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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of Control Areas for Geometric Imag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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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Young Lee․Tae-Hyoung Park)

Abstract - In the industrial vision systems, image correction has great influence 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measurement or inspection. The overall area of distorted image is usually splitted into small control areas, and each area 

is corrected by its control points. The performance of correction methods using control points can be improved by 

reduction of control areas because the computational time and memory highly depend on the number of control areas. We 

develop a merging algorithm that reduces control areas and preserves the correction accuracy. The algorithm merges the 

splitted control areas by use of quad tree method.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to verify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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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 기하학  왜곡이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한 상

의 형태가 변형된 것을 말한다. 상의 왜곡은 왜곡이 없는 

이상 인 카메라 모델인 핀홀 카메라 모델과 비교하여 왜곡 

정도를 별할 수 있다[1].

기하학  왜곡은 즈 표면의 굴 이나 거울  기타 

학 시스템의 결함 등의 복합 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왜곡된 상은 패턴인식이나 모자이킹  상을 이용한 검

사  측정 시스템 등 상처리를 이용한 모든 분야에 치명

인 오류를 발생 시킨다. 그림 1(a)는 다양한 형태의 왜곡

이 복합된 결과를 보여 다. 이와 같은 상에서 부품의 크

기를 측정하거나 템 릿매칭 같은 연산을 수행 한다면 상

의 왜곡으로 인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기하학  상 왜곡 보정에 한 기존 연구는 크게 왜곡

을 다항식으로 모델링하고 라미터를 추정하여 보정하는 

방법 [2,3,4,5] 과 상을 다수의 역으로 분할하고 역별

로 보정하는 방법 [6,7,8]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항식을 이용한 왜곡 보정 방법은 상의 왜곡을 특수한 

형태의 다항식으로 모델링하고 각 즈에 해당하는 라미

터를 주정함으로써 왜곡을 보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즈 표면의 굴 에 의해 발생하는 Radial 왜곡이나 

Pincushion 왜곡 등을 쉽게 보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그림 1(a)와 같은 복합 으로 왜곡된 상은 단순한 

다항식으로 모델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용하기 

어렵다. 다항식을 이용한 왜곡 보정 방법에서, Zhang[2] 와 

Tsai[3]는 체커보드 패턴을 이용하여 즈의 형태에 의하여 

발생하는 왜곡 모델의 라미터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하

다. Prescott 등과[4] Tomáš 등은[5] 특별한 패턴을 사용

하지 않고 상에 촬 된 직선을 이용하여 왜곡 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왜곡 상을 다수의 역으로 분할하여 보정하는 방법은 

각각의 역별로 보정 함수를 생성하여 보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복잡한 형태의 왜곡 상도 보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역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장 공간의 크기가 커지고 왜곡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

가하는 단 이 있다.

그림 1은 분할된 역으로 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과정

을 보여 다. 그림 1(a)는 왜곡된 상이다. 그림 1(b)는 

상을 분할한 형태이고 그림 1(c)는 각각의 분할된 역을 

보정한 결과이다. 그림 1(d)는 최종 으로 그림 1(a)를 보정

하여 얻은 결과를 보여 다.

역분할 보정방법에 있어서, Butler 등은 [6] 체커보드 

패턴을 사용하여 제어 을 생성하고 아핀변환을 이용하여 

왜곡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Bax [7] 는 제어 역

의 수  배열에 따라 보정 성능이 달라짐을 실험 으로 입

증하 다. 한 제어 역의 수를 비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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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왜곡 상 (b) 제어 역분할 (c) 제어 역별 보정 (d) 보정된 상

그림 1 제어 역 분할을 이용한 왜곡 보정 (a) 원 상 (b) 제어 역분할 (c) 제어 역 별 보정 (d) 보정 상

Fig. 1 Image correction by sundivison of control areas (a) original image (b) subdivision of control area (c) correction for each 

area (d) corrected image

회로기 의 검사시스템에 응용한 연구가 발표되었다.[8]

본 논문에서는 역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왜곡 보정 시

간이 증가하는 단 을 보완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인

한 제어 역  유사한 역을 병합함으로써 제어 역의 수

를 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제어 역의 수를 

감소시키되 정확도는 유지하기 한 합리 인 역 병합 기

을 제시한다. 한, 기존 방법과의 비교실험 결과  실제 

PCB 상에 한 왜곡 보정 실험을 통하여 제안 방법의 실

용성을 검증한다.

