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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Gigapixel Camera Technology and the Stunning High-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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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technology of current image sensors is limited to the megapixel class, it is necessary to use an image-stitching 
technique to create a gigapixel image from hundreds or thousands of photos taken by a megapixel image sensor.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entire process of gigapixel camera technology employing a robotic panoramic head plus a stitching technique, 
and analyze the gigapixel camera technologies of Duke University and BAE Systems from the viewpoint of optical design 
structure. Hopefully this knowledge will lead to a new optical structure for a gigapixel camera. Meanwhile, we also perceive the 
need for additional image processing to reduce the noise of photos with a background of fog and mist, taken far from the camera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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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이미지 센서기술은 메가픽셀 급에 한정되어 있는데 메가픽셀 급의 이미지 센서로 기가픽셀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서는 필수적으로 중첩영역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하는 스티칭(stitching) 기법을 쓸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파노라마헤

드와 스티칭 기법을 사용하여 기가픽셀카메라 기술의 전 과정을 탐구해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이나 이해

를 바탕으로 듀크대와 BAE의 기가픽셀카메라 기술에 대해서도 설계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또 나아가, 새로운 기가픽셀카메라의 

광학구조에 대한 모색도 시도해 보았다. 기가픽셀카메라 기술에서는 스티칭 작업과는 별도로 먼거리의 피사체 혹은 대기오염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흐릿한 영상부분을 보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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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가픽셀 이미지란 109
개의 픽셀 이상으로 구성된 초고해

상도의 디지털 이미지를 말하는데, 제작방식은 메가픽셀 급

의 이미지 센서로부터 얻은 수백에서 수천 장의 요소사진들

을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하여 만들어 낸다. 구체적으로는, 
메가픽셀 급의 이미지 센서로부터 촬영되는 인접한 요소사

진들을 일정부분 서로 중첩시키고 중첩된 영역들을 이어 붙

임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거대한 스케일의 픽셀사진이 완성된

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요즘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내

장되어 있는 파노라마 촬영기능과 원리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수백 혹은 수천 장의 메가픽셀 급의 요소사

진들을 한 장의 기가픽셀 급의 사진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은 

소위 스티칭(stitching)이라고 부르는 디지털 합성기술에 의

해서 중첩영역을 하나의 공통된 이미지로 만들어 내는 공정

으로 이해할 수 있다.[1-3]

보통, 이미지 스티칭(image stitching)이라고 불리는 이 과

정은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지를 등록하는 과정, 이
미지를 캘리브레이션하는 과정, 그리고 이미지를 블랜딩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진다.[4] 이미지등록(image registration) 과정

이란 중첩 픽셀들 간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조건으로 수백, 
수천 장의 요소사진들을 인접한 순서대로 정렬하여 매칭하

는 과정이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비전에서 많이 활용되는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이라는 반복법에 의

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미지 캘리브레이션(image 
calibration) 과정이란 개개의 요소사진을 조작하여 변환시키

는 과정인데 목표는 인접사진의 중첩영역에서 발생한 차이

들, 즉, 카메라 렌즈의 색수차, 왜곡수차, 비네팅 등과 같은 

광학적인 결함에 의해서 일어난 차이나 촬영 시에 발생한 노

출차이 혹은 바람이나 진동같은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이를 줄이는데 둔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블랜딩

(image blending) 과정이란 이음선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중

첩영역을 하나로 합성하는 과정이고 노출의 차이를 보상하

기 위해 전체적인 색조정도 동시에 진행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앞에서 설명한 모든 스티칭 과정을 완

료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영상처리 기술만으로는 해결되

지 않는 결함들이 존재한다. 보통, 나타나는 대표적인 결함

은 크게 2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시차문제(parallax 
error)이고 다른 하나는 피사체의 순간적인 빠른 움직임에 의

해 발생하는 문제이다.[4] 이 중 시차는, 예를 들면, 카메라의 

입사동과 로봇파노라마헤드의 회전축을 일치시킴에 의해 요

소사진 간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

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피사체의 순간적인 동적인 움직임

은 카메라의 노출시간을 매우 짧게 가져가더라도 잘 해결되

지 않고 그대로 남아 합성이미지의 결함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다.[5]

