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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ase of the tracking system with an active camera, it is very difficult to guarantee real-time processing due to

the attribute of vision system which handles large amounts of data at once and has time delay to process. The reliability

of the processed result is also badly influenced by the slow sampling time and uncertainty caused by the image processing.

In this paper, we figure out dynamic characteristics of pixels reflected on the image plane and derive the mathematical

model of the vision tracking system which includes the actuating part and the image processing part. Based on this model,

we find a controller that stabilizes the system and enhances the tracking performance to track a target rapidly. The centroid

is used as the position index of moving object and the DC motor in the actuating part is controlled to keep the identified

centroid at the center point of the imag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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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능동 카메라 기반의 물체 추

적 기술은 움직이는 물체가 항상 화면 중심에 오도록

구성되는 비주얼 서보잉(visual servoing)에 속한다. 일

반적인 비주얼 서보잉 시스템은 비주얼 센싱과 장비

조종이 ‘보고’ 나서 ‘움직이는’ 개루프의 형태를 가지

고 있다[1]. 따라서 시스템의 처리 속도와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시스템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폐루프 제어

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어 구조는 무

인항공기의 자동 이착륙 및 유도 제어 시스템 등에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2]. 영상 정보를 폐루프 제어기

의 피드백 센서처럼 사용하는 능동 비전 시스템(active

vision system)의 제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영상

해석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time delay)과 이로 인한 시스템의 불안정이

다. 이미 시간 지연의 관점에서 시스템 불안정성을 해

결하기 위한 간단한 PID 제어기와 예측(prediction) 기

법의 결합이 시도되었으나, 이 예측기(predictor)의 동

작 성능을 보장하려면 카메라의 파라미터(parameter)와

거리(depth) 등의 값들이 비교적 근사하게 추정이 되어

야 하고, 그 이후에도 제어기 조합을 시행착오적 방법

을 통해 구해야 하는 점 때문에 최적성(optimality)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3-5].

본 논문에서는 능동 비전 제어 구조에서 카메라를

장착한 구동부와 카메라에 투영되는 픽셀의 동특성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여 전체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

델링하고 이에 따른 제어기를 설계함으로써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피드백 센서로서의 영상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널리 알려진 특징점

기반의 배경 보정 기법[6]을 바탕으로 검출 구간 분류

방식과 카메라 각도 보정 방식을 추가로 적용하였으며,

모의 실험과 실제 실험을 통해 성능의 개선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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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 시스템을 위한 궤환 제어 루프를 갖는

이동 물체 추적 시스템

영상 센서를 통해 얻어진 물체의 위치에 따라 모터

를 제어하는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r은 기준입력(reference input)으로서 영상평면의 중

심점, ξf는 영상 처리를 통해 획득한 물체의 센트로이

드(centroid), 그리고 ω는 잡음(noise)이다. 본 논문에서

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능동 카메라의 패

닝(panning) 동작만을 고려하였으며, 위치 제어기를 포

함한 DC모터 구동부와 영상을 판단하여 대상물의 중

심점 위치를 구하는 영상처리부로 구성된다. 전체 시스

템은 영상 출력값과 기준입력과의 차이를 구동부의 출

력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폐루프 제어 구조이다. 최종적

인 목표는 위 시스템을 안정하게 하는 비전 제어기

(vision controller)를 구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영상 정

보를 전체 시스템 제어기의 궤환 정보(Feedback Data)

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추가 기법이 적용된다.

2.1. 궤환 제어기 센서로서의 비전 시스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기존의 영상 처리

방식에 대하여 [7]에서 배경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 객

체의 특징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객체의 외곽선을 이

용하는 방법, 차영상을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비

교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차영상은 카메라가 고정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능동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카메라의 움직임(ego-motion)이 차영상에

서 검출된 움직임 영역에 영향을 미쳐 오차가 발생하

므로 반드시 각 영상의 배경 보정 기법이 추가로 필요

하게 된다. 이때 주로 특징점 기반의 배경 보정 기법

[6]과 센서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회전 각도를 읽고 이

값을 이용하여 배경 영상을 보정하는 기법[8]을 사용하

는 데, 이 두 보정 기법은 정확성과 속도 처리 측면에

서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 보

완적인 방법으로 특징점 기반 배경 보정 기법을 바탕

으로 하되 여기에 카메라 회전 각도 측정을 통한 보정

방식을 결합하고 아울러 특징점 검출 구간 설정 방식

을 적용함으로써 물체를 추적하여 위치를 산출하는 데

보다 적은 시간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값을 얻고자 하

였다.