2. 역 분할에 의한 상 왜곡 보정 방법

왜곡 보정을 한 제어 역을 정의하기 해서는 우선 제

어 의 정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   개의 교차

을 가진 체커보드를 촬 하고 코 추출 알고리즘[10]을 이용

하여 추출한 을 제어 으로 정의한다. 제어 은 왜곡된 

상의 한  ′  와 보정 상의 한    의 

으로 구성되며   …,   …  이다.

역의 분할은 인 한 3개의 제어 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다. 각각의 제어  와 인 한 3개의 제어  

 으로 구성한 2개의 역을 제어 역 , 

이라 하자. 이때, 는   으로, 는 

  으로 구성된다. 왜곡 상에서도 마

찬가지로 2개의 제어 역 ′, ′가 존재한다. 제어 의 

개수가 × 인 경우 × ×  개의 제어 역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 , , ′, ′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

′  



′ ′ ′

  
.

(1)

 



 


  

  
,

′  



′ ′ ′

  
.

(2)

그림 2는 제어 과 제어 역의 를 보여 다. 그림 2(a)

는 제어 을 추출하기 한 체커보드 상이다. 그림 2(b)는 

왜곡 상에서 제어 을 이용하여 구성한 제어 역을 보여

다. 그림 2(c)는 보정 상에서의 제어 역을 보여 다. 

한, 그림 2(d)는 왜곡 상과 보정 상에서의 제어 과 제

어 역을 비교하여 보여 다.

각각의 역 사이에는 다음 식을 만족하는 변환행렬   

혹은 가 존재한다.

 ′ ,
 ′ ,

(3)

  










  
  
  

. (4)

왜곡된 상 의 한 이 ′  ′′ 이고 보정할 이 

 이라고 하자. 이때,  가 속하는 제어 역이 

라 하면 해당하는 변환행렬이 가 된다. 이때 다음 식을 이

용하여 왜곡된 ′에서 보정할  의 치를 얻을 수 있

다.



 






 

′


. (5)

3. 제어 역 감소 방법

3.1 제어 역 감소의 필요성

기존의 왜곡 방법에서는 × 개의 체커보드 패턴은 곧 

× 개의 상의  ′와 원  가 되고 이를 제어 으

로 하여 상을 보정하 다. 그러나 높은 정확도를 얻기 

해 제어 의 개수를 늘리는 경우 불필요하게 많은 수의 제

어 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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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 제어  ′와  의 계. (a) 체커보드 패턴의 원 상. (b) 원 상에서의 제어 역 ′와 ′. (c) 보정 상에

서의 제어 역 와 . (d) 원 상과 보정 상의 제어 , 제어 역의 계.

Fig. 2 Relation between control points ′  and   (a) original image of checker board (b)  ′  and ′  in original image 
(c) ′  and ′  in corrected image (d) control points and areas

그림 3 제어  배열의 . 

Fig. 3 Array of control points

그림 3은 인 한 6개의 제어 과 4개의 제어 역 , 

, , 이 배열된 를 보여 다. 여기서, 

외곽의 제어  ′ ′ ′으로 구성된 제어 역 

을 병합 역이라 하자. 상의 왜곡 보정은 , 

, , 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거나 으

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병합 역 의 형태와 각각의 역 , , 

, 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 앙 세 개의 제어

 ′ ′ ′는 불필요한 제어 이며 제거

할 수 있다. 한, , , ,   네 개의 제

어 역은 한 개의 병합 역 으로 치환될 수 있다.

3.2 제어 역 병합 기

제어  제거의 기 은 다음 3가지 평가값이다. 이 값에 

따라 제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 ′′∥.

(6)

식6의 물리 인 의미는 각각의 모서리 사이의 앙 과 

제어  ′, ′, ′간의 거리를 말한다. 그
림 3에서   의 물리 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제어 역의 병합은 일정한 문턱값 를 정하고   의 

값과 비교하여 병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

  .
(7)

3개의 평가값이 식7을 만족하는 경우 세 개의 제어  

′, ′, ′를 제거하고 새로운 제어 역 

를 생성한다.

3.3 제어 역 병합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병합 기 을 용하여 쿼드트리와 

유사한 형태로 제어 역을 병합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11]. 

왜곡보정패턴이 ×개의 제어 역을 가질 때 평가

값   를 이용하여 각 제어 역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쿼드트리를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은 크게 병합 역의 수 

결정, 병합 상 선택, 병합여부 결정, 역 병합의 4가지 단

계로 정리할 수 있다.

step1. 병합 역의 수 결정

 병합 역의 수를 라 할 때 는 쿼드트리의 형태에 따

라 4, 16, …, 로 정해진다. 이때, 은 양의정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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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제어 역 병합 과정. (a) 병합 . (b) 4개 제어 역 병합. (c) 16개 제어 역 병합.

