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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 제 목

:로보트기반기술개발

II. 연구개 발의 목적 및 중요성

약 문

고도의 산업화， 문명화와 더불어 인간은 과거에 비해 상상도 하지 못했

던 우주공간， 심해저， 고방사선 환경 동의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작업환경

에 직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 다양한 작업공간에서 작업자의 부담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을 무인， 원격화 및 자동화하여 인간이 작업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작업올 원할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작업자의 접근이 제한받는 극한의 특수작업， 특히， 원자력 관

련 분야에 사용될 로보트 핵심요소 기술 및 원격현장감기술올 개발하여，

방사선 피폭처감， 작업시간 단축， 작업의 신뢰성 향상 둥 원격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올 목표로 하고 있다.

로보트 핵심 요소 기술 및 원격현장감기술은 원자력 둥의 특수작업 뿐

만 아니라 일반 산업분야 의학분야 둥에도 다양하게 활용되어 인간의

작업 영역올 확장하고， 생산성올 증대시킬 것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는 로보트비천기술 분야와 센싱 및 지능제어 연구분야로 구

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해년도에 수행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는 다음과 같다.



1. 로보트 비천 기술개발 분야

1) 원격조작용 입체영상 시스템 개발

- 편광방식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 (KAERI- PSM) 개발

- 스태레오 BOOM 및 Molly 장치 개발

- 스테레오 영상처리 기술개발

- AutoStereo TV 연구

-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의 원격조작성 평가

2) 물체인식 및 추적기 개발

- 원전시설내 주요 계기판 인식 알고리듬 개발

- 추적기 개발

- 옹용현황 분석

2. 센싱 및 지능제어 분야

1) 열영상 분석 시스템

- 열영상 DB 구축

- Opfical fiber 온도 센싱 가술

2) 방사선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3) 지능제어 연구

- Navigation 알고리즘 개발

- 이동 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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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과제 수행 3차년도인 당해년도에는 극한작업환경에서 작업자의 부담올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원격조작 및 원격현장감 기술개발올 목표로 하고

있다.

1. 로보트비천 기술개발 분야

로보트비전기술 개발분야에서는 면광방식 업체영상 시스템 (KAERI 

PSM) , 업체영상 카메라 모률， 입체 BOOM / Molly 장치 및 입체 HMD

장치개발올 비롯하여 차세대 입체영상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자동입체영상

(Autostereo TV) 시스템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KAERI-PSM 의 성능비교평가를 위해 동기방식 입체영상시스템 및 상용

모니터링사스템과 함께 로보트의 원격조작성실험올 수행하였다. 버교실험

결과， KAERI-PSM 이 다른 입체영상시스템들 및 일반 TV 사스템에 비해

원격작업속도의 향상 및 정확도에서 우수성올 확인하였다. 또한， 원격감시，

점검용 계기판 자동인식 알고리듬 및 수동형 물체추적기술올 연구하고， 인

간의 눈과 유사하게 움칙일 수 있도록 5 자유도 카메라 조향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2. 센싱 및 지능제어 연구분야

센싱 및 지능제어 연구분야에서는 열영상 분석 시스템에 사용될 열영

상 데이타베이스를 개발하고， 광섬유을 이용하는 원격 온도모니터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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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술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사선 분포의 용이한 모나터링을 위한

2차원 방사선 분포 감지기의 센서부를 설계하였으며， 로보트 지능화 연구로

소형 이동 로보트를 제작하고 퍼지제어를 이용한 이동 로보트의 자율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로보트핵심 요소기술 및 원격현장감 기술들은 원격

노즐댐 장/탈착 로보트를 비롯하여， 원자로 검사장치， 핵연료 수중 육안검사

빛 원자력발전소내 각종 배관의 이상상태 검사 둥의 원자력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제반 산업 ·및 의학분야 퉁에도 활용도 및 기술파급효과가 매우

높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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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The Development of Advanced Robotic Technology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s being the industrialization and civilization of current society

deepened, the working areas such as deep sea, space, and high radiation

environment produce complex and various situations that jeopardize the

safety of the people involved. The unmanned remotelization and

automatization will eliminate the jeopardies in workers of complex and

hazardous environments and enable the people to be far from their

hazardous working place and to carry out their work smoothly.

In this project, the advanced critical robotics techniques and remote

telepresence technologies are developed to be used in hazardous

radioactivity areas. The development of these technologies is goaled to

be able to alleviate the irradiation of radioactivity of workers involved,

shorten their working hours, enhance realibilties of task and raise the

efficiencies of remote tasks to the highest degree. And also, these

developed robotics technologies and remote telepresence techniques will

be applicated in general industry, medical science, and military as well

as nuclear facilities. Consequently these technologies will broaden the

working area of human and enhance the industrial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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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묘.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work scope of advanced robotics techniques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the development of robot vision techniques and the study of

intelligent conσ01. The research activities of advanced robotics techniques

are included as follows.

1. Robot vision techniques

1) Development of stereo imaging system for remote handling.

• Development of KAERI-PSM ( Polarized Stereo Monitoring )

system.

• Development of Stereo BOOM and MOLLY unit.

• Development of stereo image processing techniques.

• Study of Autostereo TV system.

• Evaluation of stereo imaging systems for remote handling

performance

2) Development of object recognizing and 않rget tracking unit

• Development of instrument panel recognition algorithms for

nuclear facilitiy

• Development of passive visual target tracking system

• Investigation of applications of target tracking system for

hazardous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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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nsing and Intelligent control

1) Thennal image analysis system

• Organization of thermal image database

• Study of temperature sensing techniques using optical fibers for

nuclear facilities.

2) Study of radioactivity image monitoring system

3) Study of intelligent control

• Development of navigation algorithm using 따tifici떠 neural

networks

• Consσution of mobile unit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Main research activity in this year is to develop both remote

handling system and telepresence techniques, which can be used for

people involved in extremely hazardous working area to alleviate their

burden.

w



1. Robot vision technology

In the robot vision technology p따t， KAERI- PSM system, stereo

imaging camera module, stereo BOOWMOLLY unit, and stereo HMD

unit are develo않d. Also, Autostereo TV system which falls under the

category of next generation stereo imaging technology has been studied.

The performance of KAERI- PSM system for remote handling task is

evaluated and compared with other stereo imaging systems as well as

general TV imaging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KAERI-PSM

system is superior to the other stereo imaging systems about remote

operation speedup and accuarcy.

The automatic recognition algorithm of instrument panel is studied

and passive visual target tracking system is developed. The 5 DOF

camera servoing unit has been designed and fabricated. It is designed

to function like human ’s eye.

2. Sensing and intelligent conσ01

In the sensing and intelligent control research part, thermal image

database system for thermal image analysis is developed and remote

temperature monitoring technique using fiber optics is investigated. And

also, two dimensional radioactivity sensor head for radiation profile

monitoring system is designed. In the part of intelligent robotics, mobile

robot is fabricated and its autonomous navigation using fuzz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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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is studied.

These remote handling and telepresence technique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applied to nozzle-dam installation/removal robot system,

reactor inspection unit, underwater nuclear pellet ins않ction and pi야

abnonnality inspection. And these developed remote handling and

telepresence techniques will be applicated in general industry, medical

science, and military as well as nuclear facilities. Consequently these

techniques will expand the working area of human, raise the working

efficiencies of remote task to the highest degree, and enhance the

indusσial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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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은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 접하게 되었

으며 심해저， 우주공간 고방사선 구역 둥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극

한의 특수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자의 접근이 어

려운 특수환경에서의 원활한 작업 수행올 위해서는 작업의 무인화， 원격화

및 자동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인간이 작업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느낌올 받게하는 원격초작가

술， 인간의 제어능력을 기계에 부여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올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로보트 기술 그리고 주위의 환경을 인식하고 환경외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올 갖도록하는 센싱 및 지능화 기술 둥과 같은 로보트 기반기

술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해처 우주공간 고방사선 환경 둥 극한의 특수작업 환

경， 특히 작업자의 방사선 펴폭이 우려되는 고방사선의 원자력 시설에서

벌어지는 각종 극한작업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격

조작기술개발에 필수적인 로보트 비천기술， 센싱 및 로보트 지능화 기술

둥의 로보트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

래 과제를 로보트 비천 기술 개발 분야와 센싱 및 지능제어 분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로보트 비천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원격조작용 업체영상 시스

템 개발’과 ‘물체언식 및 추적기 개발‘ 이 포함되어 었으며， 센싱 및 지능제

어 분야에는 ’열영상 분석 시스템 개발， 방사선 영상 모냐터링 시스템 개발’

동의 센싱기술개발과 로보트 지능화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과제 수행 3차년도인 당해년도에는 극한작업환경에서 작업자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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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원격조작 및 원격현장감기술개발올 목표로 로보트

비천 분야에서는 면광방식 입체영상시스템 (KAERI-PSM) , 입체영상 카메

라 모률， 스테레오 BOOM / Molly 장치， 그리고， 입체 HMD 올 개발한 것

을 비롯하여 차세대 입체영상기술인 자동입체에 관한 연구률 수행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입체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해 수행한 원격초작성 평가에

서 입체영상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원격갑시， 점검용 계기판

자동인식 알고리듬 및 수동형 물체인식기술올 연구하고 언간의 눈과 유

사하게 움직알 수 있도록 설계된 4축 카메라 조향 장치를 개발， 제작하였다.

센싱 및 지능제어 분야에서는 열영상 분석 시스템에 사용될 열영상 데

이타 베이스를 개발 하고， 광섬유을 이용하는 원격 온도 모니터령에 관한

기술올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사선 분포의 손쉬운 모니터링을 위한 2차원

방사선 분포 감지기의 센서부 설재를 완료하였으며 로보트 지능화 연구로

소형 이동 로보트를 제작하고 퍼지제어를 이용한 이동 로보트의 자윷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의 제2장 제1절에서는 원격조작용 입체영상 시스템 개

발， 제2절에서는 물체인식 및 추적기술 개발에 관한 3차년도 과제수행 내용

및 결과를 기술하였고， 제3장 제1절에서는 열영상 분석 시스템개발， 제2절

에서는 방사선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그리고 제3절에서는 지능제어

연구에 관한 3차년도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를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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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로보트비천 기술 개발

제 1 절 원격조착용 입체영상 시스템 개발

1. 개 요

고온， 고압， 고방사선， 심해저 퉁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극한의 특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작업올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현장의 환

경 및 상황전개를 원격지의 작업자에게 현실감나게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본 “원격조작용 입체영상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는 원격작업의 효율올

향상서키기 위하여 인간의 오감 중 특히 시각정보를 이용하는 입체영상시스

템의 개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입체영상기술은 원격관측， 영상관측， 입체

계측， 화상회의 풍의 산업분야， 업체영화， VR(Virtual Re와ity) game 풍의

오락분야， 그리고 내시경 수술， 안과진료 풍의 의료분야 외에도 광범위한 분

야에서 용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조작올 위한 가상현실 특히 업체

영상기술올 기반으로 하는 원격조작시스템올 개발하였다. 원격조작시스템은

업체영상획득부， 입채영상 디스플레이부， 그리고 영상저장 및 처리부로 구성

되는 입체영상시스댐과 master/slaver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원격제어 로보

트로 구성된다. 업체영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람의 눈올 모방하여 좌， 우

카베라 사이의 주시각을 제어함으로써 관측자가 가장 편한 상태로 입체영상

을 관측케 하는 입체영상 카메라 모률올 개발， 채작하였으며， 입체영상의 출

력올 위해 편광펼터 및 half mirror 퉁의 광학장치를 이용하여 좌， 우 두 영

상올 합성하고 면광안경올 통해 입체영상올 감상하는 편팡방식 입체영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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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업체영상 저장 및 재생올 위한 저장 모률을 개

발하였다. 개발된 면광방식 입체영상모니터는 일반적으로 입체영상 관측에

사용되고 있는 동기 (electrical shutter)방식에 비해 화질이 2배이상 우수하며

또한 떨립현상이 없어 입체영상올 감상할 때 느낄 수 있는 관측 피로도가

거의 없는 우수한 출력장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업체영상 시스템의 옹

용연구로 HMD (Head Mount Display)와 관측자의 관측방향에 연동되어 업

체영상 카메라가 움직입으로써 원격현장감을 배가 시켜주는 스테레오

BOOM (Bilateral Omni Orientational Monitor) 및 Molly 장치를 개발하였

으며， 입체영상의 matching, 카메라의 자동 주시각 제어를 위한 시차분석

둥의 입체영상처리기술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입체영상 시스템의 성능평가

를 위해 2-D 및 입체영상 (동기방식， 편광방식)올 통한 원격조작 실험을 수

행하여 업체영상을 통한 원격조작이 평면영상 (2-D)에 비해 25% 이상 원

격조작성이 향상됩올 확인하였고， 특히 편광방식 입체영상 시스템이 원격조

작에서 가장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차세대 입체영상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기폰의 업체영상시스템의

단점인 안경착용 문제올 제거하는 Autostereo TV에 대한 기본 연구로

Parallax Barrier 방식 자동입체 TV의 Barrier의 설계 및 영상합성법올 연

구하였다.

2.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 (KAERI-PSM)

가. 스테레오 카메라 모률

스테레오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영상 획득부로서 스테레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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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스테레오 카메라 모률은 두 대의 독립적인 카메라를 사용하여

좌，우의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출력 장치나 스테레오 영상 처리 장치의 압

력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 관측을 위하여 사람의 눈과 최대한

유사한 기능을 가지도록 두 카메라의 광축 각도를 조절하여 주시각올 제어

할 수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주시각 제어뽕만 아니라

사람의 목의 움직임올 모방하여 전방향의 스테레오 관측을 가농하게하고 또

한 이를 원격 제어하기 위하여 스테러l오 카메라 주시 방향 제어용 팬/틸트

장치를 제작하였다.

(1) 주시각제어 스테레오 카메라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의 영상 입력부는 사람의 눈과 같이 일정한 거리

를 두고 있는 두 대의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각각의 카메라에서 획

득된 영상 신호는 서로 일정한 영상 신호가 포함되어 있다. 시차 정보는 입

체감을 느끼게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로 카메라간의 이격 거리에 의해

생성된다. 따라서 카메라 사여의 이격 거리는 스테레오 영상에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여 카메라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스테레오 카메라의 크기는 작아

지나 영상의 입체감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간격이 넓으면 입체감은 크게

되나 카메라의 전체 외관의 크기가 커지는 단접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스테레오 카메라의 간격은 사람의 평균 눈사이의 간격인 65rrun로 유지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스테레오 영상을 관측할 때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업체 영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레오 카메라를 구성할 때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수평 방향의 간

격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수직 방향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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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관측자가 스테레오 영상을 관측할 때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하

게 되는데 사람의 눈과는 다른 구조로 구성된 스테레오 카메라는 관측자의

눈에 피로감올 주어 장시간 업체 영상을 관측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스테레오 카메라의 수직오차는 전체 수직 화면의 크기의 200분의

1올 넘어서는 안된다.

사람의 눈은 사물올 관측할 때 그 물체에 대하여 두 눈의 춧점을 고정

시킨다. 두 눈이 공간상의 한점에 고정될 경우 그 접에서의 시차， 즉 좌，우

의 시야에서의 점의 위치 차이는 0이 되며 사람의 눈은 그 점에서 물체를

판측하고 3차원 정보를 획득한다. 마찬가자로 스테레오 카메라로 불체를 관

측하고 원격 작업올 수행하는 경우 관측 물체에 대한 스테레오 시차가 O로

유지되어야 관측 피로도가 최소가 되며 자연스러운 입체 영상 관측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측 물체에 대한 시차가 0이 되도록 스테레오 카메라를

제어하는 것을 주시각 제어라고 한다. 주시각 제어는 관측물에 대한 시각올

고정하고 시차를 O로 유지하며 스테레오 알고리듬의 적용을 쉽고 단순화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압력되는 영상의 모델올 원근감화법에서 직교화법

으로 변환하거나 시차가 0인 영역의 필터링올 통하여 계산 속도를 획기적으

로 높일 수 있다.

스테레오 카메라의 주시각 제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테레오

카메라는 DC 모터를 사용하여 주시각 제어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 그림

은 주시각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스테레오 카메라의 구성을 보여 준다.

주시각 제어가 가능한 스테레오 카메라는 관측 물체의 거리에 따라 시차

가 0이 되도록 주시각을 제어할 수 있어 관측자에게 입체 영상 관측 부담을

멀어줄 수 있다. 즉， 그림에서 가까운 물체 object!의 경우 주시각올 크게

하여 각도 01으로 고정하고 보다 먼 거리의 물체 object2의 경우 주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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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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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Camera

Range Fmder

그림 2-1-1. 주시각 제어 스테레오 카떼라의 구성도

작게하여 e2로 고정함으로써 유동성있게 주시각올 제어한다. 주시각 제어는

두개의 카메라의 회전축을 하나의 모터에 맞물려 구동시킴으로써 서로 대칭

적으로 회전하도록 하였다.

원격지에서 스테레오 영상을 관측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관

측 물체에 대한 시차를 제어하기 위해 단순히 주시각 제어용 모터의 시차

가변 스위치로써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차의 제어로 관측이 용이하게

되더라도 시차 제어의 부담을 작업자가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자가 원

격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주시각을 채어하든지 카메라의 방

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동 제어는 물체 추적 기술

의 접목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다. 다음 그림온 제작된 주시각 제어용 스테

레오 카메라를 보여 준다. 스테레오 카메라는 소형 CCD카메라를 사용하여

전체 카메라의 크기를 소형으로 하였으며 수동 팬/틸트를 장착하여 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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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즉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핍 2-1-2. 쩨학된 추 .... 1 각 쳐|어 스테혜오 카메라

(2) 주시작 및 챈/힐트체에 스테해요 카메라

<;>}서 지숱한 스태례요 카메라는 주시작 Ail 에홉 뛰해 판흑자가 수콩으로

휴 "'1각 처l어용 스훼?O J를 조착하여 카메라 사이의 와도당 져|어한다- 그려

카때라의 밤향융 제어하가 뷔해샤는 장작원 웬/턱트의 방향올 수동으로 iξ

;생빼야하므혹 작엽차에 게 원격 작업애의 l휴람을 줄 수 있다1 그리므로 원 격

작업자에게 최대한 작엽 광간의 현장감용 쩨풍하려면 섣세 자신이 그 공:<1

에 불입한 껏과 같용 효파툴 줄 수 있얘야하므로 가상휠싶 (Vlrtu aJ n:alitv l

기법이 필요하다， 이블 위빼서는 주시각 쩨어 팬만 아니라 카매라효|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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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도 동시에 자동으로 작업자의 의도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제어용 스테레오 카메라는 차메라의 이러한 기능들올 자동으로 수행

하기위해 카메라의 상태를 피드백받아 제어에 웅용할 수 있도록 팬/틸트 및

주시각 제어 모률올 설계， 제작하였다.

다음 그림은 제어용 주시각 모률을 보여 준다. 주시각의 각도는 카메라

의 회전과 연동되어 회전하는 정밀 포텐셔미터에 의해 검출되며 이 신호는

제어기로 전송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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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어용 주시각 제어그림



주시각 제어 모률의 구동은 소형 DC모터를 사용하고 직선 운동 유니터

를 카메라의 두 회전축에 연결하여 회전핀으로 고정하였다， 모터의 회전은

직선 유니터에서 감속되어 lOrpm의 회전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백래쉬

흘 거의 0으로 제작하여 정밀 제어를 가능하게 하였다. 모터의 회전에 연동

되어 회전하는 포텐셔미터는 10회전이 가능하고 10kQ의 저항값을 가진다.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은 제어기로 피드백되어 주시각의 각도를 계산하고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스테레오 카메라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줌(zoom)기능이 첨가되어 관측

때상물을 더욱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줌 카메라를 사

용할 경우 주시각 제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는데 줌 카메라에서 입력

되는 스태례오 영상은 줌의 크기에 따라 주시각을 제어해야 한다. 즉 줌의

크기를 줄여 FOV(Field of View)를 크게하여 관측 대상물에 주시각올 고정

했다 하더라도 줌을 확대하여 FOV를 좁히면 렌즈의 왜콕둥으로 인하여 주

시각이 그 물체에 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려고 줌을 사용하는

경우 시차의 변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주시각의 제어는 필수적아라 할 수 었

다.

스테레오 가메라 모률의 팬과 틸트는 카메라의 방향을 채어하는데 사용

된다. 이 기능은 사람의 목운동을 모방하여 좌，우나 상，하로 카메라의 방향

을 제어하여 전방향 관측이 가능하게 한다. 팬과 틸트의 각 회전축에 장착

된 모터와 그에 연동된 정밀 포텐셔미터는 회전하는 팬과 틸트의 속도및 위

차를 제어기로 전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또한 개발 중인 스테레오 붐

(BOOM) 장치를 스테레오 카메라 모률과 연동시켜 관측자의 움직임을 그대

로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변환함으로써 가상 현실 기법올 이용한 원격 작업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제작한 스테레오 카메라의 팬과 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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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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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제어용 팬/틸트 모률의 구성도

.‘
‘”

팬과 틸트의 각 촉에는 주시각 제어와 같은 정밀 포렌셔미터가 회전축

에 맞물려 있다. 각 축의 회전 각도는 이들 포탠셔미터에 걸리는 전압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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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에서 획득하여 계산하며 팬과 틸트의 자세를 제어하게 된다. 팬과 틸

트를 구동하는 두개의 DC모터는 소형 모터를 사용하고 틸트축은 베벨 기어

를 사용하여 토크를 전송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크기를 줄였다. 전체의 크기

를 작게 제작하고 이동 로보트와 같은 이동체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 관측자가 이동하면서 관측하는 것과 같은 가상 현실을 느낄 수 있

다.

주시각 제어 모률에 장착된 소형 DC모터는 큰 토크를 필요로하지 않으

므로 버교적 작은 힘을 낼 수 있는 모터를 사용하였다. 반면 팬과 틸트에

사용된 모터는 창착되는 스테레오 카메라 모률를 고려하여 비교적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팬/틸트는 주시각 제어 모률과 스테레오 차메라

모두가 부하로 작용한다. 창착되는 스테레오 카메라의 줌렌즈는 좌，우 각각

500g의 무게를 가지며 제작된 주시각 제어 모률의 무게는 약 3kg이다. 스테

레오 카메라 모률 전체 무게는 약 4.2kg이며 이러한 무게를 고려한 모터의

제원은 다음 표와 같다.