2.1.1. 특징점 검출 구간의 설정

특징점 기반 배경 보정 기법은 주변 픽셀과 밝기값

의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점에 대하여 연속

된 두 영상 간에 LMedS(Least Median of Squares) 기

법을 이용하여 배경의 움직임을 검출한 후 어파인 변

환을 적용하는 것이다[6]. 이때 픽셀 밝기 값에만 의존

하여 특징점을 무작위로 검출하는 경우, 움직이는 물체

가 특징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오히려 배경 영역

에서 신뢰성 있는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더 많은 수의 특징점을 이용하여 해결하

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연산량의 증가라는 문

제가 더 커짐으로써 궤환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더욱 곤란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징점의 개수

를 기존의 방식[9]보다 적은 약 12개 정도로 줄이는 대

신 각 특징점이 영상 영역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특징

점 검출 구간을 분류함으로써 각 특징점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능동 카메라가 패닝(panning)

동작만을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y좌표는 6개, x 좌

표는 3개, 총 18개의 특징점 추출 영역을 설정하였다

(Fig. 2. 참조). 이때, 특징점은 두 영상에서 모두 같은

영역에서 검출될 수도 있지만, 동일한 특징점이 다른

영역에서 검출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접

영역에 대한 특징점 비교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처

Fig. 1. Block diagram of the entire system.

Fig. 2. Separation of the extraction zone for featur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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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과정의 변경을 통해 처리 시간은 기존(특징점 24개

의 경우)에 비해 약 40 ms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특징점 개수 감소로 인해 오차 발생율은 10% 정도 증

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2.1.2. 배경 보정 기법의 결합(fusion)을 통한 오차율

감소

기존의 카메라의 회전 각도 정보를 이용하여 배경

화면을 보정하는 방식의 경우, 이전 영상을 카메라의

회전 각도에 따라 기하학적으로 이동 시켜서 새로운

영상과 비교하는 것을 기본 알고리즘으로 한다. 이 방

식은 모든 픽셀에 대하여 [8]의 변환식을 이용하여 1:1

로 변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픽셀 개수만큼의 연산량

을 기본적으로 필요함은 물론 주어진 변환식의 삼각함

수 연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연산시간의 증가가 필연적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간략화 시켜

2.1.1에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2.1.1에서 발생한 오차율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한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메라가 회전하면 이에

따라 배경의 특징점도 이동한다. 이때 회전각 θ1, θ2에

따른 이동 거리 d1, d2는 각도가 비교적 작은 범위 내

에서는 어느 정도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메라의 회전 각도를 θp라고 할 때

특징점의 이동 거리 dc는 아래의 식과 같이 구해진다.

단, f는 카메라의 초점 거리이다.

(1)

이 식에서 카메라의 회전 각도와 비례하는 보정 거

리에 대해 선형화된 비례 상수 Kdp를 도입하고 이를

픽셀 이득(pixel gain)이라고 정의한다(픽셀 이득 Kdp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수학적인 모델링 입출력

관계식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구할 경우 그 값은 약

2.25이며, 이 값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그 신뢰성을 확

인하였다[10]). 이 식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회전 각도

에 의해 구한 dc값은 특징점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

준으로 사용한다. 즉, 2.1.1의 방식으로 구한 특징점의

위치 변화값이 0.6~1.4(±40% 범위내)에 있지 않을 경

우, 해당 특징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dc값을 해당

결과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법을

추가하여 보정했을 때 평균 보정 오차는 0.0391로써,

기존의 0.1589에 비해 약 1/4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확

인하였다.

2.2. 관심영역(ROI; Range of Interest) 설정

앞서 2.1의 기법과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영상 데이

터의 처리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 프레임에서의 물체

위치를 예측하여 검출 영역을 좁히는 방법을 추가적으

로 도입한다. 우선 현재 물체의 x좌표인 xt와 표본화 시

간 τ전에 얻어진 x좌표 xt-1을 이용하여 목표 물체의 속

도 νtarget을 구하고 이에 따라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 후의 위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2)

추적 대상은 등속 운동만을 하도록 제한된 것이 아

니므로 움직이는 방향 또는 속도를 바꾸거나 움직임

자체를 멈출 수도 있다. 하지만 짧은 표본화 시간을 고

려할 경우 이 변화는 극단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지만, 어느 정도의 유동적인 여유값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물체 움직임의 크기에 비례하는 상수 xmargin과

ymargin을 도입하고 이 영역에 나타나는 물체 움직임에

대해서 다음 예상 위치를 탐색할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을 식(3)과 같이 구한다.

