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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즈화각 150도 이상의 메가 픽셀  즈가 획득한 상이 통형 왜곡을 보정하는 각 즈 모듈

의 설계를 제안한다. 이로서 각 즈에서 획득된 상은 WDR(Wide dynimic range) 2메가  CMOS 이미지 센서 

데이터를 통해 각 상의 왜곡 상을 보정하는 2 메가  카메라 모듈의 왜곡 상의 화질을 개선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lens module of  mega pixel type was designed for barrel distortion calibration due to the barrel distortion of ultra wide 

angle. And the performance  of this camera module was improved with the images from wide dynamic range 2 megapixel CMOS imag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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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의 어안 즈에서 획득한 상의 노라마 복원 

알고리즘 개발로 어안 즈에서 획득한 상은 통형 왜

곡(barrel distortion)이 심하여 상의 앙에서 떨어진 

물체의 이동은 악하기 어려움이 있다. 

통형왜곡(barrel distortion)이 심한 상에서는 동일크

기의 물체가 일정한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획득하는 

치에 따라서 상이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통 왜곡이 보정된 상에서는 제한된 공간

에서의 움직임이 유사한 크기를 보이게 됨으로 움직임 

감지 기능이 훨씬 수월하게 악할 수 있다.

센서 앙과 가장자리에 치한 물체의 움직임감지

기술과 노라마 상에서의 물체추 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양선형 보간법 알고리듬에 의한 각 

어안 즈의 상보정 모듈설계 결과로 차량용 후방 카

메라와 각 카메라, 네트워크 카메라의 감시  보안시

장에 활용이 가능하다[1]. 

Ⅱ. 각 즈와 왜곡보정 사례

분석  설계

2.1. 각 즈와 상왜곡 사례분석

2.1.1. 어안 즈(Fish-eye Lens)의 상특성분석

어안 즈는 보통의 즈보다 이 짧은 각(廣角)

즈의 한 종류로서 빛이 물 속으로 입사(入 )할 때 굴

하므로, 물고기가 물 속에서 수면을 보면, 180°의 시야

라 생각되는 데서 이 유래한다[2].

그림 1. 180 〫 상사례
Fig. 1 180 〫 Image 

 
그림 2. 360 〫 상사례
Fig. 2 360 〫 Image 

  

한 역에 원하는 일정 각도의 피사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이 어안 즈를 장착한 여러 의 카

메라로 촬 을 하여 거리의 모습을 담는 Full View기술

이나 한 의 360° 어안 즈 카메라로 후방 보안감시

를 한 CCTV 시스템에 활용된다.

2.1.2. 왜곡보정(Distortion Calibration)

어안 즈에서 획득한 상의 노라마 복원 알고리

즘의 구 을 해 어안 즈에서 획득한 상은 노라

마로 상을 복원 시 수평화각 180도 유지하고,수직 에

지 선명도와 복원정도가 원만히 구 되어야 한다. 이러

한 움직임 감지 기능을 구 하기 해서는 각 즈의 

통형 왜곡이 심한 상에서는 동일크기의 물체가 일정

한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획득하는 치에 따라서 상이

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1][2].

하지만, 통 왜곡이 보정된 상에서는 제한된 공간

에서의 움직임이 유사한 크기를 보이게 됨으로 움직임 

감지 기능이 훨씬 수월하게 악할 수 있어야 상 입력

센서 CMOS의 앙과 가장자리에 치한 물체의 움직

임을 감지할 수 있고, 노라마 상에서의 물체를 추

할 수 있다.

각 즈에 의한 상보정을 한 상처리를 

해서 (그림 3)과 같이 공간상의 한 직선을 단  구 상에 

사 하면 (大)원으로 되고, 이를 다시 구 의 한 평

면에 정사 (orthographic project)하면 타원으로 나타

난다[1]. 