표2-1- 1. 스테레오 카메라 모률의 모터 제원

원ξ찬 주사각제어모터 팬축모터 틸 E축 모터

회전 속도 35 rpm 8 rpm 8 rpm

최대 토크 150 mNm 1800 mNm 1800 mNm

정상토크 50 mNm 600 mNm 600 mNm

감속비 141:1 떼이• .1 떼녁J‘

백래쉬 ~ 3。 ~ 3。 ~ 3。

사용전압 12 V 6V 6V

외부치수(¢xl) 15x42.9 mm 38x78.7mm 38x78.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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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그핍용 쳐l직된 스터I 헤오 카매라 모왈융 보여 중다‘ 팬과 틸추r

주시작 쳐l 어 모률용 장착하고 카메라는 줍 기늄용 7~진 웬츠를 사용하였다.

그럽 닝-1-5. 제좌펀 스터뼈l오 카메많 모

나. 스헤레오 영상 출팩 장;:0:1

一터|혜오 모니터는 카메라얘셔 엽픽된 화，우 영상용 관휴짜와 두 눔으

로 각각 팍랩격으로 전딸하여 압쩨감융 느끼토롭 환 장차바다. 스테혜모 모

니떠외 성능온 화，우 쇼태려|오 땅상이 모내E-1로 쏠력되고 이를 판측자의 눈

으호 전할핍 예 총력 영상의 해상도와 좌，우의 쌀려 성이 얼마냐 좋용칙에

달려있다. 원찍 죄엽용으혹 추로 사용되는 스테꽤오 보니터늠 동-지 방식과

현팡 땅삭이뎌， 폼71 방식은 출력 모니터외 1:1 1 디오 품71 선호， 확 확수

(even>와 훌수(odd)의 동기 선호를 이용하여 각 동71 신호마다 확.우의 엽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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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교대로 출력함으로써 모니터와 동기된 안경을 착용한 관측자가 스테

레오 영상을 관측하는 시스탬이다.

면광 방식 모니터는 두 입력 영상을 각각 독립된 모니터로 출력하고 모

니터의 영상을 서로 다른 면광 방향으로 편광판올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분

랴 출력하여 편광 안경올 착용한 관측자가 스테레오 영상을 관측케하는 시

스탬이다. 이 방식은 두 대의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는 단점이 있지만 통기 방식보다 화질이 우수하고 관측자에게 보다 편

안한 관측환경올 제공하기 때문에 원격 작업용으로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는 편광 방식의 스테레오 모나터를 제작하고， 이를 원격 작업용 업체 영상

시스템의 출력 장치로 사용하였다.

(1) 편광 방식 모니터의 구성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편광 방식 모나터는 편광 펼터를 광학적으로

이용하여 스테레오 영상을 출력하는 시스템이다. 사용되는 편광필터는 이상

적으로 가시 광선의 파장중 한 방향으로만 친동하는 광션을 통과시키고 나

머지는 차폐하므로 이로 인해 광량은 반으로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

로 스테레오 모나터의 영상 출력에 면광 펼터를 이용하여 좌，우 영상에 서

로 다른 면광성을 가진 필터를 사용하면 두 영상이 관측자의 눈에서 합성될

때 정확히 하나의 영상으로 다시 관측될 수 있는 특정이 있다.

-두 모니터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편광되어 출력된 영상은 하프미러

(half mirror)올 사용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다시 합성되고， 이 영상올 면광

안경올 이용하여 좌，우 영상을 분리 관측할 수 있다. 다음 그림 2-1-6은 편

광 방식 모니터의 구성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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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6. 편광 방식 스테레오 모니터 구성도

하프미러는 입사하는 빛의 절반은 반사， 그리고 나머지 반은 투과시키

는 특성올 가지고 었다. 모니터에서 출력되는 두 영상을 청확히 반씩 합성

하기 위해서는 하프미러의 광반사량과 광투과량이 통일해야 한다. 그림에서

좌영상을 출력시키는 모니터는 하프미러에서 반사되어 관측자에게 출력되므

로 영상의 상하가 반전이 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좌영상 출력올 위한

모니터의 영상올 상하 반전시켜주어야 한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미

지 미러이며 이것은 비디오 신호의 수작동기 신호를 역상시켜주어 영상의

상하를 반전시킬 수 있다.

하프미러에서 반사되고 푸과된 빛은 최종적으로 편광 안경을 통하여 관

측자에게 전달되는데 안경의 편광 필터 역시 모니터에 장착된 편광 필터와

동일한 편광 특성올 가져야 한다. 즉， 좌측 모니터에서 편광된 영상은 좌측

눈을 통하여 관측하고 우측 모니터의 영상은 우측 눈을 통하여 관측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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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좌，우 각각의 모니터에 장착된 편광 필터의 방향은 안경의 좌，

우 펼터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2) 편광 방식 모니터의 제작

편광 방식 모니터의 특정은 좌，우 스테레오 영상올 각각 분리 전송하고

이를 광학적요로 합성하기 때문에 합성 과정이 스테레오 영상의 화질을 크

게 화우한다. 영상의 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조건을 본다면 첫째로

광학적 특성으로 두 영상이 가시 광선 영역에서 동일한 광량으로 합성되어

야 한다. 이것은 하프 미러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데 하프 미러까 반사하는

빛과 투과하는 빛의 파장대별 비율이 다르다면 두 스테레오 영상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지 못하여 관측자에게 완전히 분리된 영상을 전달할 수 없다.

다음 그림은 편광 방식모니터에 사용된 하프미러의 광학적 특성올 보여 준

다.

100

80
다
。

~ 60
s
m
다

암 40
은1

20

g
400 450 500 550 600

Wavele하ngth(nm)

650 700

그림 2-1-7. 하프 미러의 투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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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마러의 투과율에서 보듯이 미러는 입사량의 절반올 투과하고 나머

지는 반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시광선의 전영역에서 정확히 1/2의 빛

이 투과되고 반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오차가 클 경우 합성된

스테레오 영상의 화칠은 스테레오 카메라로 획득한 원영상을 완전히 복원하

지는 못한다.

두번째 고려되어야 할 것은 두 영상이 기하화적으로 정확히 일치되어야

한다. 두 영상에서의 오차는 스테레오 영상올 관측함에있어 잘못된 정보를

관측자에게 제공할 수 었다. 즉 수명으로 영상의 오차가 생기면 이것은 마

치 스테레오 영상의 시차가 생긴것으로 착오하여 관측자는 설쩌1 깊이감보다

다른 깊이감을 받올 수 있다. 그리고 영상의 수칙 오차는 관측자의 눈에 부

담을 주어 장시간의 관측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점올 고려하여 편광 모니터의 화측 영상 출력 모나터를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이동가능한 장치를 장착하여 두 모나터의 영상 위치를 정확

히 일치시켰다. 이것은 모니터 장착시의 오차를 고려하여 관측자가·관측 도

중 이러한 작업올 할 수 있도록 조절 손잡이를 모니터의 전면에 배치함으로

써 작업자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조절 손잡이는 수평 방향의 이동과 수직

방향의 이동을 각각 수행할 수 있도룩 독립적￡로 배치하였고 내부의 직선

운동 유니터에의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2-1-8은 제작한 편광 방식 모나터의 설계도를 보여 준다. 그림에

서 @의 부분이 모니터의 위치를 조정하기위한 부분으로 좌측 영상에서 출

력되는 영상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그림에서 @는 하프미러의 장착 위치

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히 45도의 각도로 두 모나터 사이에 위치하여 업사

하는 빛을 반사하고 투과시킨다.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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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편팡 방식그림



통하여 입관측자의 안경을최종적으로출력된 영상은면광 모니터에서

사용무반사 유리를전면부에모니터는제작된 편광제공된다.체 영상으로

눈의 거인한빛오로유리에서 반사되는하여 관측자가 입체 영상을 관측시

반사되는유리에서전면부의향상시켰다.효율을관측최소화하여슬림을

눈의 거슬림영상에 혼합되어 관측시스테레오하프미러에서 반사되는빛은

최소로하

준다.

l:IJ 도L
A e

보여

유리에서 반사되는

그림은 무반사 유리의 광학적 반사율을

전면부의유리는무반사

한다. 다음

유발한다.

역할올

ζ
ι

4

3

2

<
H

。[
}

Q

띠<
}

ψ
￠

파L
E프

'-'--

700650500 550 δ00

Wavelength(nm)
450

@

400

2-1-9. 무반사 유리의 반사율그림

영출력되는설치하고모니터의 전면부에는 조작판을제작된 편광 방식

가능하영상의 채널 선택올스테레오입력되는모니터로및조정상의 화면

제어하기 위하여

카메라의 위치 제어

카메라를

스테레오

스테레오

조작기，

- 20-

장치인

즘]
~1
A

영상 획득

춧점카메라 렌즈의

그리고하였다.

스테레오

도록



및 주시 Zr ·:>11 어흩 혹l한 후1 착71을 설:t1 하여 분 연구에서 제작한 :二대빼요 가

'11 라의 씨어흠 가능하거1 하였다， 그립 2-1-10온 면광 t상삭 오내 B1 천면부91

모습 .b!.며추며 그림 '~-l 11온 훤팡 늬 모니터외 외과 보이 춘다‘

그램 2-}-1O. 현광 방식 모니터퍼 천먼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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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l l. 편팡 방식 스대i:1I요 보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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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체영상 저장 모률

(1) 동영상의 저장

업체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업체영상은 좌， 우 두 영상선호로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입체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동기되어 있는 두대

의 VCR를 이용하거나， 좌， 우 두 영상신호를 하나의 영상신호로 합성하여

한대의 VCR어l 저장하여야 한다. 두대의 VCR올 이용하여 입체영상올 저장

하는 경우 두 VCR의 동기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 VCR의 동기화는 아

주 어려우며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대의

VCR올 이용한 업체영상 저장 장치를 개발， 제작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입

체영상 저장 장치는 그림 2-1-12와 같이 영상합성 모률， 저장모률， 그리

고 영상분리 모률로 구성되어진다.

r. Left Video
~~ 뻐tput

바+뻐:ht Vi뼈
Output

--....

VCR -. De‘MUX ......
MUX

I

I-j ‘-Right Vid뻐

Inpuf

l.dt Video
Input

그림 2-1-12. 입체영상 저장 모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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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상신호의 합성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두 영상신호는 각각 60 Hz의 NTSC 영상신호 포

뱃으로 되어 있다. NTSC 영상신호는 그림 2-1-13과 같이 ODD, EVEN 두

필드(field)로 구성되어 있는 프레임 단위로 이루어진다‘ 입체영상신호를 하

나의 VCR을 이용하여 저장하기 위해서는 좌， 우 두 영상신호를 정보의 손

실올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하나의 영상신호로 합성하여야 한다.

263

률 f、ε

““」

--;-j
field

~

(33.3ms)
1 뀐"ame

1
field

Time

---‘-‘---~
r-

....._-.........-.‘1 ‘--.--.............---~-- ....--_-

{‘----~- .........----←-‘--←~-‘ w_‘--
•
l

f •

t--.........~~..._•- ...-...---.-....~.←_.‘._-
::그-263

1
264

a
265

262

TV Screen

그림 2-1-13. NTSC 영상신호 포뱃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두개의 영상신호를 하나의

NTSC 영상신호로 합성하기 위해 그렴 2-1-14와 같이 좌， 우 각각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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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필드(field) 단위로 서로 번갈아 사용하여 새로운 NTSC 새로운 영

상신호를 만들어 내는 필드 단위 영상 합성법올 개발하였다. 그림 2-1-15는

필드 단위 영상 합성올 위해 개발된 영상 믹서(mixer)의 구성도이다.

ODD
(L1)

EVEN
(Ll)

ODD
(L2)

EVEN ODD
(L2) (13)

EVEN
(13)

ODD
(L4)

Video
ync.

(a) Left 영상신호

ODD
(Rl)

EVEN
(Rl)

ODD
(R2)

EVEN
(R2)

ODO EVEN
(R3) (R3)

ODD
(R4)

Vide。

ync.

(b) Right 영상신호

ODD
(Ll)

EVEN
(R1)

ODD EVEN
(L2) (R2)

ODO
(L3)

EVEN
(R3)

ODD
(L4)

Vide。

ync

(c) 합성된 입체영상 신호

그림 2-1-14. 입체영상 합성 포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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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Referenc ‘
~

이a꽤|

;‘ P

뉴 Even held pluses

_Video
Video

Amp ,

MUXsWItch Output

그립 2-1-15. 영상 믹서(Mixer)의 구성도

(나) 영상의 저장

영상신호의 저장은 작업현장의 영상올 처장 보관하거나 작업광경올 재

생하여 작업과정의 분석 및 재교육 둥에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

성된 단일 NTSC 영상신호의 저장을 위해 소니사의 EV-BS3000 VCR을

사용하였다. EV-BS3000 VCR은 고화질의 Hi8 영상신호를 제공하는 둥 표

2-1-2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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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EV-BS3000 VCR의 특성.

회전 2헤드 헬리칼 A캔

녹화방식
FM, Color under 방식

표준 회전 헤드 FM 방식 ( 2chJ
녹음방식

PCM 디지탈 녹음 방식

영상신호 NTSC Color, ErA 표준방식

Sp : 약 1.43cm /초
테이효 속도

LP : 약 0.72cm / 초

cs / 라인 1, 라인 2

영상업력 디코I 업력 3계통

비디오 잭 I IVp-p (75 ohm)

라인 모니터 출력 2 게통
영상출력

비 디오 잭 , 1Vp-p (75 ohm)

CompOsite video signal

S 영상입력 휘도신호 : 1Vp-p (75 ohm)

색신호 : 0.286V (75 ohm)

S 영상출력
휘도신호 : lVp-p (75 ohm)

색산호 : 0.286V (75 ohm)

사용 테이효 8mm 비디오 테이프

샘플링 주파수 : 31.5 kHz

PCM 음성주파수 : 20 - 15 kHz

다이나닉 레인지 : 88 dB

허용동작용도 5° C - 40° C

- 27-



VCR에 저장된 입체영상신호의 재생올 위해서는 영상신호 분리기를 통

해 다시 화， 우 각각의 영상신호로 분리한 후 입체영상 모니터의 화， 우 모

니터로 입력시킴으로써 관측자는 입체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다) 입체영상신호의 분리

합성된 60 Hz의 NTSC 영상신호는 필드 단위로 좌， 우 영상정보를 번

갈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합성된 영상신호를 다시 2 NTSC 영상신호로

분리하기 위해서 그립 2-1-16과 같아 ODD, EVEV 필드만으로 구성된 새로

운 좌， 우의 NTSC신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ODD
(L1)

EVEN ODD EVEN
(Rl) (L21 (R2)

onD
(L3)

EVEN ODD
(R3) (L4)

Vide。

ync.

(a) 합성된 입체영상신호

ODD
(L1)

ODD
(L2)

onD
(L3)

ODD
(L4)

Vide。

,ync.

(b) 분리된 Left 영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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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R1)

EVEN
(R2)

EVEN
(R3)

(C) 분리된 Right 영상신호

그림 2-1-16. 입체영상신호의 분리

그림 2-1-16과 같이 분리된 영상신호는 한 필드 씩의 영상정보가 분

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입체영상 신호원으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 30 Hz

단위의 껍벅거렴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영상의 껍벅거렴올 방지하거 위

해서는 분리된 각각의 영상신호 중 영상신호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필드 부분

에 영상신호를 첨가시켜주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1-17과 같이

구성되는 영상분리 포뱃올 이용하여 영상신호의 비어 있는 필드에 앞 펼드

의 영상신호를 한번 더 뿌려줌으로써 분리된 영상신호의 껍벅거림을 제거하

였다.

ODD EVEN ODD EVEN ODD EVEN ODD
(Ll) (U) (L2) (L2) (L3) (L3) (LA)

(a) 껍벅거림이 없는 Left 영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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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D EVEN ODD EVEN ODD EVEN ODD
(RO) (Rl) (Rl) (R2) (R2) (R3) (R3)

(b) 껍벅거림이 없는 Right 영상신호

그림 2-1-17. 껍벅거립 없는 영상분리 포뱃

껍벅거림이 제거된 화， 우의 영상신호는 업체영상시스템의 좌， 우 영상

입력 단자에 연결되며， 업체영상 획득 카메라 모률에서 직접 획득한 입체영

상을 감상하는 것과 같이 VCR에 저장되어 있는 녹화된 업체영상을 재생하

여 감상할수 있다.

(2) 정지영상의 저장

정지 입체영상 저장 장치는 스테레오 영상의 좌，우 정지 영상을 독립적

으로 저장하고 다시 재생하는 장치이다. 일반적인 영상 저장에는 한개의 영

상이 저장하는데 반하여 스테레오 영상의 저장에논 좌우 영상이 동시에

사용되는 특정을 가지고 었다. 그러므로 업체 영상의 저장에는 2개의 그래

픽 보드가 사용되며 이를 이용하여 스테레오 좌，우 영상올 동시에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다.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입력된 두 영상은 Targa 그래픽 보드

의 NTSC 입력 단자로 입력되며 그래픽 보드상에서 영상의 해상도를 조정

할 수 있어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획득된 2개의 영상은 대용

량 저장 장치에 저장되고 이를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하여 많은 양의 정보

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시스템의 구성올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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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DIGITIZER

DIGITIZER

그림 2-1-18. 스테레오 정지 영상 저장 장치

획특된 정지 영상들은 TGA화일 형식으로 저장되고 Targa 그래픽 보

드률 이용하여 재생할 수 있다. 이들 영상들은 또 입체 영상 출력을 위하여

믹서(mixer)에서 합성되며 스테레오 출력기흘 통하여 입체 영상을 관측할

수 있다.

정지 영상 저장은 컴퓨터내에 설치된 2개의 그래픽 보드를 프로그램으

로 제어하여 획득하며 좌우 각각 1개의 영상 또는 동시에 획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은 정치 영상 저장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행된다. 정지 영상 저

장 프로그램은 그래픽 보도를 초기화하고 스테레오 동영상을 사용자에게 출

력시켜주며 원하는 스테레오 영상의 정지 기능 저장되는 영상의 해상도 설

정， 정지 영상 저장 기능， 저장된 영상올 복원하는 기능 풍을 가지고 있다.

다음 그림은 정지 입체 영상 저장 장치의 구성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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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영상 저장 프로그램

l
동영상

의정지

기능

J

상

장

」τ

‘
영

저

기

l
정지

영상의

출력

그래픽

보드의

초기화

그림 2-1-19. 정지 입체 영상 저장 프로그램의 구성

저장된 정지 영상은 Targa 그래픽보드를 이용하여 재생될 수 있으며

다른 그래픽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다.

Targa 그래픽 보드를 이용하여 출력된 영상은 NTSC 형식으로 출력이 가

능하여 면광 방식 스테레오 모니터나 동기 방식 모니터 또는 HMD를 이용

하여 스테레오 영상을 관측할 수 있다. 한펀 정지 영상툴은 모두 TGA의 형

식으로 처장되므로 스테레오 영상 데이타 베이스로 저장하여 정보를 효융적

으로 관리할 수 었다. 입체 영상 데이터 베이스는 좌，우 두개의 스테레오 영

상을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하고 관리하여 일반 데이터 베이스와 같은 형식

으로 이용할수 있다.

다음 그립은 정지 입체 영상 저장 장치를 보여준다. 두개의 모니터는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화，우 영상을 독립적으로 보여주며 컴퓨터는

정지 영상 저장 프로그램올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 저장， 재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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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 2-1 ‘ 20. 청지 입재 영상 쳐장 장치

(3} 스테래요 영상신호 빨생기 tSrereo In피딩ι Gen딩 llwr)

샤합온 그핍자. 시차， 록"1 , 그려고 대스터경사도 둥 여러가자 업체

소율홉 롱해 입째감올 느껴게 된다1 그려나 일반잭으로 업체영상애서는

사차갱보가 가장 풍요한 업쳐l요소로 작용하며， <> I 러한 시와정보는 사람외

눈과 감이 서로 업정 한 깐획융 두고 획득펀 화r 우 두 영상의 차를 풍해서

얼어지재 된다‘ 따라서 업혜영상용 획득하기 위해셔는 두대외 카메라71

필요하며 °1들 두 카배려은 추평시칙촬 껴l외한 다른정에셔 동일한 앵생이

되토륙 서로 칸 맞추어쩌야 한다

f 태의 카미l 라1릎 사용하는 업 쳐1 염 상은 하나의 7'~에 라를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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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비해 사용이 번거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카메라로 획득한 기존의

영상을 입체화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 대의 카메라를 이용

한 입체영상화의 번거러움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의 카매라를 사용

한 간편한 입체영상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스테레오 영상신호 발생기

를 개발하였다. 스테레오 발생기는 시차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을 입체화하

는 방법으로 하나의 카메라로 획득된 영상신호를 그림 2-1-21과 같이 지연

(delay) 모률을 통해 새로운 영상신호를 만들어내고， 이 영상신호와 원래의

영상신호 사이의 시차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줌으로 입체영상을 구현하는 장

치이다.

Camera

Left Video Signal

Right Video Signal

Time Delay Module

그림 2-1-21. 스테레오 영상 발생기의 구성도

스테레오 발생기에서 영상신호의 시간 지연정도는 그림 2-1-22에서와

같이 1/30초와 1/60초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들 지연시간은 각각 비디오

동기신호의 프레임(frame) 및 필드(field) 시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빠

른 움직임이 있는 영상의 경우 1/60초의 지연시간을 선택하고， 느린 움직임

의 영상은 1/30초의 지연 시간올 선택하게 된다. 빠른 움직임의 영상에

대해 1/60초의 지연시간을 선택하는 이유는 빠른 움직임의 영상인 경우 영

상신호의 지연에서 큰 시차가 발생되어 사람의 눈이 이에 적옹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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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림 2-1-23은 제작된 스테레오 발생기이다.

}→1/60초‘녁 뉴→ 1/30초 ←커

(10) (le) (20) (2e) (30) (3e) (40)

ODD EVEN ODD EVEN ODD EVEN ODD
field field field field fleld field field

•• 1 frame ←녁뉴→ 2 frame ←키뉴→ 3 frame •{•• 4 frame

(a) 원래의 영상신호

(10) (le) (20) (2e) (30) (3e)

ODD EVEN ODD EVEN ODD EVEN ODD
field field fleld field field field field

}• 1 frame •{•• 2 frame ←i~ 3 frame •••• 4 frame

(b) 1/60초 (1 field) 지연된 영상신호

(10) (le) (20) (2e) (30)

ODD EVEN

~ 1 frame

ODD EVEN OnD EVEN ODn
field , field field field field
서~ 2 frame •••• 3 frame ←카뉴→

(c) 1/30초 (l frame) 지 연된 영상신호

그림 2-1-22. 영상신호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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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2-k-23, 스태때오 영양신호 벌샘기

다. Stereo Cursor

모니터에 명상과 함째 SlJpe끼ffipm;e되아 디스폴레이되는 Cross -hair

), "< 와 감은 cursor는 영상에서 XI Y 위치를 지쩡하거나 묵갱후위르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면딴적으로 2D 영삼 모나터에서는 모나터상의 왼

하는 x)점외 X, Y 위치 및 color i삶 퉁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마우스.

