2D 데이터 코드리더의
사용법을 보여줍니다.

솔루션 가이드 II-D (분류): 이 매뉴얼은 이미지나 한 부위/지역을 다른 타입들의
분류자로 분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z

솔루션 가이드 III
현재 이 가이드는 다음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루션 가이드 III-A (1D 측정): 이 매뉴얼은 엣지(edge)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그

모서리의 위치와 거리를 라인과 원호(arc)에 따라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여줍니 다.

솔루션 가이드 III-B (2D 측정): 이 매뉴얼에서는 위치, 방향, 각도 같은 2차원 특징과
일반적으로 크기와 물체들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솔루션 가이드 III-C (3D 비전): 이 매뉴얼은 3D 비전 세계로의 입구입니다.
z

참고 매뉴얼 (Reference manual)
모든 HALCON 오퍼레이터들의 관련된 매뉴얼은 HDevelop, C++, C#, COM (IDL), c
문법(Syntax)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z

릴리즈 노트 (Release Note)
여러분이

HALCON의

이전

버전을

사용하셨다면,

HALCON을

설치

release_notes.html 파일에서 볼 수 있는 추가정보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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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던

폴더의

z

예제 프로그램
HALCON은 HDevelop 뿐만이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위한 광범위한 예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이 예제들은 환경변수 %HALCONEXAMPLES% 에 의해 정의된
디렉터리에서 찾을 수 있고 만약 변수가 설정되지 않았으면 하위 폴더인 HALCON을
설치했던 폴더의 example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z

지원
여러분의 지역 대리점은 HALCON에 관한 모든 질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공식 대리점은 테크닉스㈜이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teknix.co.kr이고 그 외 국가 대리점에
대해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mvtec.com/halcon/sales/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z

교육 세미나
몇몇 대리점은 여러분이 HALCON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열릴 세미나 목록을 보기 위해선 http://www.halcon.com/support/training.html
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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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HALCON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

HALCON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키텍쳐(Architecture)를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2.1의 방식을 권장합니다.
z

이미지 검사, 비전 방법의 시제품화, 그리고 비전 방법의 마지막 개발이 HDevelop 내에서
수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화, 프로세싱, 혹은 정리 같은 각각의 하위 작업을 대표하는
프로시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프로시져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결과를 받음으로써
프로시져를 호출하기 위한 테스트 환경으로만 사용됩니다.

z

완전한

어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쥬얼

스튜디오

같은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개발됩니다. HDevelop의 프로시져를 통합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시져들을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내보내기 한 후 다시 불러오기 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그림 2.1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3단계
15

여러분이 직접 HDevEngine을 사용하여 HDevlop의 프로시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다른 필요한 코드는 설정된 언어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해 구현됩니다. 마지막에 프로젝트는 컴파일(compile)되고 연결(link)됩니다.
z

HALCON 라이브러리와 연동되어 생성된 어플리케이션은 대상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거나
고객에게 보낼 수 있는 솔루션에 해당합니다.

위 3단계 접근 방식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z

HDevelop은 표준 프로그래밍 환경보다 영상 데이터에 대한 더 뛰어난 검사와 디버깅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비전 부분은 쉽게 최적화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z

여러분이 HDevEngine을 사용하고, 프로시져들의 특징을 바꾸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HDevelop 프로그램 내에서 수정 후 다시 컴파일(compile)과 연결(link)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보내기 된 코드를 사용하면, 여러분은 어플리케이션의 나머지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컴파일(compile)과 어플리케이션에 연결(link)만 다시 하면 됩니다.

z

이유는 비전 파트가 일반적인 코드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방식으로 쉽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프로젝트를 넘겨줄 필요성 없이 이 비전 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 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한 경우에, 하나 이상의
이미지와 HDevelop 프로그램이 빠르게 대리점에 보내집니다.

z

HDevelop이 여러 운영체제에서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Linux와 같은
다른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재이용 시에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HDevelop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것에 관한 정보는 23페이지 2.2장을 참고하십시오. HDevelop
에서 코드를 내보내기 하는 법은 HDevelop 사용자 가이드 381페이지 9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HALCON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25페이지
2.3장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DevEngine 사용법은 프로그래머 가이드 209페이지 7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쥬얼 C++ 같은 프로그래밍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DevEngine이나 내보내기 등의 상황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오직” HALCON 기능만 포함합니다.
도우미나 다른 GUI 요소들과 같은 HDevelop의 강력한 개발 툴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C#을 위해 HALCON은 HALCON Codelet이라는 형태로 예제 어플리케이션과 클래스로
이루어진 HDevelop의 GUI 기능의 일부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선 프로그래머
가이드의 143페이지 17.1장을 보십시오.

2.1 HALCON의 내부구성 알아보기: 컴퓨터 시스템 구성과 데이터 구조
HALCON의 컴퓨터 시스템 구성, 데이터 구조, 그리고 내부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개발되었습니다.
1.

효율적이고

2.

개방적이며

3. 표준화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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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 기술(Self-Describing)적이어야 한다.
효율성의 의미는 각 HALCON 오퍼레이터의 실행시간이 최대한 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퍼레이터 설계는 표준적인 배열이나 좀 더 복잡한 업무의 조합들이 모두 효율적 이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개방형 구조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많은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HALC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HALCON으로 불러오는 것과 HALCON의 내부데이터 접근
또한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만든 오퍼레이터와 비 표준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를
통합하기 위한 투명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개방형 시스템은 HALCON 설치 변경 없이 새
버전의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로 간단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표준화는 서명(signature), 명칭 부여, 오퍼레이터의 사용, 데이터 구조가 엄격한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것은 에러를 최소화한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HALCON은 문서에서뿐만 아니라 전문 업체를 통한 온라인상에서도 각 오퍼레이터와
해당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2.2 할콘의 기본 시스템 구성

HALCON의 기본 시스템 구성은 그림 2.2와 같습니다. 주된 부분은 방대한 오퍼레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영상 처리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확장 패키지의 형태로 여러분만의
오퍼레이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HALCON/C++ 같은 언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프로그램 언어들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스타일에서

오퍼레이터의

직접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HDevelop 또한 언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상 취득 장치에 접근하기 위해 HALCON은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라는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주 다른 영상 취득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특정
구현을 포함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때 역동적으로 로드 됩니다.
아래에서 HALCON의 오퍼레이터와 데이터 구조를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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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HALCON 오퍼레이터
HALCON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기능이 사용되어도 그 것은 오퍼레이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HALCON의 현재 버전은 1800개 이상의 오퍼레이터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대부분은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은 파라미터를 통해 선택됩니다. 전체 오퍼레이터의 목록은 참고
매뉴얼(REFERENCE MANUAL)이나 HDevelop의 다이얼로그 오퍼레이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의 중요한 특징들은
z

