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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카메라를 이용한 목표물의 거리 및 속도 추정

Range and Velocity Estimation of the Object using a Moving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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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the range and velocity of the object estimation method using a moving camera. 

Structure and motion (SaM) estimation is to estimate the Euclidean geometry of the object as well as the relative motion 

between the camera and object. Unlike the previous works, the proposed estimation method can relax the camera and 

object motion constraints. To this end, we arrange the dynamics of moving camera-moving object relative motion model 

in an appropriate form such that the nonlinear observer can be employed for the SaM estimation. Through both 

simulations and experiments we have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estim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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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 기반의 시스템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작업도구나 장애물들의 치 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로 과 장애물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한

다. 한 움직이는 장애물의 속도역시 추정할 경우 더욱더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다. 보편 으로 거리를 측정하기 해 

다양한 센서가 사용되지만 최근 컴퓨터 로세서의 발달로 

인해 연산속도가 빨라지면서 카메라의 상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단일카메라의 이미지정보에

서는 2차원 정보만을 얻을 수 있고 거리정보는 얻을 수 없

다. 그 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스테 오 비  기술로 두 의 카

메라의 상에 나타나는 물체의 치 차를 삼각측량원리를 

이용하여 3차원 거리 정보를 계산하는 기술이다[1-4]. 이러

한 스테 오 비 의 경우 정 한 카메라 캘리 이션이 어

렵고 카메라간의 구조가 조 만 달라져도 큰 오차를 보인다

는 단 이 있다. 키넥트 카메라를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키넥트의 경우 카메라 뿐만 아니라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로 칼라 상뿐만 아니라 

상안의 거리정보까지 함께 제공해주어 목표물과의 거리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5, 6]. 하지만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의 한계로 키넥트와 무 가깝거나 3∼4m이상 떨어질 

경우 정확한 거리 측정이 불가능하다. 한 칼라 상의 해

상도도 낮기 때문에 실제 이동로 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최근에는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측정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측정의 경우 움

직이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러 장의 상정보를 얻어 목표

물의 치와 카메라의 움직임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스테 오 비 처럼 삼각측량 기

법을 이용한 방법이 제안되었다[7]. 움직이면서 얻은 여러 

상이미지 사이의 계를 이용하는데 카메라의 움직임, 물

체의 움직임과 이미지의 계를 수식을 이용하고 간단한 

연산을 통해 거리를 추정한다. 하지만 물체의 속도 추정에 

있어 물체의 움직임이 직선이나 원 같은 단순하고 제한 일 

경우 추정이 가능하고 정확한 거리 정보 추정을 해서는 

많은 양의 이미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 카메라 좌표계

에서의 3차원 좌표와 이미지에 투 된 2차원 좌표계 사이의 

수식을 사용하는 일 처리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8-10]. 

제안된 방법들 한 목표물의 움직임이 제한 이고 각각의 

이미지마다 추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여러 이미지를 일 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

다. 움직이는 카메라와 물체간의 동역학식을 기반하여 목표

물과의 거리  움직임을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1]. 물체와의 거리와 물체의 속도를 미지의 입력으로 두고 

미지 입력 추정 알고리즘을 통해 추정하지만 물체의 움직임

이 한 방향만 가능하고 카메라의 움직임 한 제한 이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카메라와 물체간의 동역학식을 

이용하고 에서 언 한 제한조건을 완화하고 실시간으로 

추정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사용한 동역학식은 측

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포함하고 있고 한 비선형형태로 나

타난다. 그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Robust-Integral 

Signed Error 방법을 기반으로 한 비선형 추정기를 사용하

여 측정 불가능한 상태를 추정한다[12]. 카메라의 선형 속도

와 각속도를 안다면 목표물과의 거리추정  목표물의 속도

추정까지 가능하다. 제안한 방법은 2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을 한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정지된 목표물과의 거리 

추정이고 두번째 시나리오는 움직이는 목표물과의 거리 추

정  목표물 속도 추정이다. 기존 연구의 문제 인 카메라

와 목표물의 움직임에 한 제한조건 없이 카메라와 목표물



기학회논문지 62권 12호 2013년 12월

1738

그림 1 목표물과 카메라 사이의 좌표계.

Fig. 1 Geometry between Camera and Object.