Touch pen 둥에 의해 발생되는 Cursor를 원하는 위치에 지정하고 。l 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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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메모리 상의 값올 원음으로써 그 위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입체영상에서는 x y 평변상의 위치， color 값 외에도 거리 정보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좌， 우의 두 영상으로 구성되는 업체영상에서 X, Y

위치， Color 값 및 거리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업체영상화된 cursor 가 필요

하게 된다. 이러한 입체 cursor는 좌， 우 각각의 영상 모니터에 cursor를 발

생시키고 두 각각 cursor 를 입체영상화 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입체 cursor의 기능 중에서 X, Y 위치 및 Color 값 추출 기능은 일반

2D 에서와 같이 동작하게 되는데 입체영상의 좌， 우 두 영상에서 발생되

는 cursor가 하나의 cursor 컨트롤러에 의해 구동되기 위해서 업체영상을

구성하는 좌， 우 두 모니터의 align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모니터의 align

이 제대로 안되었올 시에는 입체영상에서 수평 및 수직 오차가 발생하게

되며， 특하 수직 오차는 화， 우 두 cursor가 입체영상에서 하나의 입체

cursor로 재현되는 cursor 입체화에 심각한 영향올 미치게 된다. 입체

cursor에서 거리정보 (z 값) 확인 기능은 입체영상올 구성하는 좌， 우 두 영

상에서 추출되는 시차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데， 좌， 우 각각의 cursor 수평

위치를 조절하여 식 (2-1-1)에서와 같이 얻어지는 시차정보의 값올 조절함

으로써 입체 cursor를 Z축으로 즉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d = Left Image (XL) - Right Image (XR) (2-1-1)

그림 2‘1-24와 같이 구성되는 입체영상 획득 카메라 모률의 경우는 이

론적오로 두 차메라의 중심축 상의 무한대 지점에서 시차가 ‘0’이 되며，

그림 2-1-25와 같이 구성되는 입체영상 획득 카메라 모률을 사용할 경우

두 카메라의 광축 교차점 a 위치에서 시차가 ‘0’이 된다. 그립 2-1-2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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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는 카메라 사이 간격을 나타내며 8는 카메라가 특정 불체를 관측할 때

관축 물체가 업체영상을 구성하는 두대의 카메라 중심 부위에 각각 놓이도

록 카메라를 두 차메라의 중심부로 이동하기 위한 각도 즉 주시각올 나타낸

다. 주시각은 관측 물체의 시차가 ‘0’이 되도록 관측 물체의 이동에 따라

연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여는 관심 영역의 시차가 ‘0’이 될 때 업체

영상 관측자의 관측 피로를 제거되어 업체영상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

때문이다. 그림 2-1-26(a)에서와 같이 시차가 ‘0’인 경우 입체 cursor는 기준

점과 같은 평면에 놓이케 되며， 그림 2-1-26(b)에서와 같이 시차가 마이너

스 값인 경우 cursor는 기준점 밖으로 나와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림

2-1-26(C)와 같이 시차가 플러스 값인 경우 cursor는 기준점 안으로 들어가

보이게 된다. 이러한 cursor의- 위치를 거리 (2)축에서 보게 되면 그림

2-1-2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27에서 기준면은 시차 값이 ‘0’인

지점이며， 중심축에서 각각의 cursor 위치 까지의 거리 a ’ 및 b '는 이들의

시차 값올 나타낸다.

Mono

Left
Camer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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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 입체영상 카메라의 구성 1 (평행 카메라)

Left
Camera

RIght
Camera

그림 2-1-25. 입체영상 카메라의 구성 2 (폭주 카메라)

(0,512)

+얘

‘512,512) (0,512)

+낭

(512,512)

(0,0) (512,0)

Left Cursor

(0,0) (512,0)

Right Cursor

(a) 기준점 상의 Cursor : d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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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Q

(512,512) (0,512)

+ Q

(512,512)

(0,0) (512,0) (0,0) (512，이

Left Cursor Right Cursor

(b) 기준점 밖으로 나온 Cursor : d < 0

(0,512)

+Q

(512,512) (0,512)

+Q

(512,512)

(0,0) (512,0)

Left Cursor

(0,0) (512，이

Right Cursor

(c) 기준점 안으로 들어간 Cursor : d > 0

그림 2-1-26. 업체 cursor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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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z

Lx

Base
Lme

Left E Rlght
Eye Eye

그림 2-1-27. 거리 (2) 촉에서 본 입체 cursor의 위치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입체영상 시스템에 사용될 입체 cursor를 개발，

제작하여 관측영상의 위치정보 및 거리정보의 추출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2-1-28과 같이 구성되는 업체cursor 장치는 Pattern 발생기에서 만들어치는

좌， 우 각각의 두 cursor 신호를 입체영상 카메라 모률의 영상선호와

supenmIX>se 하여 입체영상 모니터의 좌，우 입력 채널로 보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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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IN

Right
IN

Supρν빼0않 I•I

익;)upenmp않~

녁Clam 거 ClalU
Sync TimeL 4
Sep T Signa

Cursor Cursor
Gen Gen

Cantrall’ er

그림 2-1-28. 입체 cursor장치의 구성

Left
OUT

Right
OUT

입체 cursor 장치의 기농은 크게 두가지 mode로 이루어진다. 첫번째는

pattern mode이며， 두번째는 cursor mode이다. Pattern mode 에서 입체

cursor장치는 좌， 우 영상에 각각의 줄무늬 pattern올 발생 시키게 된다. 이

는 업체영상 시스템 특히 편광방식 업체영상 모니터의 align 확인용으로 이

용되는데， 입체영상 관측자는 좌， 우 영상의 줄무늬 pattern이 업체영상 모

나터에서 하나로 잘 합쳐지는지를 확인하여 업체영상시스템을 구성하는 좌，

우 모니터의 align을 조정할 수 있다. cursor mode는 입체 cursor의 본래 목

적인 입체영상에서의 X, y, color 및 거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cursor mode에서는 cursor의 종류， 크기， color 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joystick에 의해 구동되는 cursor의 위쳐에 대한 X, Y 위치， color 값 및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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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sor 갱쳐여 야인••여 주여 ~잉 2-1-~ 이 정치외 t1.!!.. '1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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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입체 Cursor 장치의 기능

거
'- 설 며。τT

1) pattern 좌， 우 영상에 각각 줄무늬 pattern을 출력

mode 입체영상 모니터의 영상 모나터의 align에 사용

2) Cursor cursor의 color / shape / size 선택

mode 지정된 cursor 위치의 X, y, color 및 거 리 (z)정 보 추출

표 2-1-4. 입체 Cursor 장치의 Spec.

1) 입력신호 NTSC 2 input

NTSC 20uput
2) 출력신호 X, Y, Position Data

Disparity ( d = XL - XR)

3) 출력영상신호 Cursor 및 줄무늬 pattern

4) Cursor 종류 。， +, ‘，~

Cursor / Pattern 선택

5) 기능 key의 종류
Cursor 이동 ( Joystick)

Cursor depth 조정

Cursor Coror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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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MD와 스테레오 붐 장치 개발

가. Head Mounted Display (HMD)

(1) HMD 시스템 개발

Head Mounted Display(HMD)는 좌，우 스테레오 영상을 직접 관측자의

눈으로 투영하여 스테레오를 관측하게 하는 시스댐이다. 이 방식은 관측자

가 두 눈으로 사물을 관측하는 것처럼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입력된 영상을

두 대의 모니터에 각각 출력하고 관측자의 눈은 해당하는 모니터의 출력만

을 관측하는 방식으로 모니터의 크기를 작게하여 관측자의 착용성올 고려한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HMD 방식은 영상을 출력하는 모나

터의 해상도가 관측되는 스테레오 영상의 성능에 큰 영향올 미친다. 모나터

의 화질이 좋을수록 관측자는 더욱 업체감있고 현실감있는 영상을 관측할

수 있다. HMD방식은 다른 입체 영상 출력기에 비하여 소형이고 고해상도

의 영상을 지원 가능하므로 헬멧 형식으로 착용하고 가상 현실을 구현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 즉 스테레오 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부를 HMD를 착용

한 관측자의 목의 움직임 또는 눈의 움직임에 그대로 연동시걸 경우 관측자

는 더욱 현실감있게 영상을 관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MD의 영상 출력부를 두개의 소형， 고해상도의 LCD

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관측자는 LCD가 부착된 헬멧 형태의 HMD를 착

용하고 스테레오 영상을 관측하게 된다. LCD가 장착된 영상 출력 모률은

다음 그림 2-1-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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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 HMD용 영상 출력 모률

그림 2-1-3l(a)에서 두 영상 출력 모나터의 관측 각도를 조절할 수 있

도록 각도 조절 부위를 설계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상올 관측하는 사람

의 눈 사이의 간격에 맞도록 모니터를 조절함과 동시에 스테레오를 관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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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영역을 더쭉 크재하거위한 촉철올 할 수 있따. 사용펀 소형 LCD의

크기는 0.7“이고 화연당 화소는 300..200으로써 렌즈틈 흉하여 고혜상도의

영상을 관록할 수 있 •.

학된 I-fl\.ID의 명상 출력 모률은 행뱃에 부착되고 관즉자는 01 헬옛요

싹용 스태떼요를 관욕할 수 었다. 또한 IDID는 관츄자가 헬뺏 형태로 착

용하능 욕샘융 가;>;1 J!. 있￡므로 스헤해요 헤드폰을 HMO에 장악하여 엽 

영쌍과 활에 원격지의 환정육 읍향.2.로 듣을 수 있￡멕， 햄벗어| 부착웬 D~

이크를 흉하여 완책치료 관측자와 옴캡용 천달할 수 었다. 다음 그염용

HMD를 확용환 짱태를 월여 푼다‘

그램 2-1-32‘ 1표n미를 확용한 판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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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MD를 이용한 가상 현실 구현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스테레오 관측용 HMD를 이용하여 가상 현실 구

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HMD 출력 장치는 헬멧 형태로 관측자가 머리에

쓰고 입체 영상을 관측하게 되어있어 다른 입체 영상 출력 장치보다 관측자

의 자유도가 높아지며 관측 방향올 임의로 바꿀 수 있다. 관측자가 관측 방

향을 입의로 바꿀때 출력되는 영상도 함께 변한다면 관측자는 마치 실제 환

경속에서 관측하는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출력 영상이 컴퓨터 그

래픽으로 구성되어 가상의 공간을 체험한다면 가상 현실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은 가상의 공간을 컴퓨터로 생성하고 HMD

를 착용한 관측자가 입체 영상을 관측하면서 가상의 공간상에서 원하는 방

향으로 이동 및 회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가상의 공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창소및 장치물들을 실제 폰재하는듯한

느낌으로 체헝할 수 있다.

가상 현실 구현 시스템은 원격 작업에서 실제의 영상이외에 그래픽을

이용한 옹라인 (on-line) 컨트롤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장치는 미리 설계되어

있는 작업 공간의 그래픽 영상을 통하여 작업자가 로보트를 제어하면 실제

로보트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 작업 현장에서 그래픽 환경과 동일

하게 작동하도록 가상 공간을 구현한다. 이러한 장치는 실제 시스템을 운용

하는데 앞서 미리 실험을 수행하여 작업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

한 검증을 미리할 수 있으며 로보트의 작업의 경우 로보토 팔의 경로 계획

이 예정대로 수행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로보트의 팔이 외부의 벽

에 부딪히는 경우를 그래픽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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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현실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그래픽올 구현하는 그래팍 전용 컴퓨

터와 그래픽올 출력시키는 풀력장치， 즉 HMD와 마지막으로 관측자의 관측

방향올 감지해낼 수 있는 센서로 구성된다. 다음 그립은 가상 현실 구현 시

스템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Re댐꽉er

대ramIlite

GraphIC
Computerl

Position
controlle

Positlon
value

VIdeo
converte Stereo video

그림 2-1-33. 가상 현실 구현 시스탬 구성도

가상 현실 구현시 사용되는 HMD는 앞서 기술한 LCD를 이용한 출력

장치를 사용한다. 그래픽 공간상에서 출력되는 영상 신호는 VGA 신호이므

로 이를 NTSC의 LCD로 출력하기위하여 영상 신호를 비디오 컨버터를 사

용하여 변환한다.

‘ HMD의 공간상의 위치흘 측정하기위해 공간 좌표 측정 시스템올 사·용

하였다. 이 시스템은 자기장을 이용하여 자기장 센서의 좌표를 측정한다. 좌

표 측정기의 신호전송부는 자기장 공간올 만들고 자기장 공간내에 존재하는

자기장 센서를 통하여 센서의 위치를 측정해 낼 수 있다. 이 센서를 H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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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착시키면 관측자의 관측 방향이나 위치가 바뀌더라도 그 정보를 정확

히 알 수 있다. 공간 좌표 측정 장치는 센서의 회전뿐만아나라 센서의 이동

에서도 위치를 검출할 수 있기때문에 위치이동이나 회전에 따른 그래픽 처

리를 적절히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좌표 측정 시스템이 사용하는 좌표

계를 보여준다.

v

ZI z

x

TRANSMITTER
REFERENCE FRAME

/
/

f-- -1- - - - OiIiGiI ORIGIN
| ‘。.，O，.Od ，

: /까TRANSMITTER; /

/ I 1
/ . I

I 'I
l/-- --------v

그림 2-1-34. 좌표 측정 시스템의 좌표계

여기서 자기장 전송부는 센서에 대하여 공간 좌표계의 원점이 된다. 그

림에서 ongm은 자기장 센서의 좌표점이며 송신부의 기준 프레입， 2축에 대

하여 수신부의 기준 프레임 Z’는 초기에 시스템이 셋팅될 때 센서가 어떠한

위치에 존재한는가를 검사하게 된다‘ 이것은 관측자가 시스템을 재시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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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그 좌표축융 째구생함 펼요없이 자동요.로 -'1준 프레임이 섣쟁되어

그래픽 화표에 대하여 상대 적 좌표 시스댐용 7~쳐포혹 하였다‘

그랩 2 1-3,1. 자'1장 전송부

그렴 2-1-잃는 좌표 측챙 .... 1 즈:댐의 자기짱 전송부를 보여 준마. 자치짱

전용부는 관측차가 활좁하는 범위나l혜 고정된 협식으로 설치되어 확표의 시

푼점 01 됨다. 반연 회표 측정 시스댐의 수신부， 흑 센셔부는 HI\'ID얘 고정되

01 차기장 선호를 받는다. 그럽 2-1 3s능 II:\lD에 설쳐된 자기장 수신부의

모습용 보여 준다， 추산부는 자가장 용션부로부터 3m 거리내해서 위치 검

-용 받아야 비교걱 정확한 뷔치 욕-정율 할 수 었마， 또한 수신부는 우션으

로 우|치를 흑정하는 센서이므로 추위외 쯤읍에 낸감한 욕성용- 카지고 였으

며 잡용혜 약한 단캘용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참음온 아날로그 펠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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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채거해 줄 수 있으나 션l셔의 암답 속보7. 늑어지는 단성이 었다. 이러

하 단접온 단순혀 가강 현실 공간올 제험하는 시스댐얘서는 그며|픽브| 뷔쳐

가 정확지않더라도 관즉에는 tll ..u!.적 그 심각성 °1 두드 <'I ~1 지 않는다 그러

나 그래픽 시스댐용· 사용한 옹라언 제에 시스댐6에서는 위 ~I 즉정의 R차7~

등응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샤 해정해야 함 문체야다，

그립 2-1-35. I-D.ID벼| 성치 펀 자기장 수산~I

좌표 측정 AI스댐에서 획득된 센서의 좌표는 IDID?} 7.xl 는 좌표이묘

로 。|올 야용하여 그패픽 가상 공간용 쩌|어해 훈마 01 때 그래픽 공간올 센

셔의 휘5l:1 어l 맞도록 쳐려를 해푸아야허는데 이때 수행 속도카 시스댐의 성

능을 .2.깨| 확우한다. 극래팩의 쳐려 속도뮤 엘마냐 활리 수행하는잭가 7t짱

구현시스탬이 얀고었는 문제 행이 711표하다. 그혜팩쌍의 꽁간파 현실 팡간의

일치성융 높이려번 」래픽에셔 구성하는 항깐의 구성 요소의 갯수기 많야;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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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씩 양수 또한 많온 수릅 차지하게된다· °1 러 한 조전온 쉽푸터 내와의 때

보려를 크게 "1- ;;1;1 하는 요인이되며 그래펙 ~I 리 꽉도를 느려케하는 요인마

되치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래쩍 씨스템폰 i않JO 첩용 사용한 SPEA 그혜핵

전용 보드틈 샤용하여 설사간으로 그래팩 쩌려를 수행하었다. 그래펙 시스

- 좌표 측정 사스댐에서 입력받은 생서의 우1 치와 회천 정보를 。l용하여

그러}팍 꽁간을 다시 재구생하며 이러한 싹업온 센셔카 용칙。l는 동안 연촉

척으로 수행되어 진마‘ m.m를 확용한 관측자는 관측 방향흘 바꾸쳐냐 ~l

;<.1 틀 。 l 팡합 때 마~1 .:l래팩 공간상에셔 자선며 이품하는것과 참온 느껍용

방게된다‘ 그림 ~-1-36용 }마ID를 착용한 판측".\}가 쩌험하고 있는 그래픽

가상 공간이며 그림 :?-1-37용 H폐D~t 가 앙 현실 구현 시스댐융 보여 품다‘

그림 2-1-36. 그해픽으로 생생됨 7}상 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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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1-37 가상 연i 구힌 사스‘

니 스예에오 ’ moo‘1)1f "1

스‘에요 "(BOO.\!! 1f~와 .'셔(시에"갱에은 。1융표u잊 띤격 g

Y강'I‘ 용이 앤킹 1어 가성 ’,. 구연예 쓰이1 입는 장이이다 스에세

요 .용 mm ’여익 히니. ￥ 에의 쇼’ 요니터톨 이용”여 찌우 영i

‘ 각a’ ‘나의 요니터에 이셔 •• 이톨 샤잉여 우 f에 ..혀으오 룰 수

잉.. ’” 장찌이다 스에에오 톨옹 ￥ 이에 흘잉에인 오니찌톨 사용에여

스’‘예ι 영생‘， .'’‘으오에 ‘상도가 •• 오니터. 샤용‘ 갱우 .‘의

깨선융 3' ’1예‘ 수 잉디 스예에오 •• 의영 엉앙에 성치되어 잉'"

허 정껴야 연용의어 ‘，.자가 ...양훌 상m 좌우호 용에잉에 .', 야

잉’외 ..쳐가 .허 갱에예 전Y외어 ‘”자의 용객잉‘ 강응 잉@으‘

‘리 갱씨가 용섹이’”ξ 전앙’영 포니에이이

•’‘•



스테이|오 김· 장쳐의 구성폰 크케 째 부운으로 나눌 수 입나‘ 판즉자가

스테레오 t딩장융 관측할 수 앓는 홈rBOO:'\.J 1과 스foil 례요 카때마가 장착되어

관혹차까 웬하는 방향으로 카머l려의 방향융 ;lll 0-1 혀| 주는 활려 C\ilullrJ 장:-t1.

그리고 이들 창*'1톨 쩨어하늠 셔스댐 제어부로 나눌 수 었다- 즈:테헤오

온 두대찍 소형 LCD를 장확하고 스테레오 영상용 관측 가놓하게 하며 각

천 부위에 효l 첸 짝도흘 감:-t]하능 센서윤 장확하고 있다. 잘려 정치는 붐

의 용격임에 면팡하 71위해 I연/옐트 장치와 스태레요 카메라의 추사작을 저|

어하기휘한 주시각 처|어 장치로 나누어져 있다， 주시작 ~Il아 장치는 사땀외

눈외 움켜입융 모방하 71위한 정 ~lol 다- 서스댐의 쩌|아부는 봅 장쳐의 센셔

이l 서 장~1 핀 회전각얘 따라 몰려어1 장작됨 보려들 구폼시키기와한 구동꾸와

시스댐외 천달 득생융 결정하는 컴휴터로 구성되어 없다. 다음 그련온 스

레오 용 시스댐의 와관을 보여 추고 있다

그랩2-1-갱 스태례오 붐 및 불려 시스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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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레오 붐 장치

스테레오 붐 장치는 두개의 소형 컬러 LCD를 사용하여 스테레오 판측

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모니터의 회전 움직임을 두개의 정밀 포텐셔미터를

사용하여 관측자가 관측 방향을 조정할 경우 회전 각도를 검출하였다. 검출

된 모나터의 회전 각도는 컨트롤러의 AID 컨버터에의해 입력되고 그 값에

따라 컴퓨터는 모터 컨트롤러에 적절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신호를 전송한

다.

다음 그림은 스테레오 붐 장치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스태레오 붐의 포

텐셔미터의 아날로그 값과 몰리 장치에서 피드백되는 포텐셔미터의 값이

AID로 전송되고 컴퓨터논 이들의 차이가 0여되도록 제어하는 부궤한 제어

기 역할을 한다.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정보는 다시 D/A 컨버터를 통하여

Stereo
BOOM

Analog
SIgnal

AID ID/A I짧엽lt

Stereo Camera

Feedback Signal

그림 2-1-39. 스테레오 붐 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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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컨트롤러에 전송되면 컨트롤러는 몰리의 모터를 구동시켜 붐과 몰리의

포댄셔미터의 값의 차이가 O로 유지되도록 한다.

스테레오 붐이 장착된 지지대는 관측자가 관측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붐의 회전 방향올 감지하기위하여 5자유도의 축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붐의 수평 방향 회전과 수직 방향의 회전을 감지하

기 위하여 2개의 10kQ의 정밀 포텐셔미터를 장착시켜 붐의 회전을 감지한

다. 지지대의 끝단에 두대의 모니터가 장착된 붐을 장치하여 관측자가 관측

하기 용이하게 한다. 다음 그립은 스테레오 붐 장치를 보여 준다. 수평 및

수직축의 회전 각도를 검출하기위한 27H 의 포텐셔미터가 장착되어있고 스테

러l오 영상 출력을 위하여 2개의 컬러 LCD를 사용하였다. 관측자가 관측 방

향을 제어하기 쉽게하기위해 손잡이를 장착하고 스테레오 카메라의 주시각

제어를 위하여 또 하나의 포댄셔미터 스위치를 사용하였다.

그림 2-1-40. 스테레오 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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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테레오 몰리 (Molly) 장치

스테레오 몰리 장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의 안구 운

동을 그대로 모방한 소테레오 카메라의 주시각제어 장치 사람의 목운동올

모방하여 카메라의 관측 방향을 조정하는 팬/틸트 창치로 나눌 수 있다.

