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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머신 비전은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영상을 분석하여 얻은 정보

를 활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영상을 얻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로 촬영한 영상들은 왜곡이 발생하여 비선

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영상 보정(calibration) 및 왜곡 

보정은 영상처리 분야에서는 필수적인 기술이다[1]. 우리가 실제 눈

으로 보는 세상은 3차원이지만 카메라로 볼 경우에는 2차원의 이

미지로 변한다. 이 때, 3차원의 점들이 이미지 상에서 생성되는 곳

은 카메라의 위치 및 방향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실제 이미지

는 사용된 렌즈, 렌즈와 이미지센서간의 거리, 렌즈와 이미지센서

가 이루는 각 등 카메라 내부의 기구적인 부분에 의해서 크게 영향

을 받는다. 따라서 3차원 점들이 영상에 투영된 위치를 구하거나 

역으로 영상좌표로부터 3차원 공간좌표를 복원할 때에는 이러한 

내부 요인을 제거해야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2].
카메라의 왜곡은 Fig. 1과 같이 발생하며, 왜곡의 원인에는 내부

파라미터 즉, 초점거리(focal length), 주점(principal point), 비대

칭계수(skew coefficient)와 외부파라미터(좌표계 사이의 회전 및 

평행이동 변환)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을 통해 실제 

거리와 카메라로 측정된 거리가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의 경통은 렌즈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광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렌즈의 기울기나 경통의 크기가 렌즈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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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빛을 차단해주는 경통이 역할을 하지 못하

여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3]. 이러한 이유에 따른 기하학적인 왜곡 

보정이 필요하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 관해 연구된 기존의 방법들에는 체커보

드 패턴을 사용하여 월드 좌표와 영상 좌표 간의 호모그래피를 구

하여 3장 이상의 영상을 취득했을 때의 내부 상수의 초기화를 가능

케 하는 식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때의 최적화 과정을 최대

우도추정법(maximum-likelihood estimation)이라 한다[4]. 또한, 
카메라마다 독특한 패턴의 노이즈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카

메라 종류의 노이즈 패턴에 대한 유사도 비교를 하는 방식이 있다. 
이 때, 식별 방법으로 센서에 결함이 있는지 노이즈 패턴을 분석하

여 알아낼 수 있다[5].
이 외에도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연구해왔지만 왜곡 보정에 대한 기존의 방식들은 

고가의 세팅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거나 특수한 카메라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범용적으로 적용하지 못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방식과 달리 Dot Grid를 촬영하여 

각도로 2차원 Grid error data를 수식화하고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

램인 Python을 이용하여 실제 사물을 찍었을 때, 카메라영상 왜곡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2. 원 중심 알고리즘
2.1 원의 중심 이론

원의 중심을 찾는 이유는 원의 중심간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실제 거리와 Pixel 거리의 비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값을 이용하여 

교정이 가능한 것이다.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에는 Centroid (도
심) 방법, LSC (least squares circle) 방법 등이 있다. Centroid법

은 도형의 단면 일차 모멘트를 구해 면적으로 나눠 도심을 구하는 

방법이다. LSC (least squares circle)법은 원에 근사한 모서리값

으로 그 지점들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원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 중 Centroid법은 Fig. 2와 같이 임의 형사의 단면에 대해서 

미소 면적 dA를 생각하여 직교 좌표축으로부터 미소면적 도심까

지의 거리를 곱하고 전체 면적에 대해 적분을 하면 단면 1차 모멘

트(G) (Eq. 1, 2)를 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축에서부터 단면 도심

까지의 거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축의 

위치에 따라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으며,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0이다. 어떤 임의 단면에서 

직교 좌표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되는 점은 도심을 말하

며, 직교좌표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단면 1차 

모멘트를 도형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 (Eq. 1)

  


   ∙  (Eq. 2)

(Gx, Gy : Statical moment of area)

2.2 원 중심 추적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Python언어를 통해 LSC와 Centroid법의 알고리

즘을 구성하였다. Fig. 3의 Centroid법의 경우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 R.O.I (region of interest)를 설정하여 각 Pixel의 RGB값