오퍼레이터들간의 계층적 구조(Hierarchy)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각에서 봤을
때 모든 오퍼레이터들은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z

물론 오퍼레이터들의 논리적인 그룹들은 있습니다. 이 것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처리하는
오퍼레이터들이 해당 클래스의 멤버로 사용되는 C++, NET, 그리고 COM을 위해 제공되는
클래스들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z

오퍼레이터는 입출력 파라미터 정렬을 위한 표준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2.1.2장 참조)

z

오퍼레이터의

디자인은

개방형

시스템

구성의

규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오퍼레이터를 위해 동일한 시각적
요소와 느낌을 느끼면서 HALCON을 확장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7페이지 2.4.1장 참조)
z

많은 오퍼레이터들은 멀티 프로세서나 멀티 코어 컴퓨터에서 큰 이미지를 사용할 때
프로그램의 속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인 자동 병렬화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 2.1.3장 참조)

z

2.1.2 파라미터와 데이터 구조
철학:
z

HALCON은 두 개의 기본적인 파라미터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코닉 데이터(이미지, 영역,
XLD 외곽선)와 컨트롤 데이터(정수, 문자열, 핸들 등)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z

각 오퍼레이터에 의한 파라미터들은 표준화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입력 아이코닉, 출력
아이코닉, 입력 컨트롤 데이터, 출력 컨트롤 데이터. 오퍼레이터를 위해 이 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순서는 언제나 같습니다.

z

각 오퍼레이터는 자기기술적인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표준 문서 외에도 종류
혹은 값의 목록과 같은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참고 매뉴얼이나
HDevelop 다이얼로그 오퍼레이터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z

오퍼레이터의 입력 파라미터들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매우 명확하고 간단한 의미로 결과가
나옵니다. 최대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오퍼레이터는 오직 3개
뿐입니다(set_graval, overpaint_gray, overpaint_reigion).

z

개방형 시스템 구조는 외부 데이터 통합을 위해 내부 데이터 접근을 가능케 합니다.

z

(멀티 채널)이미지, 영역, 외곽선, 튜플(배열의 종류) 등과 같이 2D 이미지 처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구조는 매우 효율적인 구현을 사용하여 지원됩니다.

낮은 레벨의 데이터 구조 (기계어와 유사한)의 자세한 내용은 확장 패키지 프로그래머 매뉴얼
59페이지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해당 타입이나 클래스는
프로그래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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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이미지
철학:
z

이미지는 아이코닉 데이터에 포함됩니다.

z

이미지의 주된 부분은 채널, 즉 매트릭스는 여러 픽셀 타입의 그레이 값(gray value)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십시오.).

z

각각의 이미지에서 도메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미지가 처리되는 부분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이 것은 관심영역(ROI) 기능을 합니다. 도메인은 HALCON의 영역이어서(2.1.2.2장
참조) 매우 유연성 (간단한 사각형에서 분리된 픽셀까지, 아래를 참조) 있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ROI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솔루션 가이드 I의 33페이지 관심영역(ROI)을
보십시오.

픽셀(Pixel) 데이터
표준 8비트 그레이 값에서 도함수(derivatives)를 설명하는 부동소수점수까지 거의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정수 값을 위해서 1,2, 그리고 4byte 버전(부호 있게 혹은 부호 없게)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부동소수점과 복잡한 이미지가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엣지의 방향이나 색조 값을 설명하기 위한
특별한 데이터 정류가 지원됩니다.

이미지 채널
채널은 이미지 매트릭스에 해당합니다. 각 영상은 임의의 개수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모든 채널은 동일한 크기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경우: 단일 채널 그레이 값을 가지는 이미지, 3채널 컬러 이미지(예: RGB), 혹은 다중
스펙트럼 센서나 텍스처 필터링의 결과로 나오는 다중 채널 이미지.

좌표계
이미지의

시작점은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픽셀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각각의

픽셀은

매트릭스에서처럼 행과 열의 좌표를 사용해서 각각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좌표는 (0,0) 에서 (높이1, 폭-1) 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원점이 왼쪽 위 픽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픽셀의 코너는 정수가 아닌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픽셀은 (-0.5, -0.5), (-0.5, +0.5), (0.5, -0.5)
그리고 (0.5, 0.5)의 모서리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1.2.2 영역
철학:
z

영역은 아이코닉 데이터에 속합니다.

z

영역은 픽셀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영역의 픽셀은 연결되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것은
임의의 픽셀들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퍼레이터 connection으로 영역은 연결된 컴포넌트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즉 연결된
픽셀들로 이루어진 컴포넌트로 나누어진단 것입니다.

z

영역의

구현은

런렝스(runlength)

인코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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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구현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인코딩은 낮은 메모리 소비, 효율적인 프로세싱, 그리고 관심영역(도메인)의 쉬운 처리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z

런렝스

인코딩을

기반으로

한

구현으로

덕분에

중복되는

영역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연결된 컴포넌트들의 팽창(dilation)의 결과로 인하여). 이 것은 상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구현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z

영역 안에 포함된 픽셀의 좌표는 주어진 이미지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 영역은 실제
이미지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팽창 연산 (dilation operation) 결과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영역이 최대 이미지까지 잘려져야 하는지 여부는 set_system 오퍼레이터와
‘clip_region’파라미터 값을 사용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

일

때

영역은

현재

이미지

크기로

잘라

내어집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나 로딩되지 않는 한, 이미지는 기본적인 크기로 (HDevelop: 512 x 512;
프로그래밍 언어: 256 x 256) 잘라 내어집니다. 원하지 않는 잘림을 방지하게 위해, 영역을
생성하거나 로딩하기 이전에 이미지를 만들거나 로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z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영역의 수는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2.1.2.3 XLDs
철학:
z

XLD는 eXtended Line Description의 약자이며 모든 외곽선과 polygon 기반의
데이터로 이루어 집니다.

z

XLD는 아이코닉 데이터에 포함됩니다.

z

edges_sub_pix 같은 서브 픽셀 정확도의 오퍼레이터는 외곽선을 XLD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z

외곽선은 2D 컨트롤 포인트의 연속이며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z

일반적으로 컨트롤 포인트 사이의 거리는 약 1 픽셀입니다.

z

XLD 대상은 컨트롤 포인트 외에 지역 속성이나 전체 속성을 포함합니다. 이 것들의
대표적인 예는 컨트롤 포인트의 엣지 진폭이나 외곽선 분할의 회귀 파라미터 입니다.

z

XLD 대상 추출 외에도, HALCON은 추가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것의 예는 주어진 특정
범위를 기반으로 한 외곽선 선택이나, 외곽선을 라인, 둥근 모양, 다각형, 평행 등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2.1.2.4 핸들
철학:
z

핸들은 컨트롤 데이터에 포함됩니다.

z

핸들은 영상 취득 장치나 형태기반 매칭을 위한 대상에 연결하는 복잡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참조대상

입니다.

