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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특정한 물체를 추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의 경우 시각, 청각, 각, 미각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체를 추 하고 단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 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동시

에 사용하는 것이 물체를 추 하고 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컴퓨터는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  이다. 물체를 추 하는데 있어서 상데이터 만을 사용할 경우 물체가 가까이 있어 화면 체

를 차지할 경우 더 이상의 물체를  단하기 힘들어 진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거리 센서를 

부착함으로서 이동 로 이 물체에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1. 서론

색상을 이용한 물체를 인식하고 추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HSI색 좌표계를 이용하여 상 인식 물체

의 주변 역을 탐색하여 재 화면에서 물체를 찾고 인식하

는 방법, 물체의 모양이나 패턴을 악하여 확 , 축소  인식

하여 추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물체 추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

째, 물체와 배경 및 유사잡음들과의 강인한 분리를 위하여 

고유색상정보와 움직임 정보 등의 사전정보를 활용한다. 둘

째, 형태의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유연한 대처능력을 갖

도록 하기 위해 영상의 영역분할 방법을 통해 모든 후보영역

내의 물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물체영역만을 추출한다. 셋째, 

물체 형태정보함수를 정의하고 해당함수를 형태의 보전 에

너지로 활용하여 동일 물체의 대응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한다.

이러한 물체 추적 기법은 영상처리만을 이용한 것이라 순

간적인 조명의 상실, 추적 물체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질 

경우 물체 추적 및 인식이 불가능 하게 된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리를 측정

하는 적외선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이동로봇이 목표 물체에 

일정거리를 유지하게 하여 목표 추적 물체와의 일정거리를 

유지 할수 있게 보완한다.

2장에서는 기존의 HSI색 좌표계를 이용한 물체추적 방법

과 거리 센서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구

현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물체추  방법

아래의 그림 1에서 HSI색 좌표계를 이용하여 주변의 색상

을 이용하여 물체를 추적하는 단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1) HSI색 좌표계를 이용한 물체 추

기존의 물체추적 방법으로는 물체를 계속해서 추적 하므

로 목표 물체가 화면 전체가 될 때까지 추적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좌우의 컨트롤은 되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

고 추적할 수는 없다.

HSI색 좌표계 외에도 물체 패턴을 인식하여 추적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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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감을 이용하여 추적하는 방법, 영상을 영역 분할하여 

후보영역내의 물체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

이 있다.

3. 구 사항

물체를 추적하는 로봇은 A4WD1 Combo kit for RC를 이

용한 이동로봇을 사용 하였고 HSI색 좌표계를 이용한 물체 

추적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SHARP사 27만화소 CCD카메라 

모튤을 사용하였다. 카메라 영상을 컴퓨터에서 확인하기 위

해 무선영상 송ㆍ수신부는 ECOM사의 2.4GHz의 제품을 사

용해 영상을 서버로 송신한다. 로봇의 제어부는 AVR 

Atmega128을 이용하였고 무선 컨트롤 모듈은 

ROBOBLOCK사의 ZBS-100모듈을 사용해 서버로부터 신호

를 받았다. 목표 추적 물체와의 거리 측정에 사용된 적외선 

모듈은 SHARP사 GP2Y0A21YK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HSI색 좌표계를 이용한 물체추적 시스템에 거리센

서를 추가하여 목표 물체가 일정 거리에 있을 경우 좌ㆍ우의 

움직임으로 물체를 추적하고 일정 거리에서 벗어나거나 가까

이 올 경우 전ㆍ후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림 2에서 전체 시스

템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2) 시스템 구성

4. 실험결과

기존의 HSI색 좌표계 기반의 물체추적보다 더 정확한 물

체추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HSI기반 HSI + 거리센서

<표 1> 실험결과

표 1의 실험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리 센서의 추가로 

인한 물체추적의 향상을 볼 수 있다. 거리센서와 정면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는 30Cm로 카메라의 시야가 추적하는 물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5. 결론

특정한 물체를 인지하고 추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지만 이 방법들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서 물체를 추적하

고 인지하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카메라 영상 및 거리센서를 이용한 물체추적로봇 역시 영상과 

거리센서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서 기존의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한 것 보다 더 정확히 물체를 인지하고 추적할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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