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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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ime delay must be considered, because it works of time to get the

result of an image processing in the system. It can be seen as an obstacle factor to real-time control. In this paper, using

the pattern matching technique, the location of two objects is recognized from one image which was acquired by a camera.

And it is implemented to a position control system as feedback data. Also, a possibility was shown to overcome a problem

of time delay using PID controller. A number of experiments were done to show the validity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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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엔코더, 초음

파 센서, 적외선 센서 등의 여러 센서들이 사용되어 왔

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물체 위치 인식 센서로 카메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달로 카메

라 이미지 처리와 같은 대용량 정보의 처리가 가능해졌

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영상 정보를 제어 시스템의 궤

환 센서(Feedback Sensor)로 이용하는 연구와 실험이 진

행되고 있다[1,2]. 이와 같은 영상 정보를 센서로 이용하

는 시스템의 장점은 단순히 대상물의 위치 판별은 물론

대상물이 위치한 주변의 환경 정보를 함께 수집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영상을 통해 여러 정보를 동

시에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영상 기반 물체 추적 제어 시

스템의 또 다른 적용 예로서 하나의 영상에서 두 개의

객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궤환 제어 시스템의 두 개

의 서로 다른 센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형태를 제

시하고 타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실험 대상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준

물체에 대하여 추종 물체가 기준 물체와 일정한 거리

를 유지하게 하는 물체 위치 제어 시스템이다. 이때 기

준 물체와 추종 물체의 위치 정보는 동일한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하나의 영상을 분석하여 동시에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패턴 매칭의 영상 인식 기법과 이 영

상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 지연 문제를 시스템

의 궤환 제어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

이션과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이론적 배경을 2장에서 설명하

고 3장과 4장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PID(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이하 PID) 제어기를 적용하여 제안

한 제어 구조의 시스템이 유용한지를 실제 실험을 통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

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 

비전센서를 통해 획득한 영상에서 제어 대상이 되는
†E-mail : goonho@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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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식별하는 방법에는 경계선 검출 방법, 특징점

기반의 인식 방법 또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형판(Tem-

plate)을 이용해 획득한 영상과 비교, 분석해 영상 정보

가 일치하는 부분을 제어 대상 물체로 인식하는 방법

등이 있다[3-6]. 미리 정의된 형판을 이용하는 패턴 매

칭 기법의 경우 기준이 되는 이미지가 분명하기 때문

에 다른 물체 인식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물체

인식률을 보이지만 전체 영상과 형판과의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전체 연산 양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 분석에 필요한 연산 양

의 증가는 물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하

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이미지 분석 시간만큼 제어 시

스템 내에 시간 지연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

타난다. 그러므로 패턴 매칭 기법이 가지는 시간 지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

된다[7]. 

패턴 매칭은 매우 중요한 이미지 분석 방법 중 하나

이고 머신 비전 응용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기법이다. 패턴 매칭의 결과로 유사한 이미지의

총 수와 비교 대상 이미지에서의 위치 좌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

다[8-10]. 

패턴 매칭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

분석에 사용할 기준 그림이나 이미지의 일정한 패턴을

형판으로 정의하고, 최대 매칭 수, 최소 매칭 율, 이동

불변 형식(Shift invariant mode) 및 회전 불변 형식

(Rotation invariant mode) 등의 설정된 매개변수 값을

이용해 비교 대상 이미지와의 이미지 분석을 수행한

다[9]. 

패턴 매칭 기법은 상호 상관 함수(Cross Correlation

Function)을 기반으로 이미지의 일치 여부를 판정한다.

상관 계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는  형판의 각 화소의 강도 값(Intensity)

이고, 크기는 로 형판 이미지의 가로, 세로 화소

의 값과 같다. 는 전체 이미지의 각 화소의 강

도 값이며 크기는 으로 비교 대상 이미지의 가

로, 세로 화소 수이다(단 , 

, ). 비교 대상 이미지와 형판의

화소를 비교하면서 각 화소에서의 상관 계수를 구하

고, 획득한 상관 계수 값들을 활용해 기준 형판과 동

일하거나 유사한 이미지인지를 판별한다. 하지만 위

식은 형판과 비교 이미지의 강도 값의 변화에 민감하

다. 강도의 변화는 밝기 등 환경 조건 변화에 의한

것인데, 이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식을 이용

하여 상관 계수를 정규화하여 사용한다. 