을 통해 0 ~ 255의 값을 구분해 미소 면적을 구하였다. 이 미소면

적에서 기준 좌표와의 거리를 적분하여 단면 1차 모멘트(G)를 구

하였고 이 값에서 원의 면적 값을 나누어 도심을 구하였다.
Fig. 3의 LSC방법은 지정한 R.O.I에 원 안의 임의의 값을 지정

하고, 임의로 설정한 Pixel에서 θ만큼 뻗어 나가면서 원의 모서리

의 Pixel 좌표를 저장한다. 이 좌표 값을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원을 유추하고 원의 중심을 구하였다.

Fig. 1 Distortion imaging error of camera, various distortions 
occur due to the lens

Fig. 2 Statical moment of area dA in general shape with ρ, ρ; 
radius of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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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t Grid 설계 및 제작
Dot Grid란, 점 격자판으로 Fig. 4와 같이 신축성이 없는 투명판

에 규칙정열하게 점과 격자를 배치한 것을 말한다. 점 격자란, 이름 

그대로 점으로 이루어진 격자를 뜻하며 격자를 이루는 점은 격자

점이라고 한다. 점 격자를 이루는 격자점은 결정질의 이웃한 단위

격자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다. 따라서 점 격자는 결정 구조를 도형

의 반복형진을 표현하는 대신 격자점만을 찍어 결정 공간을 표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Dot Grid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Fig. 5와 같이 정밀 실크 

프린팅을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 유리판에 붙이는 방식 등이 있다. 
정밀 실크 프린팅이란, 공판인쇄방식으로 틀에 견포나 기타 스크

린을 걸어 화상 이외 부분의 스크린 결을 막아 잉크를 압출･투과

하여 인쇄하는 방식이다. 반도체용 공정인 포토마스크 방법은 정

밀한 방법이나, 본 연구의 경우는 제작비용 및 소량의 Dot grid 
제작을 위하여 Fig. 5와 같이 실크 프린팅 방법으로 제작하여, 
정밀한 Vision 장비(MICRO-VU)로 Dot 위치를 보정하여 사용

하였다.
Machine vision 장비는 교정하기 전 카메라에서 인식하는 거리

와 Dot Grid에 부착되어있는 점 격자의 실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 작업을 통하여 제품이 생산될 때의 정밀도가 균일해

지면서 호환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지의 불량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Dot grid의 기준 좌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Fig. 6, Fig. 7의 

Lighting Scanner (MICRO-VU VERTEX 261 HC)을 사용했

다. 본 장비를 이용하여 Fig. 8의 기준좌표와 비교해 카메라로 왜

곡된 정도를 측정하였다.

Fig. 3 Centroid algorithm and LSC algorithm to search the dot 
circle center

Fig. 4 Manufactured dot grid (Dot diameter 1.12 [mm], center 
to center distance 4.12 [mm], thickness 1.12 [mm], Size 
580 × 320, dot grid material ; glass)

Fig. 5 A general method of dot grid and th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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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오차(Error Map)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BASLER 20,000,000 pixel)로 찍은 

Dot grid를 Fig. 9와 같이 Centroid방법과 LSC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여 원의 중심의 Error map을 구하였다. 그리고 원의 중심

점들을 이용해서 최소 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해 

Linear 방정식을 도출해 내었다. Fig 10은 본 연구에서 실제로 사

용한 카메라와 Dot Grid의 배치도이다.
LSC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좌표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Pixel 좌표가 소수점 이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으로 LSC방법은 정밀도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Centroid법은 미소 면적 모두를 알고리즘에 포함시

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원의 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 언어를 이용하여 컴퓨터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Centroid법과 LSC방법으로 Dot Grid 중심 점 좌표를 구하고 카