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 결

과와는 달리 더 많은 일반 인 상황에서 용이 가능하다. 

2. 이미지 공간과 기하학의 계

움직이는 카메라를 통해 목표물을 찰할 때 이미지 평면

상의 목표물 특징 은 움직임이 발생한다. 카메라가 움직

일 때 카메라의 매 임마다 정지된 물체뿐만 아니라 움

직이는 물체의 특징 도 움직임이 나타난다. 따라서 연속

인 카메라 이미지 사이에서 특징 간의 계를 알 필요

가 있다. 

 는 기 시간 에서 카메라의 치에서의 직교 좌표

계이다. 기 시간 이후에,   는 
로부터 회  

∈과 평행이동벡터  ℝ3 에 의해 바  직교 

좌표계이다.  ℝ
3 
는 (1)과 같이 카메라 임 로 

표 된 특징 의 유클리드 좌표를 나타낸다. 그리고  움직

이는 카메라에서  ℝ3는 (2)와 같이 정규화된 유클리드 

좌표를 나타낸다.

       
  (1)

  

 


 
               (2)

(2)로부터 상태 벡터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사 기하학을 사용하여 정규화된 유클리드 좌표 는

                       (4)

처럼 이미지 공간에서 픽셀좌표와 연 이 될 수 있다. 여기

서     는 이미지 공간에서의 픽셀 좌표이고 ∈
ℝ
3
는 카메라 교정 행렬로 카메라 내부의 매개변수들로 구

성되어 있다. (4)로부터 와 를 통해 를 구할 수 있

고 한 의 첫번째, 두번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의 마지막 요소는 카메라와 특징  사이의  상 인 유클

리드 거리와 련되어 있으므로 측정할 수 없고 추정되어야

만 한다.

3. 카메라와 물체의 운동모델

그림 1은 물체의 포인트 가 좌표계 에서 식 (5)와 같

이 표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5)

는 물체의 포인트 의 치로 좌표계 의 원 으로 

부터의 벡터이다. 

식 (5)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은 카메라 좌표계 시스템에

서 찰된 의 상 인 움직임을 나타내며 [13], [14]와 같

은 동역학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6)

 ∈ℝ3×3은 카메라 각속도          
∈로 구성된 교 행렬이고  은 움직이는 포인트 와 

카메라 속도의 상 인 선속도이다. 

   
                 (7)

     
 ∈ ⊂ℝ3 는 성 임에서 카메라

의 속도,        
 ∈⊂ ℝ3는 카메라 

임 에서 표 되는 움직이는 포인트 의 속도, 

 
 

 

∈ ⊂  ℝ3 는 성 좌표계  에서 표

되는 포인트 의 속도이다. 물체가 정지해 있을 경우 

 이 되고 식(7)로부터   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식(3)과 식(6)을 이용하여 부분 으로 측정 가능한 상

태 벡터 는 식(8)과 같이 표 된다.










     
  

  
    

   
  


   



     (8)

상태  와  는 식 (4)에서 역변환을 통해 시스템

의 출력으로 측정할 수 있다. 반면에  는 측정 불가

능한 상태  로 된 함수이기 때문에 추정되어야 한다. 

식(8)을 행렬 벡터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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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 시스템 구성.

Fig. 2 Experiment system construction.











    
    

   
      

  
      















(9)

4. 치  속도 추정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목표물의 거리와 물체의 속도를 추정하

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움직이는 카메라를 통해 목표

물을 찰하고 카메라의 속도  를 이용하여 목표물

과의 거리와 속도를 추정하게 된다. 식 (9)의 첫번째, 두

번째 행을 이용하여    
를 새로 정의한다.

              (10)

     
  

               (11a)

    
 


   

          (11b)

     
  

             (11c)

측정이 불가능한 매개변수가 포함된 와 는 추

정되어야 한다. 비선형 추정기를 쉽게 설계하기 해 식

(10)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2)

여기서 는 측정 가능한 벡터로    이고 는 

   ∙  
로 정의된 측정 불가능한 벡터이다. 

를 추정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 와 는 

  
   

  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카메라

와 물체가 어도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조건은 만족할 수 없다. 상수   에 해

∥∙∥≤   ∥∙∥≤∥∙∥≤라고 가정할 수 있
다.