Fig. 4 Steps of merging the control areas (a) initial control areas (b) merging 4 areas (c) merging 16 areas

(a) (b)

그림 5 실험에 사용된 상. (a) 실험 상 1 (b) 실험 상  2

Fig. 5 Test images for experiments (a) Test image 1 (b) Test image 1

상의 크기가 ×픽셀 일 때, ≦ , ≦ 를 만족시

켜야 한다.

step2. 병합 상 선택

 이 단계에서는 역의 크기가 동일한 4개의 을 선택

한다. 선택한 제어  와 인 한 네 개의 제어 역 안에 

다른 제어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거 상이 된다. 네 

개의 제어 역은 , , ,   혹은 

, , , 이다. 더 이상 

선택 가능한 제어 이 없으면 종료한다.

step3. 병합여부 결정

 제거 상이 결정되면 식(6)에 따라 평가값 , , 를 

구한다. , ,   모두 문턱값 를 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어 은 제거 상이 된다.

step4. 제어  제거  역 생성

 step2 단계에서 제거 상으로 결정된 경우 세개의 제어  

′, ′, ′를 제거하고 새로운 제어 역 

를 생성한다.   단계로 돌아간다.

그림 4은 각각의 역이 병합되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4(a)는 분할 역의 기상태의 를 보여 다. 그림 4(b)는 

4개의 역을 선택하여 병합한 결과이며 그림 4(c)는 16개

의 역이 병합된 결과이다.

4. 실험결과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Windows XP 기반에서 

Matlab 7.3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실험에 사용된 상은 

2000×2000 픽셀 크기로 하 다. 체커보드의 형태에 따라 제

어 의 수가 결정되므로 실험의 종류에 맞게 히 변화시

켰다. 실험에서는 정확한 왜곡의 보정을 하여 역이 교차

하지 않는 외곽의 제어 은 제어 에서 제외하 다. 한, 

성능 측정시 체커보드의 정확한 교차 을 추출하기 하여 

Camera Calibration Toolbox [12] 에서 제공하는 코  추출 

방법을 이용하 다. 

그림 5는 실험에 사용된 2가지 왜곡 상을 보여 다. 그림 

5(a)는 일반 으로 다루어지는 왜곡의 형태이며 RMS=14.84픽

셀 이다. 그림 5(b)는 여러 종류의 왜곡이 복합 으로 발생

한 형태를 보여주며 RMS=21.93이다. 

제안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역분할 보정방법

에서 보편 으로 많이 활용되는 균등분할 방법과 제안 방법

을 비교한다. 균등분할방법은 상  역을 동일한 크기의 

제어 역으로 분할하고 각 제어 역에 하여 보정을 수행

하는 방법이다. 반면 제안된 방법은 상  역을 여러 개

의 제어 역으로 분할시키되 각 제어 역의 크기는 병합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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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픽셀, 제어 역=8450개 (b)   픽셀, 제어 역=2954개 (c)   픽셀, 제어 역=1901개

그림 6 실험 상 2 에 한 제어 역 병합 결과. (a) =0, 제어  수=8450 (b)   , 제어  수=2954 (c)   , 제어  수

=1901

Fig. 6 Merged control areas according to changing threshold value t (a) =0, no. of control areas=8450 (b)   , no. of 

control areas=2954 (c)   , no. of control areas=1901

고리즘에 의하여 서로 다르게 결정된다.

4.2 제어 역 병합  연산시간 측정 결과

기본 상으로 8450개의 제어 역을 기본으로 하 다. 그

림 6은 실험 상2에 하여 문턱값 에 따른 제어 역의 개

수를 보여 다.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제어 역의 수가 감

소하 으며 이 값은 요구되는 정확도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값에 따라 왜곡이 심한 역에서는 제어

역을 유지하고 왜곡의 정도가 작은 부분은 제어 역이 단순

화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그림 6(a)와 그림 6(c)

를 비교하여 볼 때, 왜곡 보정에 필요한 제어 역은 유지하

면서 제어 역의 수는 8450개에서 1901개로 1/4 이하로 감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어 역 수의 감소는 곧 연산 시간의 감소를 말하며 연

산시간은 역의 수에 비례한다. 표 1에서는 역의 수에 따

른 왜곡보정 시간을 보여 다. 는 왜곡 보정에 필요한 

역별 변환행렬을 계산하는데 소� 역의시간이다. 왜곡 보정

의 총시간은 변환행렬 를 이용한 실제 픽셀간 연산 시간

이 추가된다. 픽셀간 연산 시간은 역의 수에 계없이 약 

11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표 1 제어 역의 개수 별 연산시간

Table 1 Computation time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ntrol areas

