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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각 카메라로 촬 한 상에서 생기는 상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카메라 모델

의 추정과 검증을 통하여 각 카메라 상에서의 방사형 왜곡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 , 교정 패턴

으로부터 즈의  거리와 주 의 치 등으로 구성된 내부 라미터와 회 과 치 정보로 구성된 외부 

라미터를 찾음으로써 카메라의 왜곡 모델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추정된 카메라 모델로부터 역으로 코

을 다시 추출하여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검증된 카메라 모델을 이용하여 상의 왜곡을 보정한다. 일반 웹 카

메라와 각 카메라로부터 격자 모양의 교정 패턴을 촬 한 상을 이용하여 방사형 왜곡을 보정하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80% 이상의 개선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everely distorted images from a wide-angle camera, we propose a calibration method which 

corrects a radial distortion in wide-angle images by estimation and validation of camera model. First, we estimate a camera model 

consisting of intrinsic and extrinsic parameters from calibration patterns, where intrinsic parameters are the focal length, the 

principal point and so on, and extrinsic parameters are the relative position and orientation of calibration pattern from a camera. 

Next we validate the estimated camera model by re-extracting corner points by inversing the model to images. Finally we correct 

the distortion of the image using the validated camera model. We confirm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correct the distortion 

more than 80% by the calibration experiments using the lattice shaped pattern images captured from a general web camera and a 

wide-angl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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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CCTV 카메라, 웹 카메

라, 휴 폰 카메라, 블랙박스 카메라, 스테 오 카메

라, 각 카메라, 다방향 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가 

리 보 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상 분석  활용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을 분석하기 

해서는 우선 카메라 즈의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상의 왜곡을 보정해야 한다[1-4]. 특히, 넓은 범 를 

측할 수 있는 각 카메라로 촬 한 상은 일반 

카메라로 촬 한 상보다 왜곡, 특히 즈의 심에

서 멀어질수록 원래 치보다 안쪽 는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방사형 왜곡(radial distortion)을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5-7]. 한 카메라를 제작할 때 즈와 

상 평면(센서)이 완벽하게 수평이 아닌 형태로 착

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선 왜곡을 보정하는 것도 

필요하다[1].

이와 같은 왜곡을 보정하기 한 표 인 방법은 

카메라 모델을 정의하고, 교정 패턴으로부터 모델의 

라미터를 추정한 다음 모델의 역변환을 통해 복원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확도는 우수하지만 높은 계

산 복잡도의 문제 이 있어서, 카메라 모델의 라미

터 개수를 여서 복잡도를 이는 방법에 한 연구

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8-10]. 

본 논문에서는 Heikkila과 Silven에 의해 제안된 

카메라 모델[8]을 바탕으로 각 카메라의 왜곡 모델

을 추정하고 검증함으로써 상 왜곡을 교정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교정 상으로부터 4

개의 외곽 코 를 사용자가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내부 코 을 찾고, 이 코 들을 이용하여 카메라 

내부  외부 라미터를 추출하는 교정 단계와 추출

된 정보로부터 역으로 코 을 검증하는 단계로 구

성된다. 이 게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각 카메라 

상의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본 논문

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모델을 내부 라미터와 외부 

라미터로 나 어 정의하고, 3 에서는 제안된 왜곡 

교정 방법을 설명한다. 4 에서는 웹 카메라와 각 

카메라로 촬 한 상으로부터 카메라 모델을 찾고 

이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마지

막으로 5 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카메라 모델

3차원 실세계의 객체를 촬 하면 상 평면 는 

투  평면에 상이 맺히게 되는데, 이 때 카메라 

즈의 고유 특성  객체의 치에 따라 다른 좌표에 

투 되어 왜곡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카메라에서 획

득된 상의 왜곡을 보정하기 해서는 카메라 즈

의 고유 특성에 해당하는 내부 라미터와 카메라와 

객체 사이의 3차원 회   치 정보에 해당하는 외

부 라미터를 알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모델은 [8]에서 사용

한 모델과 유사하며, 다음 표 1에 정의된 라미터를 

알아야 상의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1]. 특히 각 

카메라의 경우 방사 왜곡 라미터를 알아야 한다. 

