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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ow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image processing technology, the research to build control system     

using a vision sensor is stimulated. However, a random time delay must be considered, because it works of a various     

time to get a result of an image processing in the system. It can be seen as an obstacle factor to a control of visual tracking     

in real system. In this paper, implementing two vision controllers each, first one is made up PID controller and the second     

one is consisted of a Smith Predictor, the possibility was shown to overcome a problem of a random time delay in a     

visual tracking system. A number of simulations and experiments were done to show the validity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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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비전 센서를 이용하여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로봇 시스템의 위치인식/자세제어와 감     

시시스템과 같은 제어 시스템과 결부시켜 구성하는 시      

스템이 많아지고 있다[1-3]. 이와 함께 비전 센서가 로       

봇의 위치인식과 능동 감시 시스템에 적용되어 모터,      

엔코더와 같이 쓰이고[1,2], 로봇의 자세제어를 위해     

자이로 센서와 함께 쓰일 뿐만 아니라, 자이로 센서의       

드리프트 현상을 제거하는데 쓰이기도 한다[4,5]. 

이와 같이 비전 센서는 상당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전 센서에서 획득된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 소요가      

많은 영상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       

히 이러한 시간 지연 요소는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제        

어 안정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간 지연 요소를 적절한 수학식        

으로 모델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연되는 시간이 바        

뀌게 될 경우 시스템 모델링이 변동이 되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시간     

에 대한 영향을 적절한 제어기 설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0.2초     

의 고정된 지연 시간을 갖는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이     

시스템에 두 가지 제어기(PID 제어기, 스미스 예측기     

를 포함한 제어기)를 적용한 후, 지연 시간이 변동될     

때의 영향을 모의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     

러 이 모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였을 때의 각각의 제어기에 대한 실험 결과도     

제시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2.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2.1. 전체 시스템 개요

Fig. 1은 전체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 데, 그림의 점선 부분은 실제     

카메라를 중심으로 영상을 추적하는 영상 추적부 구동     

부(G(S))로서 아래 Fig. 2와 같이 구현되어 있는 H/W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은 영상 처리부와 시스템 제어     

기에 대한 S/W 부분으로 dSPACE사의 DSP 시스템을     †E-mail : goonho@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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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구현되어 있다. 특히 H/W 부분은 영상 제어       

기(Gv(S))의 출력을 빠르게 추종하기 위하여 내부에     

Inner-loop제어기(G(S)) 를 포함한 형태로 구현한다.

Fig. 2의 구현된 영상 추적 구동부(이하 Tracker)이다.      

이 시스템은 스테레오 카메라, 엔코더, DC 모터, 지자       

기 센서, 그리고 DC 모터 드라이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테레오 카메라는 타겟을 인식하고 타겟까지의     

거리 정보를 센싱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엔코더는 모터      

의 속도와 카메라의 각도를 센싱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DC 모터는 목표점을 스테레오 비전 센서로부터 획득      

한 영상의 중심에 위치시키기 위한 구동부로써의 역할      

을 하게 된다.

Fig. 3은 목표점이 영상 평면의 중심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회전 중심으로부     

터 각도 차이  를 구하는 개념도이며, C(xp, yp, zp)    

는 실제 목표의 위치, (xi, yi)는 목표의 영상에서 위치,    

(xc, yc)는 영상의 중심이다. 식(1)은 이를 수식화 한 것    

이며, dx는 중심점과 타겟 중심점 사이의 x축 픽셀 거    

리, Xpixel은 이미지 센서의 x축 한 개의 픽셀 크기, LF    

는 Focal Length이며[6], 실제 시스템에 사용되는 파라    

미터 값은 Xpixel = 7.4, LF = 3.8 m이다[7]. 

(1)

2.2. Tracker의 수학적 모델링

Tracker는 오로지 패닝 동작만을 할 수 있게 설계되    

었다. Fig. 1의 Tracker에서 모터를 포함한 구동부    

(P(S))를 매개변수들을 기반으로 모터의 위치에 대한    

특성을 상태공간모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8].

