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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랜드마크를 활용한 카메라의 외곡에 대한 보정 기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OpenCV를 활용하여 랜드마크와 카

메라로 부터 입력받은 영상의 매칭점을 비교하여 매칭 결과를 도출하며 매칭된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카메라

의 외곡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카메라의 외곡뿐만 아니라 외곡 각도 계산 까지 가능함에 따라 외부 

환경으로 인한 카메라의 각도 변환에 대응 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 및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물체 인식 (Object Recognition),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 랜드마크(Landmark), SURF(SURF)

I. 서 론

최근 영상인식 기술의 발달로 도로상의 카메라를 활용하는 다

양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교통체증을 해결하

기 위한 방법으로 비보호 좌회전 전용 교차로를 늘리는 것에 카메

라의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1]. 그러나 현재의 카메라 

영상 인식 기술은 정형화된 도로와 고른 외부 환경조건에는 효과

를 나타내었지만 비정형화된 도로환경변화와 악천후 이후에는 인

식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정확한 영상 인식 및 검지 기술

을 개발하기 위해 랜드 마크를 활용 하여 일반 도로 및 비정형 도

로에서도 정확한 영상인식과 악천후로 인한 카메라의 각도를 알려 

줌으로써 카메라 보정 작업 기술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 관련 연구

1. 관련 연구

1.1 SURF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적용된 SURF 알고리즘은 Speeded Up Robust 
Feature의 약자로  입력된 영상으로 부터 환경변화로 부터 발생되

는 특징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특징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 중 SIFT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SURF 알고리즘은 처리 

속도면에서 향상된 알고리즘이다. SURF 알고리즘은 적분 이미지

를 이용하여 계산 하고자 하는 면적을 간단히 계산한다. 즉, 출력 

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4개의 꼭지점 위치만 알면 쉽게 계산 결과

를 도출 할 수 있다. 또한 contrast를 이용하여 헤시안 행렬로 관

심점을 탐색한다[2].

그림 15. SURF와 SIFT의 비 최대치 억제 수행

Fig 1. Non-Maximal Suppressions of SURF and SIFT

그림 1에서 나타나듯 정합(Matching)을 통해 서로 다른 크기 

공간을 추출하고 비 최대치 억제를 수행 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헤시안 행렬로 추출된 값에 대해 Non-Maximal Suppression 과

정을 통해 이웃한 점들과 비교하여 중심점이 클 경우 그 결과를 

기반으로 크기 공간에 대한 관심점을 찾을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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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론

1. 시스템 제안

그림 16. 카메라 보정 기술 시스템 흐름도

Fig 2.Flowchart of Camera Calibration Technique System

그림 2는 카메라 보정 기술 시스템 흐름도 이다. 그림에서 나타

나듯 외부 환경(햇빛, 바람 등)에 의해 카메라의 각도 변환 및 왜곡

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카메라 보정기술 작업을 수행하기에 비

정형 도로는 횡단보도 및 중앙선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객체 인식

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랜드마크

를 인식 하게 된다. 이 랜드마크는 서버의 Reference Image로 저

장 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카메라로 물체인식을 하게 된다. 인
식된 랜드마크의 패턴을 분석하여 틀어진 각도 및 위치 변위를 측

정해 카메라 왜곡에 대응하는 보정기술을 구축 할 수 있는 것이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외부환경에 따른 카메라의 변화를 인지하고 보

정하기 위한 기술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으

로 여러 외부 환경에 의한 카메라 보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구축할 수 있으며 보정기술 구축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

성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다양한 랜드마크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이에 수많은 랜드마크를 DB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카메라의 각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좌표를 활용

한 각도 변환 작업과 각도 계산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 할 며 실시

간으로 카메라의 보정 기술을 위한 랜드마트 추출 알고리즘 개발 

및 실시간 영상 성능 테스트 작업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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