를 한 추정기를 설계하기 하여 추정기 오차는 

    
  

로 정의한다. 
는 설계된 추정기에서 

추정된 결과이다. 한 필터링 추정 오차는  로 

정의하고 ∈×는 양의 각 행렬이다. 비선형 추정기

는 

 
                     (13)

으로 정의되고 [15] 에서와 같이 의 추정치

 

∈×는 

 
         (14)

로 정의한다.  ∈×  는 양의 각 행렬이고 는 

기본 인 부호함수이다. 그리고 오차 동역학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5)

              (16)

여기서     
 ∈×는  로 정의된

다. 와 의 값은 제한성을 갖기 때문에 양의 상수   

에 해 ∥∙∥≤ ∥∙∥≤가 성립한다. 식(13), 
(14)의 비선형 추정기는 다음의 정리를 만족한다.

부언 1 : 각행렬 가

≥  


                 (17)

와 같이 정의되고 카메라의 속도를 알 때 은 로 근

으로 수렴한다. 식 (13), (14)의 비선형 추정기로부터 

 가 추정되므로 와 가 추정된다. 

증명 : [15]의 증명을 참조하면  의 추정 성능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카메라의 속도 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거리정보 와 는 추정할 수 있다.    

                                                □

5.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시스템 용실험을 통

해 검증한다. 각 실험에서 정지된 목표물과 움직이는 목표

물에 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하 다. 첫번째 시

나리오는 움직이는 카메라와 정지된 목표물을 이용한 실험

으로 정지된 목표물에 해 거리추정 결과를 확인하 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움직이는 카메라와 목표물을 이용한 실

험으로 카메라와 목표물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목표물의 속도까지 추정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검증을 해 그림 2와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 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갖는 카메라와 물체가 요구되며 카메라

의 상에서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상처리 로그램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PU모듈은 intel i5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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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한 고성능 모델로 빠른 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카메라의 경우 Logitech사의 C920 웹캠을 사용하 다. 

높은 해상도의 상 촬 이 가능하고 넓은 시야각을 갖고 

있다. 한 당 30 임의 이미지를 제공하므로 많은 

상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 카메라와 물체의 움직임

을 제어할 MCU는 Texas Instrument사의 32비트 로세서 

tms28335(DSP) 모델을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a)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 

모바일 로 으로 신하여 실험하 다. 블루투스 모듈을 통

해 속도정보를 받아 지상에서 움직이게 된다. 엔코더가 장

착된 DC모터를 사용하여 정확한 속도제어가 되도록 하 다. 

카메라의 경우 천장에 그림 3(b)와 같은 가로 2.5m, 세로 

2.5m 2D 일 시스템을 제작하여 2축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각 모터에는 엔코더가 달려있어 정확한 속도제어

가 가능하고 한 카메라에 짐벌을 설치하여 피치와 요 축

으로 자유롭게 회 할 수 있도록 하 다.

(a) (b)

(c)

그림 3 (a) 모바일 로  (b) 2축 일 시스템 (c) 실험 인터

페이스.

Fig. 3 (a) 2-axis rail system (b) Mobile robot (c) Experiment 

interface.

카메라에서 목표물의 특징 을 찾아내기 하여 실험에서

는 그림 4와 같이 마커는 흰 바탕에 검정색 테두리를 갖는 

사각형으로 내부에 패턴을 이용하여 마커의 ID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커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에서 물체의 특

징 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커의 크기와 카메라 

의 거리간의 식을 통해 카메라와 목표물사이의 거리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커의 크기를 통해 측정하는 

거리와 제안한 거리 추정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거리정보와 

비교를 한다. 목표물의 경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모바

일 로 을 사용하 고 모바일 로 에 마커를 부착하여 상

에서 목표물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 다. 실시간으로 상 

내에서 마커를 찾아내고 그 심좌표를 통해 물체의 치를 

악한다. 샘 링시간은 로 카메라가 다음 상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슷하게 하 다. 이 샘 링 시간안에 

상에서 목표물을 찾는 상처리와 제안한 알고리즘의 연산

이 가능하다. 목표물의 속도, 카메라의 속도, 물체의 치와 

거리 등은 컴퓨터에 장이 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c)

에서와 같이 모니터링 로그램을 통해 카메라의 이동 속도

와 회  속도, 물체의 이동속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카메라

의 상을 확인할 수 있고 물체의 치, 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목표물 추 을 한 마커.