저해상도의 이미지 센서로부터 수백 혹은 수천 배의 고해

상도 이미지를 얻어내는 기가픽셀 카메라기술은 우주항공분

야에서부터 국방, 관광, 건축, 지도, 예술문화 영역에 이르기

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국가적으로도 확보되어야 하는 미래 

핵심기술로 생각된다.[6-7]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구글은 전 

세계 40개국 151개 박물관의 소장품을 기가픽셀로 찍어 구

글에 접속만 하면 실제가서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엄청난 

해상도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

고 있다(2012년 4월 발표된 구글의 아트 프로젝트). 기가픽

셀 카메라기술은 화성탐사에서도 활용되었는데 나사에 의해 

발표된 1.3기가 픽셀의 사진은 너무 선명하고 리얼해 실제 

화성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이다(2013년 6월 1일). 
또, 영국에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념하여 세계최대 해상

도의 사진인 320기가 픽셀의 런던전경을 발표한 바 있다

(2013년 2월).
한편, 2012년 6월 듀크대의 연구팀이 공심의 대물렌즈와 

98개의 2차 마이크로카메라로 구성된 1기가 픽셀의 카메라 

시스템을 네이처에 발표한 바 있다.[8-12] 듀크대 카메라의 특

징은 98개의 마이크로카메라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피

사체의 순간적인 움직임에도 합성결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2013년 1월 미국 방사청 DARPA의 프로

젝터를 받아 BAE Systems에서 개발한 ARGUS-IS (Autonomous 
Real-Time Ground Ubiquitous Surveillance Imaging System)
라는 1.8기가 픽셀의 카메라도 발표되었다.[13-14] 이 카메라는 

듀크대의 렌즈어레이 방식과는 다르게 센서어레이 방식으로 

되어있고 1.8기가 픽셀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

다. 실제 무인항공기인 MQ-1 프레데터에 장착하여 실시간으

로 1.8기가 픽셀의 동영상을 시현한바 있다.
본 논문은 기가픽셀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

격으로써, 우선적으로, 로봇파노라마헤드를 사용하여 기가픽

셀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축적되고 

이해된 여러 기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듀크대나 BAE Systems
와 같은 첨단의 기가픽셀카메라기술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
아가 새로운 방식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구상하는 것도 모색

할 수 있게 되었다.

II. 기가픽셀 이미지의 생성을 위한 
무시차점의 설정방법

메가픽셀의 이미지 센서로 기가픽셀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앞 장의 서론에서도 설명되었다시피, 필수적으로 

중첩영역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하는 스티칭(stitching) 기

법을 쓸 수밖에 없다. Figure 1과 2를 보아라. Fig. 1은 우리

대학의 전경을 부분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Fig. 2는 Fig. 1에 

표시된 중첩된 영역을 스티칭하여 이어붙인 우리대학의 파

노라마 사진이다.
그런데, Fig. 1과 Fig. 2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수백, 수

천 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시차(parallax error)가 발

생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만으로는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는 촬영 시 시차가 발생하지 않게 로봇파노라마헤드의 회전

축과 카메라렌즈의 입사동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조작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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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Phots taken at Hannam University for panoramic view.

FIG. 2. A panoramic photo stitched together from Fig. 1.  

FIG. 3. The cause and definition of parallax error which leads to 
stitching artifacts. 