스테레오 몰리의 주시각 제어 장차는 두 카메라의 광축이 이루는 각도

를 조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두 카메라의 중심에서 회전이 가

능하도록 기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기어는 주시각제어 모터의 직선 운동

유나터의 축에 고정되어 두 카메라의 각도가 정확하 같은 크기로 방향은 반

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제작하였다. 회전하는 카메라축의 기어에 설치된

포텐셔미터논 카메라의 회전각도를 검출하여 관측자의 의도에 맞게 회전이

수행되도록 회전각도를 제어기로 피드백시켜준다. 주시각제어를 위한 모터

는 DC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20rpm의 회전 속도를 가지고 있어 사람의 안

구운동과 같아 빠른 주시각제어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 그림은 스테레오

붐 장치의 주시각 제어부의 설계도를 보여 준다.

줌 렌즈가 장착된 스테레오 몰리 장치의 주시각 제어 장치는 바깥쪽오

로 30도 각도로 그리고 안쪽으로 20도 각도로 회전 가능하여 카메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에 있는 물체에 주시각을 고정시킬 수 있다. 카메라 렌즈

를 보다 작은 크기의 수동 춧점 렌즈로 대치할 경우 주시각의 허용 범위는

더욱 커져서 더 가까운 거리의 물체에 주시각올 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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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40. 스테레오 몰려 (Molly)의 주시각 제어 장치

스테레오 몰리의 주시각제어 장치와 함께 팬/틸트 장치는 사람의 목운

동올 모방하여 관측자가 관축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카메라의 방향을 움직 이

는 역할을 한다. 다음 그림은 스테레오 몰리의 팬/틸트 장치의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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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 스테레오 몰리 (Molly) 의 팬/틸트 장치

이 팬/털트 장치는 상단에 주시각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전체 몰리 시스

템을 구성하게 된다. 팬/틸트 장치에는 2야pm의 DC모터를 사용하여 관측자

의 움직임을 그대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축의 회전비와 1:1로 연결된

정밀 포텐셔머터를 사용하여 팬과 틸트의 회전 각도가 제어부로 피드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모터의 축은 팬과 틸트의 회전축과 1:1로 베벨 기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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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연결이 되어있으며 기어의 백래쉬를 최소로하여 스테레오 카메라의 관

측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음 그렵은 스테레오 줌 카메라가 장착된 스테레오

몰리 장치를 보여준다.

그림 2-1-42. 스테레오 몰리 장치

(3) 스테레오 붐 컨트롤러

스테러l오 붐은 관측자의 움직임에 정확히 연동되어 움직여야 한다. 이

를 위한 서보 컨트롤러는 AID와 D/A 컨버터， 그리고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AID 컨버터는 정밀 포텐셔미터의 아날로그 값을 입력받아 이를 디지

탈화하여 컴퓨터로 정보를 보내는 역할을 하며 AID 컨버터는 컴퓨터에서

계산된 모터의 제어값을 모터 컨트롤러로 보내기위하여 아날로그 값으로 변

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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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컨버터에 입력되는 아날로그 값은 스테레오 붐 장치에 장착된 포

텐셔미터에 걸리는 전압과 몰리 장치의 주시각제어부와 팬/틸트의 포텐셔미

터의 전압값이 입력된다. 이들 입력값들을 서로 비교하여 두 값의 차이가

항상 0이되도록 모터를 구동하게 된다. 두 값의 차이가 있올 경우 모터는

항상 이 오차를 O로 만들려는 부궤환의 특성을 지닌다. 이때 서로 비교되는

대상윤 붐 장치의 수명 회전축의 포텐셔미터에서 입력되는 아날로그 전압

값의 경우 몰리 장치의 팬축에서 검출되는 아날로그 값과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붐 장치의 수직 회전축의 아날로그 값의 경우 몰려 장치의 틸트축에

서 검출되는 아날로그 값과 비교하게 되며 붐의 주시각 제어 스위치는 틸트

의 주시각 제어 모률의 포텐셔미터의 전압에 해당한다.

컴퓨터는 두 값의 오차에 대한 전달 특성을 가지고 입력에 적절한 출력

올 가지며 계산된 출력값은 D/A 컨버터로 보내어지고 이 정보는 아날로그

값으로 바뀌어 모터를 구동하기위한 모터 컨트롤러로 전송된다. 모터 컨트

롤러는 DC 모터를 구동하여 붐의 움직임에 연동되며 이에 따라 AID로 피

드백되는 아날로그값과 붐에서의 입력값의 차이가 ‘0’이 되도록 한다.

그림 2-1-43은 스테레오 붐 장치의 셔보 제어를 위한 구성도를 보여

준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붐의 스테레오 영상 출력을 담당하는 LCD

드라아버 부분과 모터를 컨트롤하기위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LCD 드라

이버부는 스테레오 영상의 채널을 독립적으로 스테레오 붐의 영상 형식에

맞도록 비디오 신호를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관측되는 스테레오 영

상이 정확히 동기를 맞추어 서로의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모터 컨트

롤부는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AID와 D/A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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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43. 붐 컨트롤러 구성도

(4) 스테레오 붐의 제어 특성

스테레오 붐의 전체적인 신호의 흐름을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입력(Input) 신호는 붐 장치의 포텐셔미랴에서 검출되는 아날로그 값

을 의미하며 출력(Output) 신호는 몰리 장치의 모터로 출력되는 모터 구동

신호를 의미한다. 시스템의 증폭도 G는 입력값에 따라 모터로 전달되는 신

호의 크기를 변조하는 합수이며 오차 E는 입력과 출력의 오차를 말한다.

스테레오 붐의 제어에는 이 오차의 크기가 클수록 출력도 크게 출력될 수

있도록 전달 함수의 특성 독선을 정한다. 입력과 출력의 오차에 대하여 출

력올 크게하면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하여 붐의 움직입에 빠르게 응답하게

된다. 그러나 이 용답올 빠르게 할수록 모터의 오버슈터( overshoot)가 커질

수 있고 기타 잡음에 민감해 질 수 있다. 반면 입력에 대한 용답올 작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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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모터는 천천히 회전하게되고 붐의 움직임에 반하여 몰리의 회전야 느

려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상태로 시스템의 응답 곡

션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

때
1’i .,+ E Outp

G
ut

그림 2-1-44. 붐 컨트롤러의 신호 흐름도

다음 그림에서 스테레오 붐 장치의 제어 시스템의 응답 콕선을 보여 주

고 있다. 가로축은 입력 신호와 피드백 신호의 차이인 오차 신호 E의 축이

며 세로축은 모터 드라이버로 출력되는 신호를 나타낸다. 가로축의 오차 신

호는 아날로그 신호를 12비트의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여 나타내었으며 세로

축은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그대로 보여 준다. 오차가 변환된 디지탈 신호

는 16진수로 Ox800을 기준으로 그 보다 낮은 값이면 (-)의 오차가 발생함을

의미하며 그 이상의 값이면 (+)의 오차가 발생하였음올 의미한다. 이때 16진

수 Ox700에서 Ox900까지는 선형적인 옹답 함수를 전달 특성으로 두었으며

Ox700보다 더 큰 (-)오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오차를 신속히 감쇄시켜주

기위하여 -2V를 출력하였다. 오차가 Ox900보다 큰 (+)오차가 발생한 경우에

는 +2V의 전압을 출력하여 모타의 응답을 신속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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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5. 붐 컨트롤러의 응답 곡선

이러한 응답 특성을 가진 스테레오 붐 장치의 입력대 출력 특성올 알아

보기위하여 스테레오 붐의 움직임에 대한 몰려의 웅답 특성을 실험하였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1-46과 같다. 관측자가 스테레오 붕의

손잡이를 잡고 모니터를 회전시켰을때 포텐셔미터에서 발생하논 전압의 크

기를 디지탈화된 수치로 나타낸 것이 컨트롤 신호이다. 이에 응답하여 몰려

장치가 회전하여 포텐셔미터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변화를 옹답 신호

(response signal)로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이듯이 제어 신호에 응답이 이

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포텐셔미터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발생함

으로 인해서 잡음 제거룰 위한 필터를 사용한 결과 응답 신호에 약간의 지

연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답 신호에서도 많은 잡음이 발생함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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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기위해서는 디지탈 신호 전송이 이루어져

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포텐셔미터가 아닌 인코더 (encoder)와 같은 디지탈 회

전 측정 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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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6. 스테레오 붐의 제어 및 옹답 신호

4. 스테레오 영상 처리 기술 개발

가. 스테레오 매칭을 이용한 3차원 거리정보 추출

앞으로의 로보트 시스템온 비천(vision) ， 범위 (range) ， 힘 (force) ， 자극

(touch) 둥의 여러가지 다양한 센서 양식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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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션은 작업 환경올 감지하는 가장 중요한 센서 양식의 하나이며， 또한 3차

원 거리정보는 로보트 작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거리정보는

장애물 회피 (obstacle avoidance), 로보트 항해(navigation), 물채 인식 (object

recognition), 자세 결정 (pose determinaton) , 물체의 검사(ins야ction) ， 처리

(manipulation), 조립 (assembly)을 하는데 사용된다. 이중에서 물체 회피와

항해 문제는 인식되지 않은 물체의 폰재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

나 물체 인식과 물체 검사는 아주 세빌한 3차원 표면 정보를 요구한며， 물

체 회피와 항해문제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수행되어진다. 물체 인식 문제

의 작업 환경은 가까운 거리에서 영상을 획득하고 주로 풍부한 표변 질감

을 가지지 못한 부드럽고 간결한 인위적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리 감지 방법은 크게 인위적인 에너지원을 사

용하는 활동적 (active) 방법과 사용하지 않는 수동적 (passive) 방법으로 나

누어진다. 전자의 방법은 인위적 조명방법(conσieved lightening technique) ,

비 행시간 측정방법 (time-of-:flight range finder)7t 있고， 후자의 방법으로는

양안 스테레오 방식과 광도 측정 (photometric) 방법， 빛의 분포 측정 방법

(shape from shading), 표면 질감 측정방법 (shape from texture), 춧점

(focusing) 방식 둥이 있다.[2-1-10]

거리정보 획득 방법은 빠른 속도의 효율성， 정확성， 해상도， 잡음 면역

(noise immunity), 신뢰성 (reliability) , 강인성(robustness) 둥의 성질이 요구

되어진다. 이런 점에서 양안 스테레오 영상처리 방법은 넓은 범위의 거리에

대한 세밀한 거리정보를 얻올수 있고， 접근 방식의 수동성 (passivity)에 의해

거리 감지의 유용한 도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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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의 거리정보 복구

현재의 로보트 시스템은 외부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잘 구성된 인위적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센서를 이용한 로보트 시스템은

유통성이 있고， 다양한 기능과， 경제적인면을 동시에 만족셔킬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특히， 양안 스테레오 시스템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이

다[2-1-101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릎을 이용하여 3차원 거리정보의 복구를 위한 순서

도는 그림 2-1-47과 같다.

1) 스테레오 영상의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카메라를 모델링한다.

2) 두대의 카메라로부터 좌，우 영상을 획득한다.

3) 스테레오 정합을 위한 정합요소를 추출한다.

4) 스테레오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정합을 하는 좌 · 우 영상의 대응

점을 찾는다.

5) 대옹점의 변이차로부터 삼각측량법을 ‘이용하여 3차원 거리정보를 추출

한다.

6) 3차원 거리정보로부터 실제 물체의 형상을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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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Mode 1ing

Acqu is it ion of
Left and Right Image

Extr‘action of Feature
for’ Matching Pr‘。cess

Stereo Matching

3-D Depth Information Extraction

3-D Surface Recovery

그림 2-1-47. 스테레오 정합 과정의 흐름도.

이 중 3), 4)의 문제가 두 영상 사이의 대응점을 찾아 변이차를 얻는 과

정이므로 실제 거리정보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과

정이다.

스테레오 정합시 어려운 문제는 좌 · 우 두영상에서의 대응점이 카메라의

모텔링 에러와 영상 획득시의 잡음의 효과， 카메라의 DC 레벨의 차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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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상태둥의 영향으로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은 스테

레오 정합시 오정합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변이차에서 정확한 거리

정보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가) 양안 스테레오 기하학

스테레오 정합은 기본적오로 삼각 측량법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

다. 이 삼각 측량법은 다음의 두가지 가정하에서 성립한다. 첫째， 영상내의

모든 화소는 물체의 한 점의 수평투영 (perspective projection)된 점이다. 둘

째， 좌영상의 한 점은 우영상에서 대용하는 한 점을 가진다. 이 가정하에서

물체의 한 점은 두개의 투영광선의 교차점에 놓이게 되며， 이때의 교차점의

결정 규칙이 삼각측량법이 된다. 그림 2-1-48은 삼각측량법을 나타내고 있

다.

YL

ra’”
e.

ψ
·m매

CL XL Ca k

그림 2-1-48. 평행축 스테레오 기하학에서의 삼각측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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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삼각측량법에서 유도된 제약 조건으로서 극상선 조건(epipolar

constraint)이 있다. 스테레오 영상에서 물체의 한점은 광화축에 명행하게

단지 수평의 변이차만올 가지계 되므로 스테레오 정합시 전 영상올 탐색하

지 않고 극상션을 따라 수평방향으로만 정합점을 찾으면 된다. 이 조건에

의하여 정합시 탐색 영역이 감소하여 연상량올 크게 줄일 수 있다.

(나) 스테레오 정합요소의 추출과 그에 따른 정합방법

스테레오 정합에 사용되는 특정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화소의 밝기값에 기초한 방법 (intensity based method)이 있고， 둘째，

영상내외 물체의 특정점올 이용하는 방법{feature based meth。이이 었다. 특

정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시 영상의 특정 영역올 정합요소로 사용하는 영

역 기반 청합과 경계선을 정합요소로 사용하는 경계선 기반 정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 영교차점 모서리퉁올 정합요소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1-9][3-1-10].

전자의 밝기값 기반 정합의 경우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고 잡음의 영

향에 민감하지만， 전 영상에 대한 세밀한 변이차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

고， 후자의 특정 기반 정합의 경우， 적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지만 영상의 특

정점이 작은 경우 변이 영상이 성김 단점이 생겨 특정이 존재하지 않는 변

이 영역올 보간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특정 영역 기반 정합의 경우 같은

특정 영역으로 판별된 면적은 같은 변위값올 가지게 되어 변이 영상에서 변

이가 너무 단순화 되는 단점이 있다.

밝기값 기반 정합은 좌 · 우 영상 화소의 밝기값의 유사성을 이용하는데

이때， 화소대화소 대옹을 하는것이 아니라， 각 화소의 주위화소를 하나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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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으로 하여 정합을 행한다. 이때 유사성의 판별 기준으로써 좌 · 우 패턴간

의 상호 상관도 ( cross-correlation ), 절대값의 차( sum of absolute

difference ), MSD( mean square difference) 둥이 이용된다[3-1-9].

특정 기반 정합은 추출된 특징의 기하학적 정보， 즉 면적， 길이， 특정의

화소값， 최소 인접 사각형， 중심점， 둘레 길이， 가로 세로 길이비 둥을 이용

하여 정합을 행한다.

(다) 3차원 거리정보의 추출

두 영상의 정합이 행해진 뒤 얻어진 변이 영상으로부터 실제 3차원 영상

의 거리정보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 거리정보는 스테레오 정합의 변이 영

상과 화 · 우 영상 획득시 사용된 카메라의 변수툴로 얻어진다. 그 식은 다

음과 같다.

z= F즈B- d (2-1-2)

이때 F는 카메라의 춧점거리이며， B는 카메라 렌즈 사이의 거리이며， d

는 정합된 두 영상화소간의 변이차이다.

거리 Z는 변이값 d가 커지변 작아지고， 변이값 d가 작아지면 커진다. 또

거리는 렌즈간의 거리 B에 비례하므로 B가 커지면 더 정밀한 거리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B가 커지면 영상내 물체의 변이값이 커지고 영상의 왜곡이

심해져서 차단효과(occluding effect)에 의한 대응점의 유실퉁이 생길 수 있

으므로 적당한 렌즈간의 거리를 선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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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률적 이완화 알고려듬

확률적 이완화 알고리둠은 영상 처리， 패턴 인식， 인공 지능 풍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 방법은 어떠한 영상의 처리시 초기의 국부적인

분석만으로 얻어진 결과의 오류를 전체적인 영상의 특정을 반영하는 반복처

리 과정을 통하여 보정하여 초기 결과의 모호성， 잡음의 영향둥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때 사용되는 제약조건은 영상의 연속성 제약

(consistency constraint)이다[2-1-11l

스테레오 영상처리시 영상내의 연속된 화소는 비슷한 특징과 변이값을

가진다는 것올 이용하여 각 화소의 변이값올 인접한 주위 화소들의 변이값

올 고려하여 변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Barnard 둥은 국부영역에서 4방향의 밝기값의 변화가 급격한 화소를 특

정점으로 선택하여 확률적 이완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두 영상의 대응

되는 각 화소의 주위의 패턴의 밝기값을 이용하여 정합 확률의 초기값을 구

하고， 이 초기 확률을 변이의 연속성올 고려하는 방향으로 주위 변이값의

지원을 받아 그 확률값을 변화시켰다. 이때， 각 패턴의 중심값은 주위의 변

이값이 비슷한 값을 가지면 더욱 강화되고， 주위의 변이값이 전혀 다른 값

을 가질때는 중심의 변이값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확률값을 변화시키게 된

다‘ 이렇게 바뀐 변이값은 이전의 확률값과 주위의 확률값의 지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갱신하고 다시 정규화하여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진다. 이

러한 반복 과정은 확률의 변화값의 합이 아주 작은 값으로 수렴할때까지 계

속되거나， 마리 설정한 반복 횟수만큼 계속적으로 수행된다.

이 반복과정은 잡음의 영향을 줄이고 연속된 변이 영상을 얻을 수있으

나， 경계선동의 변화가 심한 부분의 물체의 모양이 일그러지는 열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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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게 된다.

(3) 가변창을 이용한 확률적 이완화 알고리듬

앞 절에서 언급한 반복적 확률 이완화 알고리듬은 변이 영상의 연속성만

을 너무 고려하고 주위 화소의 변이값의 지원을 고정된 크기의 창만올 이

용하므로써 원래 영상의 세밀한 변화값을 고려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경계선동의 밝기값의 변화가 심한 부분에서 불체의 모양이 심하게

일그러지는 열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한 알고리듬에서는 밝기값의 변화가 심한 부

분에서는 주위 화소의 변이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원창의 크기를 작게，

밝기값의 변화가 적은 부분에서는 변이의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도록 지원

창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하는 가변창을 이용한 확률적 이완화 알고리

듬을 도입하였다. 이 알고리듬의 순서도는 그립 2-1-49와 같다.

(가) 영상의 복잡도를 이용한 문턱치의 선택

본 알고리듬에서 영상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분산올 사용하였다.

우선， 7X7의 창을 이용하여 전 영상에 대한 분산을 구하고， 그때 분산의 평

균의 1/2과 3/2가되는 분산을 문턱치로 잡는다. 이렇게 구한 문턱차 분산은

이후 가변창올 이용한 확률척 이완화 방법에서 초기의 확률값을 구할때 창

의 크기를 가변하는 기준으로써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구해진 초기 확률값

올 변이의 연속성을 고려한 이완화 반복 과정시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

준으로서 재 사용되어진다. 그러므로 초기에 적당한 문턱치 분산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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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9. 가변창을 이용한 확률적 이완화 알고리듬의 순서도.

것이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나) 가변창올 이용한 초기 확률값의 계산

앞 절에서 언급된 문턱치 분산을 이용하여 확률적 이완화 방법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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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구하게 된다. 이때 창의 변환 방법은 그림 2-1-50과 같다. 좌영상의

탐색할 화소O，j)에 해당하는 분산이 O드 σ(i，j) < T1 이면 창의 크기를 llX

11로， 분산이 Tl < (J O,j) < T z 이면 차의 크기를 7X7로， 분산이 Tz 드 o

(i,j) < ∞ 이면 차의 크기를 3x3로 변화시켜 최대 허용 변이값까지 탐색올

하여 각각의 변위에 대한 초기 확률값올 구한다. 그러므로 초기의 확률값은

한 화소 변이마다 하나의 영상 확률값을 가지게된다.

초기 확률을 구하는 식은 식 (2-1-3), 식 (2-1-4), 식 (2-1-5), 식 (2-1-6)

오로 표현된다.

w,.ik) =
L

짧
C+1,4 (2-1-3)

쐐，j(k*) = 1-max(ι)k» (2-1-4)

쐐)k) = Pi.;(k/i , j) x0-성'jk*» (2-1-5)

p,)k/i, j)=
wt.J(k)

쩌갚----

월oWt./k’)

(2-1-6)

식 (2-1-3)에서 s'J(k)는 좌영상의 중심화소 (i，j)창과 중심화소 O，j+k)창의

밝기값 차이의 절대값(SAD)의 합이며， c는 양의 상수(본 보고서 c=lO)이며，

w，/k)는 좌영상의 (i，j)화소에서 변이가 k인 가중치이다 P~jk*)는 좌영상

의 O，j)화소에서 변이가 k인 미확인 확률(undefined probability) 이다. 냉)k)

는 확률적 이완화 과정에 사용될 초기확률이다. P，)k/i， j)는 O，j)화소가 k변

이에서 정합할 조건부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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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0. 문턱치 분산올 이용한 창의 가변.

(다) 가변 지원창올 이용한 확률값의 갱신

지원을확률값의주위의갱신할때확률값을중심화소의은드
。Barnard

제한된 크기의 창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로 인해 물체의 모양이 일그러지

는 열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되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한 알

분산올 고려하여 가변크기를 문턱치그 창의고리듬은 주위화소의 지원시

가변방법은 (나)절에서 언급한 그립창의시키는 방법올 선택하였다. 이때

주위 화소의 지원은 식 (2-1-7), 식 (2-1-8) , 식2-1-50의 방법을 따른다.

(2-1-9)로 나타난다.

(2-1-7)
7
{M

×
-×

7
-Mq~_ ，(k)= I효N [ 칠N 상 ;(k) ]

’ ‘ =-N. ‘ ~I r=-N，j ~J ‘

””



b’ 1;i(k) = 꾀)k) . (A +B . q~)k»

/4- 1 p' ~~l(k)
p~.~l(k)= ‘ 2 I+lL p’감l(k’»

k' =all k -..

(2-1-8)

(2-1-9)

식 (2-1-7)에서 M은 가변창의 크기이며， N은 (M-D/2이다. M，N은 그

화소의 분산과 문턱치 분산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7x7)/(MxM)은

창의 크기의 변화에 무관하게 주위 변이의 지원의 크기가 동일하도록 정규

화하는 값이다. q:.1(k)는 1번째 중심화소가 (i，j)이고 변이 k인 창에서 주위의

확률값의 합이다. 식 (2-1-8)에서 A와 B는 상수 값이며， B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변 확률의 수렴속도가 빨라지는 영향이 있다. 따라서 적당환

A, B값의 선택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A;=O.3, B=3을 사용하였다.