(2)

는 각각 형판 ω의 픽셀과 비교 대상 이미지 f

의 평균 강도 값이다. 정규화를 통해 R은 f와 ω의

강도 변화에 독립적이게 되고, 값은 −1에서 1의 범

위를 가진다. 

2.2. 비전센서의 시간 지연 

비전센서를 통해 기준 물체와 추종 물체의 이미지를

획득하고 패턴 매칭을 통해 물체의 위치 정보를 확인

하기까지 이미지 분석 시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수행되는 실험 기구상에서 이미지 분석 시간은 평균

200 msec가 소요된다. 이는 기준 물체와 추종 물체의

위치 정보가 매 200 msec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에 획득된 이미지에 포함

된 각 물체의 위치 정보를 제어기 입력 신호로 사용하

는 본 논문의 시스템 구성을 고려한다면 물체 위치 측

정에서 제어기까지 도달하는데 200 msec의 시간 지연

(Time Delay)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비

전센서의 시간 지연을 고려한 물체의 위치 추종 시스

템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시스템의 기준 입력은 기준 물체의 위치(Pr), 피드백

되는 데이터는 추종 물체의 위치(Pf)이다. 기준 물체와

추종 물체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현

하기 위해서 두 물체의 위치 차이를 지정해주는 거리

값(d0)을 기준 물체와 추종 물체의 거리 차이와 비교한

다. 비교 연산을 통해 구한 두 물체 사이의 기준 거리

에 대한 오차는 200 msec의 시간 지연 후 제어기의 입

력으로 전달되고, 제어기의 출력 값은 스텝 모터의 입

C i j,( )

C i j,( ) ω x y,( )f x i+ y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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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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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ystem block diagram with tim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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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주파수로 플랜트의 입력 값이 된다. 플랜트의 출력

값은 물체의 이동 속도이므로 적분기를 이용해 이를

위치 값으로 변환하고 다시 기준 물체와의 비교 값으

로 피드백 된다. 

이와 같은 시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

을 위해서는 예측기 설계(또는 시스템 추정)기법을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표적인 추정 기법 중의

하나인 Smith Predictor[13]를 본 논문의 대상 시스템

에 적용해 보았으나 성능개선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이것은 본 시스템의 시간 지연요소가 제어기의 앞

쪽에 위치한 구조(Fig. 1 참조)이므로 Smith Predictor

를 적용하여도 Fig. 2와 같이 기준 입력이 지연되는 형

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적용할 PID 제어기 이외에 다른 시간 지연 성능 개선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전체 시스템 및 하드웨어 구성 

3.1. 전체 시스템 구성 

비전센서를 이용해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

구성은 Fig. 3과 같다. 대차 1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대

차2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대차 1의 움직임을 추종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 때 두 대차의 위

치는 하나의 카메라 영상에 찍힌 두 대차의 형판 형상

(marker1, marker2)을 해석하여 각각의 위치를 얻어낸

다. 영상 해석 결과로 얻어진 대차의 위치 정보에 대한

실제 실험 결과는 3.1.1절(Fig. 5)에서 보다 자세히 설

명한다.

Fig. 4는 전체 위치 제어 시스템의 H/W블록 다이어

그램이다. 

주 제어기인 PC는 LabVIEW를 이용해 구현된 제어

기의 값을 출력하는데, 이때 1) 기준 물체의 스텝 모터

를 구동시키기 위한 주파수 입력과 모터의 회전 방향

을 결정하는 방향 값을 지시하거나 2) 비전센서를 통

해 획득한 두 물체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추종 물체를

구동시키는 스텝 모터의 주파수 입력과 모터 회전 방

향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 데이터 수집 장비(Data

Acquisition Board)는 기준 물체와 추종 물체의 구동

신호를 각 스텝 모터에 전달하거나 선형 엔코더를 통

해 확인된 물체의 이동 정보를 PC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비전센서는 물체의 위치를 획득하는 이미지

센서로 사용되고 선형 엔코더는 카메라를 통해 확인된

물체의 위치 정보와 이미지 분석으로 인해 발생한 시

간 지연 효과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물체이동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된다. 