효율성과

데이터

보안

이유로

모든

구조가

아니라

오직

오퍼레이터들 사이에서만 핸들이 전달 됩니다.
z

핸들은 고유한 정수 값입니다. 이 정수들은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고유한 값이며 실행 및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z

핸들이 사용되는 예는 그래픽 윈도우, 파일, 소켓, 영상 취득 장치, OCR, OCV, 측량,
20

매칭 등입니다.

2.1.2.5 튜플 모드
철학:
z

아이코닉과 컨트롤 데이터는 하나의 대상이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튜플이라 부르는 다수의
값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로, 컨트롤 변수는 값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 혹은 임의의
기본적인 데이터 형태 (정수형, 부동소수점, 문자열) 가질 수도 있으며 각각의 요소들의
타입은 다를 수 있습니다.

z

대부분의 오퍼레이터는 하나의 값(단일모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값(튜플모드)을
받습니다. 만약 area_center와 같은 오퍼레이터가 하나의 영역과 함께 불러와진다면, 하나의
값이 그 영역의 넓이와 또 다른 영역의 중앙값의 좌표를 위해 반환 됩니다.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다수의 영역들과 함께 불러와 진다면, 튜플이 원하는 값과 함께 반환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4개의 영역으로 area_center를 호출한다면, 4개의 영역에 대한 4개의 값들을
각각 포함하는 3개 튜플을 반환합니다. (영역 넓이를 위한 하나, 중심 값 좌표를 위한 2개).

z

컨트롤 튜플의 인덱스(index) 범위는 0부터 총 값들의 개수에서 1을 뺀 값입니다.
대조적으로 아이코닉 튜플의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합니다.

2.1.3 HALCON과 병렬 프로그래밍
HALCON은 스레드-세이프(thread-safe:다중 스레드에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와 재진입이
가능해 다중 스레드 프로그램과 같은 병렬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이는 다양한 스레드들이
HALCON 오퍼레이터를 동시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렬 프로그래밍 지원과 별개로 HALCON이 듀얼 펜티엄 보드처럼 멀티 프로세서나 멀티 코어
하드웨어에서 운행된다면 자동적으로 오퍼레이터를 병렬화 시킵니다. 이른바 데이터 병렬이라고도
불리는 병렬화 메커니즘은 각기 다른 프로세서들 상에서 돌아가야 하는 각기 다른 스레드들에
올라가 있는, 예를들어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를 분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개
프로세서로 이루어진 보드에서 필터링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지는 4부분으로 나누어지고, 4개의
나누어진 부분이 필터링 오퍼레이터를 실행시키는 4개의 스레드에 의해 동시에 병렬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미지와 영역을 다루기 위한 HALCON의 철학과 함께 이 형태의 병렬화는 이미지가
복사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병렬화의 정도는 병렬 오버헤드(over-head)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결적으로 최적화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이미지는 오버헤드가 병렬 스피드
향상보다 더 걸리기 때문에 병렬로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HALCON 오퍼레이터가
병렬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HALCON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보는 프로그래머 가이드 17페이지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ALCON은 일반적인 멀티 프로세서 혹은 멀티 코어 보드의 경우처럼 다중 프로세스들이 공용
메모리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오직 공유 메모리시스템에서만
스레드는 HALCON 오브젝트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고 이미지를 복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HALCON의 병렬화 기술은 워크스테이션 무리나 혹은 공유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는 멀티 프로세서, 멀티 코어 하드웨어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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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계산 장치를 지원하는 HALCON
HALCON은 어플리케이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GPU 프로세싱을 지원합니다. HALCON을
사용하면, GPU 에서의 코드 실행은 명확하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단지 켜고 끄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OpenCL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제조사에 관계없으며 그래픽 카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새로운 NVIDIA와 ATI 그래픽 카드들을 지원합니다. 호환되는 카드들은 아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z

NVIDIA: http://www.nvidia.com/object/cuda_learn_products.html

z

ATI/AMD: http://developer.amd.com/gpu/atistreamsdk/pages/default.aspx#five

항상 최신의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고 AMD를 사용시 Stream SDK 파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HALCON 오퍼레이터는 계산 장치를 지원합니다. 오퍼레이터가 계산장치를 지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참고

매뉴얼의

오퍼레이터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edges_sub_pix처럼 오퍼레이터가 계산 장치를 지원한다면 ‘Parallelization’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에

언급한바와

같이,

GPU

프로세싱은

매우

사용하기

쉽습니다.

GPU는

오퍼레이터

‘init_compute_device’로 초기내용을 설정합니다. ‘activate_compute_device’로 GPU 프로세싱은
활성화 되며 ‘deactivate_compute_device’로 비활성화 됩니다.
GPU에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CPU에서 GPU로 전송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오랜 처리시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GPU 프로세싱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권장합니다.
z

최상급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

z

높은 메모리 대역폭의 하드웨어를 사용

z

메모리 전송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많은 GPU 지원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알맞게 디자인

그러나 계산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항상 향상된 실행시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CPU
프로세싱이 다음의 경우에 더 빠를 수 있습니다.
z

사용 CPU가 이미 매우 빠를 때, 특히 멀티 코어 시스템일 경우.

z

빠른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때.

기본설정에선 GPU 연산 시 하나의 그래픽 카드가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대의 연산 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한 장치당 하나의 스레드가 사용됩니다.
연산 장치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참고 매뉴얼 (Reference manual)을 참조
하십시오. GPU 프로세싱의 제한 사항은 28페이지 2.5.2장에 나와있습니다.

2.1.5 HALCON XL
HALCON은 일반적인 크기의 이미지, 즉 32k x 32k 보다 작은 이미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라인스캔(Line Scan)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종종 더 큰 이미지, 일반적으로 높이가
32k 넘는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해서 이미지 크기에 제한이 없는
HALCON X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한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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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만약 이미지 용량이 0.5 기가를 초과 한다면 32비트 플랫폼이 아닌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z

사용된

운영체제와는

독립적으로

여러분의

시스템의

사용

가능한

메모리에

따라서

제한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6 영상 취득
현재 HALCON은 50개 이상의 프레임 그래버와 수백 개의 산업용 카메라(아날로그, 카메라 링크,
USB 2.0, IEEE 1394, GigE)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역동적으로 로드가 가능한 라이브러리(윈도우:
DLLs, UNIX: 공유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은 HALCON 라이브러리와
함께 설치됩니다. 라이브러리 이름은 접두사 hAcq로 시작하며; 접미사 xl로 끝나는 라이브러리가
HALCON XL 에 의해 사용됩니다.
앞으로 HALCON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의 간략한 개요를 설명하는데,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솔루션 가이드 II-A를 참조해 주십시오.
HALCON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는 영상 취득 장치 제조사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와
HALCON 사이를 연결하는 브리지(bridge)를 형성합니다. 이 것들은 적은 수의 오퍼레이터만을
필요로 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형성합니다.
성공적으로 영상 취득 장치를 설치했다면, HALCON 에서 그 장치에 접근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일은

open_framegrabber

오퍼레이터를

호출하는

것뿐입니다.