P’ Zl(k) 는 새롭게 변화된 확률값이다. 식 (2-1-9)에서 씨.깐(k)는 새롭게

정규화된 확률값이다.

이렇게 갱신된 확률의 변화량이 아주 작은 값이하로 떨어지거나， 띠리

정해둔 반복 횟수를 만족하면 반복 수행을 멈추게 된다. 반복 수행이 끝나

면 각각의 변이값， 즉 d=O, 1, ... , Max, 까지의 확률값 중에서 최대값을 구

하여 최종 변이 영상을 구하게 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알고리듬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무작위점 스테레

오 영상( random dot stereo image)와 실제 영상에 대하여 물체의 형상 복

구를 실험하였다. 무작위점 영상(128X 128)은 여러가지 변위 형태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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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정도와 좌 · 우 영상의 잡음비도 다른 정도를 가진다. 실제 영상으로서

는 항공 촬영한 펜타곤 영상(512X512)을 실험하였다. 본 설험의 비교를 위

해 Barnard 알고리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가) 무작위점 스테레오 영상

무작위점 스테레오 영상은 수직방향으로는 변화가 없고 단지 수평 방향으

로만 변이를 가지는 영상으로서， 수평 변이를 제외하면 두 그림은 동일하다.

실험에 사용된 무작위점 스테레오 영상은 128X 128 크기의 이진화 영상과

명암도(gray) 영상이며， 표 2-1-5와 같다. 실험은 실제 최대 변이 3보다 큰

5를 최대 변이로 하여 행하였고 최대 반복 횟수는 10번으로 제한하였다. 그

실험의 결과는 그림 2-1-51 그림 2-1-52 그림 2-1-53으로 나타난다.

표 2-1-5. 실험에 사용된 무작위접 영상.

Image Occupation Rate
Right Image

Disparity
Noise Rate

RDS 50% 20% 0,1,2

RDS 30% 10% 0,1,2,3

GDS . Gaussian a =50 0,1,2,3

RDS : Random Dot Stereo

GDS : Gray Dot Ste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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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
/,,‘
、

(c)

그림 2-1-51. 삼각형 모양의 50% 무작위점 영상의 우영상에 20%의 잡음을

섞은 영상

(a) 좌영상 (b) 우영상

(c) 변이 영상 (반복횟수 = 0, 2, 4, 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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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
/‘,‘
、

(c)

그립 2-1-52. 30% 무작위점 영상의 우영상에 10%의 잡음올 섞은 영상

(a) 좌영상 (b) 우영상

(c) 변이 영상 ( 반복횟수 = 0, 2, 4, 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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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

(c)

그립 2-1-53. 명암도 무작위점 영상의 우영상에 표준 편차 50의 잡음을 섞

은 영상

(a) 좌영상 (b) 우영상

(c) 변이 영상( 반복횟수 = 0, 2, 4, 6, 8, 10 )

-82 -



(나) 실제 스테레오 영상

이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항공 촬영한 512 x512 크기의 펜타곤 영상( 그

립 2-1-54)이다. 이 영상은 배경 부분이 (-)방향의 변이를 가지는 것도 있

으나 실혐의 편이상 모두 (+)방향으로만 정합을 수행하였으며， 최대 허용 변

이는 9이고， 최대 반복 횟수는 20번으로 제한하였다.

비
/
1,‘
、

그림 2-1 ‘ 54. 펜타곤 스트레오 영상

(a) 좌영상 (b) 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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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
/,,‘
、

그림 2-1-55. 펜타곤 스트레오 영상의 초기 변이 영상

(a) B따nard 방법 (b) 제안한 방법

(a) 이
/,.‘
、

(c)

그림 2-1-56. 펜타곤 스트레오 영상의 변이 영상

(a) 기준 변이 영상

(b) B따nard의 방법의 최종 변이 영상(반복횟수 = 20)

(c) 제안한 알고리듬의 최종 변이 영상(반복 횟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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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험에서 B따nard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을 비교해 볼때， 봉 알고리듬

이 내부 경계선 부분에서의 형태가 찌그러지는 열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어 내부 경계선의 모양이 깨끗이 살아남올 볼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영

상의 밝기값 변화에 따른 가변창의 사용이 유용함올 알수 있었다. 그리고

문턱치 분산과 최대 허용변이의 적당한 조정， 그리고 지원창의 크기 조정올

좀 더 세밀하게 잘 조정한다면 향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올것이다.

나. 스테레오 카메라의 주시각 제어

(1) 스테레오 카메라의 주시각 제어

사람의 눈동자 움직임과 같이 물체의 거리에 따라 스테레오 카메라의

주시각도가 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테레오 카메라는 주시각제어

기능올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시각 제어는 관측 대상 물체에 좌，우 각 카

메라의 시점올 고정시키는 것으로 이동 물체의 위치에 따라 일정한 좌，우

영상의 시차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시각 제어는 스테레오 카

메라를 이용한 물체의 거리 측정이나 스테레오 물체 추적에서 유용한 정보

름 제공한다[2-1-4][2-1‘5][2-1-6].

스테레오 영상의 옹용 분야의 한가지로 원격 작업에서의 입체 영상 관

측올 들 수 있다. 이는 작업자가 위험한 작업 공간내에 있지 않고 원격지에

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작업자에게 보다 현장감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올 한다. 특

히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극한 작업에서의 작업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격 현장감 장비는 펼수적이라 할 수 있다. 스테레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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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차는 작업자에게 물체까지의 깊이감올 제공하며 작업중인 물체 까

지의 거리에 따라 시차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때 작업 대상물에 대한 스테

레오 영상의 시차는 ‘0’이 되어야 작업자가 오랜 시간의 작업에서도 피로감

을 덜 느끼게 되며 작업 효율도 가장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격 작업에서 물체가 이몽하는 경우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내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스테레오 시차를 측정

하였으며 이 시차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주사각을 제어하였다. 이때 카메라

의 회전으로 인하여 배경 영상이 이통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배경의 스테레

오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배경 영상 보정 방법에 의해 보정된 영상으

로 이동 물체에 대한 시차를 추출함으로써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주시각이

연속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2) 주시각의 개념

스테레오 카메라의 주시각은 두 카패라의 광축 사이의 각도이다. 사람

의 시각 시스템이 시세포가 밀집한 포베아(fovea) 에 영상올 맺히는 것처럼

카메라 시스템의 포베아에 영상을 맺히는 것은 시야의 중심에 목표물을 두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시각 시스템온 카메라로부터 시점까지를 일정한

주시 방향에 따라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주시각 제어의 문제는 목표물의 거리에 따라 목표물에의 시점을 일정

하게 유지하는데 있다. 주시각은 물체의 거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때문

에 깊이감이나 깊이감의 변화는 주시각 시스템에 유용한 요소가 된다. 사람

의 시각 시스템에서는 춧점을 맞추는 것과 주시각의 조정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장 주시각제어에 중요한 요소는 스테레오 시차이다. 그러나 다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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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 (움직임， 텍스쳐， 그림자)둥과 깊이감의 변화둥에서도 주시각에 사용될

수 있다[2-1-31

포베아(fovea)를 가지는 시각 시스댐에서 주시각은 목표물을 영상 중심

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었다. 현재의 많은 로보트 비전 시스댐은 포베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점점 바뀌고 있으며 주시각의 제어

는 많은 이점을 가져오고 있다. 관심을 두고자하는 목표블에 시점을 맞추는

것은 두 카메라의 광축의 부근에 시점올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경

우에 이것은 단순화된 가정을 유도하게 되어 원근 투영법올 직각 투영법으

로 변환하는 동의 영상에 대한 해석을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정의에 의하

여 시점에서는 시차가 0가 되어야하며 시점에 가까운 점에서는 매우 적은

시차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스테레오 알고리듬이 제한된 시차 영역에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시차에 대한 필터령으로 효과적인 스테레오 알고리듬

올 적용할 수 있다[2-1-1]-[2-1‘4].

(3) 주시각의 오차

주시각의 제어에는 단순한 피드백 제어를 사용하였다. 주시각 제어 시

스템은 현재 상태의 주시각의 오차를 항상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시각 시스템에서 얻올 수 있으며 다른

정보 또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시각 시스템은 이미 거리를

알고 있는 목표물이 이동하는 경우 시차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폭표물

의 움직임으로 인한 시차의 변화도 고려될 수 있다.

주시각의 오차에 대한 가장 유용한 시각 정보는 스테레오 시차이며 <

테레오 시차에서 주시각 제어의 매핑은 단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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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은 스테레오를 이용한 3차원 물체의 복원의 방법둥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3차원 물체의 복원동에서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시차를 측정하기에눈 계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라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물체의 움직임의 에너지를 이

용한 방법오로 시차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시차는 그 오차가 좌표로 (X，y)로

나타나며 이를 (0，0)의 좌표접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주시각 제어의 목표

이다[2-1-4].

(4) 주시각 제어

주시각 제어는 호스트 컴퓨터인 486PC에 의해 수행 된다. 두 카메라에

서 획득된 영상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시차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발된

스테레오 카메라의 주시각 제어로 피드백 된다. 주시각 카메라는 소형 DC

모터를 사용하여 주시각을 제어하며 회전된 주시각은 정멀 포텐셔미터에 의

해 센싱이 된다. PC에는 DC모터의 센서값올 읽기위한 AD 컨버터가 있고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DA를 또한 가지고 있다. 다음 그립은 주시각 제어를

위한·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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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Stereo Camera
Control

Host Computer

그림 2-1-57. 주시각 제어 시스템 구성도

스테레오 시차는 이동 에너지에 의한 움직이는 불체만의 시차를 구하고

이률 이용하여 주시각을 제어하였다. 한편 시차 보정을 위해 회전된 스테레

오 카메라에서 다시 획득된 영상을 배경 영상 보정 방법을 이용하여 보정한

후 시차를 조정함으로써 연속적인 주시각 제어를 가능하게 하였다.

(5) 고정 주시각카메라에서의 스테레오시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테레오 카메라는 좌우 가메라 사이의 거리가

65mm로 고정되어 있다. 사람 눈동자의 운동처럼 주시각제어가 가능하도록

모터를 사용하여 카메라의 주시 각도를 제어하였다. 카메라 사이의 주시각

은 정밀 포텐셔미터에 의해 검출되며 그 값이 컴퓨터로 피드백되어 스테레

오 시차가 항상 ‘0’이 되도록 주시각올 제어한다. 다음 그림 2-1-58은 주시

각제어 기능을 가진 스테레오 카메라의 구성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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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nge fmder

그림 2-1-58. 스테레오 카메라의 구성도

시간의 차이를 두고 획득된 두 영상에서의 이동 물체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motion energy tracking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단지

두 영상의 차영상에서 이동 물체를 검출할 수 었다. 그리고 현재의 시간 (t)

에서의 시차(disp따ity) 영상과 차영상과의 교집합으로 이동 물체에 대한 시

차를 구할 수 있다. 그림 2-1-59의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시간 (t)에서의 좌，

우 영상을 각각 left(t)와 right(t)라 하고 이전 프레임에서의 시간 (t-1)에서

의 좌，우 영상을 각각 left(t-l)과 right(t-1)이라고 할때 시간 (t)와 (t-1)에

서의 차영상올 각각 이fLleft(t)와 difLright(t)로 둔다. 시간 (t)에서 이동한

물체에 대한 스테레오 샤차 영상 disp(t)를 구하면 영상내의 모든 물체가 가

지는 스테레오 시차가 얻어진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초기 프레임에서

관측 대상이 되는 물체에 대하여 그 스테레오 시차는 0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시각 제어를 통하여 관측 대상 물체에 대한 시차를 항상

O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위에서 획득한 두개의 차영상 d.ifLleft( t)와 d.ifLright( t)를 시간 (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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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차 영상 disp(t)와 AND 연산자를 사용하여 각각 clisp_Ieft( t)와

disp‘right(t) 의 두 영상을 구할 수 있다. 이 결과논 좌， 우 두 영상에서 발

생한 이동 물체에 대한 시차만올 추출한 결과이다. 이들 영상을 OR 연산자

를 사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면 이동 물체에 대한 최종 스태레오 시차를 구할

수 있다. 이과정올 block diagram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갈다.

I (t-1)

DISP

LEFT(t)
DISP

RI뻐T(I)

그림 2-1-59. 이동 불체 시차 획득올 위한 Block Diagram

다음 그립 2-1-60은 가메라의 주시각이 고정된 경우의 스테레오 시차

획득을 보여 준다. 그림 2-1-60(a) ,(b)는 시간 (t-l)에서 획득한 좌，우 영상

이며 그림 2-1-60(c).(d)는 시간(t)에서 획득한 좌우 영상이다. 그림

2-1-60(e)，(f)는 두 시간차에 의한 좌，우 영상의 차영상을 보여주며 그리고

(g) ， (h)는 시간(t)에서의 스테레오 시차와 이동 물체만와 스테레오 시차를 보

여 준다. 그림 2-1-60(h)에서와 같이 이통한 물체만의 시차를 추출함으로써

스테레오 차메라의 주시각을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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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그림 2-1-60. 스테레오 영상에서의 이동 물체 시차 추출

(6) 주시각제어 카메라에서의 스테레오시차

앞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의 주시각이 고정되어 있고 물체가 움직였올

때 이동 물체에 대한 스테레오 시차 측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추출된 시

차 영상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주시각을 제어하고 이동 물체의 스테레오 영

상을 획득할 수 있다. 카메라는 시차를 0으로 만들기위하여 회전하고 이때

이동 물체의 추출올 위하여 좌，우 영상을 획득하고 clifLleft(t)와

difLright( t)의 차영상을 구하면 카메라의 주시각의 회전으로 인하여 배경

영상이 이동하고 실제 이통한 물체만의 스테레오 시차 획득이 불가능해 진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메라의 회전으로 인한 배경 영상의 이

동을 보정해주는 알고리듬이 필요한데 카메라의 회전축과 렌즈의 축이 일치

한다고 가정하였올때 Kanatani의 카메라 회전에 의한 배경 영상의 보정 알

고리듬을 사용하여 이동 물체에 대한 차영상을 보정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가메라의 회전을 고려하였을 때 배경 영상 보정을 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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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차를 획득한 경우의 결과이다. 그림 2-!-6l(a), 2-!-6l(b)는 시간(t-l)

(a)

(c)

(e)

에
,I
l
l

、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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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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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61. 배경 이동올 고려하지 않은 스테례오 시차

에 획득한 영상이며 그림 2-1-6Hc) 와 2-1-6 l(d)는 주시각 회전후에 획득한

좌，우 영상이다. 그림 2-1-6He) 와 2-1-61( f)는 각각 좌우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차영상이며 그림 2-1-6Hg)는 시간 (t)에서의 스테레오 시차 그리고

그림 2-1-61(h) 는 시간 (t)에서의 이동 물체의 시차를 보여 준다. 그림

2-1-6 l( f)에서 실제로 움직인 물체의 시차이외에 배경 영상의 시차가 영상

으로 나타남올 알 수 있다.

(7) Kanatani 의 배경 영상 보정 알고리듬

Kanatani의 보정 알고리듬은 렌즈의 축올 중심으로 회전하는 카메라에

서 획득한 영상은 그 정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1-62

는 공간상의 같은 점에 대하여 카메라의 회전으로 인한 두 카메라 좌표의

차이로 인하여 두 영상변에서의 점의 이동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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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2. 두 영상면위에 맺힌 공간상의 점

실제 카메라에서의 렌죠의 중심축과 카메라 회전의 중심축과의 작은 오

차에서도 이 알고려듬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카메라의 팬과 틸트의 각

도를 q와 γ라 하고 털트의 초기 각도를 8라 할때 Kanatani의 영상 보정 알

고리듬은 다음과 같다.

r X t +asin OYt + facos 0
Xt-l = J -acos OXt +η't + f

r -asin OXt + Yt - fr
Yt-l = J -acos eXt +η't + f

./"
(2-1-10)

(2-1-11)

여기서 식(2-1-10)，식 (2-1-11)은 카메라의 회전 각도를 알고 카메라의

춧점 거리를 알면 시간(t)에서의 좌표점 Xt 로부터 시간(t-1)에서의 좌표점

X너를 복원할 수 있슴을 보여준다. 카메라의 회전에 의한 영상의 이동을 배

경 보정 알고리틈을 사용하여 마치 카메라가 회전하지 않고 고정된 카메라

에서 획득한 차영상처럼 영상을 얻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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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틸트의 초기 각도 8를 O로 두고 주시각 제어의 경우 틸트의 회

전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y도 0으로 두고 식을 다시 세우면 다음과 같다.

f X t + fa
Xt-l = J

r Yt
Yt-I = J _. __t-l - J _αXt + f

(2-1-12)

(2-1-13)

예를 들어 카메라 CCD의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6.54mm와 4.89nun라고

할때 주시각의 회전만 고려하는 경우에 x의 값을 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여기서 카메라의 훗점 거리는 6mm로 두고 주시각의 회전 각도 Q는 2로 고

~려하였으며 획득된 영상의 크기는 512x512로 정의하였다.

표 2-1-6. 주시각에 따른 x방향의 영상이동 단위(mm)

X t X t-l Pixel 환산

0 6a = 0.21 16

3 6 3+6α = 3.26 20
-αB+6

-3 6 -3 +6a = -2 74 20a3+6

표2-1-6에서와 같이 카메라의 주시각도가 2도로 수평 회전하였을때 영

상면의 중심에서의 영상 이동의 크기는 16픽셀만큼 이통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상의 화，우에서는 20픽셀의 이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

하여 영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배경 영상이 원명상처럼 이동하지 않은 경우의

영상으로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Kanatani 의 보정 얄고리듬을 사용하더라도 주시각측정 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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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각도에 대한 오차 카메라 회전축과 렌즈의 회전축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은 점 둥에 의한 오차로 언하여 이동 물체에 대한 차영상만이 추출

되지 않고 이동하지 않은 배경 영상의 잡음이 차영상에 발생한다. 이런 잡

음들은 이동 물체의 차영상에 비하여 그 에너지가 작다고 보고 모폴로지 필

터나 메디안 필터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영상 보정으로 획득된 좌，우의 차영

상에 대하여 고정된 카메라의 시차 추출과 같은 방법으로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배경 영상 보정법올 사용하여 주시각 제어 스테레오 카메

라의 시차 측정을 보여 주는 구성도이다. 그립 2-1-59의 구성에서 시간 (t)

에서 획득된 두 좌，우 영상을 보정하는 부분이 추가되었고 영상 보정 잡음

을 제거하기위한 부분이 추가됨을 알 수 있다.

I ( t-1)
)--(-

그림 2-1-63. 배경 영상 보정법을 이용한 스테레오 시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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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립은 배경 영상 보정 알고라듬을 사용하여 획뜩한 이동 물체의

스테레오 시차를 보여 준다. 그림 2-!-64(a)와 2-!-64(b)는 배경 영상 보정

법을 이용하여 보정된 영상을 보여 준다. 카메라의 회전각도는 좌，우 각 2도

로 하여 보정하였다. 그림 2-!-64(c)와 2-!-64(d)는 사간차에 의한 이통 물

체의 화，우 차영상이며 2-1-64(e)는 시간 (t)에서의 스테레오 시차를 보여주

고 2-1-64(d)는 이동 물체의 스테레오 시차를 보여 준다.

(a)

(c)

비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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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그림 2-1-64. 배경 영상 보정법을 이용한 시차 추출

(8) PUMA560로보트의 원격 관측 주시각 채어 실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 스테레오 시차 추출을 로보트의 원격 작업

에 적용하기위하여 로보트의 그리퍼 (gripper) 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로

보트의 그리퍼 부분은 원격에서 로보트의 작업올 수행하기위하여 로보트를

관측하는 경우 로보트의 전체적 모습을 관측하는 것과 동시에 스테레오 카

메라를 사용하여 그리퍼 부분올 관측함으로써 작업 광경올 세밀히 관측할

수 있다. 로보트의 그리퍼는 원격 작업 도중 연속적으로 움직이게되며 스테

레오 카메라의 주시각을 자동으로 체어할 수 있도록 스테레오 시차를 측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그림 2-1-65는 PUMA560 로보트의 그리퍼 부분의 스테레오 시차

를 배경 보정을 이용하여 추출한 결과이다. 그림 2-!-65(a) ， (b) ，(c)， (d)는 시

간 (t-l)과( t)에서의 좌우 영상이며 그림 2-1-65(e) 는 영상 보정을 하지않은

경우， 2-1-65( f)는 배경 영상 보정 후의 스테레오 시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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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그램 2-1-55. 로보트 그리퍼의 이동에 의한 스테레오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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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시각제어 스테레오 카메라의 활용

사람의 둔과 같이 이동 물체에 대한 주시각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

여 좌，우 두 영상에서 이동 물체를 추출하고， 이 물체의 스테레오 시차를 측

정하여 카메라의 주시각제어에 이용하였다. 카메라의 회전으로 인한 배경

영상의 이동을 Kanatini의 배경 영상 보정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배경물체의

시차를 제거하고 이동 물체 만의 스테레오 시차를 추출하여 실시간 주시각

제어 알고리듬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배경 영상 보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카메라의 회전으로 인해 시차

영상에서 이동 물체뿐만 아니라 다른 정지되어 있는 불체도 이동한 것처럼

시차가 추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배경 영상올 보정하여 카메라의 회전을

고려한 경우에 스테레오 시차는 이동하는 물체만의 시차가 추출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올 수 있었다.

스테레오 물체 추적 기술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인 주시

각 제어를 가능하게함으로써 스테레오 카메라가 탑재된 팬(Pan) ， 틸트(Tilt)

장치의 전체적인 제어를 위한 기반 기술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주시각 채어를 실시칸으로 처리하기위한 하드웨어적인 장치를 개발

하고 이동 물체의 스테레오 추적 기술올 스테레오 팬/틸트 장치와 연계된

전체 시스템을 연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듬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5. 자동입체 (Autostereo) TV 연구

기존의 입체영상시스템들의 단점은 입체영상을 감상할 때 안경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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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경의 착용은 입체영상 관측차에게 거부감과 번거

려움을 주게된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문제점올 없얘기 위한 노력으로 일부

선진 외국에서는 안경의 착용 없이 입체영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동입체

(AutoStereo) TV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도 원격

조작시스템의 영상관측용오로 안경없는 입체영상 구현올 위한 AutoStereo

TV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안경을 사용하지 않고 화， 우 영상올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Parallax barrier, 렌티큐라 (Lenticular) 렌즈판， 파리

눈 렌즈판 퉁올 이용하여 특정한 위치에서 좌，우 눈에 해당하는 영상을 분

리하여 입체영상을 표현하는 렌즈 이용방법과 눈의 잔상올 이용하여 깊이정

보를 가진 여러장의 결상체를 번갈아 디스플레이 시키는 잔상이용 방법， 그

리고 홀로그래피를 이용하는 방법 둥이 있다[2-1-12][2-1-13][2-1-14].