(2)

2.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racker는 추종 성능을    

높이기 위해 Inner-loop 제어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때 제어기(C(S))의 제어 목적은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    

에서 목표의 중심점이 영상의 x축 가운데로 위치시키    

도록 하는 모터의 속도 입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러한 영상 추적 시스템에서 제어기를 설계할 때 일반    

적인 제어기 설계와 다른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는데    

[9], 첫째, 빠른 모터의 회전은 영상 이미지의 잔상효과    

를 유발시킬 수 있고, 이러한 잔상효과는 컬러 이미지    

획득을 어렵게 하여 정확한 목표 정보를 비전 시스템    

에서 획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급격    

한 모터 출력으로 인한 큰 오버슈트가 발생할 경우, 화    

면 안에서 목표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S))는 기본적으로 구현이 쉬운 선형 PI제어기를 이    

용하되 이 두 제약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제    

어기의 이득값 Kp, Ki는 각각 0.0031, 0.01로 구하였는    

데, Root Locus로 Damping Ratio가 0.707이 되는 Kp    

값을 정한 후, Routh-Hurwitz 를 이용해 Ki 값의 범위    

를 구하고, 다시 실험을 통하여 [9]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구한 것이다. 식 (3)은 구한 PI제어기    

θ
α

ˆ

θ
α

ˆ t( ) tan
1– dx Xpixel⋅

LF

------------------⎝ ⎠
⎛ ⎞ tan

1– dx 7.4( )⋅
3800

------------------⎝ ⎠
⎛ ⎞= =

i
·
t( )

ω· t( )

θ
·
t( )

198.57     – 0 4( )     0 

10816.32 255.85–  0

    0           1        0

i t( )

ω t( )

θ t( )

714.28

0

0

u t( )+=

u t( ): InputVoltage

Fig. 1. System block diagram.

Fig. 2. Visual Tracking System. (a) front view, (b) side  

view.

Fig. 3. Concept diagram of getting distance of a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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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학적 모델이며,

(3)

식 (4)는 식 (3)의 제어기를 적용한 Tracker의 시스       

템 전달함수이다. Fig.4는 약 1.3초 부근에 2500 rad/       

sec의 속도 값을 입력하였을 경우의 실제 Tracker의 추       

종 성능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4)

3. 랜덤 시간 지연을 고려한 비전 제어기

비전 센서나 레이더 센서는 한번 샘플 데이터를 획       

득할 때 방대한 양의 계산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센       

서 데이터의 가공 시간(computation time, latency     

time)이 길어지고, 시간 지연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같       

은 시스템에서도 영상 처리 알고리즘이나 얻어진 영상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 항상 동일한 지연 시간이 발생       

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제어기를 설계할 때 랜덤한       

시간 지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장에서는 우선 고       

정된 지연 시간 요소를 갖는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이       

를 PID제어기와 스미스 예측기를 포함한 제어기를 각      

각 적용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3.1. 시간 지연 요소를 포함한 시스템 모델링

시간 지연이 Td만큼 일어날 경우 시간 지연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식은 과 같다. 시간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 시스템에  생기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    

인하기 위하여 Fig. 1에서 영상 처리부를 시간 지연 요    

소로, 영상 제어기 Cv(S)를 단순히 시간 지연 보상이    

없고 단순히 픽셀 에러를 속도 정보로 바꾸어 내부 루    

프의 입력을 생성시켜 주는 변환기(T)로 고려한 시스    

템(Fig. 5)을 고려한다.

우선 시간 지연이 없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    

지연(Td)가 0이고, T는 스케일을 변환하는 알고리즘이    

므로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1로 삼고 기준 입    

력(Center Pixel)에 스텝 입력을 주었을 경우, 최종치    

정리에 의해 최종값은 0.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시간 지연 항을 Padé 근사법을 사용해 0.2    

초의 시간 지연이 일어날 경우의 근사식(식(5))을 구하    

였다[10].