이

오퍼레이터는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의 이름과 몇 가지 추가정보를 지정하는데 예로 연결된 카메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후
이미지를 grab_image 혹은 grab_image_async 오퍼레이터를 호출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
HALCON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는 HALCON 라이브러리보다 좀 더 자주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것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MVTec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며 무엇보다 영상 취득 장치 제조사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추가되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능이 통합 되면, 해당하는 HALCON 인터페이스는 이에 맞추어서 바뀔
것입니다.

최신의

정보와

설명서를

포함한

인터페이스를

http://www.halcon.com/image-

acquisit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HDevelop의 빠른 시작
HDevelop은 시제품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2가지를 위한 강력한 통합 개발 환경이며 사용하기 매우
쉽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한 소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HDevelop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Develop 사용자 가이드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HDevelop을

시작을

위해‘시작->모든프로그램->MVTec

HALCON->HDevelop’을

클릭 하십시오. UNIX에서는 hdevelop를 실행시킴으로써 쉘로 부터 HDevelop가 시작됩니다.
예제를 읽어오기 위해, 메뉴에서 ‘파일 > 프로그램 열기’를 선택하십시오. 이 것은 윈도우 상에서
HDevelop예제들의

주

폴더를

보여주는

파일

선택

다이얼로그를

열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어플리케이션 영역’ 폴더의 예제들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안으로 메뉴에서 ‘파일 >
HDevelop 프로그램 예제보기’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선 파일의 실제 위치 대신 각기
다른 기준들로 분류된 예제들의 집합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다이얼로그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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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읽어온 후, 해당 프로그램 코드가 프로그램 윈도우에 표시됩니다. 사용되는 변수들은 –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 변수 뷰어에서 보여집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
1.

툴 바에서,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중지 상태에서 계속 진행 하려면
실행 버튼을 다시 클릭합니다.

2.

실행 버튼 이외에도, HDevelop은 한줄의 명령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바로 표시하는
단계적 실행 버튼도 제공합니다.‘프로시져 내부 단계적 실행’과 ‘프로시져 밖으로
나옴’ 버튼은 프로그램이 프로시져를 포함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3. 전체

프로그램을

재실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리셋’을

클릭해서

상태를

초기화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부분만 재실행 하려면, 프로그램 카운터(녹색 화살표)가
재위치될 수 있도록 원하는 프로그램 라인의 왼쪽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한 힌트:
1.

메인 윈도우의 하단에서 HDevelop은 상태 표시줄을 제공합니다. 이 상태 표시줄은 많은
경우에 유용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특히 실행 중에, 프로그램이 결과를 시각화하거나 주어진
명령어에 해당하는 사용자 입력을 받으려고 대기하기 위해 멈추었을 때 유용합니다.

2.

개별적인 프로그램 라인에 관한 정보를 위해서 해당 라인을 더블 클릭하면 사용된
오퍼레이터 이름과 해당 파라미터들이 오퍼레이터/프로시져 윈도우에 표시됩니다. 이
윈도우에서 도움말 버튼은 특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많은 프로그램이 그래픽 윈도우에서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표시할 것입니다. 수동으로
보기는 변수 뷰어 윈도우내의 아이콘을 더블클릭함으로써 가능합니다.
4. 몇몇 예제들은 프로시져를 포함합니다. 프로시져를 포함한 프로그램 라인은 편집 > 사용자
옵션 > 사용자 인터페이스 > 프로그램 리스트 메뉴에서 지정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메인
프로시져를 포함한 프로시져들간의 이동은 프로그램 윈도우내의 프로시져 콤보박스(combo
box)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많은 예제에서 배정, 산술 연산 (프로그램에서 종종 “:=”로 나타내어집니다.), , 혹은
루프와 같은 컨트롤 구조에서 일어납니다. HDevelop 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HDevelop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Develop 를 위한 추가적인 힌트:
1.

선택한 설치 타입에 따라서, 예제 프로그램의 모든 이미지들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ALCON

DVD를

넣으시거나

필요한

이미지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2.

몇몇 프로그램들은 영상 취득을 위해서 영상 취득 장치를 사용합니다. 만약 해당 장치가
사용 가능하지 않다면, 에러 메시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예제를 사용하시거나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에 맞게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HDevelop
데모가 사용될 경우 파일로부터 이미지를 읽어오는 ‘파일’을 포함한 영상 취득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HDevelop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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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그래밍 언어 내에서 HALCON 사용하기
17페이지 그림 2.2에 나타난 것처럼 HALCON은 이른바 언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은 여러분에게 쉬운 방법으로 오퍼레이터들을 호출하고 HALCON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특정

언어를

위하여

두

가지

언어

인터페이스(C,

C++)가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COM과 .NET 인터페이스는 비쥬얼 베이직, C# 혹은 델파이 같은 다른
언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관계 없이, 적합한 인터페이스 라이브 (halconc.*,
halconcpp.*, halconx.*)가 HALCON 라이브러리 (halcon.*)와 함께 어플리케이션에 연결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C 와 C++의 경우, 해당 수록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NET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해당하는 어셈블리 halcondotne.dll이 참조 되어야 합니다.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 바로 이용 가능한 예제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고 오퍼레이터들과 타입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언어 인터페이스를 위해 타입의 이름과 클래스, 오퍼레이터 명칭 부여 관례 등이 사용할
언어의 일반적인 규칙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특징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Develop,
C++, .NET(C#), COM(Visual Basic)과 C 문법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당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HDevelop, C++, .NET(C#), COM (비쥬얼 베이직), C
문법등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3.1 C++
C++ 인터페이스는 C 인터페이스보다 훨씬 더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C++의 장점과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이 사용됩니다. 예로 자동 형 변환, 생성과 소멸, 혹은 데이터들과 같이 함수들을
모아

클래스에

넣는

것이

있습니다.

C

인터페이스에서처럼,

각

HALCON

오퍼레이터의

전역함수들이 절차적 프로그래밍 형식을 위해 제공됩니다. 여기에, Hobject 클래스와 HTuple
클래스가 사용됩니다. 또한 오퍼레이터는 HDataCode2d, Hmeasure, HShapeModel와 같은 클래스의
구성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HImage 혹은 HRegion 같은 클래스가 사용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프로그래머 가이드 67페이지 3장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의 코드는 예제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이미지를 읽어서 그래픽 윈도우에 표시한 후 몇몇의
기본적인 블롭처리를 한 것입니다.