그림 3. 구형 좌표의 정사  투  분석 활용사례
Fig. 3 Orthographic project of spherical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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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의 심은 학 심(optical center)이 되고 그 장

축의 반경은 거리(focal length)가 된다. 학 심와 

거리를 구한 다음 어안 즈가 반구와 거의 같다고 

보고 반구에서 반구 에 놓여있는 평면으로 투

(projection) 연산을 수행해서 상을 보정한다. 즉 구

의 픽셀들을 사각형 평면 로 투 시키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공간(hole)은 보간법을 이용한 보정이 필요하다

[3]. 후방 카메라용 어안 즈 상의 굴곡을 본래의 이미

지로 보정해주는 작업으로 각 즈의 학 심과 

거리를 알아야 정확한 왜곡보정을 할 수 있으며 학 

심과 거리를 구하기 한 실험이 필요하므로 먼  

기존에 촬 된 어안 이미지를 이용한 왜곡보정 알고리

즘을 연구가 필요하다[4].

  

그림 4. 왜곡보정의 활용사례분석
Fig. 4 Application analysis of distortion calibration

어안 즈 이미지는 일정한 굴곡률을 갖는데 먼  이

미지 변환을 한 마스크를 이미지상의 계산 지 에 올

려놓은 후 기하학  상변환을 이용하여 이동  확

를 하게 되는 과정을 수행한다[4].

2.2. 양선형 왜곡보정 알고리듬 설계분석

양선형 보간법을 이용한 왜곡보정 알고리즘에 사용

된 기법으로 마스크기법과 양선형 보간법을 이용한 

상픽셀의 산술  연산처리가 필요하다[5]. 

2.2.1. 마스킹기법 기반의 LUT 변형포맷 사례활용

양선형 보간법을 한 마스크기법은 상의 마스크

를 워 왜곡된 상의 굴곡윤곽선을 추출해내고 이 윤

선과 심축의 수평, 수직선과의 변 를 계산하여 역

상의 굴곡을 계산하여 룩업테이블에 장한다. 장된 

룩업테이블 값을 이용하여 산술  연산을 이용한 상

의 기하학  처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

픽셀의 이동으로 인한 픽셀의 Hole이나 계단 상은 양

선형 보간법을 이용한 보정기술로 상보정을 수행하

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6].

1. 격자무늬 패턴을 라 라시안, 소벨, 리 트등을 이

용하여 에지(Edge)를 추출한다.

2. 추출된 에지 상  수평축의 최외곽 에지선의 픽셀

좌표값을 추출한다.

3. 추출된 최외곽선에서 카메라 즈의 심과 가장 가까

운 을 선택(추출)한다.

4. 선택된 을 기 으로 카메라의 심과 직각을 이루

는 직선을 생성하고 생성된 직선과 왜곡된  왜곡선과

의 각 픽셀에 한 수직 변 를 추출하여 왜곡 변환 테

이블에 장한다. 

5. 수직축도 이와 같이 수평변 를 생성한다. 

6. 동일하게 에지좌표 값으로 LUT를 생성한다. 

그림 5. LUT 생성순서 활용분석
Fig. 5 Application analysis of LUT Process

이 게 추출한 격자선들의 수직변 를 역으로 변형

한 후 이를 보정방법에 의하여 수정하면 왜곡이 보정된 

출력 상을 표시할 수 있다.

그림 6. 마스킹기법을 이용한 보정 활용분석
Fig. 6 Calibration analysis with Masking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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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양선형 보간법 설계

왜곡보정 알고리즘 구 을 한 양선형 보간법은  실

수 좌표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픽셀 값에 가 치를 곱

한 값들의 선형 합으로 결과 상의 픽셀 값을 구하는 방

법으로서 최근방 이웃 보간법에 비하여 느린 편이지만 

계단 상이 많이 감소하는 방법이다.

양선형 보간법은 새로운 화소를 생성하기 해 네 개

의 가장 가까운 화소들 요구한다는 이 다르다.

