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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어안 즈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을 보정하는 일반 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즈의 특성을 고려한 수학  모델링을 통한 보정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즈의 종

류와 상 없이 획득되는 상만을 통한 보정 방법이다. 즈의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는 즈의 라미터와 

실세계에 존재하는 3차원 실세계좌표와 2차원 상좌표의 계를 통해 기하학 으로 보정 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어안 즈 보정에 한 논문들은 구형태의 어안 즈를 기 으로 유도되었기 때문에 타원체 형태

의 어안 즈에 해서는 맞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어안 즈를 타원체로 모델링하여 기하학 으로 보정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보정한 결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타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General method for correcting the distortion caused by the characteristic of the fish-eye lens may be classified in two ways. 

The first method is a calibration method using a mathematical model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ns, the second 

method is a method using only the distortion correction image, regardless of the lens.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ns, calibration equation can be calculated geometrically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dimensional real-world coordinates 

and two-dimensional image coordinates and the parameters of lens. However, it is not suitable for ellipsoid type lens, because of 

existing research papers have been corrected on the spherical-type fisheye le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correcting 

geometrically using fish-eye lens as an ellipsoid model. Through a calibration picture, it can be seen that the proposed method is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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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어안 즈는 다양한 상기반 보안  감시 시스템

에서 보다 은 수의 카메라로 보다 넓은 지역의 감

시에 많이 이용된다. 하지만 상 왜곡으로 인해 시인

성이 떨어지고, 특정 상 물체에 해 오인식이나 오

분류되는 문제 을 가진다. 이러한 어안 즈의 특성으

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을 보정하는 일반 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 , 즈의 특성을 고려한 수학  모델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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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보정 방법이다. 이러한 근 방법은 가장 리 

사용되는 즈 보정 방법으로, 즈를 하나의 시스템

으로 생각하고 즈의 응답함수를 추정한다. 응답함수 

분석을 통해 즈의 열화 과정을 모델링 한 후 이 과

정에 한 역 필터링을 통하여 열화 과정을 보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학  모델링을 통한 왜곡 보정 

방법은 실제 다양한 환경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기 때

문에, 제품화 과정에 용할 경우 상치 못한 여러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1-2]. 

어안 즈의 왜곡을 보정하는 다른 방법은 즈의 

종류와 상 없이 획득되는 상만을 통한 보정 방법

이다. 이러한 방법은 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라미

터를 설정하여 이 값에 따라 왜곡 보정의 정도를 결

정하게 된다. 부분의 상을 통한 왜곡 보정 방법은 

왜곡 보정의 정도를 직선의 왜곡 정도로 단하며, 직

선에 한 왜곡 보정의 결과가 실제 직선으로 표 될 

때의 라미터를 왜곡 보정 라미터로 결정한다. 이

와 같은 방법은 즈의 수학  모델링을 통한 보정 

방법 보다 상 상에 한 분석을 통해 여러 왜곡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므로 좋은 결과를 보인다[3-6]. 

제안하는 새로운 어안 상 보정 방법은 에서 언

한 어안 즈 왜곡 보정 방법  첫 번째 방법에 속

한다. 즈의 라미터와 실세계에 존재하는 3차원 정

보  2차원 상 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실세계좌표

와 2차원 상좌표의 계를 통해 기하학 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어안 즈 보정에 한 논문들은 

구형태의 어안 즈를 기 으로 유도되었기 때문에 타

원체 형태의 어안 즈에 해서는 맞지 않는다[7-10]. 

본 논문에서는 어안 즈를 타원체로 모델링하여 기하

학 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어안 상 왜곡 보정 방법에 하여 설

명하고 제 3장에서 실험 환경  결과에 해 언 하

며 제 4장에서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어안 상 왜곡 보정 방법

2.1 즈의 특성을 반 한 타원체 모델링

보통 어안 즈의  거리와 카메라 즈의 반경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구(sphere)가 아닌 타원체로 모

델링할 필요가 있다. 그림 1과 같이 상 왜곡 상 보

정 알고리즘은 어안 즈의  거리(f)와 즈의 반

경(r)를 각각 장축과 단축으로 하는 3차원의 타원체를 

생성하고, 보정  이미지내의 즈의 학 심 (O)

을 지나는 직선과 타원체가 만나도록 보정  이미지

를 배치한다.

그림 1. 어안 즈와 보정  이미지 계
Fig. 1 Relationship between fisheye lens and before 

calibration image

좌표계(  )는 디스 이 시 에 따른 좌표

계이며, 좌표(x, y, z(=f))는 좌표계에 따라 정의된 보

정  이미지의 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보정  이미지내의 즈의 학 심 (0,0,f)과 타원

체상의 심 (0, 0, 0)을 지나는 벡터로부터 기 좌표

계의 Z축 유닛 벡터()를 정의하고, Z축 유닛 벡터

()를 기 으로 나머지의 Y축 유닛 벡터()와 X축 

유닛 벡터() 도 정의하여 기 좌표계를 정의한다. 