2.3.2 C#과 비쥬얼 베이직 .NET
C#과 비쥬얼 베이직 .NET 은 .NET 인터페이스를 통해 HALCON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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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과 유사하게 절차형과 객체지향형의 2가지 프로그래밍 형식이 제공됩니다. 절차형을 위해서
HObject가

아이코닉

데이터를

다루고

HTuple이

컨트롤

데이터를

다루는데

사용되는데

HOperatorSet 클래스는 모든 HALCON 오퍼레이터를 제공합니다. 객체 지향적인 형식을 위해
HDataCode2d, HMeasure 혹은 HShapeModel 과 같은 클래스들이 주요 기능을 위해 제공됩니다.
또한 HImage나 HRegion 같은 아이코닉 데이터를 위한 클래스가 사용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프로그래머 가이드 121페이지 4장을 참고 하십시오.
다음의

코드는

이미지를

읽어서

몇몇의

기본적인

블롭처리를

적용하는

간단한

C#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2.3.3 비쥬얼 베이직 6
C++과 유사하게, 절차형과 객체 지향형의 두 가지 프로그래밍 형식이 제공됩니다. 절차형을 위해서
HUntypeobjectX가 아이코닉 데이터를 다루는데 사용되고 내장형식의 Variant 가 컨트롤 데이터를
다루고 HOperatorSetX 클래스는 모든 HALCON 오퍼레이터를 제공합니다. 객체지향형을 위해서
HdataCode2Dx, HMeasureX, HShapeModelX 같은 클래스들이 주요 기능을 위해 제공됩니다.
추가적으로 HImageX 나 HRegionX같은 아이코닉 데이터를 위한 클래스가 사용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프로그래머 가이드 159페이지 4장을 봐주십시오.
다음의 코드는 이미지를 읽어서 몇몇의 기본적인 블롭처리를 적용하는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2.3.4 C
C 인터페이스는 HALCON의 지원을 받는 가장 간단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각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 이름과 파라미터 순서가 HDevelop과 동일한 하나 혹은 두 개의 전역 함수에 의해
표현됩니다.

모든

오퍼레이터는

튜플을

입력으로

받는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들은 “T_”로 시작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오퍼레이터가 모든 컨트롤
파라미터들을 위해 단일 파라미터만 받는다면, 오직 기본적인 타입 (long, double, char*)을
사용하는 간소화된 오퍼레이터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오퍼레이터들은 “T_” 라는 접두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타입(Hobject, HTuple)이 아이코닉 데이터와 컨트롤 데이터를 위해 제공되는데,
C는 소멸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clear_obj를 호출함으로써 아이코닉 데이터를 해제해주어야
합니다. 튜플을 조작하고 생성, 소멸하기 위해, 매크로가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프로그래머 가이드 181페이지 5장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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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코드는 이미지를 읽어와 그래픽 윈도우에 표시하는 예제 프로그램의 한 부분 입니다.

2.4 HALCON의 확장
2.4.1 확장 패키지 (사용자 정의 오퍼레이터)
HALCON은 새로운 오퍼레이터로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HALCON이 이미 다양한 업무를 위해
1800개 이상의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하드웨어에 접근하거나 대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은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도입하길 원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HALCON은 이른바 확장 패키지라고 불리는 형태로 C에서 구현된 새로운 오퍼레이터들의 통합을
해주는 확장 패키지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이는 C에서의 영상 데이터와 메모리 오브젝트의 쉬운
처리를

위한

사전정의된

루틴(routine)과

매크로(macro)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성공적으로 통합되면, 이는 HALCON 오퍼레이터처럼 쓸 수 있습니다. 확장 패키지
프로그래머 매뉴얼은 오퍼레이터 라이브러리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2.4.2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
비슷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는 역동적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에게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의 추가적인 변경 없이 지원되지 않는 영상
취득 장치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취득 장치를 만들고 통합하는 방법은 영상 취득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머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HALCON은 통합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소스 코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2.5 제한 사항
2.5.1 일반적인 제한 사항
HALCON XL(22페이지 2.1.5장 참조)로 인해, HALCON 이전 버전의 제한 사항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에서 HALCON 의 HALCON과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관련된
것들을 소개합니다.

z

최대 이미지 크기:
- HALCON: 32767x32767
- HALCON XL: 1073741823 x 1073741823 (2 30

z

1 × 230 - 1)

좌표 범위:
- HALCON: -32768부터 +32767
-HALCON XL: -1073741824부터 1073741823 (-2 30 부터 2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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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연산 장치와 연관된 제한 사항
현재 아래의 제한 사항이 계산 장치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22페이지 2.1.4장을 보십시오.)
텍스쳐 기반의 오퍼레이터는 그래픽 카드의 최대 크기로 제한됩니다. 현재 이 제한 크기는
8192x8192 입니다. 이 것은 다음의 오퍼레이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z

projective_trans_image, projective_trans_image_size,

z

affine_trans_image, affine_trans_image_size,

z

polar_trans_image, polar_trans_image_inv, polar_trans_image_ext,

z

rotate_image,

z

mirror_image,

z

map_image,

z

image_to_world_plane,

z

change_radial_distortion_image.

추가적인 제한사항이 아래에 있습니다.

z

모든 오퍼레이터들은 할당된 초대 블록 수가 (예: Tesla C2050에서 200MB) 제한되어
있습니다.

z

edges_sub_pix와 lines_gauss는 HALCOM XL에서 Open CL로 가속되지 않습니다.

z

edges_sub_pix와 lines_gauss는 컴퓨터 장치에서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2.5.3 영상 취득과 관련된 제한 사항
z

취득 인터페이스의 최대 숫자: 128

z

취득 인터페이스당 사용 가능한 핸들의 최대 숫자: 256

z

이미지당 가능한 채널의 최대 숫자:
- grab_image, grab_image_async: 1000
- 그 외: 무제한

z

인터페이스 특정 파라미터의 최대 수: 2048

2.5.4 확장 패키지와 관련된 제한 사항
z

파라미터의 최대 개수:
아이코닉 입력 파라미터:

9

아이코닉 출력 파라미터:

9

컨트롤 입력 파라미터:

20

컨트롤 출력 파라미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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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산업분야

3장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예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z

자동차 부품 및 제조 (3.1장)

z

전자 부품 및 장비 (31페이지 3.2장)

z

농업, 식품 (32페이지 3.3장)

z

의료 서비스 및 생명 과학 (33페이지 3.4장)

z

철, 철강 및 금속 (34페이지 3.5장)

z

기계 (35페이지 3.6장)

z

포장 (37페이지 3.7장)

z

사진 측량 및 원격 감지 (39페이지 3.8장)

z

인쇄 (41페이지 3.9장)

z

고무, 합성물, 포일 (41페이지 3.10장)

z

반도체 (42페이지 3.11장)

z

태양광, 재생 에너지, 재활용 (45페이지 3.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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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동차 부품 및 제조
3.1.1 자동차 문 위치 인식
예제: hdevelop/Applications/Position-Recognition-3D/locate_car_door.hdev
이 어플리케이션의 작업은 캘리브레이션 퍼스펙티브 디포머블 매칭(perspective deformable
matching)을 사용해서 다른 방향과 위치에 놓여진 자동차 문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델이
자동차 문의 평면 영역에서 정의 되고, 참조 포즈(reference pose)가 객체 평면에서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와 함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계산됩니다. 그 후 모든 해석을 위해, 그림 3.1에 보여지는
것처럼 디포머블 매칭을 통하여 위치가 파악됩니다.

