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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를 위한 전방향(omni-directional) 감시 시스템, 로봇의 시각 역할 등 다양한 비전 시스템에서 카메라가 장착

되어 사용되고 있다. AVM(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에서 그리드 패턴의 코너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광각 카

메라에서 획득한 비선형적인 방사 왜곡을 가진 영상의 왜곡 보정 작업을 수행한 후 왜곡이 보정된 영상 내부의 그리

드 패턴 각 코너들을 자동으로 검출하여야 한다. 기존 AVM 시스템에 사용되는 직선과 코너 검출 방법에는 

Sub-Pixel, 허프 변환 등이 있으나, Sub-Pixel 방법은 자동검출이 어렵고, 허프변환은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왜곡 보정 영상을 입력 영상으로 받아 그리드 패턴의 코너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검출하는 방법을 설

계하고 구현하여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AVM 시스템에서 코너를 검출하는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For a variety of vision systems such as car omni-directional surveillance systems and robot vision systems, many 
cameras have been equipped and used. In order to detect corners of grid pattern in AVM(Around View Monitoring) 
systems, after the non-linear radial distortion image obtained from wide-angle camera is corrected, corners of grids of 
the distortion corrected image must be detected. Though there are transformations such as Sub-Pixel and Hough 
transformation as corner detection methods for AVM systems, it is difficult to achieve automatic detection by 
Sub-Pixel and accuracy by Hough transformation. Therefore, we showed that the automatic detection proposed in this 
paper, which detects corners accurately from the distortion corrected image could be applied for AVM systems, by 
designing and implementing it, and evaluating its performance.

키워드 : 왜곡보정 영상, AVM 시스템, 코너 검출

Key word : Distortion Corected Image, AVM System, Corner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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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자동차 분야가 크게 성장하면서 운전자의 편의를 위

한 자동 주차 시스템이나 AVM 시스템과 같은 운전 보

조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었다[1]. 하지만 가격이 비

싸고 대부분 완성차 업체에서 차량이 출고될 때 옵션으

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전에 차량을 구매했던 운전자들

이 장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전 보조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차

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각

각의 운전 보조 시스템들의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AVM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있으며 

관련 기술이 활발히 연구 중이다. AVM 시스템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장착하여 차량 주변 상황을 운전자에게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시

스템이다. AVM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사 왜

곡 보정, 원근 왜곡 보정, 영상 정합 단계를 거쳐 운전자

의 디스플레이로 어라운드뷰 영상을 제공하는데, 위의 

단계 중에서도 원근 왜곡을 보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

은 어려움이 따르며 여러 AVM 시스템 제작 업체들이 

완전 자동화를 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참
고문헌[2]에서 설명하는 AVM 시스템은 원근 왜곡 보

정 단계에서 코너 검출 시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는 문

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선 및 코너를 찾는 방식을 

완전 자동화하고 또한 그리드 패턴의 코너를 정확히 검

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AVM 시스템의 원근 왜곡 보정 단계

에서 직선 및 코너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을 직접 

구현하여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AVM 시스템에서 직선 

및 코너 검출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한다.
장에서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AVM 시스템 등 관

련 연구를 살펴보고, 장에서는 직선 및 코너를 검출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장에서는 제안하는 직선 및 

코너 검출 방법을 구현하고, 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

의 장점과 AVM 시스템에 적용 가능성을 살펴 본다.

. 관련연구

현재 출시되어 있는 AVM 시스템 제조사는 국내에

서 최초로 완성차 업체에 AVM 시스템을 납품한 이미

지넥스트를 비롯하여 현대모비스, 독일의 BMW, 일본

의 닛산 등이 있다. 각각의 제조사는 서로 다른 영상 보

정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 보정 기술들을 공

개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보정하고 정합하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미지 넥스트의 경우 공차보

정이란 단계를 통해 어라운드뷰 영상을 획득하고 있으

며, 본사 직원 및 본사의 교육을 받은 대리점을 통해 장

착이 가능하다[3, 4, 5]. 
Sub-Pixel 방법[6]을 사용하는 AVM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네 개의 특징점에 좌표를 대입해 놓고 나머지 

좌표를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왜곡 보정이 제대로 되

지 않으면 좌표들이 그리드 패턴의 코너에 정확히 위치

하지 못하고 그 근처에 점들이 찍히게 되고 이를 사람

이 수동으로 클릭하여 수정해 주어야 한다.