그림 3에서 좌표(′ ′  ′)는 보정  이미지 내

에 치하는 (x, y, z)를 좌표계(  )에 따라 

타원체상에 직교 사 시킨 을 나타낸다. 그림 3과 

같이 좌표계(  )가 정의되면 보정  이미지의 

왜곡 상을 보정하기 해, 보정  이미지내의 좌표

들을 3차원의 타원체상에 역으로 직교 사 한다. 즉, 

보정  이미지내의 좌표들은 타원체상의 표면상의 

좌표들로 변환한다. 그 결과, 타원체상의 표면으로 사

된 보정  이미지의 피사체는 다시 3차원의 피사

체로 변환되어, 실제의 3차원 장면과 같이 왜곡을 가

지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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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좌표계 부여 단계
Fig. 2 Coordinate assigning step

이때의 타원체상의 특정 좌표(x', y', z')는 보정  

이미지의 좌표(x, y, z(=f))에 해 식 (1)과 같은 

계를 가진다.

(x', y', z') = (x, y, f') (1)

그림 3. 보정  이미지내의 의 타원체 직교 사  
과정

Fig. 3 The step for ellipsoid orthogonal projection of 
the point in uncorrected image.

그리고 그림 4와 같이 디스 이 시 에서의 보정 

후 이미지를 획득하기 해, 타원체상의 표면상의 좌

표들을 타원체상의 심 에 해 원근법으로 사 하

여, 보정 후 이미지내의 좌표로 변환한다. 그 결과, 타

원체상의 표면상의 피사체는 보정 후 이미지의 피사

체로 사 된다. 이를 2차원  그림으로 보다 상세히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이 된다.

그림 4. 보정 후 이미지 획득 방법
Fig. 4 The acquisition method for after correction 

Image 

그림 5. 보정 후 이미지 획득 상세도
Fig. 5 Acquisition detail for after correction image 

디스 이 시 에서의 보정 후 이미지의 좌표값

(X, Y, Z)과 보정  이미지의 좌표값(x, y, z) 간에는 

식 (2)와 같은 계가 성립된다.

(X, Y, Z) = 

(






′ ′



×
, 






′ ′



×
, f) (2)

이에 보정  이미지내의 x값을 








′ ′



×
에 따라 변환하고, y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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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 따라 변환하면, 디스 이 

시 에서의 보정 후 이미지는 왜곡 상 보정된 피사

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2.2 후처리

방사 왜곡 보정을 해 방사상으로 펼치면 보정  

이미지내의 모든 픽셀이 보정 후의 이미지 역에 매

핑된다. 그러나 보정 후 이미지내의 모든 픽셀 에는 

보정  이미지내의 모든 픽셀과 일 일로 매핑되지 

않은 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들은 주변의 매핑된 

값으로 매워져야 매끄러운 이미지로 보인다. 이 과정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보정 

후 상을 표출한다. 체 처리 과정을 그림 7에 나타

내었다.

그림 6. 푯값 채우기 과정(3×3 경우)
Fig. 6 Filling in as a representative value(case for 

3×3) 

Ⅲ. 실험 환경  결과

실험에 사용한 어안 즈 카메라는 NCAM-180이며, 

2메가픽셀 해상도와 195° 고정타입 즈이며,  거

리는 1.47㎜를 가지고, 1/3 인치 CMOS CCD 센서로 

구성된다.

그림 8과 그림 9는 제안하는 어안 즈 카메라 왜곡 

보정 시스템에 사용한 테스트 상  보정 후 상

을 나타낸다. 보정 후 이미지 상의 꼭짓  부근은 

다소 흐리나, 이를 제외한 모든 역에서 왜곡이 보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체 왜곡 보정 시스템 흐름도
Fig. 7 Flowchart for total distortion calibration syste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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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8. 어안 상 보정 ․후 비교(1)
(a) 보정  상 (b) 보정 후 상

Fig. 8 Compare fisheye image before and after 
correction(1) (a) Before correction (b) After correction 

(a)

(b)

그림 9. 어안 상 보정 ․후 비교(2)
(a) 보정  상 (b) 보정 후 상

Fig. 9 Compare fisheye image before and after 
correction(2) (a) Before correction (b) After correction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어안 즈의 심 을 기 으로 방사

상의 왜곡 정도가 심 으로 멀어질수록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어안 즈를 구형태가 아닌 

타원체로 모델링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가정하여 

기하학 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다양

한 왜곡 상에 용하여 왜곡이 매끄럽게 보정되는 

것을 직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이 

어안 즈 보정에 매우 타당하다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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