그림 3.1: (가) 기준이 되는 자동차 문 포즈의 캘리브레이션
(나) 위치 값들과 함께 위치가 파악된 자동차 문

일반적인 디포머블 매칭과 일반 매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2-B의 124페이지 3.6장,
그리고 솔루션 가이드 111페이지 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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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자 장치 및 장비
3.2.1 딥(DIP) 스위치의 상태 검사
예제: hdevelop/Applications/Position-Recognition-2D/cbm_dip_switch.hdev

이 예제의 과제는 포장과 관련해서 하나의 스위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딥 스위치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그림 3.2 참조). 이것은 컴포넌트 기반 매칭 사용하여 해결되었습니다.

그림 3.2: a) ROI들과 딥 스위치의 모델 b)스위치의 상태와 파악된 딥 스위치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127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기반 매칭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I-B 92페이지 3.4장에서 찾으실 수 잇습니다.

3.2.2 전력 공급 케이블 검사
예제: hdevelop/Filters/Lines/lines_color.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3.3에서 나타낸 것처럼 전원 공급 케이블을 찾아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입력은 컬러로 된 전원 공급 케이블의 샘플 이미지들입니다. 이 작업은 각
케이블의 중심을 폭과 함께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서브 픽셀 정확도의 컬러 라인 추출기를
사용하면서 수행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197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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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 컬러 라인 추출기를 이해서 추출된 케이블의 중앙을 나타낸 원본 컬러 이미지;
b) 그레이 값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해당 결과

3.3 농업, 식품
3.3.1 유통기한 확인
예제: hdevelop/Applications/OCR/bottle.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3.4에 있는 병에 있는 유통기한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OCR을
사용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림 3.4(a) 원본 이미지; (b) 날짜 인식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271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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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료 서비스 및 생명과학
3.4.1 입자 분석
예제: hdevelop/Applications/Measuring-2D/particle.hdev

이 어플리케이션의 작업은 액체에서 입자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크고 밝은 개체와 낮은 명암의 작은 개체 2가지 타입입니다. 또한 노이즈가 세그멘테이션
(segementation)을 더 복잡하게 합니다. 이 작업은 블롭처리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림 3.5: 작은 입자 추출: (a): 원본 이미지; (b): 결과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52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4.2 혈관 조영술
예제: hdevelop/Filters/Lines/lines_gauss.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3.6에서처럼 심장의 X선 이미지에서 혈관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혈관들은
조영제를 사용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국부적으로 좁아진 부분(협착)을 가려내기 위해서
혈관의

폭을

추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은

서브

픽셀

정확도의

라인

사용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92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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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기를

그림 3.6: (a) 심장의 X선 이미지; (b) 추출된 혈관들.

3.5 철, 철강 및 금속
3.5.1 주조물 검사
예제: hdevelop/Applications/Measuring-2D/measure_arc.hdev

이 예제의 작업은 둥근 홈을 판 후에 주조물의 길어진 구멍들 사이 거리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림
3.7 참조). 이 작업은 1D 측정을 사용함으로써 해결 되었습니다.

그림 3.7: 구멍 사이의 거리 측정.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68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D 측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III-A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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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계
3.6.1 새겨진 문자 인식
예제: hdevelop/Applications/OCR/engraved.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3.8에서처럼 금속 표면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OCR을
사용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그림 3.8: (a) 원본 이미지; (b) 읽어진 문자들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272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6.2 도구의 외곽선 검사
예제: hdevelop/Applications/Measuring-2D/circles.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3.9에서 도구의 원형 외곽선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자동으로
추출된 관심영역(ROI)에 적용된 외곽선 프로세싱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39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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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도구의 외곽선에 맞추어진 원

3.6.3 여러 상태에서의 파이프 렌치를 찾기
예제: hdevelop/Applications/Position-Recognition-2D/cbm_pipe_wrench.hdev

이 예제의 작업은 이루어진 사전에 4개로 정의된 ROI들을 (각각의 부분마다 2개씩) 기반으로
파이프 렌치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림 3.10 참조).

그림 3.10: (a) 구성요소들을 위해 지정된 ROI들과 모델 이미지;
(b) 다른 상태에 위치한 파이프 렌치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128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기반
매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II-B 92페이지 3.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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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포장
3.7.1 혼합된 포장제품의 검사
예제: hdevelop/Applications/Completeness-Check/check_blister_mixed.hdev

이

예제의

작업은

수동으로

채워진

포장제품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기준이미지)는 올바른 조합을 보여줍니다. 이후의 이미지는 그림 3.11에서 보이는 것처럼
GMM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참조 이미지를 사용해서 검사됩니다.

그림 3.11: (a) GMM 분류기가 포장제품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합니다.;
(b): 알약이 빠져있는 결함 인식.

분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II-D, 솔루션 가이드 I의 169페이지 1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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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쿠키 상자 위치 파악
예제: hdevelop/Applications/Object-Recognition-2D/locate_cookie_box.hdev

예제에서는 디스크립터 기반 매칭으로 다른 방향의 쿠키 상자를 어떻게 찾는지 보여줍니다. 첫째로
모델과 참조 포즈가 기준 이미지로부터 산출되고, 그 후 다른 방향의 쿠키 박스를 보여주는
연속적인

이미지들에서

모델이

찾아집니다.

결과로

나오는

포즈를

사용해서

박스가

거꾸로

놓여있는지 아닌지를 그림 3.12에서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Develop에서

이

예제를

실행할

때,

모델의

트레이닝은

약

0.5초

정도

걸린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그림 3.12: 모델은 처음으로 트레이닝 되고 이 모델을 매칭하는 상자는
이 후의 이미지에서 거꾸로 위치되어있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터 기반 매칭과 일반적인 매칭은 솔루션 가이드 II-B 136페이지 3.7장과 솔루션 가이드 I의
111페이지 9장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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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진측량 및 원격 감지(탐사)
3.8.1 컬러 적외선 이미지에서 숲의 특성 분석
예제: hdevelop/Applications/Object-Recognition-2D/forest.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3.13에 있는 나무들(침엽수와 낙엽수), 초원, 그리고 도로가 있는 컬러
적외선

이미지에서

다른

개체

종류를

검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컬러

적외선

이미지이며, 특정 컬러로 인해서 도로를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컬러 프로세싱과
블롭처리를 사용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림 3.13: (a) 원본 이미지;(b)추출된 나무와 초원;(c) 추출된 도로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52페이지에서 찾을 실 수 있습니다.

