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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구간선형 모델을 적용하여낮은 복잡도를가지는 LSC(Lens-Shading Correction)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

안한 알고리즘은 각 화소와 렌즈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정수형으로 계산하고, 이 정수를 거리에 대한 LSC 이득값이 저장된

LUT(Look-Up Table)에 대한 주소로적용하여, 입력 화소값에 곱함으로써 LSC를 수행한다. 거리를 구하려면 제곱근회로가

추가되어야 한다. LUT에 저장된 이득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평균 이득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곱근 계산에

높은 정밀도를 할애하여도 LSC 보상된 영상의 화질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으므로 정수형 제곱근 연산을 수행한다. 제곱근

계산은 구간 선형화하여 단지 덧셈과 쉬프트 연산만으로 제곱근 연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간략화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양산 중인 일반 카메라 모듈에 적용한 결과, 카메라모듈 제조업체의 LSC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며, 구현될

하드웨어 복잡도가 매우 낮아서 모바일 카메라 구현에 매우 적합하다.

1. 서론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이미지 센서에 원형으로 상이맺히게 된다.

이것을 이미지 써클(image circle)이라 하는데, 이미지 써클보다 이미

지센서가커지게되면 이미지센서의모서리부분에는빛이닿지 않아

서 주변부가 아예 검게 나오게 된다. 이미지 써클보다 이미지 센서가

작을 경우에는 빛이 집중되는 중앙보다 적게 집중되는 주변부의 밝기

값이상대적으로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촬상된 영상의 밟기값이 균질

하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 전자는 비네팅(vignetting)현상이라고 하고,

후자는 렌즈음영왜곡(lens shading distortion)이라고 한다[1].

렌즈음영왜곡현상과 비네팅은 그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

나, 이런 현상의 원인은 렌즈에 맺힌 상의 형태가 원형이기 때문에 발

생하는것이므로용어를명확하게구분하는것은큰의미는없다. 렌즈

음영왜곡현상은 모든 종류의 카메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화질

열화현상중의하나이다. 따라서이미지센서로균질한분포를가지는

빛이입사되면, 이미지 센서의 출력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영상의 밝

기값은 균질하지 않은 형태로 나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렌즈음영왜곡

이 발생하면, 렌즈의중심부에 해당하는 영역이 가장 밝고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경향을 가지므로, 촬상된 이미지 센서의 영상

을보면그림 1과같이네모서리부분이중심부에비해서훨씬어두운

상태로 나타난다.

그림 1. 렌즈음영왜곡 현상이 나타난 영상.

Fig. 1. The constant image corrupted by lens shading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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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된 영상이 임의의화소 위치 [m,n]에서 균질하다고 가정하고,

각 화소 위치에서 달라지는 음영왜곡이 이득과 오프셋으로 모델링되

므로, 음영왜곡에의해서변형된영상 c[m,n]은 다음과같은식으로표

현할 수 있다[2].

  · (1)

이 식에서 a[m,n]은 음영왜곡이 없었을 경우, 획득되었을 디지털

영상을 나타내고, 렌즈왜곡 현상을 해석할 경우에는 상수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음영왜곡이득 gain[m,n]과 오프셋 offset[m,n]은 입사 영

상 a[m,n]에 비해서 매우 느리게 변형된다고 가정한다.

LSC(Lens Shading Correction)은 렌즈음영왜곡을 보상하여, 원

영상을 복원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따라서 LSC를 수행하게 되면균질

한 밝기값을가지는영상이입력되어있을 때, 균질한 밝기값을 가지는

영상이출력된다. 충분한메모리사용이허용된다면, LSC는 다음과 같

이 식(2)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

 


(2)

이식에서 BLACK[m,n]은 카메라의 동작영역 중에서가장 낮은

조도에서 촬상한 왜곡된 영상이고, WHITE[m,n]은 포화되지 않았지

만 가장 높은 조도에서 촬상된 왜곡된 영상을 각각 나타낸다. 이런 방

식은가장 높은 성능의 LSC를 보장하지만, 영상의해상도가 커질수록

필요로 하는메모리용량이 너무크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현가능성

이 매우 희박하다.

 


 (3)

LSC를 2차원 공간필터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식 (3)과 같

이 모델링할 수 있다. 필터 계수는 MSE(Mean Square Error)를 최소

화하도록결정한다. 이 방식에서는 해상도가 커질수록 계수가 너무 작

아지기 때문에, 계산에 필요한 승산기의 크기가 해상도에 따라 지수적

으로 증가하게 되어, 하드웨어 규모가지나치게커진다는단점이 있다.