요가 있다. 통상, 파노라마 촬영에서 카메라렌즈의 입사동의 

중심을 무시차점(no parallax point)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상

식으로 무시차점을 전방의 절점(front nodal point)으로 오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먼저 시차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Figure 3을 보아라. 촬영 시, 물체점의 깊이차이(D) 혹은 

원근의 차이는 렌즈 결상면에서의 평면적인 거리차이로 변

환된다. 즉, D는 p와 p'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p와 p'이 같지 

않다는데 있는데 카메라렌즈의 움직임의 결과로써 이미지가 

변형되어 동일한 사진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동일

한 조건의 요소사진을 얻을 수 없게 되면 스티칭 오류가 발

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합성의 품질이 나오지 않게 된다. 
정리하면, 시차의 정의는 식 (1)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15-16] 

(1)

Figure 4를 보아라. Fig. 4는 카메라렌즈를 회전시켜 가면

서 찍은 사진이다. 앞뒤에 위치한 막대의 사진들에서 시차가 

발견된다. 설명을 해보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통상의 

삼각대를 사용하는 경우 삼각대 회전축의 고정나사는 카메

라의 바디에 위치한다. 많은 경우 카메라렌즈의 입사동의 위

치는 바디보다는 렌즈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회전축이 입사

동(무시차점)의 위치보다 뒤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런 상황

에서 카메라렌즈를 좌우로 회전시키면 입사동이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Fig. 5에서와 같은 시차를 만들

어 낸다. Figure 5는 삼각대의 회전축과 무시차점(입사동)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고 회전축이 무시차점보다 뒤

쪽에 있다. 반시계방향의 회전인 Fig. 5의 (a)에서는 두 물체

점 A, B, 가 기준이 되는 (b)의 경우보다 폭이 넓어지는 현상

을 나타내고 있고 시계방향의 회전인 Fig. 5의 (c)에서는 두 

물체점 A, B,가 기준이 되는 (b)의 경우보다 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즉, Fig. 5로부터 Fig. 4를 이해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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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Photos with parallax error: (a) counter-clockwise rotation (b) reference position (c) clockwise rotation. 

FIG. 5. The case of parallax error due to the position of no 
parallax point prior to the center of pivot axis. NPP means no 
parallax point: (a) counter-clockwise rotation (b) reference position 
(c) clockwise rotation.

FIG. 6. The case of no parallax error due to the coincidence of 
no parallax point and the center of pivot axis: (a) counter-clockwise 
rotation (b) reference position (c) clockwise rotation.   

(a) (b) (c)

FIG. 7. Photos with no parallax error: (a) counter-clockwise rotation (b) reference position (c) clockwise rotation.  

된다. 이와는 반대로 회전축이 무시차점보다 앞쪽에 있게 되

면 Fig. 5와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만약 회전축과 무시차점이 일치하게 되면 Fig. 6과 Fig. 7

과 같이 카메라의 회전에 관계없이 물체점 A와 B의 폭이 일

정하게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Fig. 7에서 (a)와 (b)는 거의 

일치하지만 (c)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좀 

더 미세하게 조정해서 회전축과 무시차점을 더욱 일치시키

면 보다 완전하게 시차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근거

리의 피사체를 대상으로 기가픽셀 이미지를 얻고자 하면 무

시차점을 되도록 완벽하게 찾아야겠지만 도시전경과 같은 

원거리의 피사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차가 있더라도 그리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4장에서 설명이 좀 

더 되겠지만, 주어진 와 의 원근차이는 카메라렌즈로부터 거

리가 멀어지면 질수록 시차의 원인이 되는 α 와 β 값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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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obot panoramic head (Sky-Watcher 
AllView Mount from Celestron). 

FIG. 9. The structure of operating mechanism 
for robot panorama head (Sky-Watcher AllView 
Mount from Celestron).

FIG. 10. Robot panoramic head equipped with 
telephoto zoom lens in the case of coincidence 
of NPP and the center of pivot axis.

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근거리 피사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가

픽셀 이미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 세계 명화들을 기가픽셀 

급의 디지털 컨텐츠로 만든 구글의 아트 프로젝트를 들 수 

있을 것이고, 원거리 피사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런던의 BT 
타워 29층에서 촬영한 320기가 픽셀의 런던전경을 들 수 있

을 것이다.