가. 자동업체영상의 구현 방법

(1) Lens 이용

(가) Parallax Barrier

Parallax B따Tier를 이용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림 2-1-56과 같

이 좌， 우 각 눈에 해당하는 L, R 영상 앞에 세로격자 형태의 개구

(Aperture)를 두어 영상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영상 갯수， 관측

거리， 영상의 폭에 따라 개구의 위치， 슬리트의 폭， Barrier의 피치가 변하

게 되며， 영상의 갯수를 늘림에 따라 보다 부드러운 입체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Barrier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이 어두우며， 영상이 줄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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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에 놓이는 것과 같은 장애를 받을 수 있다[2-1-16].

Alj냄벽

왼쪽눈에때영싱

g른쪽 눈애 대한영상

오른똑눈

l

』}
ι

쪼

「

…
픽

i

틈브로 분훨된 판

그림 2-1-66. Parallax 방식의 원리

야러한 장애를 없애기 위해 barrier의 피치를 망막 분해능 한계치를 고

려하여 관측거리의 1/3500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1m에서 업체영

상을 관측할때 Barrier 피치는 약 0.3nun 이하가 되고 2.5m에서 입체영상을

관측할 때 Barrier 피치는 약 0.08nun 이하가 된다. 따라서 솔리트의 폭

이 Barrier 피치의 1/10인 경우 1m 및 2.5m 관측거리용 자동 입체영상의

슬리트 폭은 각각 30μm 와 8μm 정도가 알맞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대의

입력 카메라를 이용하는 다중 Barrier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상세한

것은 다음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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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enticular Lens

반원통 모양의 렌즈 배열로 되어 있는 렌티큐라 렌즈를 사용하는 자동

입체영상의 원리는 그림 2-1-67과 같다. 이 방식은 렌즈판의 춧점면에 좌，

우 눈에 대응하는 영상을 합성하여 배치하고 렌즈판을 통하여 합성된 영상

을 관찰하면 렌즈판의 지향특성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 눈에 합성환 영상이

분리되어 보이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보통 성인의 눈은 좌， 우 약

65mm 떨어져 있어 사람이 렌티률라판의 합성된 영상을 볼때 좌， 우 눈의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차를 통하여 관측자는 입체감을 느끼게 된다.

렌타룰라

그림 2-1-67. 렌티큐라 렌즈

렌티률라 렌즈를 이용하여 업체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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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옹용될 수 있는데 크게 직시형과 투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시

형은 합성된 입체영상 위에 렌티률라 렌즈를 올려 놓고 업체영상올 렌티률

라 판 앞에서 관찰하는 형태로 인쇄물이나， 컬러필름， CRT, 또는 LCD와 같

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렌즈를 올려 놓고 입체영상을 관찰하는 형태이다.

투시형은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합성된 업체영상올 반사 또는 투과확산면 위

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작은 영상소스를 이용하여 영상의 확대하여 디스플레

이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금번 Parallax B따디er방식에 대한 연구에 이어

차기 연도에는 렌티률라 렌즈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 할 예정

이다.

(2) 잔상 이용

(가) Varifocal Mirror 방식

Varifocal Mirror 방식은 3차원 물체에 대한 여러장의 2차원 절단 영상

을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 시키면 눈의 잔상에 의해 3차원의 물체가 공간

에 떠 올라보이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간단히 구현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3차원 물체에 대한 2차원 단면 영상을 각각 여러장의

종이 위에 순서대로 인쇄한 후 이를 연속적으로 펼쳐보면 3차원 물체가 나

타나 보이게 된다. 이 방법은 깊이 정보를 가진 완전한 영상이 공간에 재

생되기 때문에 눈의 위치에 따라 그 위치에서의 3차원 영상을 관찰할 수 있

다. 그림 2-1-68은 진동체를 이용한 Varifocal Mirror 방식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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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8. Varifocal Mirror 방식 업체영상의 원리

(3) 흩로그래피

흘로그래피는 입체감이 생기는 요인인 춧점조절， 폭주각， 양안시차， 운

동시차 퉁 모든 요인올 갖춘 완전한 3차원 영상을 얻는 방식이다. 이 흘로

그래피는 3차원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보변 채생용 광원의 종류에 따라 레이

저 광 재생 흘로그램과 백색광 재생 흘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간섭성이 좋

은 레이저 광원올 반투과 거울과 대룰렌즈를 사용하여 평행한 물체로 조명

광과， 참조광으로 나누어 기록 인화자에 물체광과 참조광을 간섭시키면 공

간주파수의 간섭무늬가 생기게 되는데 이 간섭무늬를 흩로그랩이라 하며 기

록 원리는 그림 2-1-69와 같다. 홀로그래피 방법은 업체영상을 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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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방법이나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풀 칼라와 움직이는 업체영상의

구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격조작용 입체영상시스템의 구현을 목

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칼라 및 동영상의 구현이 필수적인 관계로 흘로그

램올 이용하는 자동입체영상 분야는 연구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레이져 만쭈과커를

빼혈

커울

기륙재료(흩로그탬)

그립 2-1-69 흘로그랩의 기록

나 Parallx Barrier 방식 자동입체영상의 구현

(1) 원리

Parallax Barrier 방식 자동업체영상의 원리는 자동입체영상의 구현방법

에서 설명한바와 같여 좌， 우 각 눈에 해당하는 L, R 영상 앞에 세로격자

형태의 캐구 (Aperture)를 두어 영상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영상

갯수， 관측거리， 영상의 폭에 따라 개구의 위치， 슬리트의 폭이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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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들의 관계의 상호 관계는 그림 2-1-70과 같다. 그림 2-1-70은 2개의

영상소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D는 Barrier와 합성된 영상이 놓이

는 영상면과의 간격， e는 관측거리， I는 영상의 폭1 B'는 B랴디er의 슬리트

폭， 그리고 O는 사람 눈의 이격거리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평균

눈의 이격거리 ’0’는 65mm이며 e. I 그리고 D에 대한 B’의 상호관계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전개되어진다.

D

Image Barner Optlc

k
11

Rl

f뚫i륜판뿔靈:품
Left Eye

C

그림 2-1-70.2 영상소스 Parallax Barrier

그림 2-1-70의 닮은 삼각형 abc와 RLc로 부터 수식 (2-1-14)를 구하고

D = IC- (2-1-14)

-109 -



닮은 삼각형 aRL과 acd로 부터 수식 (2감-15)를 구한 후

B =DO-
C

식 (2-1-14)를 0의 관점에서 보면

식 (2-1-16)과 같이 전개된다.

O- I(C-D)-
D

(2-1-15)

(2-1-16)

따라서 식 (2-1-16)을 (2-1-15)에 대입하여 Barrier의 슬리트 폭 B’를 구하

면 식 (2-1-17)과 같이 된다.

g = D I ( C - D) = (C - D)-
CDC

(2-1-17)

Parallax B따ner 방식은 슬리트를 통해 합성된 입체영상을 분리， 관측함으

로써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데 2 영상소스를 사용하는 Parallax B따ner의

경우 Barrier의 피치는 슬리트 폭의 2배인 P = 2B’가 된다. 따라서 2 영

상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측자는 동일 슬리트를 통해 각각 서로 다른 영상

(좌， 우)을 보게되며， 이때 각각의 영상으로 부터 얻어지는 시차를 통해 입

체감올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식 (2-1-17)에서 얻어진 슬리트 폭을 사용하여

입체영상을 구현할 경우 입체영상의 수직성분이 흐려지는 Blurr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위의 수식 전개과정에서 사람의 눈을 단일점

(point source)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사람의 망막은 일정한 크기

를 가지고 있어 그림 2-1-71에서와 같이 슬리트 폭 g를 통해 특정영상을

-110 -



볼때 특정영상에 인접하여 있는 다른 영상과 a 간격만큼을 겹쳐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B'로 설계된 B따다er올 통해 영상영상올 볼때 영상이 흐리

게 보이게 되는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현상을 없얘기 위해서는 겹쳐져 보

이는 부분을 제거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슬리트 폭 B’를 적당허 줄

여줌으로써 가능하다. 그림 2-1-71에서 ‘0'는 눈의 망막 크기를 냐봐내며，

B"는 새로이 설계된 정교한 Barrier 슬리트의 폭， a는 인접한 영상과 겹쳐

지는 정도， b는 B’와 폭 B“ 차의 반 그리고 I는 영상의 폭올 나타낸다.

Optics Barner Image

I되

I얘
3

一「 송~승~

o r<ζ 」걷화도 1 1:3 R I I

o
--L 、~‘

4

D 거 12
‘ ..

C

그립 2-1-71. 정밀 슬리트폭의 효과

그림 2-1-71에서 정벌 슬리트폭 B"를 구하면 0，Il，I2와 O，B’의 닮은 삼각

형으로부터

I:S=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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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구할 수 있오며， B'와 B"의 관계가 H = 2b+ H' 이므로 B"

는 식 (2-1-18)과 같이 구해진다.

H' = I (깐α= .I. \ '-',.., 1../1 - 2b (2-1-18)

또한 닮은 삼각형 0， 02， 13과 b,I3 로 부터의

c: 장 = D: b

의 관계식에서 b를 구하면 식 (2-1-19)와 같이 구해진다.

b- 0/D- ---
2C

(2-1-19)

따라서 정교한 입체영상의 관찰올 위해 새로이 설계된 B따TIer 슬리트의

폭 B"는

I (C-D) D- (r) 0/ (2-1-20)

식 (2-1-20)과 같이 구해진다. 사람 눈의 망막 크가 0'는 그립 2-1-72와 같

이 특정 거리의 물체를 눈에 가득차게 볼때 물체의 높이를 알면 간단히 구

해칠수 있는데 눈의 수정체에서 망막 까지의 거리는 명균 17mm 정도이묘

로 망막의 크기는 보통 성인의 경우 약 2.5mm 이다. 따라서 2 채의 영상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Barrier 피치 P는 2B ’, 슬라트의 폭은 B" 로 Barrier

는 2B'-B" 폭의 검은 띠와， B' 폭의 투명 띠가 반복되는 형태이다. 그러

나 Parallax B따더er 입체영상은 B따디er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이 어두우

며， 영상이 줄무늬 패턴에 놓이는 것과 같은 장애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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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없애기 위해 barrier의 피치 P를 망막 분해능 한계치를 고려하여 관

측거리의 113500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 피치의 크기 및 제한조건은 식

(2-1-21), (2-1-22)와 같다.

p = 2H (2-1-21)

P< 藏 (2-1-22)

뻐m

그림 2-1-72. 망막크기의 측청

위에서는 2개의 영상소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러나

Parallax Barrier입체영상에서 영상소스의 갯수가 많아지면 업체영상의 시역

이 넓어지고， 부드러운 입체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1-73은 3개의

영상소스를 이용하는 경우로 이때의 피치 P는 3B'아고， 슬리트 폭은 B" 이

다. 그러므로 Barrier의 형태는 3B'-B" 폭의 검은 띠와 B" 폭의 투명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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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복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N 개의 영상소스를 사용하는 Parallax

Barner 입체영상의 경우 Barrier는 식 (2-1-23)과 같이 빛을 차단하는 검은

띠 (Bn와 투명 띠 (B")로 반복되어 있는 줄무늬 형태이다.

Image

I1

31 I 12

13

I1

Barner

C

Optlc

01

02

03

그림 2-1-73. 3개 의 영상소스를 이용하는 Parallax Barrier

입체영상의 구성

P = BI + B"

BI = NB' - :8"

N: 사용된 영상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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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체영상의 획득

입체영상올 얻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영상소스으로 부터 시차정

보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획득된 영상들의 춧점면 상의 점들은

서로 1:1 대옹되는 상대적으로 같은 위치에 놓이도록 영상이 맺혀야 된다.

따라서 획득된 영상의 춧점영역에서는 관측물체의 상대적 위치가 같아 차정

보가 ‘0’이되고， 춧점영상에서 멀거나， 가까운 물체는 상대적으로 수평방향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되어 시차정보가 ‘양의 값’ 이나 ‘음의 값’올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시차정보를 통해서 사람은 입체감올 느끼게 된다.

시차정보가 포함된 업체영상의 획득은 차메라를 나란히 평행하게 배열

하는 평행배열식， 차메라를 회전시켜 vergence올 가능하게 한 폭주식 그리

고 카메라는 평행하게 배열하되 vergence 조정을 렌즈의 이동으로 하는

렌즈조정식 둥 크게 3가지 형태의 카메라 배열에 의해 가능하다.

2b

P

X

Left _. '"
Image “ )

X=o

x

X
~ RIght

x =UImage

Z

그림 2-1-74. 평행배열식 업체영상 획득 카메라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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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4는 카메라를 평행하게 배열한 명행배열식 업체획득 방법으로

평행배열식의 경우 시차 d는 그림 2-1-74의 닮은 삼각형으로부터 식

(2-1-24)와 같이 구해질 수 있는데 이의 전개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x= (x+b) f
Z

y= 11
Z

X" = (x-b) f
Z

y" =뿔

LU””
-””객

났

’
-’

x
-x-x

Z I Z
y= 7 y = rF Y”

Z = 2b(Xτ쥬X" ‘

따라서 d= x' - X" = 2b종 (2-1-24)

폭주식의 경우 그립 2-1-75와 같이 카메라 사이의 주시각을 조정하여

관측물체의 vergence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폭주식 카메라 배열의 경우

획득 영상의 시차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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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Left I 끼 oge Right Irloge

그림 2-1-75. 폭주식 업체영상 획득 카메라씌 구성

d = l - r

=21 t뻐()-펼 (2-1-25)

렌즈식의 경우 그립 2-1-76과 같이 카메라가 배열되는데 이때 관측물의

vergence 조절은 좌， 우 카메라의 렌즈를 좌 우로 이동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렌즈식 업체 카메라 배열의 경우 획득된 영상의 시차정보 d 는 닮은 삼각형

으로 부터 아래 식 (2-1-26)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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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1-76. 렌즈식 업체영상 카메라의 구성

b-h: Z

l-h: f=a+h: Z

γ+h: f =

- f (a+h)
- Z + h

r= f (b-h) h- ..Z “

+ 2h

I - γ

- f (a-b) + 2fh
Z

d=

j( a - b + 2h)i I LJ'''I + 2h

(2-1-26)

: 렌즈간 간격

2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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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7은 사람이 물체를 볼때 앞으로 나오는 경우와 들어가 보이

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 2-1-77(a)는 카메라의 춧점면 앞에 물체

가 놓여 있어 입체영상을 재생할 때 앞￡로 나와 보이는 경우이며， 그림

2-1-77(b)는 춧점면 뒤에 불체가 놓여 있어 들어가 보이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T

섹i
{

65mm

·s D
‘ .. -

X 65mm

S

그림 2-1-77. 재생되어진 입체감

그림 2-1-77로부터 간단한 비례관계를 이용하여 업체감 S를 식 (2-1-27)

으로 구해낼 수 있는데 S가 양의 값일때 관측물체는 나와 보이고 음의 값

일때 들어가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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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SF + SB [mm]

where, SF = cr:: 쩍

SB= 「-xD

(2-1-27)

여기서 S 는 업체감， SF는 나와보이는 입체감， SB는 들어가 보이는 입체

감， X는 시차 , 그리고 D는 관측거리를 나타낸다.

입체영상을 획득.할때 관측불체의 거라정보를 제공하는 수평시차를 제외

한 다른 차이점들은 관측자가 업체영상을 감상할 때 어지러움， 배멀미와 갈

은 관측피로를 느끼게 한다. 영상의 차이점으로는 밝기， Color, 기하학적

오차， 콘트라스트 (Contrast) 퉁이 있는데， 밝기의 차 비해 콘트라스트 차

이가 입체영상 관측에 큰 영향올 미치며， 기하학적 오차에서 수직오차와 회

전오차는 각각 0.4%와 0.25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수평오차는 잘못된 거

리정보를 추출하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소스를 얻기 위해 자체 제작한 2대의 카메라를 이

용한 입체영상 획득 모률과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입체영상 카메라 모률

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또한 자유로운 영상소스의 구현을 위해

3D Studio 그래픽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3차원 그래픽 영상올 사

용하였다. 그림 2-1-78의 입체영상 획득 모률은 2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사람의 눈과 같은 65rnm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차메라의 춧점면을 사람의 눈과 같이 물체의 원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주시각 제어 기능을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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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1-7~. 2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업체영상 획득 요률

그립 2-1-79는 자쳐| 제작된 4대돼 카페 라릅 이용환 업체법 상 쩍팍 모

• ..용 북여주고 었다. 며 입 체 영상 팩퓨 모율확 '1}매라률윤 그림 2-(-79의

카때라 베이스에 장착되어 있는대 이 카메라 떼야스는 카메라간 간격 쪼갤

과 추가쩍인 카메라의 장착비 가놓하도록 되어 있다.

2-1-79. 1대외 카메라틈 이용한 입체영상 회륙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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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0. 입체영상 획득 카메라 모률의 카메라 베이스

(3) 업체영상의 합성

2대의 영상소스 (좌 우)를 사용하는 Pallarax Barrier 방식의 경우 입

체영상의 합성은 그림 2-1-81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합성과정에서

각각의 영상소스는 픽셀을 기본단위로 서로 한번씩 번갈아 합성하게 되는

데， 이렇게 영상소스들을 합성할 경우에는 합성된 영상의 가로 크기가 영

상소스의 2배가 된다. 따라서 합성된 영상과 영상소스의 크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림 2-1-82의 방법 1과 방법 2와 같이 각각의 영상소스를 픽셀

단위로 한번씩 건너뛰면서 번갈아 합성하게되면 영상소스와 합성된 업체영

상의 크기가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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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 L12 L13 ...... L1n

L21 L22 L23 ...... L2n

’’.

Ln1 Ln2 Ln3 ...... Lnn

(a) Left Image

Rll R12 R13 ...... R1n

R2! R22 R23 ....... R2n

: .’ :

없11 Rn2 Rn3 ’ ••••• Rnn

(b) Right Image

Rll Lll R12 L12 R13 L13 ...... R1n L1n

H21 L21 R22 L22 R23 L23 ...... R2n L2n

’ : : .’

없11 Ln1 Rn2 Ln2 Rn3 Ln3 ...... Rnn Lnn
.

‘- Pi • “ P2 • ‘- P3 • ‘- Pn •

(d Synthesized Image

그림 2-1-81. 입체영상 합성 포뱃 (I)

합성된 업체영상은 식 (2-1-22)의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식 (2-1-20)의 슬

리트 폭을 갖는 B따디er 밑에 간격 D를 두고 광학적으로 정확하게 배치하

면 ‘입체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데， Barrier와 합성된 입체영상 사이에는 두께

D의 아크릴이나， plexiglas 와 같은 투명체를 둠으로 간격을 일정하게 유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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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 LI2 LI3 ...... LIn

L2I L22 L23 ...... L2n

LnI Ln2 Ln3 • 1 •••• Lnn

(a) Left Image

Rll RI2 RI3 ...... RIn

R2I R22 R23 ...... R2n

‘

Rn1 Rn2 Rn3 ...... Rnn

(b) Right Image

Rll Lll R13 LI3 ......

R2I L21 R23 L23 ......

.
:

RnI Ln1 Rn3 Ln3 ......

(c) Synthesized Image (Method 1)

Rll L12 RI3 LI4 ......

R2I L22 R23 L24 ......

.‘ :
:

Rnl Ln2 Rn3 Ln4 ......

Cd) Synthesized Image (Method 2)

그림 2-1-82. 업체영상 합성 포뱃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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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3은 여러개의 영상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의 입체영상 합성방

법을 보여주며 그림 2-1-84와 2-1-85는 13개의 영상소스를 이용하여 합성

된 입체영상의 샘플을 보여준다.

1 1 ·..
1 , 1 1, 2 1, 3
1 ·..
2 , 1 2 , 2 2, 3
1 1 1 ...
3 , 1 3 , 2 3 , 3

.

1 ·..
n , 1 n, 2 n, 3

2 2 2 .,.
1, 1 1, 2 1, 3
2 2 2

.“
2, 1 2 , 2 2, 3
2 2 2 ...
3, 1 3, 2 3 , 3

. ...

2 2 2 . ..
n, 1 n, 2 n, 3

N N N ...
1, 1 1, 2 1, 3
N N N ...
2 , 1 2 , 2 2 , 3
N N N ...
3 , 1 3 , 2 3, 3

N N N
'"

n, l n, 2 n, 3

(a) Image No.1 (b) Image No.2 (c) Image No. N

1 2 N 1 2 N... ... · ..
1, 1 1, 1 1, 1 1, ntl 1, n+l 1 , n+l 1 , 2n+l
1 2 N 1 2 N 1... ... ·..
2.1 2, 1 1, 1 2 , n+l 2, n+l 2 , n+l 2, 2n+1

1 2 N 1 2 N 1... ... ·..
3.1 3, 1 1, 1 3, nt l 3, n+l 3 , n+l 3 , 2n+l

. . .. .. . .

1 2 N 1 2 N 1... ... · ..
n, 1 n, 1 n, l n, n+l n, n+1 n, n+l n, 2n+1

«- PI -«- P2 ~ «- p3 ...

(d) Synthesized Image

그림 2-1-83. N개의 영상소스를 이용하는 업체영상의 합성 포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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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1-804. 13깨l 와 명앙소스를 억용한 업체영상 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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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4와 2-1-85와 같이 합성된 영상은 사진과 같은 인쇄불의 형

태나 LCD 또는 CRT 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되어질 수 있다. 금번 연

구에서는 인쇄물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연구하였으며， 차기 연구에서는

LCD를 이용한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6.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의 원격조작성 평가

고옹， 심해저， 고방사선 환경 등 작업자의 접근이 제한받는 극한의 특수

작업환경에서는 원격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원자력 산업에서는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허용치가 엄격하게 규제됨에 따라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개념에 입각하여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원격작업에 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원자력시설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저감， 작업

시간 단축， 작업비용 절감 퉁 원자력 관련 산업에서 수행되는 각종 원격작

업의 효율을 최대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은 일반적요로 원격관측 및 작

업에 사용되는 폐쇠회로 텔레비션(CCTV)을 이용한 이차원적 관측과는 달

리 사람의 눈으로 사불올 보는 것과 같이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

에 사물에 대한 원근감 즉 심도 거리정보를 관측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작업

시 현장을 느끼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편광방식 스테레오 모니터링 (KAERI- PSM) 시스

댐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6 D.O.F.의 퓨마 로보트를 이용한 원격조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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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올 수행하였다. 카메라 각도를 달리하는 3가지 원격조작실험은 6명의 실

험자가 힘반향 조이스택올 사용하여 로보토 암올 (1) 직접 (2) 일반 모니터

(3) 동기방식 스테레오 영상 모니터 및 (4) 개발된 편광방식 스테레오 영상

모니터를 통하여 보면서 6가지의 조합된 방법으로 원격제어 이동/삽입 실험

올 총 36번 수행하여 걸린 평균 시간과 평균 에러 발생 수를 비교하는 것이

다.