Fig. 4 Marker for tracking the object.

실험도 모의실험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사용

하여 성능검증을 하 다. 첫번째 실험은 정지된 물체와의 

거리를 추정하는 실험이고 두번째 실험은 움직이는 물체와

의 거리뿐만 아니라 속도까지 추정하는 실험을 하 다. 실

험에서 사용된 카메라의 캘리 이션 행렬은 

 










  
  
  

로서 외부 툴을 이용하여 구하 다. 

표 2에서 처럼 첫번째 시나리오 경우 물체의 속도는 0

으로 정지된 물체이고 카메라는 회 하지 않고 축으로 

0.1의 직선속도로 움직인다. 목표물의 기 치는 

     
 이다.

실험      추정기 이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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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시나리오.

Table 1 Scenarios for the experiment.

그림 5는 실제 실험상의 추정성능을 나타낸다. 측정되는 

의 경우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흔들림으로 인해 측

정값도 약간 떨림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되

는 
의 경우 약간의 시간 지연이 발생하지만 정확하게 추정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지연의 경우 물체 인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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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나리오 1에서의 실제 실험상의 추정 성능. 

Fig. 5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tate estimation in 

Scenario 1. 

그림 6 시나리오 1에서의 실제 실험상의 추정 오차.

Fig. 6 Experimental results of the estimation errors in 

Scenario 1.

그림 7 시나리오 1에서의 실제 실험상의 카메라와 목표물

의 거리 추정 성능.

Fig. 7 Experimental results of the estimation of the 

distance between camera and object in Scenario 1.

그림 8 시나리오 2에서의 실제 실험상의 추정 성능 

Fig. 8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tate estimation in 

Scenario 2. 

그림 9 시나리오 2에서의 실제 실험상의 추정 오차.

Fig. 9 Experimental results of the estimation errors in 

Scenario 2.

상처리, 데이터 간 통신으로 인한 지연이다. 그림 6은 추

정 오차를 나타낸다. 의 경우 떨림이 많이 나타나는데 앞

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카메라의 이동에서 발생하는 흔들림

으로 인해 측정값에 떨림이 발생하여 발생한 상이다. 상

태간의 에러가 2  이내에 0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거리추정 성능을 나타낸다. 추정된 결과가 반

에 큰 오차를 보인다. 하지만 2  이내에 실제 거리와 

비슷하게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거리와 추정 

거리의 오차는 략 이다. 카메라의 떨림이 목표물

의 특징  좌표에 향을 주어 추정된 결과에서도 약간

의 떨림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사용한 실험은 카메라와 목표물이 

표 2의 내용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목표물의 기

치도 의 실험과 동일하다. 그림 8과 그림 9는 추정 성

능  추정 오차를 나타낸 그림이다. 처음 상태에서는 

기 값으로 인한 오차가 있지만 2  이내에 같아져 두 

상태의 차이가 0에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카메라와 목표물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거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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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나리오 2에서의 실제 실험상의 카메라와 목표물

의 거리 추정 성능.

Fig. 10 Experimental results of the estimation of the 

distance between camera and object in Scenario 2.

그림 11 시나리오 2에서의 실제 실험상의 목표물의 속도 추

정 성능.

Fig. 11 Experimental results of the estimetion of the velocity 

of object in Scenario 2.

성능을 나타낸다. 반 큰 오버슈트가 있지만 빠르게 

실제거리와 같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움직이

는 목표물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목표물의 속도

와 추정기를 통해 추정한 속도로 그림 10처럼 1  부근

에서 오버슈트가 발생하지만 2  이내에 실제 목표물의 

속도와 같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목표물과의 

거리와 목표물의 속도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기법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기존의 연구는 목표물과 

카메라의 움직임에 제한을 두어 거리 추정  움직임을 추

정하 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비선형 기반 추

정기를 사용하 다. 정지되어 물체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물

체 까지도 빠른 시간에 거리  속도 추정이 가능함과 제안

한 알고리즘의 실시간 용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이러한 결과를 확장하여 보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갖는 

이동로 의 연구에 용한다면 단일카메라를 이용하여 목표

물의 정보를 쉽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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