III. 로봇파노라마헤드를 사용한 요소 이미지의 
고속촬영과 기가픽셀 이미지의 생성

기가픽셀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연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으로는, 구글의 아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것처럼, 
자동제어 방식의 로봇파노라마헤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본 논문의 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분석되겠지

만, 듀크대와 BAE 시스템스의 기가픽셀카메라의 광학구조

와 설계특성, 개선방향, 그리고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본 장

에서 실험되고 논의된 기술적인 경험과 심층적인 이해가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로봇파노라마헤드를 사용하여 

기가픽셀 이미지 생성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기가픽셀

기술에 대한 절차적이고 전반적인 이해가 얻어질 것으로 기

대된다.
Figure 8을 보아라. 본 실험에서 사용된 로봇파노라마헤드

를 보여주고 있다. 로봇파노라마헤드는 Celestron사의 Sky-Watcher 
AllView Mount를 사용하였고 경도(360°)와 위도(180°) 두 방

향으로 회전이 가능한 천체탐사용 삼각대를 갖추고 있다. 특
별히 Celestron사의 제품을 선정한 이유는 로봇파노라마헤드

의 삼각대가 스테인리스강철로 되어있고 천체탐사용으로 사

용될 정도로 견고하고 흔들림이 적고 튼튼해서이다. 본 논문

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기가픽셀 이미지는 런던시내전경과 

같은 원거리의 피사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삼각대의 진동

이나 바람과 같은 외부환경에 의한 흔들림을 최소로 해야 보

다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카메라렌즈

로부터 피사체의 거리가 멀어지면 질수록 미소한 흔들림에 

의해서도 촬영된 요소이미지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이미지 

간 편차가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Figure 9를 보아라. Figure 9는 카메라의 입사동과 로봇파

노라마헤드의 회전중심축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조작은 매우 심플한데, 카메라를 고정시킨 

후 X, Y, Z축 방향으로 카메라를 움직여 가면서 입사동의 중

심점과 무시차점을 일치시키면 된다. Figure 10은 망원줌렌

즈를 장착한 상태에서 입사동의 중심점과 무시차점을 일치

시킨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준비를 마친 후 Fig. 
8에서 보여 지는 리모컨을 조작하여 로봇파노라마헤드를 카

메라와 동기화시켜 작동시키면 연속적으로 고속의 촬영이 

가능하게 된다.
본 실험에 사용한 카메라와 줌렌즈의 스펙을 살펴보자. 카

메라의 바디는 니콘 D7100 DSLR 카메라로써 화소수는 

2,400만 화소이고 센서크기는 1/1.5 크롭(23.5×15.7 mm)의 

CMOS 센서이다. 장착한 줌렌즈는 탐론(Tamron)사의 제품으

로 F/2.8, 70-200 mm의 가변초점 망원렌즈이다. 촬영하고자 

하는 전체 회전각도의 범위에서 요소 이미지의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줌렌즈의 시야각을 줄여야 하는데, 그 해법

은 줌렌즈의 초점길이를 늘리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켄코

(Kenko)사의 2× 텔레컨버터 렌즈를 줌렌즈와 함께 장착하여 

초점길이를 2배 늘림으로써 시야각을 반으로 줄였다. 결과적

으로 F/5.6 400 mm의 줌렌즈를 사용한 셈이 되고 시야각은 

대각선 방향으로 4°, 수평 방향으로 3.3°, 수직 방향으로 2.2°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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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4.1 gigapixel panoramic photo stitched together with 
317 photos taken from the 12th floor of college of engineering at 
Hannam University.

FIG. 12. The case of zoom-in for a specified region from Fig. 11. 

FIG. 13. The case of zoom-in for a specified region from Fig. 12. 

FIG. 14. 5.9 gigapixel panoramic photo stitched together with 
426 photos taken from the 30th floor of Main Headquarter 
Building of Korean Rail Network Authority located at Daejeon.

FIG. 15. The case of zoom-in for a specified region from Fig. 14. 

FIG. 16. The case of zoom-in for a specified region from Fig. 15.