실험 결과 스테레오 영상 모니터를 통한 원격작업은 일반 모니터를 이

용했을 때 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정확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물체 이동

에 대한 카메라의 각도가 실혐의 주요한 변수가 됨올 알 수 있었다. 또한

동기 방식과 편광방식의 비교에서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는 두 방식이 비슷

했으나 눈의 피로도로 인한 작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편광방식이 우수함올

알 수 있었다.

개발된 시스템은 고방사선 구역인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 수실내의

노즐댐 (Nozzle Dam) 장/탈착을 위한 주/종(Master/Slave) 조작기 형태의 노

즐댐 장/탈착 로보트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의 노즐댐 장/탈착 작업은 수

실내로 입실한 작업자에 의해 수통￡로 장/탈착되며， 국내 원전의 정기보수

기간중에 방사선 펴폭이 가장 극심한 위협한 작업이다. 노즐댐 장/탈착 로

보트에 탑제된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은 방사선 피폭의 염려가 전혀없는 증

기 발생기로 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원격의 조작자에게 원격작업의 현장감

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여 원격작업의 효율올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가.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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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1-86. 원자로 냉각계통의 구성도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은 작업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극한의 작업환경에서

의 원격조작 및 검사작업과 인간의 이해를 룹기 위한 입체 구조의 분석 둥

에 널리 이용된다. 또한 고온， 고압， 심해저， 방사선 환경둥 극한의 작업환경

에서의 원격작업에는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작업의 비

용절감， 작업시간단축， 안전성 향상 둥 작업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스테

레오 영상시스템은 원격작업외에도 시률레이터， 업체영화， 입체 TV 방송，

분자모댈분석， 업체구조물의 설계 가상현실 구현 둥 광범위한 분야에 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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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력산업에서는 최근 국제방사선 방어 위원회가 작업자에 대한 방사

선 피폭 허용치를 엄격하게 규채함에 따라 ALARA 개념에 입각하여 작업

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고자 하눈 많은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내부(그

림 2-1-86)의 점검 및 보수유지 작업은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이 심각히 대

두되는 위험한 작업이므로 무인， 자동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STEAM GENERATOR

MANIPULATOR

ENTRANCE
DEVICE

그림 2-1-87. 노즐댐 장/탈착 로보트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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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댐 장/탈착 작업은 중기발생기 유지 보수시 원자로의 냉각수 역류

를 막기위해 제일 먼저 행해지는 작업으로 급격한 경사면으로 된 좁은 공간

의 수실내에 업실한 작업자에 의혜 수행되며 방사션 피폭 정도가 심각한 어

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극한의 작업을 무인， 자동화하기 위해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그림 2-1-87의 형태로 구성되는 원격조작 로보트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주/종조작기 형태의 원격제어 로보트는 노즐댐 장/탈착， 특히

볼트의 체결 및 해체 작업올 수행하게 되는데 평면영상올 통한 원격작업시

물체간의 원근감이 없어 로보트가 중기발생기의 벽면과 충돌하거나 볼트의

파지가 부정확할 우려가 크다.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은 이러한 원격작업의 부담올 줄이고 작업의 효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은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저감하고， 작업자에게 작업의 현장감을 부여하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 에러율 감소 퉁 원격작업의 효율올 향상시킬 것이다.

나.설험

본 연구의 원격조작성 실험온 그림 2-1-88과 같이 구성되는 원격조작

로보트 시스템올 이용하여 그림 2-1-89과 같이 8개의 구멍이 뚫린 직사각

형의 기판에 봉을 삽입하는 작업올 φ직접 관측，(Z)일반 모니터흘 통한 관

측，(3)동기방식 스테레오 영상 모니터를 통한 관측， 그리고 @편광방식 스테

레오 영상 모니터를 통한 관측을 통해 수행할때 소요되는 시간꽉 봉을 삽입

할때 발생하는 에러횟수로 평가하였다. 원격조작 시스템의 로보트는 6

D.D.F.의 퓨마 560 로보트로 힘반향 조이스틱에 의해 조작된다. 그리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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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에 사용된 기판은 800mmX500mm의 크기이며， 두께는 50mm, 구명의 직

경은 30mm, 봉의 지름 및 길이는 55mm, 60nun, 카메라와 기판 사이의 거

리는 1m로 하였다.

Stereo
Head Phone

stereo
Momtor

Force
Reflechon\

Robol
Control
JoystIck

Remote HandlIng System

CONTROL ROOM

stereo
Camera

Tele Robol System

WORK SPACE

Force Torque
sensor

6

그림 2-1-88. 전체 실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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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00 ifo
500

00

그림 2-1-89. 실험에 사용한 기판(평면도)

(1) 실험 1

구성 빛 밖볍

네개의 봉을 카메라의 직각방향으로 이동하여 기판의 구멍에 삽입하는

실험으로 Learning Effect를 최소화 하기 위해 D@-@-@-(D, 2)@-@-@‘

φ， 3)φ-@-@-@， 4)(2)-(D-@-@, 5)@-φ-(2)-@， 6)φ-@-@-(2)의 여섯가

지 순서로 수행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6명이며， 이들은 모두 본

실험에 사용된 퓨마 로보트에 익숙한 상태로서 원활한 실험 수행을 위해 실

제 시간기록 이전에 충분한 연습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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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빛 논의

그림 2-1-9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편광방식 스테레오 모니터와 동기방

식 스테레오를 통한 실험에서 소요된 평균시간은 각각 44.9초와 46.8초로서

일반2D 모니터를 통한 작업에서의 57.1초에 비해 21.4%와 18%의 시간 감

소가 나타났고， 그럼 2-1-91의 평균 에러 수에서는 0.6회 0.8회로써 2D에

비해 3.4배와 2.9배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두 업체 영상 사스템을

통한 원격조작은 일반 2D 영상에 비해 빠른 속도와 정확성올 가짐을 알 수

있다，

야써OJ
쯤

뿔뺏 AI칸:초

50.0

40.0

30.0

20.0

10.0

적첩 20 동;1 펀괄 출력밥식

그림 2-1-90. 평균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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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1. 평균 에러 횟수

(2) 실험2

구섯 빛 박볍

실험2는 2개의 봉올 카메라 방향으로 왕복 이동하며 삽입하는 실험으로

수행하였다. 실협 도구와 실험 참여자， 그리고 측정 변수는 실험1과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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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논의

일반 2D 모나터를 통한 카메라 방향으로의 원격 조작은 실험 1의 수직

방향 이동에 버해 어려웠다. 작업 수행에 필요한 공간 정보가 스테레오 영

상에 비해 일반영상에서는 현격히 갑소하여 평균 시간비는 각각 30%로써

실험 1에서 보다 증가됩올 그림 2-1-92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스테레오 영상

에 비해 큰 충돌 및 잘못 집는 횟수가 크게 증가하여 그램 2-1-93에서와

같이 2D는 편광， 동기 스테레오 영상에서 보다 평균 에러 발생 비가 각각

5.3배로 크게 나타났다.

80.0 ,‘1 뿜 AI간:초

70.0

때 .0

50.0

40.0

30 , 0

20.0

10.0

Q
적첩 동깃| 편광 훌력방춰2D

그림 2-1-92. 평균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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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3. 평균 에러 횟수

(3) 실험3

구섞 몇 밖볍

카메라를 45。 방향 측면에 고정한 다음 오른쪽 구멍에 있는 4개의 봉을

왼쪽구멍으로 차례로 이동하여 삽입하는 실험으로 실험 및 평가 방법은 실

험 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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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빛 논의

일반영상 대 편광， 동기 방식 스테레오 영상을 통한 원격조작의 평균시

간 감소비는 각각 22.9%와 20.9% 였고， 평균에러 발생 비는 3배， 2.6배로

실험 l과 실험2의 사이에 존재했다.

mω. OJ 빨 AI칸:초
빼體톨

뀐0.0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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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찍접 2D 동]1 편광 출력방석

그림 2-1-94. 평균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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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5. 평균 에러 횟수

실험 1，2 ，3의 수행에서 얻은 앓들올 평균한 결과가 표 2-1-7 에 나타나

있다. 즉， 편광방식 스테레오 영상으로 관측하면서 수행한 결과는 일반 모

니터를 이용해 수행한 것 보다 시간상에서 21.4%-30%의 개선이 있었고，

에러 발생면에서는 3배 -5배의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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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2D와 편광 3D의 비교

비교변수

실험방법
수행시간 감소율 ERROR 감소비

실험I(수직이동) 21.4% 3.4배

실험 2(수명이동) 30% 5.3배

실험 3(45도) 22.9% 3.7배

또한， 카메라 수직방향에 대한 원격작업 보다 카메라 방향으로의 원격

작업서 이들의 개선 정도는 더욱 두드러졌다. 즉 카메라와 작업방향의 각도

가 작올수록 스테레오 영상을 통한 작업이 일반영상에 비해 더 빠르고 정확

함을 알 수 있다. 동기방식 스테레오 영상도 편광방식 스테레오 영상방식과

비슷한 작업 효율과 정확성을 보였으나 화상의 떨림으로 인한 눈의 피로로

실험을 장시간 수행하기에는 애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결언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스테레오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올 명가하기 위

해 힘반향 조이스틱에 의해 조작되는 6 D.O.F.의 퓨마 로보트를 이용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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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제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카메라 각도에 따른 3가지 실험을 6명의 실험

자가 힘반향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1)직접， (2)일반 모니터， (3)동기방식 스

테레오 모니터， 그리고 (4) 개발된 면광방식 스테레오 영상 모니터를 보면서

6가지의 조합된 방법으로 총 36번 수행하여 걸린 평균 시간과 평균 에러수

를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테레오 영상 모니터를 통한 원격작업에서

는 일반 모니터를 이용했을 때 보다 21.4%-30%의 작업 속도 향상과 3배

-5.4배의 정확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카메라와 작업방향의 각

도가 작을수록 스테레오 영상을 통한 작업이 일반영상에 비해 더 빠르고 정

확했다. 시간과 속도변에서는 편광방식과 통기방식이 비슷했지만 눈의 피로

도로 인한 작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편광방식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을 통하여，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편광방식 스테레오 모니

터링 (KAERI-PSM) 시스댐은 고방시선의 원자력 시설 뿐만아니라 고온， 고

압， 심해저 풍 작업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극한의 특수작업 환경에서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t 결론

고온， 고압， 고방사선， 심해저 퉁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극한의 특수

작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원격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에게 원격지의 작업 현장을 보다 생생하고， 현장감나게 묘사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장감 제고를 위해 인간의 오감，

특히 시각정보를 이용하는 원격작업용 입체영상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업체영상 획득카메라， 편광방식의 업체영상 디스플레이어， 입

체영상 저장 및 영상처리장치로 구성되는 KAERI-PSM 시스템을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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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비롯하여， 스테레오 BOOM / Molly 장치， 입체 HMD를 개발하였요며，

스테레오 영상 매칭 자동 주시각 제어를 위한 시차분석 둥의 업체영상처라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입체영상시스댐의 성능평가를 위해 평변

영상의 일반 TV 모니터 시스렘과 개발된 편광방식 입체영상 시스템의 원격

조작성 실험을 수행하여 개발된 시스댐의 우수성올 입증하였다. 또한 차세

대 입체영상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기폰의 입체영상의 단점인 안경착용 문제

를 제거하는 Autostereo TV에 관한 기본 연구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입체영상시스댐은 KOEX에서 개최된 ‘가상현실과

미래생활’ 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서 원격작업의 효율증대 및 극한상황에

서 이루어지는 각종 작업의 안전성제고에 큰 끼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

은바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개발된 업체영상시스템의 성능보완 빛 활용연구에

박차를 기우릴 예정이며， 특히 증기발생기내 노즐댐 장탈착 시스템 빛 원

자로 내벽 육안검사， 수중 핵연료 감사/점검 시스템 퉁 원자력 분야에의 응

용에 박차를 기울일 예정이다. 그림 2-1-86에서 그림 2-1-88은 KOEX에

서 전시된 개발 시스템의 시연장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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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1- 광방식 업체염상시스댐

l~

핍 2-1-97. 스태꽤오 Boo~r I \.lolly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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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9원- 입자1 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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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물체인식 및 수동형 물체추적시스템 개발

1. 개요

첨단의 디지탈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여， 비디오 또는 적외선 영상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인식 검출 빛 추적하는 물체 인식/추적 시스템은 보안감

시 (security surveillance) , 교통량 관측(traffic monitoring) , 군사용정찰 및

로보틱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히， 물체인식/

추적시스템은 원자력발전소의 CANDU!PWR 형의 중기발생기 부근의 고

준위 방사선지역과 같은 극한작업환경에서는 작업자를 대신하여 관심불체를

연속적으로 감시/추적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핵물질(폐기물) 감시/추적과， 원자

력 발전소 증기발생기의 노즐댐 장/탈착용 로보트의 end-effector 를 시각

추적(visual tracking) 하기 위한 수동형 추적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비디오

센서로 상용 CCD 카메라 또는 열영상 카메라 동을 사용하였으며，

RS-170A 영상신호를 Raptor-PCI 프레입그래버로 취득하여 버퍼에 저장한

후， 펜티엄 90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디지탈 영상처리를 통해， 센서의

FOV 안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10 frames/sec 의 속도로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내의 각종 아날로그/디지탈 계기판 자동인식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계기판 자동인식시스템은 원자력발전소내의 각종

설비/기가에 대한 무인 자동검사 운용시스댐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입체영상을 이용하여 물체를 추적하기 위한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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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표적추적시스댐올 개발하고 있으며， 이의 첫단계로 5 자유도 카메라

서보 구동장치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2. 물체인식 시스댐 개발

가.배경

오늘날 컴퓨터 및 로보트비천의 옹용범위는 실로 방대하여 각종 산업

개발 현장에서 획기적인 생산성 증가 및 작업능률 향상을 이룩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으로서는 적응 불가능한 열악한 환경하에서의 작업에 로보트의 이

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술 과학의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인간에 의해 구축된 작업 환경 중에서 이러한 로보트를 이용한 자

동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이며 특히 원전

내부시설 중 방사능 라디에이션이 높은 지역의 무인 운용화는 컴퓨터비천

의 유용한 응용분야의 하나이 다. [2-2-1]

본 과제에서는 로보트를 기반으로한 원전시설 무인 감시/인식 시소템의

일부로서， 원자력 발전소 내의 각종 아날로그 및 디지틀 계기의 계측치 자

동 인식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계측기 자동 인식 모률은 원

자력 발전소내의 각종 설비 및 장치에 대한 무인 자동 검사， 조작 시스템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나아가 제반 계기의 밸브， 스위치 및 슬라이더

콘트롤단자 둥의 자동 조작 모률에 연결됨으로써 본격적인 원격 검사， 조작

의 수행할 수 있다. [2-2-2] 이러한 자동 인식/겸사 시스템의 구축은 원전

시설의 무인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원전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

다는 인식올 사회 전반에 확산 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디지탈 영상처리 기술에 기반한 원전시설 자동인식 검색 시스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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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국외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필요

성에 관한 기초적인 보고서가 미국 NRC 에 제출되었다. [2-2-3] 최근에

는 미국 에너지성에서 몇몇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수행시키고 있

는 과정이다. 한편 Trivedi 퉁이 비천시스템의 로보트 웅용에 대한 주

제 연구로서 원전 시설용 제어판을 대상으로 한 자동검사， 조작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연구， 발표 하였으나 계측기 언식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인식

절차의 나열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실용적 연구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비

천 센서를 이용한 원전시설 자동 감시 시스템이 수행해야할 구체적인 작업

을 약 10 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아날로그 및 디지

툴 계기의 계측지 자동 인식 모률개발에 대해 기술하며 컴퓨터 시율레이션

을 통해， 본 연구의 실용성을 입증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내의 계기들이， 일반적인 디지틀 및 아날로그 계기의

정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여타 산업시설에 대한 자동계측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도 본 계기판 자동인식 시스템의 적웅성 및 이식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아날로그 계기판 인식시스템 개발

(1) 아날로그 계기인식 시스템 구성

아날로그 계기의 계측지 자동인식 시스템은 지식베이스에 대한 인식 모

률의 자립도에 따라 그림 2-2-1 과 같이 크게 3 가지 방법으로 구축될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계기바늘의 각도만올 인식한 후 계기가 설치된 위치

및 계기명， 각 계기의 눈금 분포， 단위 둥이 저장된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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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기의 실측지를 환산해내는 방법으로 이는 한 화면에 포착된 다수의 계

기의 계측치를 동시에 인식하거나 포착된 계기 영상의 상태가 불량하여 게

기명 인식이나 눈금 분포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두번째 방법에서는， 계기 판에 새겨진 계기명을 추출， 인식 함으로써

계기의 신원파악(identification)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제어기판에서의 계기

들의 절대적인 위치정보로 부터 계기의 신원올 파악하는 첫번쩨 방법에 비

해 지식 데이타베이스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인식모률의 독립성올 높엄

￡로서 여타의 계측거 인식 시스템에로의 이식성 및 적용성 향상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세번째 방법에서는 계기의 눈금 및 눈금값을 추출，

인식 함으로써 계기의 눈금분포를 자동적으로 파악하여 바늘의 각도로부터

실측치로의 자동변환올 가능케 한다. 이상의 인식모률 및 지식 데이타베이

스가 탑재된 로보트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계기인식올 행할 경우， 주위 조

명 및 계기판의 상태변화에 따라 계기판인식의 가능성올 스스로 판단하여，

비션센서의 FOV 확대 (zoom in) 비율을 적웅적오로 조절하게 함오로써

위에서 제시한 3 가지 방법중 가장 적절한 방법올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계기영역 추출 및 바늘 각도 인식

(가) 계기영역 추출

카메라로 포착한 계기 영상에서 계기영역만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먼

저 전체 영상에 대한 이진화를 수행한다. 이진화는 영상분할의 가장 간단

하고도 강력한 방법의 하나인데， 여기서는 그종 전역 이진화의 일종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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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방법 2 방법 3

바늘각도 인식
바늘각도인식

계기맹 인식 바늘각도인식

계기명 인삭

눈금분포와악

* i

계기의 위치，종류，

이륨

찌흑치 단위 및

눈금환포

각 계기에 대한

눈곱분포
'PI

*단위

[]
O

• • •
설측치

인식포률

내장 데이타빼야스

그림 2-2-1. 아날로그 계기판 인식시스템 구성도

복적 이진화(Iterative Thresholding)" 알고리돔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주어진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문턱치를 구하는 알고리듬이다.

다음으로 이진화 영상에서의 연결요소 분석방법으로 영역레이블링

(labeling) 알고리듬을 적용한다. [2-2-5] [2-2-6] 이때 , 채색된 여 러 영 역툴

중에서 계가영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체 영상에 대한 영역의 면적비 및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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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비 풍의 상대적 공간특징들을 제한조건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계값들을 실험 영상들로부터 얻은 데이타의 통계치에 기초 하였다. 그림

2-2-2(a) 는 아날로그 계기판 영상이고 2 진화 및 영역레이블링올 통해

계기영역올 추출한 영상을 2-2-2(b) 에 나타내었다.

그림 2-2-2 계기영역 추출

(나) 바늘 각도 인식

추출된 계기영역에서 계기 바늘을 찾고 바늘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기영역의 중심을 구한다. 계기영역의 중심으로부터 유효 내접원 내

의 영역을 O 。 에서 360 。 까지 스캔하면서 run length 를 구한다. [2-2-7]

Run length 의 값이 가장 큰 위치를 바늘 위치로 결정한다. 컴퓨터 그

래픽에서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을 그리는 알고리듬으로 널리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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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senham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내접원 중심에서 원주상의 한점을 잇는 직

였으며 계기의 최소 외접사각형의

선상에 폰재하는 모든 화소를 추적하면서 검은 화소의 run length 를 구하

중심을 계기 바늘의 회전 중심으로 정하

였다. [2-2-8] 그림 2-2-3(a) , (b) 에 아날로그 계기의 바늘각도를 구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f·; j f 끼〕
L

그립 2-2-3. 계기영역의 바늘각도 얀식

한편， Trivedi 퉁은 외곽선 추출 및 Hough 변환올 통하여 바늘의 각도

를 구하는 방법올 제시하였는데 이는 외곽선 추출시 계기 판면의 잡영으로

인한 바늘 윤곽의 왜콕과 계기 영역의 면적이 클때 Hough 변환셔 수행시간

이 많이 걸리는점 풍의 단점이 있다.

(3) 아날로그 계기의 계기명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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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자동인식을 위한 접근방법중 2 번쩨 방법온 계기판면에 새겨진

계기명을 인식한다.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여 인식된 계기명과 인식된 계

가판 바늘악 각도로부터 실제 지침값올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기판의

신원확인올 위해서는 계기명의 인식이 필요 불가결한 문제로 대무 된다.

계기명의 인식올 위한 구체적인 과청을 아래에서 기술한다.

(가) 계기명 추출

아날로그 및 디지틀 계 71 의 계기명 인식올 위해서는 계기명올 구성하는

각 개별 문자(영문 대문자 및 특수기호)들올 성공적으로 추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문장올 구성하는 개별 문자의 분리， 추출의 과정은 일반적인

OCR(Optica1 Character Recognition) 시스랩에 있어서， 그 인식률의 결정에

핵심적이 역할을 담당하며 실용적인 문서의 자동인식을 위해 해결 하여야

할 난제 중의 하나이 다. [2-2-9] - [2-2-12]

계기명 추출의 과정은 본 연구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언한다. 첫째，계기영

상의 포착시 카메라의 기울어짐으로 인해 계기영역에 경사가 생기게 된다.