3.1.1. 비전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기준 물체와 추종 물체의 위치 파악

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물체의 위치 판별을 위해 패턴

매칭 기법을 활용한다.

카메라를 센서로 사용한 경우 빛의 특성에 따라 이

미지의 정보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물체

가 움직일 경우 이미지의 잔상 등과 같은 잡음의 영향

을 고려하여 최소 매칭율은 80%로 설정한다. 또한 기

준 물체와 추종 물체의 최대 매칭 수를 각각 1로 한다.

그리고 직선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위치 제어 실험이

므로 회전 불변 형식은 사용하지 않고 이동 불변 형식

Fig. 2. The result of applying Smith Predictor to the

system.

Fig. 3. The outline drawing of getting the position of two

bodies using a camera.

Fig. 4. The H/W block diagram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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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사용하여 이미지 분석 속도를 향상시킨다. 

비전센서를 통해 획득하는 초기 이미지의 해상도는

1024 × 768이다. 초기 이미지에는 이미지 분석에 불필

요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미지 분석 시간을 크게 해 시스템의 추종 성능을 떨어

뜨리게 되므로 관심 영역(ROI, Region of Interest)을

지정하여 이미지 분석에 필수적인 영역에서만 패턴 매

칭 연산을 수행한다. 관심 영역 지정을 통해 이미지의

크기는 995 × 180으로 초기 이미지의 22.77% 수준이

다. 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이미지와 미리 지정된 기준

물체와 추종 물체의 형판의 패턴 매칭 결과는 Fig. 5와

같다. 

①은 기준 물체의 형판이고, ②는 추종 물체의 형판

이다. Fig. 5에서 기준 물체와 추종 물체의 형판 중심

화소의 x 좌표 값은 515.52와 290.83이다. 본 논문에서

는 y 좌표 값은 사용하지 않고 x 좌표 값만을 사용한

다. 또한 각 형판 대비 유사도는 기준 물체가 99.92%

이고, 추종 물체는 95.04%이다. 

3.1.2. 스테핑 모터의 수학적 모델링 

1-2상 여자방식으로 구동되는 스테핑 모터의 시스템

전달함수를 전류-전압 관계식 및 회전-토크 관계식 등

물리 관계식을 통해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11]. 본 논

문에서는 구동장치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을 구하기

위해 시스템 식별 방법을 이용한다[12]. 식 (3)은 표준

형 1차 시스템 모델인데, 여기서 f는 시스템 입력(스테

핑 모터의 주파수 입력), v는 출력(물체의 속도)이고, a

와 b는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서 구해야 할 값이다.

(3)

Fig. 6에서 점선은 시스템에 1초당 800개의 펄스 입

력을 인가했을 때 시스템의 속도 응답특성을 나타내고,

실선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에서의 응답특성과 유

사한 특성을 보이는 a와 b의 값을 적용했을 때의 그

래프이다. 이를 통해 추정된 a와 b는 각각 100,

0.9393이다. 

3.2. 하드웨어 구성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이미지의 처리, 모터 구동, 데

이터 수집 등의 작업을 위해 National Instruments의

PXI-8196 Embedded Controller와 USB-6221, BNC-

2120, PXI-6259 등의 Data Acquisition System을 사용

한다. 

비전센서는 Image Sourcing 사의 DFK 31BF03-Z

카메라로, IEEE 1394 방식을 지원하며 DCAM 1.31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1024 × 768의 해상도로 30

frame/sec까지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초점 거리는

4.8~46 mm이다. 실험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카메라의

설정 값은 Table 1과 같다. 