제어 역 수 (개) 연산시간 (sec)
8450 4.31
6782 3.39
2954 1.56
2147 1.33
1901 1.19

4.3 RMS 에러 측정 결과

그림 7은 2개의 실험 상에 한 왜곡보정 후 RMS 에러

의 비교 결과를 보여 다. RMS에러는 왜곡되지 않은 이 

′이고 보정후의 이 이라 할 때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  (8)

실험 상1은 역별로 에러의 분포가 거의 균일하다. 때

문에, 그림 7(a)와 같이 역병합 방법의 결과가 제어 역이 

1500개 이상인 경우 RMS에러가 최  10%정도 낮아진 결과

를 보 다. 그러나 1500개 이하인 경우 반 로 에러가 증가

하 다. 실험 상2는 에러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은 상이다. 

그림 7(b)와 같이 RMS에러가 평균 50%정도 감소한 결과를 

보 다. 역의 수가 3000개인 경우를 보면, 실험 상1의 

RMS는 0.118픽셀에서 0.115픽셀로 2.54% 개선되었고 실험

상2의 RMS는 0.475픽셀에서 0.24픽셀로 49% 개선되었다. 이 

결과는 곧 기존 방법과 동일한 제어 역의 수로 (동일한 시

간)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보여 다.

표 2 RMS 오차 별 필요 제어 역  수 

Table 2 Required number of control areas for desired RMS 

error 

RMS 오차
(pixel)

균등분할방법의

제어 역 수

제안방법의 

제어 역 수

개선율

(%)
0.25 6800 2700 60.3
0.30 5100 2050 59.8
0.35 4150 1900 54.2
0.40 3650 1700 53.4
0.45 3150 1500 52.4

표 2는 실험 상2의 각각의 RMS에 한 방법별 역의 

수를 보여 다. 역의 수는 곧 연산시간과 비례하므로 왜곡 

보정에 소요된 시간을 알 수 있다. 균등분할방법 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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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 상1 (b) 실험 상2

그림 7 제어  수에 따른 RMS 오차 (pixel)

Fig. 7 RMS error (pixel)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ntrol areas

(a) (b)

그림 8 왜곡 보정 . (a) 왜곡 보정 . RMS오차=21.93픽셀.  (b) 왜곡 보정 후. RMS오차=0.22픽셀.

Fig. 8 Example of image correction (a) before correction, RMS error = 21.93 (b)  after correction, RMS error = 0.22 

보정에 소요된 연산시간은 평균 56% 감소하 다. 단, 여기

서 측정한 연산시간은 왜곡보정 행렬을 구하는데 소요된 시

간이다.

4.4 왜곡 보정 방법의 응용

  본 논문에서는 실제 PCB 상에 한 왜곡 보정 실험을 

하 다. PCB 검사 시스템에서 상 시스템은 가능한한 왜

곡이 없는 정확한 상을 제공해야 한다[13,14]. 복잡한 왜곡

을 가정하고 왜곡 보정 실험을 하고 정확도를 측정하 다. 

그림 8은 PCB 상의 왜곡을 보정한 결과를 보여 다. 그

림 8(a)는 다양한 왜곡이 용된 PCB 상이며 그림 8(b)는 

왜곡이 보정된 PCB 상이다. 보정 결과 상의 RMS는 

21.93픽셀에서 0.22픽셀로 99% 이상 어든 결과를 보여주

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학계의 외란에 기인한 상의 기하학  왜곡

을 보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 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 왜곡에 응하기 하여 역 분할 방법을 사용하 다. 

체커보드 패턴을 사용하여 고정된 수의 제어 역 별로 왜곡

을 측정하고 보정하는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여, 인  제어

역을 쿼드트리 알고리즘으로 병합하여 제어 역의 수를 감

소시키는 방법을 제시하 다. 한 제어 역의 수가 감소함

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정확도의 감소를 방지하기 하여, 

역별 평가값을 구하여 병합 여부를 정하는 방법을 개발

하 다. 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왜곡이 복잡한 

상의 보정에 해 기존 방법보다 효율 임을 입증하 다.

제안된 방법은 복합  왜곡 상에 한 빠르고 정확한 보



Trans. KIEE. Vol. 60, No. 5, MAY, 2011

기하학  상왜곡의 보정을 한 제어 역 감소 방법                                                                    1029

정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다.  향

후 이동 로  등 상왜곡의 보정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개발 방법을 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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