그림 1. 정밀하지 못한 교점 검출

Fig. 1 Inaccurate intersection detection

허프변환[7]을 사용하는 자동 호모그래피 방법은 

AVM 시스템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며 실제 테스트를 했을 시, 디스플레이에 영상이 끊

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본 논문에서는 AVM 시스템에서 원근 왜곡을 보정

하는 단계에서 그리드 패턴의 코너를 자동으로 검출하

는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여 실제 AVM 시스템에 적

용시킬 수 있음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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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 시스템에서 Coner Detection 방법

AVM 시스템에서는 180˚ 이상의 광각 카메라를 사

용하는데, 광각 카메라 렌즈의 특성상 방사 왜곡(radial 
distortion)이 생긴다. 방사 왜곡 현상은 영상에서의 점 

위치를 정상적인 위치에 맺히게 하지 못하고 렌즈 중심

에서 방사방향으로 정상 위치의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맺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방사 왜곡 현상의 원인은 카

메라 렌즈의 중심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을 지나가는 

광선이 렌즈의 중심에 가까운 곳을 지나가는 광선보다 

휘어짐의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방사 

왜곡 현상을 나타낸 것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방사 왜곡 현상

Fig. 2 An example of radial distortion

이러한 왜곡 현상을 보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구(sphere)기반의 왜곡 영상 

보정 방법을 그림 3에서 보여준다[8].

그림 3. 구(sphere)기반의 왜곡 영상 보정 방법

Fig. 3 Correction method of distortion image based on 
sphere

그림 3에서 F는 카메라의 초점거리, 구면에서 평면

으로 투영된 임의의 점 는 왜곡된 영상의 좌표, 

점 는 왜곡이 보정된 영상의 좌표이다. 그러므

로 구의 중심에서 왜곡되지 않은 점까지의 거리 L과 초

점거리 F를 이용하여 점 와 점 의 관계

는 수식 (1)로 표현된다.

   



       

(1)

위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왜곡 보정 이미지를 얻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코너를 검출하는 방법

을 그림 4와 같은 구조를 선택하였다.

그림 4. 중심 패턴을 이용한 직선과 코너 검출

Fig. 4 Detection of straight lines and corners using center 
grid pattern
  

Edge 검출은 Homogeneity Operator, Difference 
Operator, Edge Image Thresholding 등의 여러 검출기

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빠른 엣지 검

출기인 Homogeneity Operator를 사용한다. 이 엣지 검

출기는 3×3 이미지의 중심 화소로부터 주면의 8화소들 

각각을 감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출력은 각 차이의 

절대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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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검출은 Edge 이미지의 모든 직선들을 검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Line을 검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출 

방법이 있지만 원하는 길이, 각도, 영역의 직선 정보를 

Line 성분에서 걸러내어 사용하기 위해서 Hough Line 
검출을 사용하였다. Point를 검출은 Hough Line 검출에

서 걸러진 직선 성분들의 교점이 되는 점들을 모두 찾

아서 그 점들을 모두 Point의 후보로 지정하고 Hough 
Line 이미지위에 표시해준다. 위의 Point들을 모서리로 

하는 사각형들을 모두 검출하고 그 사각형들 중에서 크

기와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각형을 중심 사각

형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중심 사각형을 기준으로 전체 

그리드 패턴에 좌표를 확장하고 후보들을 필터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후 어긋난 좌표들을 가상의 직선을 

그어 그 직선에 맞춰서 점들을 보간시켜 주는데 여기서 

보간이란 잃어버린 정보를 추정으로 다시 채워 넣는 것

으로 본 논문에서는 추정이 아닌 특정한 조건을 줘서 

보간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장에서는 위의 절차를 실제 적용하여 실험해 보고 

AVM 시스템의 코너 검출 단계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 실험 및 고찰

Coner Detection은 기본적으로 왜곡 보정 이미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카메라로부터 입력받는 기

본 이미지는 카메라 렌즈의 왜곡에 의해 그림 5와 같이 

방사 왜곡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카메라로 입력 받은 기본 이미지

Fig. 5 Basic image which is inputted from the camera

이를 보정하여 그림 6과 같은 왜곡 보정 이미지를 얻

을 수 있는데, 왜곡이 보정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직선

과 코너를 검출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림 6. 왜곡이 보정된 이미지

Fig. 6 Distortion corrected image

먼저 그림 6의 왜곡 보정 이미지를 이용하여 어떤 방

식으로 자동화를 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고려하였다. 왜
곡 보정 이미지 내부의 패턴들의 직선과 코너를 검출하

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해서 검출해야 할 중심 패턴을 

검출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림 7과 같이 먼저 중심 패

턴을 찾고 그 패턴을 기준으로 직선을 그어준 다음 직

선들이 만나는 부분을 중심 패턴의 코너로 인식하여 나

머지 패턴들의 직선과 코너를 검출하는 방법을 알아보

았다.

그림 7. 중심 사각형을 검출하는 이미지

Fig. 7 Image for detecting center rectangle

먼저 중심 패턴을 검출하기 전에 왜곡 보정 이미지의 

Edge를 검출해야 한다. 여기서 Edge란 이미지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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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으로 경계선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림 8은 그림 6의 왜곡 보정 이미지의 Edge
를 추출한 이미지이다.