3.8.2 컬러 이미지 분할
예제: hdevelop/Filters/Edges/edges_color.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3.14에 묘사된 컬러 이미지를 분할 하는 것입니다. 예제는 다중 채널 엣지
필터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해당 그레이 값 이미지를 사용할 때, 녹색의 축구 경기장은 붉은
트랙과 구분될 수 없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82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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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a) 원본 이미지; (b) 추출된 컬러 엣지, 덮여 씌워진 컬러 이미지;
(c) 추출된 그레이 값 엣지, 덮여 씌워진 그레이 값의 이미지.

3.8.3 도로 추출
예제: hdevelop/Applications/Object-Recognition-2D/roads.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3.15에 묘사된 항공 이미지에서 도로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도로 추출을
위해서 도로는 동일한 그레이 값을 가지는 2개의 평행한 엣지와 그 사이의 라인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업은 외곽선 프로세싱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림 3.15: (a)원본 이미지; (b) 확대된 이미지 부분; (c)추출된 도로들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106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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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인쇄
3.9.1 토너 카트리지의 바코드 인식
예제: hdevelop/Identification/Bar-Code/code39.hdev

이 예제는 Code 39 유형의, 그림 3.16에 나와있는 2개의 코드와 같은, 바코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Code 39 유형의 바코드는 포장물이나 그 외 많은 상품 설명에서 굉장히 폭넓게 이용됩니다.

그림 3.16: 인식된 바코드

3.10 고무, 합성 물질, 금속박(포일)
3.10.1 경계선 돌출부분 검사
예제: hdevelop/Applications/Measuring-2D/fin.hdev

이 예제의 작업은 플라스틱 부분의 바깥 경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몇몇 물체들은
무결을 요구 받는 부품에 돌출된 부분을 보여줍니다(그림 3.17 참조). 이 작업은 블롭처리를
사용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54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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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추출된 돌출부위와 경계선

3.11 반도체
3.11.1 볼(BALL)의 결합
예제: hdevelop/Applications/Completeness-Check/ball.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3.18에 묘사된 것처럼 결합된 볼들의 지름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블롭처리를 사용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림 3.18: ball bond들의 지름 측정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솔루션 가이드 I 55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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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퍼지 알고리즘을 적용한 IC 측정 및 검사
예제: hdevelop/Applications/Measuring-2D/fuzzy_measure_pin.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3.19에서 묘사된 IC의 리드 폭과 간격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1D
측정을 사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림 3.19: 리드의 폭과 간격 측정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69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D 측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III-A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11.3 움직이는 IC의 리드 측정
예제: hdevelop/Applications/Measuring-2D/pm_measure_board.hdev

이 예제의 작업은 칩의 리드 (그림 3.20)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칩이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위해 사용될 관심영역(ROIs)은 조정 되어야 합니다. 실제
측정은 1D 측정에 의해 구현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70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D 측정에
대한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III-A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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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a) 측정 ROI들이 있는 모델 이미지; (b) 정렬된 ROI에서의 리드 측정

3.11.4 여러 장의 이미지 병합-모자이크(Mosaic)으로 이미지 창출
예제: hdevelop/Tools/Mosaicking/gen_projective_mosaic.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3.21에 묘사된 길쭉한 인쇄 회로 기판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표준
이미지 크기를 사용하면서, 이미지의 대부분은 비어있을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여러 관점에서
이미지를 취득 후 포인트 기반의 매칭을 사용해서 모자이크(Mosaic) 즉 병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림 3.21: 다수의 겹치는 이미지들로부터 병합된 모자이크 이미지 생성하기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130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4

3.11.5 색에 따른 혼합 기판 위치 확인
예제: hdevelop/Applications/Completeness-Check/ic.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3.22에서처럼 인쇄 회로 기판에 있는 모든 구성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컬러 프로세싱과 블롭처리로 해결했습니다.

그림 3.22: (a) 원본; (b) 추출된 IC, 저항, 콘덴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솔루션 가이드 I 198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12 태양에너지, 재생 에너지, 재활용
3.12.1 태양광 전지 검사
예제: examples/hdevelop/Applications/Completeness-Check/inspect_solar_panel.hdev

이 예제의 작업은 태양 전지에서 결함이 있는 핑거들을 추출해 냅니다. 전형적인 문제는 태양전지의
각각의 핑거들이 그림 3.23에서처럼 부서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블롭처리와 모폴로지를
사용해서 해결했습니다.
블롭처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I 45페이지의 챕터 4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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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태양전지의 부서진 핑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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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응용분야
이 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z

바코드를 인식 (4.1장)

z

데이터 인식 (49페이지 4.2장)

z

완성도 점검 (50페이지 4.3장)

z

2D 측정 및 비교 (51페이지 4.4장)

z

3D 측정 및 비교 (52페이지 4.5장)

z

광학적 문자 판독장치 (OCR) (53페이지 4.6장)

z

2D 위치 인식 (54페이지 4.7장)

z

3D 위치 인식 (55페이지 4.8장)

z

2D 물체 인식 (56페이지 4.9장)

z

3D 물체 인식 (57페이지 4.10장)

z

로봇 비전 (58페이지 4.11장)

z

인쇄 검사 (59페이지 4.12장)

z

표면 검사 (60페이지 4.13장)

z

교통 (61페이지 4.14장)

47

4.1 바코드 인식

4.1.1 CD에 새겨진 바코드 읽기
예제: hdevelop/Applications/Bar-Codes/circular_barcode.hdev

그림 4.1 은 CD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 CD의 윗면에 바코드가 원형으로 인쇄되어 있고 이
작업은 이 원형 바코드를 읽는 것입니다. 바코드 리더가 이런 종류의 인쇄물을 직접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는 첫째로 평행한 바코드의 요소들과 같은 것으로 변형되어야 합니다.

그림 4.1: (a) 분할된 원형 모양을 나타낸 원본 이미지;
(b) 해독된 바코드와 교정된 원형 모양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242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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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데이터 코드 인식
4.2.1 칩에 새겨진 2D 데이터 코드 읽기
예제: hdevelop/Applications/Data-Codes/ecc200_optimized.hdev

이 예제는 칩 위에 새겨진 2D 데이터 코드(ECC200 형식)를 읽습니다. (그림 4.2 참조)

그림 4.2: 식별된 데이터 코드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254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D 데이터
코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II-C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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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완성도 점검
4.3.1 면도날 검사
예제: solution_guide/matching/align_measurements.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4.3에 묘사된 면도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면도날을
찾기 위해 형태 기반의 매칭을 사용하고, 날을 검사하기 위해 1D 측정을 사용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감지되고 표시됩니다. 이 예제는 솔루션 가이드 II-B의 42페이지 2.4.3.2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림 4.3: 면도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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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D 측정 및 비교
4.4.1 IC 검사
예제: hdevelop/Applications/Measuring-2D/measure_pin.hdev

이 예제의 작업은 IC의 주요 치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림 4.4 참조). 이 작업은 1D 측정을
사용하여 해결되었습니다.