따라서 영상을 여러 개의 겹치지 않는 창으로 분할하고, 각 창마다 서

로다른필터 계수를찾아서적용하는방식이 산업계에서 널리사용되

고 있다[3].

  
 (4)

LSC 필터를 직각좌표계에서 정의하지 않고, 극좌표에서 정의할

수있다. 즉, 렌즈의 중심점을 원점으로정의한다면, 임의의 좌표 [m,n]

에서 원점과의 거리 r에 대한 함수로 LSC 필터를 정의할 수 있다[4].

거리 r은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 원점으로부터의 최대거리로 나

누어서 정규화한 값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식(4)와같이렌즈중심으로부터거리 r에 대한 1원

함수로써의 LSC 필터를 구현한다. 그러나 식(4)에서와 같이 2차 모델

에 대한 계수를 구할 경우에는 r의 크기에 따라서 계수가지나치게 작

아져서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승산기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야

기될 수 있고, r을 정규화하여 사용하더라도 오히려 제산기가 추가되

는 등 하드웨어 복잡도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LSC

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간선형(piece-wise linear)모델을 적용한 LSC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원점으로부터의거리 r을 계산하려면제곱

근 연산을 취해야하는데, 이 계산 역시 구간선형모델을 적용하여효과

적으로 처리한다.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구간선형 모델을 적용하여 LSC를 수행한다. 렌즈

중심의 좌표 [mc,nc]가 주어졌을 때, 현재 화소 위치 [m,n]과 원점과의

거리 r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거리 r이 주어졌을 때, 이를 정수화하여 LUT의 주소로 사용하여,

LUT에 저장된 LSC 이득값을 읽는다. LUT에 저장되는 이득값은 렌

즈음영왜곡된 영상으로부터 계산된다. 먼저 가장 높은 값 cmax를 가지

는렌즈의중심을찾은다음, 렌즈의중심으로부터거리가 1인 원을그

린 후, 해당 원을 접하는 원소들의 평균값을계산하고, 이 평균값의 역

수에 cmax를 곱한값을 거리 1에서의 이득값으로 결정한다. 그리고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1씩 증가시키면서 상기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거리에서의 이득값을 계산하여 LUT에 저장한다. LSC 연산은 LUT에

저장된 이득값과 입력된 화소값을 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LSC구현의 문제는 거리 r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인지와, 이 구간에

서의이득값 gn을어느정밀도로표현할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간

략화된다.

2.1. 이득의 고정소수점 표현

이득은 임의의 실수를 가지기 때문에 부동소수형으로 표현할 수

도있으나, 화질에열화를미치지않는한고정소수형으로구현하는것

이 효과적이다. 소수점 이하에 적은 비트수를할당할수록 구현된 하드

웨어의 복잡도는 낮아지지만 양자화 잡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질과

복잡도 관점에서 적절한 기준을 결정해야한다.

그림 2는 영상 데이터가 8-비트로표현될때, LSC를 수행하기 위

해서각영상데이터에 곱해지는 이득값의 소수점이하정밀도를결정

하기 위해서실험한 결과를 나타낸다. 수평축은 소수점 이하에할당된

비트수를나타내며, 수직축은 LSC처리된영상에서의표준편차를각각

나타낸다. 실험에 의해서 7-비트 이상의 경우에 그 차이가 무의미한

수준이므로 이득값은 7-비트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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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정소수 정밀도에 따른 LSC 보상된 영상의 표준편차.

Fig. 2. Standard deviation of the LSC compensated image by the

fixed-point representation.

2.2. 구간선형 제곱근함수의 구조

렌즈 원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임의의 좌표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나, 제곱근을 구해야한다. 제곱근 함수의 인수는 임의의 좌표값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영상의 해상도가 커질수록 인수의 범

위는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하드웨어 구현을 복잡하게 하거

나 정밀도를 떨어뜨리게 한다.