구동장치로는 (주)NewTC의 SE-SM243 유니폴라 스

테핑 모터와 AM-MS2구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였고, 각

구동부의 정확한 위치를 0.05 mm의 분해능을 갖는

US Digital의 HEDS-9200 선형 엔코더와 EM1-0-127

v f b/ s a+( )⋅=

Fig. 5. The result of pattern matching.

Fig. 6. The simulation result of the step motor after

inducing a step input.

Table 1. Configuration data of the camera.

항목 설정 항목 설정

Auto Exposure 800 Brightness 0

Focus 111 Gain 777

Gamma 10 Hue 180

Saturation 127 Shutter 60

WhiteBalance 0 zoom 1

Fig. 7. The embedded controller and data acquisi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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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스트립을 사용하여 측정하여 영상에서 인식한 위

치 데이터와 비교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4. 추종 물체 위치 제어기 설계 

영상 처리 등으로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시스템의

응답 특성은 정상 상태에서는 비교적 오차가 적지만,

물체의 이동 방향 전환이나 속도 변화와 같이 물체의

움직임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Fig. 9의 점선 원 부분)

에서는 오차가 커지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는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제어기

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ID

제어기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한다[14,15]. 다만 시간 지연이 있는 시스템의 PID제어

기의 최적화된 값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행 착오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값을

구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타당성 실험은 시스템에 비례제어기 만을 적용한 경

우와 PID 제어기를 적용한 경우를 나누어 실험하여 그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보다 신뢰성 있

는 비교를 위해 모든 경우에 비례 이득 값은 10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한다.

4.1. 비례제어기만을 포함한 경우

4.1.1. 등속 운동

기준 물체는 약 0.93 cm/sec의 속도(스텝 모터 입력

주파수 100 Hz)로 등속 전진 운동을 한다. 두 물체의

거리의 차이를 기준 거리 20 cm와 비교하여 이를 최소

화하도록 한다. Fig. 10(a)는 카메라를 통해 확인한 거

리 오차와 선형 엔코더를 통해 확인한 오차를 비교한

것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 거리에 대한 평균

오차는 약 1 cm이고, 최대 1.9 cm까지 오차가 커지고

있다. 또한, 그림에서 선형 엔코더의 응답보다 카메라

의 응답이 200 msec 정도 늦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초기 이미지를 분석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동일한 값으로 비전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 지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여기에서 선형 엔코더에 비해 카메

라의 오차의 범위가 더 넓은 것은 비전 센서가 가지는

측정 잡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4.1.2. 등 가속 운동

Fig. 10(b)는 기준 물체가 초속 0.93 cm/sec에서

0.093 cm/sec2의 가속도로 등 가속 운동할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오차를 측정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두 물체의 거리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다. 카메라를 통해 초기 이미지를 획득하는 시간을 t1,

그 때의 기준 물체의 속도를 v1, 시간 지연 후 제어기

의 입력으로 물체의 위치 정보가 전달되는 시점을 t2,

t2에서의 기준 물체의 속도를 v2, 가속도를 α라고 하면

제어기가 동작하는 시점에서의 기준 물체의 실제 속도

는 이다. 즉 제어기의 입력으로 기준

물체의 움직임 정보가 전달되는 시점에서는 실제 기준

물체의 속도와 제어기 입력 위치에서의 속도는

의 차이를 가진다. 그러므로 속도 차이에 대

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의 특성상 오차는 점

점 증가하게 된다. 

v2 v1 α t2 t1–( )+=

α t2 t1–( )

Fig. 9. The response of the system with time delay. 

Fig. 10. An observational error of system with P-

Controller only, (a) uniform motion, (b)  accelerated

motion, and (c) random motion.