(3)

Fig. 4는 식(3)에 의해 구한 관심 영역을 도식화한 것

이며, 이 영역 내에서의 차영상을 이용하여 이동 물체

의 센트로이드를 구하게 된다.

dc Kdp f θptan⋅ ⋅=

xt 1+ xt τ vt etarg⋅+=

xleft xt τ vt etarg⋅ xm inarg+( )–=

xright xt τ vt etarg⋅ xm inarg+( )–=

ytop yt ym inarg–=

ydown yt ym inarg–=

Fig. 3. The movement of feature points according to the

rotaion of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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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모델링과 제어기 설계

Fig. 1의 구동부와 영상처리부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

템으로 간주하여, 이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기를 설계한다. 각 서브시스템(subsystem)을 수학

적으로 모델링하고 부족한 매개변수 정보로 인해 생기

는 오차 부분은 실험적 추정을 통해 보정하였다. 우선

DC모터 구동부의 수학적 모델은 실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4)

3.1. 기존의 영상처리부 모델링

카메라의 패닝(panning) 회전 운동만을 고려하면 특

징점의 위치 좌표에 대한 상태 공간 모델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11,12].

(5)

Af = I2×2,

여기서 로서 특징점의 위치, 

는 외부에서 기인하는 외란(exogenous

disturbance), 은 카메라의 팬틸트 모

터에 들어가는 제어입력(control input), τ는 표본화 시

간, f 초점거리, 그리고 Z는 투영된 물체의 z축 거리를

의미한다.

상태 공간 모델을 보면 이 시스템은 비선형의 형태

로 나타나지만 목표 물체의 특징 좌표 변화가 작다면

현재 위치 근처에서 선형화가 가능하고, 이것은 결국

선형 시불변(linear time invariant)문제로 생각할 수 있

다[12].

3.2. 전체 시스템 모델링과 제어기 설계

모델링 대상은 카메라가 회전하면서 변화하는 영상

평면의 한 점이 가지는 동특성(dynamics)이다. Fig. 5

는 Fig. 1의 시스템 구성에서 요구되는 제어기를 모두

포함한 전체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이 중 실험값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θr의 입

력에 대해 영상처리부에서 출력되는 한 점의 위치정보

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구동부에 위치 제어기를 추가

하여 우리가 원하는 회전각도 입력 θr을 인가했을 때

동일한 출력 θ가 나오도록 위치 제어기(controller-B)

를 설계한다. 이 위치 제어기는 기본적으로 PID 제어

기 구조를 가지며 근궤적과 R-H(Routh-Hurwitz) 테이

블에 근거하여 PID 계수값을 결정하였다. 설계된 이산

위치제어기를 포함한 구동부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

다. 이때 샘플링 시간 τ는 0.2초이다.

(6)

3.2.1 영상처리부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모델링

전체 시스템 모델의 기본적인 형태는 식 (5)를 참조

하였으며, 실험에서 구한 응답특성을 통해 부족한 매개

변수를 추정하였다. 우선 전체 영상평면의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추출한 여러 개의 특징점의 동특성을 실험적으

로 구하고, x, y축을 각각 세 영역으로 나눈 9개의 영

역에서 각각 한 개씩 무작위로 추출한 특징점 들의 좌

표 변화를 관찰하였다(식(5)의 Ef는, τ가 아주 작은 값

이고, 대부분의 경우 초점거리에 비해 Z값이 상대적으

로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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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gion of ROI setting.

Fig. 5. Block diagram with contro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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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에 10o의 입력을 주었을 때 각 특징점의 동특성은

모든 영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며 Fig. 6은 이중 하나

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Fig. 6은 각 영상 평면의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의 세 영역에서 추출한 무작위 픽셀의 좌표 변화를 보

여준다. 여기에서 세 영역의 특징점은 모두 비슷한 동

특성을 보이며 정상상태 값 모두 4% 미만의 오차 범

위의 비슷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중심영

역 특징점의 정상상태 값인 210픽셀 중에서 약 8픽셀

정도의 오차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상 평면의 모든

영역의 픽셀이 모터 회전에 대해 유사한 동특성을 가

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심부에 있는 원점 근처의 특징점의

실험값을 구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모델을 구

한다. 우선 위에서 실험적으로 구한 결과값은 전체 시

스템 G(s) 대해 T=0.2(s)의 표본화 시간 간격으로 표본

화된 시스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고, 이산 시스템 응답

은 각 표본화 시간에 대해

(7)

과 같이 나타난다. 즉, 각 표본화 시간의 응답값 g(kT)

를 이용하면 전달함수의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최종값은 안정된 값을 가져야 하며 1표본의 시

간 지연이 있는 시스템이므로 전달함수 형태는 엄밀

한 진분수적(strictly proper) 형태에서 분모가 분자보

다 1차 큰 형태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13]의 기법을 이용하여 그 값을 구하면 전체 시스템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

(8)

식(8)의 시스템에 10o 계단 입력을 인가했을 때, 모

의실험과 실제 실험에서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두 값 사이의 평균 제곱 오차는 0.00023이고,

입력이 3o, 5o일 때의 경우도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

냈다.