Focal length
Focal length of x-axis and y-axis
   

Principal point
Coordinate center point of projection 
plane    

Skew angle Angle between x-axis and y-axis (α)

Radial distortion
The distortion factor caused by the 
rounded shape of the lens     

Tangential 
distortion

The distortion factor caused by that 
lens and image planes are not 
perfectly parallel  

표 1. 카메라 모델의 내부 라미터와 외부 라미터
Table 1. Intrinsic parameters and extrinsic parameters 

of camera model

(a) Intrinsic parameter

Rotation angle
Rotation angle of object based on 
each axis    

Translation 
position

Position of object from camera's 
origin point    

(b) Extrinsic Parameter

2.1 카메라 내부 라미터 정의

표 1의 정의를 바탕으로 카메라를 원 으로 한 3

차원 실세계에 존재하는  Q=(X, Y, Z)가 이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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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면에 맺히는 의 좌표   은 다음 식 

(1)과 같다.

    (1)

방사 왜곡은 상의 심에서 멀어질수록 크게 나

타나며 가의 웹 카메라의 경우 두 개의 항으로 왜

곡을 표 할 수 있지만, 어안 즈와 같이 왜곡이 심

한 경우 세 개의 방사 왜곡 항을 사용한다. 일반 으

로 상 센서에서 한 의 방사 치는 다음 식 (2)

에 의해 조정된다. 여기서 2r 은 주 에서 떨어진 거

리를 의미하며,   는 방사 왜곡이 포함된 새

로운 치를 나타낸다.

 
 

 


 
 

 


(2)

한 선 왜곡은 두 개의 라미터 과 에 의

해 표 될 수 있으며 식 (3)과 같다.

   
 

 

  
 

 

(3)

다음으로 카메라의 내부 라미터인  거리, 주

, 비틀림 계수 등을 고려한 평면상의 의 좌표는 

  는 식 (4)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     (4)

2.2 카메라 외부 라미터 정의

카메라 외부 라미터에 해당하는 x, y, z축의 회

 각도  이동 치 정보는 일반 인 기하학  회

 행렬  이동 행렬 정보를 그 로 사용한다. 

회 의 경우는 x, y, z 축을 기 으로 차례 로 

    각도만큼 회 하는 변환행렬 R은 각각의 회

 행렬을 모두 곱하여 구할 수 있다[1]. 

     (5)

여기서 각각의 회 행렬      은 

식 (6)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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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  
sin  cos  
  

이동 벡터    는 서로 다른 두 좌표계의 원

 사이의 차이(offset)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객체 

심의 좌표계를 카메라 심의 좌표계로 변경하는 이

동 벡터     형태로 표 할 수 있으며, 객체 

좌표계의 한  는 다음 수식을 통하여 카메라 좌

표계의 로 변환된다.

   (7)

Ⅲ. 제안된 왜곡 보정 방법 

3.1 카메라 모델의 수정

앞서 정의된 카메라 모델을 바탕으로 상의 왜곡

을 보정하기 해서는 총 10개의 내부 라미터와 6

개의 외부 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라미

터를 사용할 경우 정확도는 높일 수 있으나, 그에 따

라 요구되는 계산 복잡도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한

다. 따라서 비교  향이 은 라미터의 경우 값

을 고정한 다음, 다른 라미터의 최 값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부분의 

카메라에서 비틀림 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고

려하여 비틀림 라미터의 값을 0으로 고정하 다. 

한 방사 왜곡 라미터의 3번째 항의 경우 계산 복

잡도가 무 커지므로 이 값은 코 을 추출할 때, 

사용자로부터 강의 값을 입력받아서 사용하고, 

라미터 추정 단계에서는 0으로 고정하여 문제의 복잡

도를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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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카메라 모델의 추정

본 논문에서 사용한 보정 패턴은 A1 크기의 용지

에 5cm × 5cm의 격자 모양을 가로 15개, 세로 10개 

배치하고 외부에 약간의 여백을 두어 제작하 다. 촬

된 각각의 보정 패턴 상에 해서 그림 1과 같이 

4단계를 거쳐서 코 들을 추출한다. 