그림 4.4: 리드의 치수 측정; (a) 리드들의 폭과 그 것들 사이의 거리; (b) 리드의 길이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71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D 측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III-A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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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D 측정과 비교
4.5.1 IC 검사
예제: hdevelop/Applications/Measuring-3D/resistor.hdev

이 예제의 작업은 DFF(Depth-From-Focus)를 사용해서 납땜된 구성 요소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림 4.5 참조). 여기에 지속적으로 변하는 초점으로 취득된 이미지들이 심도 이미지를 추출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림 4.5: DFF(Depth-From-Focus): (a) 입력 이미지의 순서; (b) 이미지 심도; (c) 구성
요소들의 분할

DFF(Depth-From-Focus)대한 더 많은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III-C의 179페이지 7장에서 찾을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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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광학적 문자 판독장치 (OCR)
4.6.1 서식 읽기
예제: hdevelop/Applications/OCR/ocrcolor.hdev

이 예제의 작업은 양식내의 기호들을 읽고 추출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문제는 그림 4.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호들이 정확한 위치에 인쇄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림 4.6: OCR의 예제 이미지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예제는 솔루션 가이드 I 273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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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D 위치 인식
4.7.1 PCB의 부품 위치 인식
예제: hdevelop/Matching/Component-Based/cbm_modules_simple.hdev

이 예제의 작업은 한 단계에 인쇄된 회로 기판 위의 여러 부품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림 4.7 참조).
인쇄된 회로 기판에서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다른 부품들이 장착 되며 이 부품들의 위치는 장착
과정에서의 오차 때문에 달라집니다. 빠르고 견고한 방법으로 모든 부품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
컴포넌트 기반 매칭이 사용됩니다.

그림 4.7: 컴포넌트 기반 매칭: (a) 부품들의 트레이닝; (b) 각 다른 부품들의 구성요소가
변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이미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품들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126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기
매칭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II-B의 92페이지 3.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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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D 위치 인식
4.8.1 3D 부품 포즈 인식
예제: hdevelop/Applications/Position-Recognition-3D/3d_position_of_rectangle.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4.8에 표시된 것과 같은 작업 시트의 포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3D 사각형들에 대한 포즈 추정에 의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알려진 3D 물체들의 포즈를 정하는
방법은 솔루션 가이드 III-C의 97페이지 4장에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림 4.8: 한 사각형 작업 시트의 3D 포즈 추정:
(왼쪽)물체의 경계를 밀어내서 시각화된 작업 시트의 포즈, (오른쪽) 포즈의 수치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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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D 물체 인식
4.9.1 동전 구별
예제: solution_guide/basics/matching_coins.hdev

이 어플리케이션의 작업은 원산지 국가에 따른 유로 동전의 다른 타입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각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동전들은 한 면이 다릅니다 (그림 4.9 참조). 이 작업은
각 국가 상징에 대해 하나의 모델을 사용하여 형태기반 매칭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림 4.9: 구분된 다양한 동전들.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124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태
기반 매칭에 관한 좀 더 많은 내용은 솔루션 가이드 II-B 63페이지 3.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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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3D 물체 인식
4.10.1 3D 클램프 인식
예제: hdevelop/Applications/Position-Recognition-3D/3d_matching_clamps.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4.10에서 보이는 3D 클램프를 찾고 공간에서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해당
클램프의 포즈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형태기반 3D 매칭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림 4.10: 3D 매칭: (왼쪽) 클램프가 있는 원본 이미지,
(오른쪽)이미지에서 투영된 찾은 클램프의 3D 모델과 그 포즈를 표시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148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태기반 3D

매칭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III-C의 103페이지 4.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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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로봇 비전
4.11.1 너트 집기
예제: solution_guide/3d_vision/handeye_stationarycam_grasp_nut.hdev

이 예제의 작업은 카메라와 그림 4.11에 보이는 너트의 포즈, 그리고 너트를 집어야 하는로봇의
포즈들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핸드-아이(Hand-eye)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그림 4.11: (a) 너트를 집기 위한 3D 포즈 결정, (b) 로봇의 집기 포즈.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II-C의 195페이지 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8

4.12 인쇄 검사
4.12.1 인쇄된 로고 검사
예제: hdevelop/Applications/Print-Inspection/print_check.hdev

이 예제의 작업은 그림 4.12에 묘사된 펜 클립에 인쇄되는 로고를 검사합니다.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펜이

이미지상에서

이동됩니다.

이것은

베리에이션

모델(variation

model)을

해결되었습니다.

그림 4.12: 펜 클릭에 인쇄된 로고의 검사: (a) 트레이닝 하는 이미지들;
(b) 허용된 이미지들; (c)거부된 이미지들.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내용은 솔루션 가이드 I 159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9

사용하여

4.13 표면 검사
4.13.1 표면 흠집
예제: solution_guide/basics/surface_scratch.hdev

이 예제는 금속 표면의 흠집을 검출합니다(그림 4.13 참조). 이 작업은 블롭처리를 사용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동일하지 않은 배경과 긁힌 자국이 얇은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림 4.13: 금속 표면에서의 흠집 검사: (a) 원본 이미지,
(b) 여전히 단편화 된 추출된 흠집, (c) 합쳐진 흠집을 나타내는 마지막 결과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 9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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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교통
4.14.1 교통신호 감지
예제: hdevelop/Applications/Traffic-Monitoring/detect_road_signs.hdev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전자를 돕기 위해서 도로표지판이 있는지 인도를 확인합니다. 이 작업은
디포머블 매칭을 사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스를 보여주기 위하여, 주의 표시와 막다른
길 2개의 도로 표지판에 대해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두 표지판의 모델들이 생성되고 그립
4.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거리의 장면에서 추적됩니다.

그림 4.14: 주의 표지판과 막다른길 표지판의 모델을 사용,
이 표지판들은 거리에서 추적될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솔루션 가이드 I의 111페이지 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디포머블 매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솔루션 가이드 II-B 124페이지의 3.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테크닉스㈜로 연락 주시면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교육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61
데모버전의 HALCON은 다운로드 및 무료 DVD제품
신청이 가능하며 무료 어플리케이션의

평가 서비스 또한 지원됩니다.
한국총판: 테크닉스㈜

http://www.teknix.co.kr (teknix@teknix.co.kr)

02-529-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