그림 7. 양선형 보간법 기반의 데이터 취득구조 
Fig. 7 Data acquisition of bilinear interpolation 

본 논문에서는 MFC/OpenCV/CDIB를 이용한 양선형 

보간법 기반의 상분석을 해 DIB(Device Independent 

Bitmap)클래스의 경우 비트맵 일을 이용한 그래픽처

리 기능과 BITMAPINFO 구조체를 이용한 이미지 

Width, Height, 비트사이즈, 비트압축률 등등의 정보를 

활용하며, 구조체내의 RGBQUAD 구조체를 이용한 컬

러 상을 처리한다[6][7][8].

2.2.3. 상 회 법 설계

좌/우 상의 회 법 처리를 한 기능 블록으로 L, R 

채 의 상 데이터를 회  스캔하여 데이터 에이 트

인 블록으로 뿌려 다. 회  블록은 메모리 버스로부터 

읽고 로테이션 된 데이터를 다시 메모리로 써주는 동작

을 실행한다. 회 된 상데이터는 그 동작  구조는 아

래 그림과 같다[9].

그림 8. 회 법기반의 데이터 변환분석
Fig. 8 Rotation based data conversion

Ⅲ. 각/2M 카메라설계와 상결과분석

본 논문에서는 왜곡 상 보정 알고리즘을 이용하므

로 각 즈의 단 인 왜곡수차를 보완하여 선형이

미지로 구 함으로써, 주변부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왜

곡을 여 식별성을 높도록 메가  각 즈를 (표 1)

와 같은 규격으로 설계하 다.

  

표 1. 설계한 2 메가  각 즈모듈의 규격
Table. 1 Spec for 2M wideangle lenz module

1. 즈 화각 180이하 176°

2. 해상력(40%)
심:110lp/mm 

0.7F:70lp/mm 

심:110lp/mm 

0.7F:70lp/mm

3. Total Length 15mm이하 12.40mm

4. BFL (Back 

Focal Length)
2.0mm이하 1.98mm

5. 즈 밝기 F2.0이하 F2.2

6. 왜곡보정오차 -5%이하 -0%

7. 센서 픽셀 2Mega이하 2Mega

8. Operating 온도 -20° ~ +80° -20° ~ +60°

아울러 아래 (그림 9)와 같이 설계한  각 즈의 

설계모듈이다. 한, 해상력의 경우 VGA 에서 Mega

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왜곡보정으로 나타나는 주변

부 해상력 하 상을 보완하 다[10].

 

그림 9. 2-메가픽셀. 각 즈모듈/블럭도 
Fig. 9 2-megapixel/wideangle lens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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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각 즈의 왜곡보정 한 형식변환
Fig. 10 Format conversion for distortion 
    calibration of wide-angle lens

그림 11. 왜곡보정 한 기값 설정 흐름도 설계
Fig. 11 Dstortion calibration for initial value

그림 12. 왜곡보정 한 체 흐름도 설계
Fig. 12 Flowchart of distortion calibration

그림 13. 왜곡보정 상의 결과비교 
Fig. 13 Image comparison of distortion calibration

Ⅳ. 결  론

본 논문에서 (그림 13)처럼 각 2 메가픽셀 즈 

기반의 카메라모듈은 제한된 공간에 여러 의 카메라

를 설치하지 않고 넓은 범 의 공간을 찰할 수 있는 특

징이 있다.

한, 기존 각 즈의 왜곡수차로 인하여  각

즈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양선형 

보간법을 활용한  각 즈를 보정할 수 있는 왜곡

상의 보정 모듈을 설계하 다.

이로서 고해상도 각 즈 기반의 CCTV 는 자동

차용 ,후방카메라 등에 용 가능한 기술로서 여러 

의 카메라가 필요했던 범  촬 을 한 의 카메라로 해

결할 수 있다.

한, 카메라 화질개선과 메가 픽셀  상입력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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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결합한 방향 카메라(All around view) 등 미래 차

량용 상시스템에 활용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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