이상과 같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더라도 실제 촬영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매우 많은 난관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① 카메라와 로봇파노라마헤드의 이동과 설치, ② 
원활한 촬영을 위해 3인 1조 정도의 팀 구성 ③ 날씨 문제 

④ 촬영장소의 허가문제 ⑤ 촬영오류에 의한 재촬영 문제 ⑥ 
수많은 연습촬영과 기가픽셀 급의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의 한계 문제, 등등. 본 연구 중에 수행된 모든 

결과를 논문에서 전부 다룰 수는 없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되

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Figure 11을 보아라. Figure 11은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12

층 옥상에서 찍은 4.1기가 픽셀의 전경사진이다. 총 317장의 

사진이 사용되었고 렌즈는 화각 8°인 탐론 200mm 망원줌렌

즈만을 사용했다. 셔터스피드는 1/500초 이고 총 촬영화각은 

동 90°, 서 90°, 남 27°, 북 0°의 조건으로 촬영되었다. 그리

고 촬영 시 인접 이미지 간의 평균 중첩도는 37% 정도이다. 
Figure 12와 Fig. 13은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사진의 서클 상

의 영역을 마우스로 줌인(zoom-in)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

다. 이미지 상의 특정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더라도 해상도

가 유지되면서 픽셀이 깨지는 계단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4를 보아라. Figure 14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대

전 본사의 헬기착륙장(약 30층)에서 찍은 5.9기가 픽셀의 전

경사진이다. 총 426장의 사진이 사용되었고 렌즈는 화각 4°
의 탐론 200 mm + 켄코 2× 텔레컨버터를 사용하였다.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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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A photo with the background of fog and mist taken far 
away from camera lens.

FIG. 18. The correction of photo by Photoshop.

스피드는 1/250초 이고 총 촬영화각은 동 70°, 서 70°, 남 

12°, 북 2°의 조건으로 촬영되었다. 그리고 촬영 시 인접 이

미지 간의 평균 중첩도는 26% 정도이다. Figure 15와 Fig. 16
은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사진의 서클 상의 영역을 마우스로 

줌인(zoom-in)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진에서도 역

시 이미지 상의 특정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더라도 해상도

가 유지되면서 픽셀이 깨지는 계단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별히 밝혀두고자 하는 바는, 실제 이미지를 합성

하는 과정에서 상용의 스티칭 소프트웨어로는 해결되지 않

는, 수 km 떨어진 먼 거리의 피사체들로부터 만들어진 사진 

이미지들에서 선명도 혹은 명암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발

생하였다는 것이다(Fig. 17). 이런 사진들에 대해서는 스티칭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포토샵 보정작업을 하였고 이를 통해 

Fig. 18과 같은 개선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선명도 저

하의 주 원인은 렌즈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질수록 입사광

량의 급격한 저하가 일어나서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이 뿌연 

상태로 촬영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 조건에서는 더욱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리라고 예상된

다. 기가픽셀카메라를 개발하는데 있어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특히 유념하여 영상처리의 솔루션을 개

발하는데도 동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

로 이미지 스티칭 소프트웨어는 Kolor사의 autopano giga와 

autopano tour pro를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IV. 기가픽셀카메라기술에 대한 광학 구조적인 
이해와 설계분석

2012년 6월 네이처에 발표된 듀크대의 기가픽셀카메라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통되는 공심의 대물렌즈와 분할된 98
개의 마이크로카메라렌즈로 구성되어 있다.[8-12]

Figure 19의 (a)를 참조하기 바란다. Figure 19의 (b)에서 나

타난 것처럼 공심의 대물렌즈는 초점면이 곡면으로 휘어져 

있고 마치 초점곡면의 중심이 렌즈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되

어 있다. 그리고 주광선이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구경조리개는 렌즈의 중심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렌즈의 

첫 면을 통과하는 주광선의 연장선을 그어보면 입사동의 위

치도 거의 렌즈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 이와 같은 

방식의 광학구조는 기가픽셀카메라 렌즈의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앞의 2장 

Fig. 4에서 실험으로 보여 지는 것처럼 로봇파노라마헤드의 

회전축과 카메라렌즈의 입사동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으면 

시차문제(parallax error)가 발생하여 인접한 카메라의 상을 

스티칭할 때 합성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Figure 19의 (c)
를 보아라. Figure 19의 (c)는 공심의 대물렌즈와 마이크로카

