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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공간상의 이동 목표물의 거리정보기반 모션추정

Motion Estimation of a Moving Object in Three-Dimensional Space using a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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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nge-based motion estimation of a moving object by using a camera is proposed. Whereas the existing results 

constrain the motion of an object for the motion estimation of an object, the constraints on the motion is relieved in the 

proposed method in that a more generally moving object motion can be handled. To this end, a nonlinear observer is 

designed based on the relative dynamics between the object and camera so that the object velocity and the unknown camera 

velocity can be estimated. Stability analysis and simulation results for the moving object are provided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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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기반 연구 결과들 중에서 두 대의 카메

라를 이용하는 스테레오 비전이 가장 활발히 쓰여 왔다[1]-[2]. 

이는 두 카메라 사이의 거리정보를 통해 카메라와 목표물 사이의 

거리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거리 추정문제와는 

별도로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목표물의 모션 추정문제 역시 

비전 기반 제어분야에서 무척 많이 연구되고 있다[3]. 이에 기반

하여 다양한 비전기반시스템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4]-[7], 

단일 카메라에 기반한 연구가 계속해서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목표물의 모션 추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8]-[9]은 카메라 

및 목표물에 대한 제한조건이 심하기 때문에 목표물 및 카메라가 

보다 일반적인 모션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 동역학에 기반한 비선형 추정기법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 

및 목표물의 모션에 대해서 목표물 모션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은 안정성 증명 및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2. 카메라 동역학 모델링

카메라를 통해 목표물을 볼 때 나타나는 특징점을 관측하게 

되면 카메라 및 목표물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역학을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이 동역학

에 기반하여 다양하게 개발되어 온 추정기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그림 1은 카메라와 목표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는 초기시간에서의 카메라 위치를 기준으로 한 직

교 좌표계이고, 는 초기시간 이후 로부터 회전행렬과 평행

이동에 의해 변화된 직교 좌표계라고 할 때,  및 이의 정규

화된 는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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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도입하면 와 픽셀과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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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픽셀좌표    와 카메

라 고유행렬 는 알 수 있는 값이므로, 이를 통해 식 (4)에서 

를 얻을 수 있다. 

  특징점 q의 모션은   좌표계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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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특징점 q에 대하여  좌

표계의 원점으로부터의 벡터이다. 식 (5)로부터 동역학식을 얻으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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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카메라 및 목표물의 상대적인 관계

Fig. 1 Relation between a camera and an object.

  
 .                        (6) 

여기서 은        
로 구성된 카메라 각

속도의 교대행렬이고,  는 특징점 q와 카메라 속도의 상대적

인 선속도로서 

   
                             (7)

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는 관성프레임에서 

카메라의 속도이며,       
는 특징점 q의 속도, 

 
 

 

는 좌표계 에서 특징점 q의 속도이다.

식 (3)과 식 (6)을 이용하면










     
  

  
    

   
  


   



       (8)

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벡터     
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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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동역학 모델에 기반하여 다음 절에서는 모션 추정 알고

리즘을 제시한다. 

3. 목표물의 모션 추정기 설계

본 절에서는 카메라 속도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해 목표

물의 모션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추정기 설계의 편의상 동

역학 모델 (9)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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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아는 값으로서   이고, 는 모르는 

값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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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정의되며, 목표물 속도의 특성상 ∥ ㆍ∥≤ 
∥ㆍ∥≤ ∥ㆍ∥≤와 같이 유한한 값을 지닌다. 

  값은 의 추정치로서 나중에 제시될 비선형 추정기 (14)와 

같이 얻어질 수 있고, 그 값은 로 점근적으로 수렴함이 아래의 

정리 1에 정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의 추정치는 


                      (12)

와 같이 얻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동역학 모델 (10)에 기반하여 

의 추정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정의하

고  
을 추가로 상수대각행렬 에 대해 정의하면, 

(10)에 대한 비선형 추정기는 아래와 같이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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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터 얻어지고,   는 양한정 상수 대각행렬이다. 이때 오

차 동역학은

  
                     (15)

                (16)

이며, 여기서   
  이다.  ,   모두 유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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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카메라 속도 정보를 모두 알 경우 3차원 공간상의 목표물에 
대한   의 추정

(a) Estimation of   for a completely known general camera.

(b) 카메라 속도 정보를 모두 알 경우 3차원 공간상의 목표물에 대

한   의 추정

(b) Estimation of   for a completely known general camera.

그림 2 목표물의 모션 추정을 위한 비선형 추정기 성능 (실선: 실제값; 점선: 추정치).

Fig. 2 The performance of the nonlinear observer for an object in the single camera images (solid: actual; dotted: estimate).

고, ∥ ㆍ∥≤ , ∥ㆍ∥≤  역시 양의 상수  , 

에 대해 성립하므로 (13), (14)의 비선형 추정기를 3차원 공간상

에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 적용하면 아래의 정리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리 1: 동역학 모델(10)에 대해 대각행렬 가 

 ≥ 


                (17)

을    에 대해 만족하면 (13), (14)의 비선형 추정기에 의해 

가 점근적으로 에 수렴하게 될 뿐 아니라,   역시 (12)와 

같이 추정될 수 있다.

증명: 비선형 추정기의 성능은 카메라 추정 문제를 다룬 [10]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 점근적으로 에 수렴하게 하

므로, 앞에서 기술된 과정에 의해 추정치 를 이용하면 목표물의 

속도 추정치 는 (12)와 같이 얻어짐을 쉽게 알 수 있다.

(증명끝)

4. 모의실험

본 절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모의실험을 통해 검

증한다. 비선형 추정기 (14)의 설계변수는   × , 

  × ,   
 ×이고, 여기서  ×는 × 단위행렬

이다. 추정치의 초기치는  
     , 카메라에 대한 

초기 목표물의 위치는      로 설정하였다. 식 

(4)의 카메라 고유행렬은  








  

  
  

이다. 편의상 카메라 

각속도는 0으로 두었고, 카메라 및 목표물의 속도는 각각 [2, 

0.5, 0]Tsec 및 [0.2, 0.3, 0.1]Tsec과 같이 설정하였다. 

강인성 확인을 위해 목표물 정보에 100dB의 SNR (signal-to- 

noise ratio)을 지닌 백색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였다. 그림 2

에서는 목표물 움직임에 대한 모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카메라의 속도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림 2(a)에서와 

같이 의 추정치가 로 점근적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고, 식 

(14)의 의 추정치를 통해서는 를 추정할 수 있음을 그림 

2(b)를 통해 알 수 있다. 

5. 결  론

비선형 추정기에 기반하여 목표물의 모션 추정 기법을 카메라 

및 목표물 모두 움직이는 상황하에서 제시하였다. 기존의 결과에

서는 모션뿐만 아니라 정보면에서도 제한적인 단점을 지니나, 제

시된 방법은 동역학 모델에 기반한 추정 기법을 통해 일반적인 

움직임을 지니는 경우에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변 특성이 있더라도 목표물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의실험을 통해 카메라의 일부 모르는 속도 

정보까지도 추정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목표물 한 대에 관

한 결과이므로 카메라 속도 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까지는 진행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여러 카메라 및 여러 목표물에 관한 연

구 결과로 확장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추후 연구 내용으로서 계

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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