메라 영상 왜곡 오차 교정 함수를 산출하였다. 
Fig. 11를 비교하여 보면 Dot Grid의 일차 함수의 평형도가 

LSC방법 보다 Centroid방법에 의한 값이 실제 제작된 Dot Grid

Fig. 6 Lighting scanner (MICRO-VU VERTEX 261 HC) spec 
: measurement capacity = 250 × 160 × 160 mm, XY 
accracy = 2.0 + L / 250, scale resolution = 0.1 µm)

Fig. 7 An example to search a center of circle image using 
lighting scanner with minimum zone circle method 

Fig. 8 Reference coordinate in X, Y axes of dot grid manufactured 
in this study

Fig. 9 Camera image error (distortion) map with the centroid 
method and LSC method (  : center coordinater of a 
circle, : error vector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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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접함을 보이며, 이것은 Centroid법이 원의 중심을 구할 때 

원이라는 도형 특성상 중심을 구하는 오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Dot Grid제작 시 Dot print에서 발생하는 진원에서 벗

어나는 오차(miss print)를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는 Centroid법

이 원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에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Dot 

Grid의 2차원 Error map으로부터 도출된 1차 함수와 목적 좌표

의 보간법으로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의 왜곡 오차의 교정이 가

능하다.

5. 이차 전지 전극 측정 및 Alignment
자동차용 이차전지전극은 음극과 양극을 별도로 중간에 분리

막을 삽입하고 적층하여 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음극 양극의 

Alignment 정밀도가 이차전지의 불량률을 크게 좌우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음극 양극의 Alignment를 확인하기 위해 Fig. 12과 같

이 전극의 이미지를 촬영한 후 카메라의 Error map을 통해 측정된 

이미지의 교정으로 Alignment의 측정 정밀도를 높였다. 또한, 음
극과 양극의 R.O.I를 지정하고 전극을 제외한 부분의 RGB값을 

0으로 설정한다.
Fig. 13(a)는 카메라 영상 오차 보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

Fig. 10 Experimental device with Basler camera and the dot grid 
manufactured in this study 

 

Fig. 11 Linear calibration functions using  centroid method and 
LSC method of dot grid

Fig. 12 Secondary battery electrode of automotive car used in 
this study (cathode : left part behind the separator, anode 
: right part in front of the separator), dot line square R.O.I

(a) Before calibration 

(b) After calibration

Fig. 13 The width, height and the align angle measurement of 
the battery cathode and anode before and after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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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이며, 각 전극에서 Alignment X, Y 각도가 왜곡으로 인하여 

일그러짐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Fig. 13(b)는 카

메라 영상 오차 보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이며, 이때에는 각 

전극의 Alignment X, Y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가능하다는 것 또

한 확인할 수 있다.

6. 검토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머신 비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의 

왜곡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정밀 Silk printing을 통해 제작된 Dot 
Grid를 제작하여 이를 이용한 카메라의 영상오차를 보정하였다. 
Centroid법과 LSC방법을 이용해 Dot의 중심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Dot Grid의 1차 함수를 산출하여 연속적인 카메라의 왜곡 

오차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였다. Dot Grid의 일차함수 

평형도에 있어 Centroid 방법이 LSC 방법보다 실제 제작된 Dot 
Grid와 근접함을 보인다. 이는 원의 중심을 구할 때 원이라는 도형 

특성상 모든 측정 포인트를 사용하는 Centroid법이 선별적인 측정 

포인트를 사용하는 LSC방법보다 중심을 구하는 오차가 적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Dot Grid 제작 시의 

진원에서 벗어나는 오차(miss print)를 감안하면 Centroid법이 원

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Dot Grid의 2차원 카메라 영상 Error map으로부터 도출된 1차 

함수와 목적 좌표의 보간법으로 촬영된 이미지와의 왜곡 오차 교

정이 가능하며, 도출된 카메라 오차의 1차 함수를 이용하여 측정된 

이차전지전극의 길이를 정밀하게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음극과 양극의 폭과 높이를 비교하여 음극･양극의 적층 시, 상대적

인 적층 Alignment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achine vision 분야에 있어서 Dot Grid를 이용한 카메라의 왜곡 

오차를 보정하여 정밀한 영상 이미지를 얻는데 사용 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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