 

(5)

그 결과 근사화 된 시간 지연 항을 포함한 시스템    

전체 전달 함수는 식(6)과 같으며,

(6)

시간 지연 항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스텝 입력을    

주어 Padé 근사화 시킨 모델과 근사화 시키지 않은 모    

델을 비교한 결과(Fig.6), 실제 시스템과 비교적 유사하    

게 근사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PID 제어기를 이용한 비전 제어기 설계

비전 제어기 Cv(S)는 화면 중심점과 현재 목표의 중    

심점간의 차이와 Fig. 3의 카메라 모델을 이용하여, 타    

겟의 물체 중심점이 영상(Image Plane)의 중심으로 올    

C s( )
0.0031s 0.01+

s
---------------------------------=

G s( )
23950.231s 77258.81+

s
3

454.42s
2

31489.085s 77258.81+ + +
----------------------------------------------------------------------------------------=

e
T
d
s–

sTd
e
−

e
T
d
s–

e
0.2s– s

2
30– s 300+

s
2

30s 300+ +
------------------------------= =

G*(s)

6.253e
13–
s
4

– 2.395e
4
s
3

+

6.612e
5
s
2

– 4.867e
6
s 2.318e

7
+ +

s
5

484.4s
4

6.937e
4
s
3

+ +

 5.17e
5
s
2

1.663e
7
s 4.636e

7
+ + +

-------------------------------------------------------------------------=

Fig. 4. Experimental result of Tracker.

Fig. 5. Block Diagram of the system including tim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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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각도를 계산한다. 또한 영상처리를 하면서 생       

기는 시간 지연 현상을 보상하여 시스템 응답 성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시스템에서 구해지는 각       

도( )의 값이 매우 작고, Tracker에서 피드백 정보로      

모터의 속도정보를 받기 때문에 두 값에 따른 스케일       

차가 크며, 비전 시스템에서 받는 타겟의 중심점 정보       

를 받는데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시간 지연 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3.1       

절의 시스템 모델에 맞는 PID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PID 이득 값은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적절한      

값을 찾아내었으며, 식(7)은 구해진 비전 제어기의 수      

학적 모델이다. 

 

(7)

3.2.1. PID 제어기를 이용한 시스템 모의 실험

Fig. 7은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PID 비전      

제어기(식(7))을 적용한 모의 실험 블록도이다.

모의 실험은 목표가 비전 센서로부터 2 m인 지점에,    

목표의 x축 초기 위치가 125 픽셀(약 6o정도)에 위치해    

있도록 하고, 영상에 맺히는 목표의 중심 위치가 화면    

의 중심(160 pixel)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형    

태로 진행하였다. Fig. 8은 시간 지연을 0.2초와 0.1초    

로 설정하였을 때의 모의 실험 결과이다.

Fig. 8을 살펴보면 시간 지연이 0.1초로 줄어들었지    

만 목표를 화면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기까지 걸리는 시    

간은 오히려 늘어남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PID 비    

전 제어기의 파라미터가 0.2초에 최적화되어 설정되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PID 제어기를 0.1초에 맞게 식    

(8)과 같이 변경하고 다시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8)

θ
α

ˆ

Cv s( ) 0.001s
2

60s 0.3+ +

s
------------------------------------------ tan

1– N 7.4( )⋅
3800

------------------⎝ ⎠
⎛ ⎞⋅=

Cv s( ) 0.003s
2

80s 0.3+ +

s
------------------------------------------ tan

1– N 7.4( )⋅
3800

------------------⎝ ⎠
⎛ ⎞⋅=

Fig. 6. Comparing result of the original system and the  

approximation system.

Fig. 7. Simulation block diagram of MATLAB simulink  

with PID vision controller.

Fig. 8. Simulation results of the system with a same PID  

Controller in each time delay.