(1) 단계 : 4개의 외곽 기  지정

(2) 단계 : 선택된 내부에 포함된 격자 모양의 개수 

 크기 정보를 바탕으로 기 코  추정

(3) 단계 : 추출된 코 들의 모양이 원래 치보다 

안쪽에 치해 있으면 방사 왜곡 계수 에 음수

의 값으로, 바깥쪽에 있으면 방사 왜곡 계수 에 

양수의 값으로 조정함으로써 각 코 들의 치

를 보정

(4) 단계 : 코 들을 추출

(1) Designation of 
outside datum point

(2) Estimation of the 
initial corner points

(3) Position adjustment 
with radial distortion 
coefficient 

(4) Extraction of final 
coner points

그림 1. 교정 패턴에서 코  추출 과정의 
Fig. 1 Example of coner point extraction process 

from calibration pattern

교정 패턴을 촬 한 상에 해서 의 과정을 

반복하여 코 들의 집합을 추출하고, 추출된 코

들의 집합으로부터 Zhang의 방법[11]과 Brown의 

반복 알고리즘[12]을 이용하여 카메라 모델의 라미

터를 추정한다. 이 때 교정 패턴들 사이의 치 계

를 악함으로써, 카메라를 기 으로 한 좌표에서 각 

패턴들의 회   이동 라미터도 추정할 수 있다.

즉, 실제 좌표와 추정된 왜곡 모델로 계산된 좌표 

사이의 거리의 합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정의하고 최

의 해를 찾을 수 있다.











    
 (8)











  
     



(9)

여기서 N은 학습에 사용된 교정 패턴 상의 수이

고, M은 각각의 상에서 찾은 교차 의 수이며, 

는 상의 좌표이고,     는 왜곡 모

델로 추정한 좌표이다. 

3.3 카메라 모델의 검증

추정된 카메라 모델의 라미터를 역으로 용하

여, 교정 패턴 상으로부터 코 들의 치를 계산

하고, 실제 추출된 코 들의 치와의 차이를 비교

함으로써 카메라 모델 추정의 성공 여부를 단하고, 

실패하 다고 단되면 다시 카메라 모델의 추정 과

정을 반복한다. 

Ⅳ.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데이터 

제안된 왜곡 교정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640×480 해상도의 CMOS 센서를 갖는 일반 웹 카메

라(SPC-A30M)와 다방향 CCTV 시스템(UMC-017)

에 장착된 704×480 픽셀 해상도의 동 상을 획득하는 

120° 각 CCD 카메라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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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b camera (b) Wide-angle camera

그림 2. 실험에 사용된 카메라
Fig. 2 Used cameras for experiment

각각의 카메라로 10장 이상의 교정 패턴을 획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의 왜곡 모델을 추정하 다.

다음 그림 3은 각각의 카메라에 의해 획득된 교정 

패턴의 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카메라에 의해 획득된 상의 경우 방사형 왜곡

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 Calibration pattern images acquired
by web camera

(b) Calibration pattern images acquired 
by wide-angle camera

그림 3. 카메라로 획득한 교정 패턴 상의 
Fig. 3 Examples of calibration pattern images acquired 

by two cameras

4.2 카메라 모델 추정

다음 표 2는 웹 카메라로 획득한 14장의 교정 패

턴과 각 카메라로 획득한 18장의 교정 패턴으로부

터 생성된 웹 카메라의 카메라 모델과 각 카메라의 

카메라 모델의 라미터를 나타낸다. 

Parameter
Web camera
(640×480)

Wide-angle 
camera(704×480)

Focal length
   

(1064.24, 
1063.08)

(675.85, 607.385)

Principal point   
(75.05, 
254.52)

(351.5, 
239.5)

Skew angle (α) 0 0

Radial distortion
    

(-0.2894, 0.103, 
0)

(-0.8701, 
0.7492, 0)

Tangential distortion 
  

(0.0008378, 
0.001749)

(0.001695, 
-0.005428)

표 2. 추정된 카메라 모델의 라미터
Table 2. Parameters of the estimated camera model

 

추정된 카메라 모델의 라미터 값으로부터 웹 카메

라의 경우 카메라와 교정 패턴의 거리가 106cm 정도이

고 심 의 치가 상의 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

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카메라의 경우 심 의 

치는 상의 앙과 유사하지만 방사 왜곡 계수  

선 왜곡 계수가 웹 카메라의 값보다 크게 나타남으

로써 왜곡의 정도가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된 방법으로 찾은 각 카메라의 왜곡 모델을 