Fig. 8. The Camera and parts of the driv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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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임의 운동

Fig. 10(c)는 기준 물체가 임의로 전후 운동을 하

는 경우 거리 오차의 측정 결과이다. 등속운동이나

등가속운동 때보다 오차 범위가 더 커졌다. 또한 기

준 물체의 움직임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에는 최대

오차가 발생한다. 이는 시스템이 시간 지연이나 비전

센서의 측정 잡음의 영향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2. PID 제어기가 포함된 경우

4.2.1. 등속 운동

Fig. 11은 4.1.1과 동일한 조건으로 등속 운동할 때

P, I, D 이득 값의 변화에 따른 기준 물체와 추종 물체

사이 간격의 오차를 보여준다. 적분 제어기의 특징대

로 적분 제어기 이득 값이 증가할 때 정상상태 오차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미분 제어기 이득 값

이 변할 때는 오차의 기울기가 변한다. 이는 미분 제

어기로 인한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향상되었음을 의

미한다.

4.2.2. 등 가속 운동

Fig. 12에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응답 특성은 등속 운

동할 때와 비슷하지만 I 이득과 D 이득이 모두 커지면

시스템의 응답이 조금은 불안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등속 운동과 달리 등 가속 운동을 할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일한 시간 지연에도 누적되는 속도

변화량이 커지면서 제어기의 출력 값의 변화가 많아지

고 이 때문에 스텝 모터의 구동 주파수의 변동 폭이 커

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2.3. 랜덤 운동

기준 물체를 등속 전진 → 등속 후진 → 가속 전진

→ 가속 후진의 순서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추종 물

체의 입장에서는 기준 물체가 임의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Fig. 13에서 미분 제어기

의 경우, 이득 값이 커질수록 시스템의 기울기가 더욱

증가하며 응답 속도가 향상되었다. 하지만 등속운동과

등가속운동 때와는 달리 적분 제어기의 이득 값이 커

질 경우 시스템의 추종 성능이 다소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임의로 움직이는 경우 정상상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적분 제어기보다는 기준 물체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미분 제어기의 역할이 전체

시스템의 위치 제어 성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1. An observational error between two bodies,

uniform motion with PID-Controller. 

Fig. 12. An observational error between two bodies,

accelerated motion with PID-Controller.

Fig. 13. An observational error between two bodies,

random motion with PID-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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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스템 안정도 판별 

4.2절의 PID제어기를 포함한 시스템의 실험은 제어

기 계수값의 최적화 보다는 계수값의 변화가 시스템의

추종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 계수값에 따른 성능상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P, I, D 이득 값이 각각 100,

5, 5 일 때가 비교적 나은 결과값을 보였다. 이 값을 이

용하여 시간 지연이 존재하는 시스템에서 PID 제어기

의 포함 유무가 시스템의 안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 보았다. 

Fig. 14(a)는 제어기가 없고 시간 지연만이 존재할

때의 시스템 안정도이다. 이득 여유(Gm), 위상 여유

(Pm), 이득교차주파수(wg) 그리고 위상교차주파수(wp)

는 각각 Gm = -21.8412(dB), Pm = -113.5803o, wg =

16.1561(rad/s), wp = 24.2431(rad/s)이다.

Fig. 14(b)는 PID 제어기를 포함한 시스템의 안정도

이다. Gm, Pm, wg, wp는 각각 Gm =∞(dB), Pm =

179.2189o, wg = NaN(rad/s), wp = 15.7913(rad/s)이다. 

두 결과값을 비교해 볼 때, PID 제어기를 포함함으

로써 이득 여유는 -21.8412(dB)에서 무한대로, 위상 여

유는 -113.5803o에서 179.2189o로 개선됨으로써, 제어

기가 전체 시스템의 안정도 여유를 향상 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비전센서를 이용하여 기준 물체와 추종 물체가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어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비전 센서의 또 다른 형태의 센서

로써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패턴 매칭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영상 인식 기법보다 연산 양이 많아져 이미지 분석 시

간이 비교적 큰 200 msec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런 이

미지 분석 시간은 시스템 내의 시간 지연 요인이 되어

실시간으로 전체 시스템을 정밀하게 제어하는데 문제

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문제를 궤환

제어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간단한

형태의 PID 제어기 적용하여 보고 이를 통해서 시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존재함

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측정 잡음의 제거와 이미지 처리 및 분석 시

간의 단축을 통한 시간 지연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면 하나의 카메라로 더 많은 대상 물체의 위치 정보와

정밀한 위치제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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