메라렌즈가 결합된 카메라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98개의 

마이크로카메라렌즈는 초점곡면의 중심이 공심렌즈의 중심

에 있는 구면을 따라 회전하면서 Fig. 19의 (a)처럼 배치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듀크대의 카메라시스템에서는 이런 방식으

로 시차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 시차문제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피사체의 급격한 움직임에 의한 이미

지의 합성결함은 98개의 마이크로카메라를 사용해서 동시에 

촬영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듀크대의 이 시스템을 본 논문에서 실험한 로봇파노라마헤

드 방식과 비교하여 이해해 보자면, 우선, 공심의 대물렌즈

가 로봇파노라마헤드처럼 입사동을 회전축으로 시야각을 돌

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각각의 회전방향으로 마이크로카메

라렌즈가 일정부분의 시야각으로 중첩 커버하는 구조로 되

어 있다. 이는 로봇파노라마헤드 방식과 원리적으로는 동일

한데 단지 고속제어적인 방식이 아니라 광학적인 방식에 의

해서 구현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듀크대의 카메라 시스템에서도 스티칭 방법에 의해 기기픽

셀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카메라렌즈들 끼리 

상호 어느 정도로 시야각을 겹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각각의 마이크로카메라는 12메가 픽셀의 CMOS 센서

를 가진다. Figure 20을 참조하기 바란다. 인접한 마이크로카

메라렌즈들 끼리 시야각을 중첩시키기 위해 Fig. 20에서처럼 

초점곡면 상에 마이크로카메라렌즈를 배치하지 않고 초점곡

면에서 벗어난 위치에 마이크로카메라렌즈를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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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9. The gigapixel camera of Duke University: (a) layout 
from 3D modeling (b) monocentric objective with rays (c) whole 
camera system composed of monocentric objective and microcamera 
lens.

FIG. 20. The schematic ray diagram of Duke gigapixel camera 
system for understanding optical design structure.

FIG. 21. The variation of image position according to object 
distance. 

전체적인 구조는 이해가 되었더라도, 시야각을 어느 정도 중

첩시킬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모호하게 남아 있다. 본 논문

에서의 실험적인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대략 20-30% 정도의 

시야각을 겹치게 하면 이미지 스티칭 과정에서 큰 문제없이 

합성이 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이크로카메라렌즈의 

위치는 Fig. 20에서처럼 초점곡면 R1이 아닌 20-30% 정도의 

시야각이 겹치는 R2곡면을 따라서 배치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7] 
듀크대 카메라시스템에서는 마이크로카메라렌즈 마다 자

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기능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도 판단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로봇파노라마헤드 방식으로 촬영을 

할 때 피사체들의 거리적인 위치에 따라 줌렌즈의 초점이 자

동으로 조절되게 하면 더욱 선명한 원본의 사진이미지를 만

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식 (2)를 보아라. 식 (2)에서 l
과 l'는 각각 물체 및 상의 위치이고 f '는 카메라렌즈의 초점

거리이다. l = α f '으로 둠에 의해 식이 완성된다. 식 (2)는 α
값에 따라서 초점거리 대비 상의 위치가 결정된다. α 값이 

-10일 때 물체위치는 렌즈로부터 초점거리 대비 10배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상의 위치 l'는 식 (2)에 의해 자동으로 주

어지게 된다. Figure 21을 보아라. Figure 21의 수평축은 렌

즈의 초점거리로 환산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렌즈의 초점거리로 환산된 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Figure 21
에서 보듯이 물체의 위치가 초점거리 대비 100배 일 때와 

1,000배 일 때의 상면의 위치차이가 미세하지만 존재하므로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초점을 미세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DSLR 카메라에서 표준렌즈

의 초점길이(f ')가 50mm라고 하면 초점길이의 100배는 5m
이고 1,000배는 50m이다. 일반적으로 카메라의 전체 시야각 

내에 피사체들의 위치차이가 이 정도는 쉽게 발생하기 때문

에 초고해상도를 지향하는 듀크대의 기가픽셀카메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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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1.8 gigapixel BAE camera composed of 2×2 array 
telecentric camera lens and six-axis stabilized gimbal mounting 
system.