그림으로 표 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에서 화살표

는 상의 각각의 치에서 왜곡이 일어난 방향과 크

기를 알려주며, 가운데 은 카메라의 주 의 치와 

상의 주 의 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거의 일치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의 결과로부터 상되는 바

와 같이 상의 심에서 멀어질수록 왜곡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 Distortion model of web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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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stortion model of wide-angle camera

그림 4. 2종류의 카메라에서 찾은 왜곡 모델의 
Fig. 4 Estimated distortion model from two types of 

camera

4.3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상 보정 

앞서 구해진 카메라 모델을 이용하여 웹 카메라에

서 획득한 상과 각 카메라에서 획득한 상의 왜

곡을 보정하 다. 성능 비교를 하여 Adove 

Photoshop CS5에서 제공하는 자동 즈 교정 도구

[13]와 어안 즈 교정 기능이 있는 RectFish 로그

램을 사용하 다[14].

그림 5는 웹 카메라 상을 보정한 실험 결과이며, 

포토샵의 즈 교정 도구를 이용한 교정 실험 결과도 

비교  우수하지만, 제안된 방법의 경우 직선 성분이 

더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a) Input image

(b) Corrected result using the auto lens calibration 
tool of Photoshop

(c) Corrected result using the proposed method

그림 5. 웹 카메라 상의 보정 
Fig. 5 Corrected examples of general web camera 

images

그림 6은 각 카메라 상을 보정한 결과를 보여

다. 포토샵 즈 보정 도구의 경우는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그림의 비교에서 제외하 다. 

RectFish 로그램의 경우도 상하의 방사형 왜곡은 

어느 정도 감소하 지만 좌우의 방사 왜곡은 거의 그

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의 경우 

상하좌우 모두의 직선 성분이 잘 드러나고 방사형 왜

곡이 보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Input image

(b) Corrected result using the RectFish program

(c) Corrected result using the proposed method

그림 6. 각 카메라 상의 보정 
Fig. 6 Corrected examples of wide-angle camera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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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각 카메라로

부터 획득한 거리별 상을 보정한 를 보여 다. 

각각의 상을 획득하기 하여 벽면으로부터 60cm, 

80cm, 100cm 떨어진 치에서 촬 하 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방사형 왜곡은 더 크게 일어나지만, 제안

된 보정 방법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왜곡도 교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제안 방법의 왜곡 보정 성능을 정량 으로 평가하

기 하여, 카메라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교정 

패턴 상에 해 교차 들(14×9=126개)을 추출하여 

성능 평가에 사용하 다. 표 3의 (a)는 각각의 축별로 

시작 과 끝 을 연결하는 직선과 찾은 교차  사이

의 평균 픽셀 거리를 비교한 결과이며, 표 3의 (b)는 

입력 상에서 측정된 값을 기 으로 각 방법을 사용

하여 어든 거리의 비율을 개선 비율로 비교한 결과

이다.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가로축과 세로축 모두 

원래의 거리에서 80% 이상의 개선 효과를 보 다.

(a) Before and after calibration of 60cm distance 
image

(b) Before and after calibration of 80cm distance 
image

(c) Before and after calibration of 100cm distance 
image

그림 7. 거리에 따른 각 카메라 상의 보정 
Fig. 7 Corrected examples according to the distance 

of wide-angle camera images

Axis Input image
Existing 
method

Proposed 
method

X 3.42 1.26 0.61

Y 5.05 0.94 0.84

XY 7.41 1.91 1.22

표 3. 왜곡 보정 성능 비교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distortion 

correction

(a) Average pixel distance

Axis Existing method Proposed method

X 63.2% 82.2%

Y 81.4% 83.4%

XY 74.2% 83.5%

(b) Enhanced ratio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20°의 각 카메라에서 획득한 

상에서 나타나는 방사형 왜곡을 보정하기 한 방법

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교정 패턴으로부터 

즈의  거리와 주 의 치 등으로 구성된 즈 

내부 라미터와 회  각도와 이동 치 정보로 구성

된 외부 라미터를 추정한 다음, 추정된 왜곡 모델

로부터 역으로 코 을 다시 추출하여 검증하고, 검

증된 왜곡 모델을 이용하여 상의 왜곡을 보정한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 실내에서 촬 한 상

으로부터 왜곡 보정 실험을 한 결과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된 교정 방법은 기 외

곽 기  지정, 내부 코 들의 추정  확정 단계

에서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자동화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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