본 본문에서는 구간선형 모델을 이용하여 비용 효율적인 제곱근

계산회로를 제안한다. 그 이유는 거리에 따른 이득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고, 특정 거리에서의 이득값을 평균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차

가 발생하고, 이렇게 결정된 이득을 고정소수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다시양자화오차가발생하기 때문에, 구간 선형 모델을 이용하더라도

LSC 보상된 영상의 화질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화질 열화를 야기하지 않는 한, 굳이 고정밀도의 제곱근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제곱근 함수의 입력 인수를 N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구간선형

모델을 구현할 때, n번째 구간의 끝점 sn에서의 제곱근값 rn으로부터

임의의 값 s에서의 제곱근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5)

식 (5)에서는특정 구간에서의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범용 제

산기를 사용해야한다. 제산기 사용을 피하기 위하여 구간선형 모델의

구간 폭은 2의 지수승 형태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은 제산기를

쉬프트 연산으로 대치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n번째 구간의 끝점을

2n로결정한다. 따라서 식(5)는 식(6)과 같이 간략화 되며, 제산기가사

라짐으로써 모든 연산은 정수연산으로 바뀌게 된다. 임의의 수 s가 주

어졌을 때, s가 속하는 구간 n은 ⌈log⌉로 결정된다

 





 




 ≪  ≫ 

(6)

그림 3은 VGA급 해상도에 대해서 제안한 구간선형 정수형 제곱

근 계산식을 부동소수연산기반의 정수형 제곱근 계산과 비교한 것이

다. 평균 오차율은 0.9264%이다. SXGA급 해상도에 대해서 제안한 구

간선형 정수형 제곱근 계산식을 부동소수연산기반의 정수형 제곱근

계산과 비교한 것이다. 평균 오차율은 0.9527%이다.

그림 3. 정수형 제곱근 연산의 연산 정밀도 비교.

Fig. 3. Quality comparison of the integer-level square root

hardware implementation.

2.3. 렌즈음영왜곡 보상 알고리즘

영상의 수평, 수직해상도는각각 H,V이고, 렌즈의 중심부좌표는

[xc, yc], 현재 처리하고자 하는 화소의 좌표는 [x,y]이고, 이 곳에서의

밝기값은 pi일 때, 교정된 밝기값 po는 그림 4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 4. 렌즈음영왜곡 보상 알고리즘의 흐름도(1).

Fig. 4. Flowchart of the lens-shading correction algorithm(1).

그림 4에서 현 좌표와 렌즈 중심점과의 거리의 제곱을 나타내는

변수 D에 대해서 log2 연산을 취해야하지만, 그림 5와 같이 정수연산

으로 대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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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렌즈음영왜곡 보상 알고리즘의 흐름도(2).

Fig. 5. Flowchart of the lens-shading correction algorithm(2).

그림 5에나타낸, sqrt 연산은미리연산된결과를저장한 LUTr를

활용함으로써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제곱

근값에서 정수부만을 취하기 때문에, LUTr의 크기는 매우 작다.

그림 6. 렌즈음영왜곡 보상 알고리즘의 흐름도(3).

Fig. 6. Flowchart of the lens-shading correction algorithm(3).

3. 실험결과

그림 7은 제안한 구간선형 제곱근 함수와 LUT를 이용하여 LSC

를 수행한 결과 영상이다. 이미지 센서는 1.3 MP 해상도를 가지는 소

니 IMX035[5]이다. R, G, B 각 채널의 표준편차는 LSC 보상 전에는

(7.936, 4.777, 10.187)이었으나, LSC 보상 후에는 (1.950, 2.897, 2.743)

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채널별 표준편차는 최대 75%까지 줄어들었

다.

그림 7. LSC 보상전후 화질 비교.

Fig. 7. Visual quality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lens shading

correction.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간선형 모델을 적용하여 낮은 복잡도를 가지는

LSC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각 화소와 렌즈 중심점

으로부터 거리를 정수로 계산하여, 사전에계산된각 거리에서의 LSC

이득값을 읽어서 입력 화소 값에 곱함으로써 LSC를 수행한다.

거리를 구하려면 제곱근 회로가 추가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곱근 계산에 높은 정밀도가 필요 없다는 관측결과를 이용하여 정수

형 제곱근만을 계산했으며, 제곱근 계산 과정에서도 구간선형 제곱근

계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단지 덧셈과 쉬프트 연산만으로 제곱근 연

산을 대치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LUT과 곱셈기, 가산기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FPU(Floating-point Unit)가 없는 CPU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구현이

나, 하드웨어구현이매우용이하며 VGA, SXGA 급이미지센서에적

용했을 때, 렌즈음영보상 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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