Fig. 9. Simulation results of the system with a different  

PID Controller in each tim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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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은 식(7)과 식(8)의 제어기를 각각 지연 시간       

0.2초와 0.1초를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함께 표기한      

것이다.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0.2초와 0.1초의 서로       

다른 시간 지연이 발생할 경우 유사한 성능을 내기 위        

해서는 PID 제어기 형태가 서로 달라야 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PID제어기 구조가 시간 지연을 보상할 경우       

수는 있지만, 시간 지연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       

우 제어기를 지연 시간에 맞추어 변경해야 하기 때문       

에 랜덤한 시간 지연에 대응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함      

을 확인 할 수 있다. 

3.2.2 PID 제어기를 이용한 비전 제어기 실제 실험       

결과

Fig. 10은 실제 실험에 사용된 실험 시스템의 블록도       

이다. 크게 영상 추출 알고리즘을 담당하는 Computer1      

과 영상 제어기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담당하는     

dSPACE사의 DSP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 두 S/W       

부분의 알고리즘은 본 논문의 기술 목적과 배치되므로      

상세히 다루지는 않고, 블록도를 통하여 개괄적인 설명      

을 대신하고자 한다.

Fig. 11은 식(8)의 제어기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한      

후 실험한 결과이다. 실험은 목표를 중앙(x축 중심 위       

치 160pixel) 에서 순간적으로 230pixel 의 위치에 있       

는 것으로 이동하였을 때 카메라가 이를 추적한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카메라가 이동함에 따라 목표점의     

위치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약 2회에 걸쳐     

Overshoot와 Undershoot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시스템의 실험의 경우 시간 지연이 내부 영상 처리 알     

고리즘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랜덤하게 발     

생하게 되므로 모의 실험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시간     

지연값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무의미하므로     

한 가지 실험 결과만을 제시한다.

3.3. 스미스 예측기를 이용한 비전 제어기 설계

본 절에서는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     

전 제어기 Cv(s)를 스미스 예측기와 픽셀 에러를 모터     

의 속도 제어 루프(내부 루프)의 입력으로 변환해주는     

알고리즘이 포함된 형태로 설계하고자 하며, Fig. 12은     

이것이 포함된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스미스 예측기는 제어기 K(s)를 포함한 내부 피드백     

루프로 이루어진다. 출력의 예측으로 v가 구성되어 시     

간지연 성분이 없는 오차 신호 e(t) = r(t)−G(s)u(s)제어     

기의 입력신호로 들어가게 된다[11-13]. Fig. 12의 전체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Fig. 10. Block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ystem.

Fig. 11. Experimental result of the visual tracking system  

with the PID Controller.

Fig. 12. The system block diagram including the Smith-  

Pred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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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 (9)를 보면 스미스 예측기를 고려할 경우, 시간       

지연 항이 제거 됨을 알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 분모         

의 이득 값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고 결국 G*(s)의       

전체적인 이득 값은 커지게 된다. 

Fig. 13은 K(s) = 1, T = 1로 설정을 한 후 스미스           

예측기를 적용한 시스템과 3.1절에서 시간 지연 요소      

만을 고려한 시스템 모델에 스텝 입력을 인가한 경우       

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스미스 예측기를 고려한 경우의 결과는 시      

스템에 시간 지연 요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응답       

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의 시스템        

은 시간 지연이 0.2초로 고정되어 있으며, 스미스 예측       

기에 사용되는 시스템 모델 (P(s)와 C(s))이 실제와 정       

확히 일치하고, 시간 지연항( )의 Padé 근사화 모      

델 값도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 시스템과 수학적 모델과의 불일치는 G*(s)에서     

분모항의 시간 지연 항을 완전히 소거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랜덤한 시간 지연 역시 모델과의 불일치       

를 유발한다. 만약 스미스 예측기에 사용되는 시스템      

모델이 불일치 할 경우( ) 전체 시스템 전달함수      

는 식(10)과 같으며, 여기에 K(s)= 1, T =1 을 적용한         

스텝 응답은 Fig. 14와 같다. 