3.2.2. 비전 제어기 설계

전체 시스템 제어기 Controller-A를 설계하기 전에,

시스템 전달함수 의 근궤적을 살펴보면 모든 근

이 단위 원 안쪽에 존재하며 피드백 상수 이득 K<0.75

에서 안정된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이득 여유도는 음의

값을 가지므로 이득 여유도와 위상 여유도가 모두 양

의 값을 갖도록 조정하면 피드백 상수 이득 K는 0.02

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근궤적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설계 규격의 감쇄율인 0.707을 갖는 근

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게 하는 이득값과 일치한다.

Controller-A를 PID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설계하기 위

하여 근궤적과R-H 테이블을 살펴보면 시스템을 안정

시키는 D제어기 이득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실험

시 D제어기는 발산을 유도하게 되므로 Controller-A(비

전 제어기)는 PI제어기 형태로 설계한다. 이는 식(9)로

표현되며, 이때 KP, KI, τ은 각각 0.02, 0.1, 0.2이다.

(9)

G z( ) g kT( )z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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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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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coordinates of a feature point in the center region

of image.

Fig. 7. Response of the modeling and the real experiment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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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의 실험 및 실험 결과

는 모터의 회전각도 θr 입력에 따라 변하는 픽셀

동특성 dc를 출력하는 시스템이다. 외부 입력으로서 실

세계(real-world) 좌표계에서의 물체 위치인 Cr이 인가되

면 이것은 모터의 움직임에 따라 영상에 투영되는 좌표

값 Ci로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움직이는 물체가 한 방

향으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Cr은 변화하지만 모터가 물체와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영상평면 상에서 물체의 좌표

는 변하지 않으므로 Ci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될 것이다.

4.1. 모의실험 구성과 결과

Fig. 9에서 계단 입력인 Cr은 카메라 시점을 기준으

로 영상평면의 중심점보다 우측으로 100픽셀 떨어진

좌표에서 움직임이 한 번 검출되고 그 이후에는 대상

체가 계속 그 자리에 멈춰있거나 같은 위치에서만 움

직임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dc (출력값)은 최

종적으로 Cr (입력값)을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왕복 이동 물체에 대한 실험 결과

Fig. 10은 대상 물체가 우측으로 이동 후 일정 위치에

서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모의실험 결과이다.

초기 위치가 기준점이었던 움직이는 물체는 실세계

좌표계 상에서 우측 방향으로 1300픽셀만큼 이동한 다

음, 이전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좌측으로 이동하여 다

시 기준점까지 돌아오는 경우이다. 실험 결과에서 대상

물체가 영상 중심점에서 100픽셀 이내에 항상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좌표계의 축 전체 크기

가 1024픽셀임을 감안할 때 이 범위는 영상평면의 중

심 영역에 움직이는 물체가 존재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조건에 대해 실제 움직이는

사람을 추적하는 실험 결과는 Fig. 11에 나타나 있으며

이때의 영상 결과는 Fig. 12와 같다. 

실세계 좌표계 상에서 사람의 위치는 녹화된 동영상

에서 확인한 값과 모터의 회전각도, 그리고 실제 공간

상에서 움직인 거리에 대한 관계식을 통해 구해졌다.

때문에 그 정확성을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 변

화 추세와 존재하는 범위 및 구동 시간 등이 모의실험

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그 오차는 전 영역에서 4.9% 이

하였다(모터가 움직이는 동안 영상평면에 투영된 센트

로이드 좌표가 가끔 정확히 0값을 갖는 것은, 목표점의

오차 범위를 30픽셀로 설정하고, 이보다 작은값은 목

G˜ z( )

Fig. 8. Block diagram of the simulation.

Fig. 9. Simulation result of PI Controller.

Fig. 10. Simulation result of the object which was going

and returning.

Fig. 11. Experimental result of the object which was going

and ret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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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프로그램에서 강제적으로

0이 되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Fig. 12의 영상에 오버레이(overlay)된 검은 점은 움

직이는 물체(사람)의 센트로이드를 나타내며 대상체의

예상 ROI는 흰색 실선의 사각형이다. 배경의 물체와

조명 위치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체인 사람이 우측으로 이동

후 잠시 멈췄다가 좌측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전 제어기의 설계는 구동부

인가 전압을 입력으로, 투영된 영상의 픽셀 좌표를 출

력으로 보는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픽셀 동

특성을 고려한 제어기의 설계는 시스템 특성에 맞는

안정화에 유효하며 비전 시스템과 제어 이론을 결합하

여 그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관심영역 설정 방식을

통하여 영상처리량을 줄일 수 있었으며 모델링의 정확

도와 제어기 성능은 모의실험과 실험 결과를 비교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DSP를 이용한 하드웨어 구현 시 보다 빠

른 처리 속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체의 관

심영역은 물체 좌표 정보를 이용한 위치 추정 알고리즘

을 적용하면 처리속도와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이후 틸팅 회전 시의 픽셀 동특성을 함께 고려한

팬틸트 서보 제어의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된 형태의

능동 비전 제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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