미세한 초점조절이 필수로 여겨진다.

(2)

다음으로 BAE 시스템스의 ARGUS-IS 카메라에 대해서 논

의해 보자. BAE 시스템스의 ARGUS-IS 카메라는 1.8기가 픽

셀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 무인항공기인 MQ-1 프
레데터에 장착하여 6km 상공에서 직경 7km를 15cm 분해능

으로 테러방지나 정찰을 위해 실시간으로 관찰한다. Figure 22
를 보아라.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시스템은 2×2의 어레이 카메

라와 6축 안정화 짐벌 마운팅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
기서 적용된 짐벌 마운팅시스템은, 듀크대의 기가픽셀카메라

인 AWARE 카메라와는 달리, 무인항공기의 흔들림과 관계

없이 일정하게 주어진 영역을 카메라가 지향해야 하기 때문

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광학적인 구조를 살펴보자. 기본

적으로 이 카메라는 평면상에 어레이로 카메라를 장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차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장착용으로 지상에서부터 멀리 떨

어진 6km 상공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비

록 어레이 구조로 된 카메라지만 시차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카메라와 카메라 간의 거리가 피사체의 거

리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작으면 시차문제는 자동으로 사라

지게 되기 때문이다(Fig. 3과 식 (1) 참조).
ARGUS-IS 카메라의 초점길이는 대략 80 mm 정도로 추정

되는데, 렌즈로부터 피사체의 거리가 6 km 떨어져 있기 때

문에 초점길이 대비 물체거리(l/f ')는 75,000배로 각각의 어

레이 카메라는 자동 초점맞춤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듀크대의 AWARE 카메라의 광학구조는 지상

용의 고해상도 혹은 기가픽셀카메라로 적합하고 BAE 시스

템스의 ARGUS-IS 카메라의 광학구조는 무인항공기용의 기

가픽셀카메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광학구조

적으로 볼 때 고해상도카메라 혹은 기가픽셀카메라를 개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핵심사항으로써 다음의 2
가지를 들 수 있겠다: ① 시차문제를 없앨 수 있게 마이크로

카메라렌즈들을 배치하는 것과 ② 마이크로카메라렌즈들의 

인접 시야각끼리 중첩도가 20-30%는 되게 배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슈가 되는 사항을 하나 더 들면 개별 카메라의 

초점맞춤기능이 필요할지 아닐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 만약, 짐벌 마운팅시스템을 떼 낸 후, ARGUS-IS 카
메라를 지상용의 고해상도카메라에 적용한다면 무엇보다도 

시차문제(parallax error)를 해결할 수 있게 광학구조를 바꾸

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차문제를 실시간 보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판단컨대, 컴퓨터 프로그램적인 해법으로 시차문

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한 솔루

션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광학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ARGUS-IS의 카메라구조와 AWARE
의 카메라구조를 적절히 조합한 하이브리드형의 구조가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본 논문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로봇파노라마헤드와 스티칭 기법을 사용하

여 기가픽셀 급의 초고해상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드는 전 

과정을 탐구해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가픽셀카메라에 

대한 광학구조 및 영상처리기술의 여러 맥락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 나아가 듀크대와 BAE의 기가픽셀카메라에 대한 설

계구조적인 분석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듀크

대의 AWARE 기가픽셀카메라의 광학구조는 지상용으로 사

용하기에 적합하고 BAE 시스템스의 ARGUS-IS는 지상에서 

수 km 떠 있는 무인항공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알 수 있었

다. 또 기가픽셀 급 카메라는 아니지만 초고해상도의 카메라

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듀크대와 BAE의 광학구조를 이해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스티칭과 관련한 영상처리 기술에서 눈여겨 봐야할 

핵심사항은 먼 거리의 피사체 혹은 대기오염과 같은 원인으

로 발생하는 흐릿한 사진요소의 선 보정 기술일 것이고 이에 

특히 유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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