그림 8. 왜곡 보정 이미지의 Edge 추출 이미지

Fig. 8 Edge extraction of distortion corrected image

왜곡 보정 이미지의 Edge를 추출한 후 이미지 내부

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들을 검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

해서 Hough Line 검출을 이용한다. 위의 Edge 추출 영

상에서 허프 변환을 이용하면 그림 9와 같이 영상 내부

의 직선들이 모두 검출된다. 또한 Noise Filter를 이용하

여 원하는 성분을 충족하는 직선들만 검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9. Hough 변환을 이용하여 직선 성분을 추출한 이미지

Fig. 9 Image which extracts line components by using 
Hough transform

다음으로 직선 성분들을 검출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직선 성분들이 만나는 모든 교점들에 점을 찍어 그리드 

패턴의 코너를 검출하기에 앞서 후보 영역들을 추출하

는 과정을 구현하였는데, 그림 10과 같이 패턴 내부의 

코너들을 포함하여 다른 부분도 후보 영역으로 추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 그리드 패턴의 각 코너 후보 영역 추출 이미지

Fig. 10 Candidate region extraction image for each corner
of grid pattern 

중심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서 그림 11과 같이 모든 

후보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들을 만들고 그 중에

서 1차로 중심 패턴의 조건에 맞는 사각형들을 찾아 색

상으로 표시해준다. 여기서 중심 패턴의 조건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적절한 사각형들을 모두 선택하였다.

그림 11. 중심 패턴 사각형 후보 검출

Fig. 11 Detection of candidate regions of center pattern 
rectangle

후보 영역으로 검출된 모든 사각형들 중 중심 패턴의 

조건에 근접한 사각형들을 모두 파란색으로 표시하였

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번 더 필터링하여 가장 이상적

인 중심 사각형을 선택한다. 이번에 필터링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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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의 크기를 이용하여 실제 이미지의 사각형 크기

와 가장 유사한 크기를 가진 사각형을 선택하도록 하였

고, 그 결과 그림 12와 같이 가장 적합한 중심 패턴이 검

출되었다.

그림 12. 가장 적합한 중심 패턴 사각형 검출

Fig. 12 Detection of most appropriate center pattern 
rectangle

중심 패턴 사각형이 검출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제 각 직선들과 그리드 패턴의 코너들을 검출하여야 

한다. 먼저 그림 13과 같이 중심 사각형을 기준으로 후

보 영역들 중 사각형의 각 모서리와 가장 가까운 점들

을 선택한다.

그림 13. 사각형의 모서리와 가장 가까운 점 선택

Fig. 13 Choosing points which are closest to corners of 
the rectangle

이후 그림 14와 같이 그리드 패턴 전체로 후보 영역

을 확장시켜 주고 선택되어진 후보 영역들 중 불필요한 

점들을 제거하여 필요한 영역의 점들만 표시해 준다.

그림 14. 그리드 패턴 전체로 후보 영역 확장(필터링)
Fig. 14 Extending candidate regions to the whole grid 
pattern(filtering)

여기까지 그리드 패턴의 코너를 검출하는 과정을 모

두 진행하였다. 하지만 그림 14를 자세히 보면 그리드 

패턴 각 코너에 점들이 제대로 위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패턴의 코너들을 연결하

는 가상의 직선을 그어 주어 각각의 직선들과 그리드 

패턴의 코너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았고 그

림 15와 같이 그리드 패턴의 코너들과 직선들의 교점들

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5. 그리드 패턴의 각 모서리를 지나는 직선을 생성

Fig. 15 Creating straight lines which go across corners of 
grid pattern

하지만 그리드 패턴의 코너들과 직선들의 교점이 

거의 일치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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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들의 교점을 패턴의 코너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보

정하기 위하여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그리드 

패턴으로 보간을 하여 그림 16과 같이 원하는 그리드 

패턴의 코너에 정확하게 좌표를 찍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16.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그리드 패턴으로 보

간을 한 검출 결과

Fig. 16 Detection result of interpolating grid pattern from 
crossing points of straight lines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VM 시스템의 원근 왜곡을 보정하

는 단계에서 자동으로 그리드 패턴의 코너를 검출하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동 패턴 

검출 방법은 기존의 참고문헌[6]과 같이 원근 왜곡을 보

정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수동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문

제점을 완벽히 보완하여 자동화시킬 수 있다. 
또한 AVM 시스템에 적용시킬 경우 기존의 AVM 시

스템보다 자동화 정도가 더 뛰어나므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AVM 시스템에서 원근 왜곡을 보정하는 단계

에 적용시켜 자동으로 코너를 검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향후 AVM 시스템에 적용시킨 뒤 직선을 긋는 과정

에서 가상의 선을 더 그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만큼 

어라운드뷰 영상을 확장하여 볼 수 있도록 개선하여 

AVM 시스템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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