(10)

이러한 랜덤한 시간 지연과 모델 불일치로부터 생기    

는 문제점을 보상하기 위해서 적절한 제어기 K(s)의    

설계를 통해 모델 불일치 문제점의 보상이 필요하다.    

K(s)는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적절한 매개 변수를 찾았    

으며 최종 제어기의 형태는 식 (11)과 같다. 

(11)

Fig. 15은 0.2초의 시간 지연이 생겼다는 가정 하에    

스미스 예측기를 설계하였으나, 모델 불일치와 랜덤한    

시간 지연이 생길 경우 제어기의 존재 여부가 전체 시    

스템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제어기 K(s)를 적용한 경우 반응이    

K(s)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과도 응답이 적고 정상    

G*(s) = 
y

r
--

K S( )G S( )
1 K s( )G s( )+
-----------------------------=

e
T
d
s–

G' s( )

G* s( )
K S( )G S( )

1 G' s( )K s( ) K s( ) G s( ) G' s( )–( )e
T
d
s–

+ +

--------------------------------------------------------------------------------------=

K s( ) 1 0.14s+=

Fig. 13. A step response of the system with the Smith-  

Predictor.

Fig. 14. A step response of the system, when the system 

model is different from a real system.

Fig. 15. A step response of the system, when the time  

delay is 0.2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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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더 빨리 도달함을 확인할 수가 있다. Fig.       

16~18까지의 그림은 식 (11)을 적용한 시스템에 지연      

시간을 각각 0.05초, 0.1초, 0.3초로 변경하고 스텝 응       

답을 인가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Fig. 16~18 에서, 랜덤한 시간 지연으로 모델 불일치     

가 발생한 경우, 제어기가 없으면 많은 진동을 발생시     

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어기가 있는 경우에는     

진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정상상태로 더욱 빨리 도     

달함을 알 수 있다. 

3.3.1. 스미스 예측기를 이용한 비전 제어기 모의 실험

Fig. 19는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스미스 예     

측기를 구현하고 이를 이용한 비전 제어기를 적용한     

모의 실험 블록도이다. 

Fig. 20은 설계한 스미스 예측기를 이용한 비전 제어     

기를 적용하고 시간 지연을 0.2초로 고정한 상태에서     

3.2.1 항과 동일한 실험 조건을 MATLAB Simulink를     

통해 수행하였을 경우 영상에서 목표의 중심 위치가     

화면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3.3.2. 스미스 예측기를 이용한 비전 제어기 실험

Fig. 19는 비전 제어기로 스미스 예측기를 사용하여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이며, 실험 환경과     

Fig. 16. A step response of the system, when the time  

delay is 0.05 sec.

Fig. 17. A step response of the system, when the time  

delay is 0.1 sec.

Fig. 18. A step response of the system, when the time 

delay is 0.3 sec.

Fig. 19. Simulation block diagram of MATLAB Simulink  

with the Smith-Predictor and a controller.

Fig. 20. Simulation results of the system with the Smith-  

Predictor and a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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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3.2.2항의 내용과 같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영상 추적 시스템에서 흔히 발생하는 랜덤한 시간      

지연 문제점은 비전 제어기를 설계하여 보상함으로써     

물체 추적하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비전 제어기를 설계함에 있어서       

PID 제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어기의 설계는 쉬웠      

으나 랜덤한 시간 지연이 생길 경우 응답 특성이 나빠        

지는 현상이 생겨 고정된 시간 지연의 경우에만 사용       

이 가능하였다. 이에 반해 스미스 예측기를 이용한 비       

전 제어기의 경우에는 랜덤한 시간 지연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하지만 시간 지연의 정도에 따라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모델링      

의 불일치로 인한 오차는 생각보다 응답 특성을 악화       

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두 제어기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형        

태의 제어기 구조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최적 제        

어기 설계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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