둘째， 계기 주변조명의 불규칙적인 경사로 인해 계기판면에 그림자가 생기

게 되며 이는 전역 이진화(Global Thresholding)를 수행 하였올때 문자들올

서로 접촉하게 만드는 요인이된다. 이러한 여유블로 인해서 개별 문자의

추출은 투영 풍의 단순한 방법만으로는 성공적￡로 수행할 수 없으며 영역

레이블링 빛 이진화 둥의 기법올 병행하여 사용하였올때 보다 효과적인 결

과를 얻을 수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용 아날로그 계기의 계기명 추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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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계가판면 유리덮게의 굴곡부가 주위 조명흐로 인해 계기명 영역으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므로 원래의 명암 영상에서부터 계기명의 각글자가 이

러한 긴 그림자 성분으로 인해 서로 접촉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에는 접촉 문자들을 강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수행과정을 그림 2-2-4, 그림 2-2-5 에 나타내었다.

r
계기판 영상 획득

、

、 j

+
반욕척 역 ;;tl 확(Iterative Thresholding)
에 의한 계기판 영장의 2 진화

*
계기영역 추출

*
계가명 존채영역의 대략적 추출

*
반욕적 역치화에 의한

계기명 흔채영역의 2 진화

*영역돼야륨령에 의한 계기명

흔채영역내에셔의 단일 푼자영역 추출

운자영역간의 거리륨 계산하여

문자 간격 영역 추출

문자간격영역 높아의 중간지챔어l셔

영역헤이블령의 반복수행

영역의 수가 감소하는 영역율

단일 문자영역으로 지정

-154 -



그립 2-2-4. 계기판명 추출 알고리즘

1) 하위경계블아패로아동하며델렐영역
내에서 영역레이블링수행

2) 영역의 수가감소하는곳에서 정지

3) 영역추출

그림 2-2-5. 아날로그 계기판명 추출

(나) 계기명 인식

추출한 계기명의 개별 문자 인식에는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였다.

[2-2-13] , [2-2-14] 아날로그 및 디지툴 계기의 계기명에 사용되는 영문

대문자 각각에서 80 개의 망특정을 추출하여 신경회로망의 학습 및 인식에

사용하였다. [2-2-15] 이때， 망특정은 여타의 특정들에 비해 잡영이나 스

트로크의 변형에 비교적 강한 특성을 보이는 장점이 있다. 하나의 네트어

크와 가중치 파일로서 아날로그와 디지틀 계기의 계기명 인식올 동시에 수

행 하였으며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개별 문자 인식 모률의 상세한 구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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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PUT
MODULE

NEURAL
NETWORK
MODUL.E

FEATURE
EXTRACTION
삐OOULE

。utput L.ayer

..’IddenL톨yer
InputLayer

그립 2-2-6. 개별 문자인식에 사용한 신경망 인식모률

표 2-2‘1. 계기명 인식에 사용한 신경회로망의 구조와 파라메타

신경회로망 종류
BP(Back-Propagation) 하..，Ati 알고리틈울

사용한 다층 퍼셉트론

입력충 노드 갯수 80(8 X 10) 개
중간충 노I 갯수 30 개

훌력충 노드 갯수 25 개

학습 패헌 수 950 개 (25 Characters X 38 Sets)
하「뚫 0.1
관성항 0.7
초|대 오차율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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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방법으로 구한 각 개별 문자의 인식 결과와 데이타베이스로 저

장되어 있는 계기명틀과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가장 큰 값올 가지는 것올 최

종 계기명으로 선택한다. 이때 두 비교 대상 문자열간의 유사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유사도 = 개별 문자간의 1:1 대용시 일치한 문자수

2 개의 비교대상 문자열충 긴 문자열의 길이

그립 2-2-7 에 아날로그 계기에서 각 개별 문자의 분리， 인식 및 최종 계

기명 인식을 행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lO

(a)

SOURCE RANGE
NEUTRON LEVEL

(b)

그림 2-2-7. 아날로그 계기명 인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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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눈금 및 눈금값 인식을 통한 눈금분포 파악

아날로그 계기에서 바늘의 각도를 인식한 뒤 이를 실제 지첨값으로 변

환하는 방법은 크게 2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계기명 인식을

통해 계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지식 데이타베이스로 처장된 눈금분포 정

보를 이용하여 실측치를 환산해내는 방법이고 두번째 방법은 계기판면에

새겨진 눈금의 각도와 눈금값올 인식함으로서 계기의 전반적인 눈금 분포를

자동적요로 파악하여 이를 실측지로의 변환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은 서론에서 설명한 계기 인식 방법 중 두 번째로 제시한것과 동일하고

후자의 방법은 계기 인식의 세번째 접근 방법에 해당되며 그 구체적인 수

행방법은 그립 2-2-8 과 같다.

눈금값으로 추출된 숫자들 중에는 이웃 문차간의 접합 정도가 심하여서

일반적인 영역분할 방법으로 개개의 숫자를 분리， 추출하기가 용이하지 않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변창(Variable

Window) 방식” 을 사용하여 접합 문자의 분리와 인식을 동시에 수행하

였다. [2-2 ‘ 16] 여기서 가변창 방법이란 적절한 폭의 윈도우를 접합된

문자영역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확장해 가면서 창(window) 내의 글자 부

분을 인식기의 입력으로 넣은 뒤 출력값을 이용한 신뢰도지수를 계산하여

문자의 분리 지점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인식기는 다충 퍼셉트론 구조의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지수 RF (Reliability Figure) 는 아래와

같다. [2-2-17]

RF = 0빠 -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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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계기환 영쌍 획득

、

、 /

+
계기영역 추출

*
영역레。l훌령에 의한 계기눈급 및

눈금강에 해당하는 춧자 추출

*
눈끔의 팽균길이륨 계산하여

긴 눈금반 별도 추출

*
건 눈금과 근접영역내의

춧차 영역 추출

*
눈곰의 각도 및 눈금앓 인식

+
바늘의 각도롤 힐쩨 계훔치로 변환

그림 2-2-8. 아날로그 계기판 눈금자 인식알고리즘

여기서， Omax 는 출력노드 가운데 가장 큰 값을 나타내며， °2nd 는 출력노

드 중에서 두번째로 큰 값을 나타낸다. 한편 실제 계측치로의 올바른 변

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계기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긴 눈금과

그에 다른 눈금값의 성공적인 인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상의 과정올 통

하여 아날로그 계기 눈금자 바늘의 각도로 부터 실제 계측치를 획득한 예를

그림 2-2-9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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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눈금분포 파악을 통한 실측치 획득영상

아날로그 계기 눈금 분포를 자동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수항 및

읍부호 퉁올 포함하는 복잡한 눈금값들을 성공적으로 추출， 인식할 수 있어

야하며， 둘째， 원점에서 FSD(Full Scale Deflection) 근처 까지의 눈금들이

제대로 추출되어야민 한다. 이는 복잡하고도 세련된 영상 전처리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배경에서 제시한 아날로그 계기 인식올 위한 세

가지 접근 방법중 세번째 방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중이며， 발전된

계측기 자동인식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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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탈 계기판 인식시스템 개발

디지틀 계기판 인식 시스템은 LED!LCD 로 표시된 숫자코드를 인식하

는 과정과 계기명올 인식하는 과정의 2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디지틀 계기판 숫자코드 인식

원자력 발전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틀 계기는 단일 종류로써 그 모

양이 서로 유사하며 계기당 최대 네개의 숫자 및 소숫점을 표시할 수 있도

록 되어있다. 또한 하나의.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 28 개 (4x7)의 LED들이

점 행렬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소숫점 추출， 숫자 인식 동의 과정이 필

요하다.

(가) 계기영역 찾기

디지틀 계기영역은 주변에 비해 균일한 검은 영역이므로 일단 전체 영

상을 이진화하고 검은 영역에 대한 영역 레이볼링을 수행하여 연결 성분틀

을 추출한 뒤， MER 풍의 공간 영역 특정과 영역의 종횡비와 같은 상대적

특정올 이용하여 최종적인 계기 영역올 추출한다.

(나) 숫자 및 소숫접 추출

디자틀 계기영역 내에서 숫자 및 소숫점올 추출할 때에는 몇가지 문제

점이 예견된다. 첫째， 계기영역 주위의 잡영 및 영상 포착시 카메라가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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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
제기판 영상 획득

+
계기영역 추출

*
영역헤아륨랭에 의한 LED CELL 추출

*
LED CELL 간의 거려계산에 의한

소춧챔 추출

*추출훤 소춧첩율 제외한 냐머지

LED CELL 률로 송차영역의 대략 컬청

*가로방향 푸영 빛 이동창에 의한

제로방향 루영에 와해 최총쩍인

출자영역 추출

그립 2-2-10. 디지탈 숫자/소숫점 추출 순서도

로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계기영역과 숫자둥에 기울기가 생기게 된다. 둘째，

하나의 숫자는 가로 4개 세로 77B의 LED 들의 배열로 구성되어 단순한 투

영법만으로는 이러한 LED 간의 공백을 커버할 수 없다. 그런데 LED 들올

묶어 하나의 숫자로 처리해야 되는 점과 하나의 LED 를 하나의 소숫점

으로 처리해야 되는 점은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서로 상치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숫자 및 소숫점을 추출하기 위해 영역

레이블링 및 이동창(Sliding Window) 를 이용한 투영법둥을 동시에 활용하

였는데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그립 2-2-10 에 나타내었다. 이때， 각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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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세로방향 분려에 이용되는 이동창의 폭은 단일 숫자를 구성하는 LED

간의 공백보다는 넓고 각 숫자간의 간격보다는 좁아야 한다.

(다) 숫자인식

추출된 각 숫자의 인식에는 다층 퍼셉트론 선경회로망을 사용하였으며

각 숫자당 28개의 망특정을 추출하여 신경회로망의 학습 및 인식올 위한 입

력값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앞서 설명한 여러과정을 통하여 계기영역내 소

숫점의 존재유무， 숫자의 자릿수 그리고 각 숫자에 대한 소숫점의 위치둥이

파악되었으므로 각 숫자의 인식결과로부랴 최종적인 숫자 코드를 계산해낼

수 있게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디지틀 계기 계측치를 최종 인식한 결과

를 그림 2-2-11 에 보였다.

(2) 디지탈 계기명 인식

디지틀 계기는 아날로그 계기와는 달리 실측치를 얻기위해 눈금분포를

파악해야 하는 풍의 과정이 필요없이 계기판면에 디스플레이된 값이 곧 실

측치가 된다. 따라서 계가명 인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전반적인 디지틀

계기 인식 시스템의 구성이 완성된다할 수 있다. 디지틀 계기의 계기명 추

출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계기판면에 존재하는 긴 선분 모양의 잡영파 각

개별 문자 사이의 간격의 미소함으로 인해 계기명을 구성하는 각 문자들이

이진화를 수행하였을 떼 서로 연결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원래의 명

암영상을 살펴보면 각 개별 문자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조명의 효과로

가장자리가 흐릿해져서 결국은 전역 이진화를 수행하였을때 서로 접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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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디지탈계기의 계기판 최종인식 영상

현상이 발생합올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원래의 명암영상에서 문턱치를 적당

히 낮추어서 이진화를 하면 각개별 문자가 접촉죄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

결할 수가 있다. 이때 이진화

문턱저를 너무 낮게 잡오면 단일 글자 마저도 왜곡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

므로 문턱치의 하한값의 결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기영상 전체를 전역 이진화할때 얻은 문턱처에서 시작

하여 이 문턱치의 절반값까지 반복적으로 이진화와 영역 레이블링올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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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R(Minimum Bounding영역의해당하는문자에단일각단계에서여

이러한 MBR 정보를 이용하여 처음Rectangle) 정보를 추출， 처장한다.

한편，추출된각 개별 문자들올 분리， 추출하게 된다.의 이진화 영상에서

개별문자를 인식하고 최종 계기명을 결정하는 방법은 아날로그 계기의 경우

그립 2-2-12 에 나타내었다.나 동일하며 그 결과를

---Ii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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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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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디저탈계측기의 계기명 추출， 인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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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험 대상i로 삼은 계기는 원자력 발전소 내의 현재 설치되

어 있는 각종 아날로그 및 디지틀 계기들이며 실험 데이타 영상은 원자력

연구소의 "Advanced Compact Nuclear Simulator" 로부터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하였다. 10 종류의 아날로그 계기와 20 여종의 디지틀 계기를 실험 대

상으로 삼았으며 다수의 계기가 한 화변에 동시에 포착된 경우를 포함한 약

50 여 장의 계기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반적인 실험결과를 표 2-2-2 에 나타내었으며， 아날로그 및 디지틀

계기의 계기명 인식은 육안으로 계기명 인식여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zoom

In 되었을 경우만올 실험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날로그 계기의 눈금분포 파

악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결과는 표 2-2-2 에서 제외하였다. 한편，아날

로그 계기의 바늘 각도 인식에서는 인식한 바늘의각도와 실제의 바늘 각도

와의 오차가 +1。 이내일때 바늘 각도 인식이 성공한 것으로 정의 하였다.

표 2-2-2. 인식 정확도

구분 실험명
실힘 성공 인식률

횟스’ 횟수 (x)

아날로그 계기
바늘각도 인식 20 20 100
계기명 인식 10 9 90

디지툴 계기
숫자코 I 인식 30 30 100
계기명 인식 20 19 95

본 연구의 수행과정중 그 주축올 이루는 영역분할 과정인 계기명 추출，

눈금 및 눈금값 추출동에 있어 난제로 대두되는 각종 잡영 및 영역간 접합

동은 주로 영역분할의 초기단계에 행한 전역 이진화의 단점에 그 원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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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영역분할 및 인식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올 위해서는 주어진 계기영상의 분포 특성 및 조명의 기울기 둥을 고려

한 적절한 국부 이진화의 적용이 절실히 요구 되며， [2-2-18] , [2-2-19]

이는 본 과제의 개선점으로 남는다，

마.결론

원자력 발전소내의 각종 아날로그 및 디지틀 계기의 계기판 자동 인식

시스템올 개발 하였다. 이진화와 영역 레이블링올 영역 분할의 주된 알고

리듬으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디지틀 계기의 계기명 추출시에는 반복적 이

진화-영역 레이블링의 개념올 적용하였다. 또한 계기명 추출 및 아날로그

계기의 눈금값 인식시 개별 문자 분리의 어려움을 “가변창 방법” 을 이용하

여 해결할 수 있었다. 한편， 계기명 인식， 디지틀 계기의 숫자코드 인식 및

아날로그 계기의 눈급값 인식 퉁은 모두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언식기로 구

현하였다. 아날로그 계가와 경우는 눈금 및 눈금값 인식을 통한 눈금 분

포의 파악으로 계기의 사전 정보에 대한 지식베이스 없이도 실제 계측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동형 표적추적시스템 개발

가. 기술현황

첨단의 디지탈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여 비디오 또는 적외선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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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표적올 검출， 추적하는 표적추적 시스템은 주요시설의 보안감시

(security surveillance) 에서 군사용의 정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웅용되고 있다. 또한 비디오 영상올 모니터하고 평가(assess) 해야만 하는

응용분야는 많이 있다. 자동표적추적시스템은 광법위하게는 무기의 눈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표적의 위치，속도 및 가속도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표적의 유도 및 최종 목표점 도달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계산한다. 영상

표적추적에는 2 가지 주요한 접근방법이 있다. 상관(correlation) 에 의한

방법과 칼만(Kalman)필터에 의한 방법이다. 상관에 의한 방법은 프레입하

나를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이미지프레임과 기준

프레임과의 상관을 계산하여 기준프레임과의 2 차원적인 위치의 편차

(offset)를 추정하는 것어다. 상관에 의한 방법은 동시에 표적들을 찾고 추적

한다. 그러나 비슷한 형상과 크기를 갖는 다중표적들이 존재하면 실패할 확

옳이 크며， 상관이탈(correlation w빠mff) 오차가 누적된다. 탐색화면에서

물체의 크기， 형상 및 방향둥이 크게 변하면， 물체의 상관봉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배경잡음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칼만필터는 표적의 가우시안 형상올 이용한다. 칼만이 개척한 선형

gauss-markov 범례(paradigm) 를 수용하여 표적추적옹용을위한 공학적인

실용화는 지난 20 여년간 성숙되어 왔다. 최근에는 표적올 구체적으로 기술

해야하고， 전자전에 강한 특성올 갖추어야 하는 요구조건에 자극을 받아서

다중센서구조 (architecture) 가 일반화되는 추세이고， 적외선 검출소자 기술

의 진보에 수반하여 영상소자들의 가용성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셰이다.

영상 센서내에 표적검출/추적을 위한 디지탈 영상처리기능올 내장한 스마트

(SMART) 벼디오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았다.

목적성 비전(purposive vision) 은 비션이 행동(action) 과 결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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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로보트비천에서는 과업 (task) 의 진행 및 상태

를 감시하는 지각(perception) 기능이다. 이러한 개념틀이 카메라움직임을

제어하는 능통(active) 버천기술로 까지 확대되었으며， 비디오 추적기술올

적용하여 로보트시스템 제어루프의 궤환센서로 통합 사용되고 있다. 비션

센서는 적용， 물체인식 및 특정추출을 통해 궤환제어를 하며， 이러한 시각궤

환이 매우 빠르면， 수많은 산업에 응용될 것이다. 시각 궤환에 의한 제어는

비천센서시스템， 제어 컴퓨터 및 actuator 로 구성된다. 비션을 이용하여 로

보트 end-effector 의 상대적위치 및 주변환경에서의 물체의 상대적 위치를

추산한다. 목적성 비챈의 개념을 확장하여 실시간 과업들을 수행하는 시각

서보에 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으로 패턴인식을 통한 video rate 로 물

체를 인식하고 추적하는 용용분야툴은 광범위한 관심을 끌고 있다. 고속의

디지탑 처리기술의 하드웨어 친보와 결부된 새로운 고속 알고리픔들의 구현

￡로 실시간 추적시스템에 지능을 갖춘 미사일 빛 항공기 추적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동하는 표적추적은 컴퓨터 비천분야에서 매우 흥미었고

유용한 연구영역이다. 군사 및 산업에 많이 용용되고 있다.

Gilbert 퉁이 제시한 실시칸 비디오 추적시스템은 병열처리를 이용하여

512X512 화면(scene) 내에 있는 미사일올 60 frames/sec 로 추적할 수 있

다. 이 시스템은 Bayesian classifier, projection processor, finite state

automation 및 선형 및 quadratic 예측기로 구성되어 있다. 복잡하고 정지되

어 있져 않은 배경/전경 (background /foreground) 의 모습(appearance) 이

변화하는 야미지에서 물체를 실시간으로 인식 및 추적하기 위해 적용 통계

적인 clustering 과 투시 (projection)에 기반올 둔 분류(classification) 알고리

즙을 적용하고 있다. [2-2-2이 미 육군의 White Sands 미사일 발사장에

서는 1974 년에 실시간 비디오 經繹嚴(RTV:Re머 T따le Videotheodolite)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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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착수하여， 현재 배치를 완료하였다. Schalkoff 와 McVey 는 2차원

affine 변환과 Taylor 급수전개에 기초한 비디오 추적알고리즘을 발표하였

다. [2-2-21J Kabuka 둥은 최적제어(optimizing conσ01) 에 기초한 비디

오추적시스템을 발표하였다. 정교한 segmentation 절차들이 필요없고 고속

하드웨어 구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Kabuka 의 비디오 추적시스댐은

초기상태에서 표적이 카메라 시겨1 (Field Of View)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야 한다. 카메라에 대한 물체의 움직임을 검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능지

수 IP(Index of Performance) 를 도입하고 있다. 성능지수로 면적(따ea) ， 중

심 (centroid)， 및 template 정합을 이용하였으며， 추적 대상의 병진

(translation) 및 scaling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2-2-22] Lee 둥이

제시한 추적시스템은 적외선 영상 시훤스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전함(ship)

을 추적하는 시스댐드로 다중프레임 (multi-frame) 검출 개념에 기인하고 있

다. 표적올 검출하기 위해서 간단한 역치화 처리를 통하여 표적의 후보영

역들을 추출한다. 추출된 후보영역들은 표적의 실제 형상에 대응하지 않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개악 프레입에 걸쳐 후보영역이 폰재하면， 그

후보영역올 실제의 표적￡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하여 표적이 검출되면

추적단계로 들어가서， 전 프레입 추적창의 중심을 현 프레임으로 옮기면서，

현재와 바로전의 2 영상의 대조-차(contras t-difference) 의 상관

(correleation) 을 계산하여 추적모드의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Lee 가 제시

한 시스템은 카메라의 추적서보가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능동적의미의 추적

시스템 (active tracking system) 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2-2-23]

Milstein 과 Lazicky 둥은 전체 100 X 100 화소를 갖는 FOV 내 에서 20X20

화소의 subwindow 내에 들어 있는 표적을 검출，추적하기 위해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2-2-24] , [2-2-25] Mohanty 둥은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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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low intensity point 표적(인공위성)들을 추적하였으며， 어도 역시，

maximum likelihood ratio 룰 이용하고 있다. 배경 하늘과 표적으로 부터

의 포톤툴올 mosaic CCD 센서로 수집하여 잡음통계를 계산하고， 표적패턴

올 시율레이션한다. 그리고 표적패턴과 수신된 데이타들의 상관올 구하고

역치화처리를 통해 표적의 위치와 경로들을 추출한다. 하늘의 한 세그먼

트의 5 개의 영상프레입들을 취하여 잡음통계를 유도한다. 잡음통계논 명균

(mean) , 분산(v따iance) 및 분산의 역 (reciprocal) 을 이용하여 maX11llum

likelihood 를 이용하여 이동표적들을 검출하고 그들의 경로를 추적한다.

[2-2-26] Winkler 와 Vattrodt 동은 conspicuousness detector 를 사용하

고 있으며， 추적창(tracking window) 내에 국부적으로 최대의 명료성

(conspicuousness) 올 갖는 표적올 대화형식 (interactive manner)오로 추적

한다. 이러한 통계적인 접근방법의 가장큰 결점은 표적과 표적을 둘러싼

배경 (background) 의 통계적분포에 대한 사전정보(priori information) 를

필요로 하며， 계산량이 매우 많다. [2-2-27] McVey 와 Woodlard 퉁은

교차 상판(cross correlation) 올 이용하여 표적추적을 위한 차메라 서보제어

신호를 구동하였다. [2-2-28] Dovomychenko 와 Mack 은 기준공차

(norm)를 갖는 상관척도(correlation measure) 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가려

져 있는 표적을 추적하였다. 상관올 통한 정합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다. [2-2-29] 앞서 언급한 모든 종래의 방

법들은 표적의 운동 파라미터 (motion parameter) 들이 영상변(image plane)

에서 정의된다. 화표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변요소이고， 카메라가 가르

키는 방향에 따라 좌표계가 변한다. 관측사간이 다르면 좌표계도 달라지므

로， 이전 좌표계정보를 이용하여 표적의 미래 위치를 적응적￡로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Chen 과 Chang 은 적응예측기(adap디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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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를 갖는 비디오 추적시스템올 제안하였다. [2-2-30J Lu 는

다중표적 {multiple target) 추적셔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다중 표적추적시스

템의 용도는 차량(vehicle) 둥과 같은 이동표적추적에 용용될 수 있다. Lu

가 제안한 다중표적 추적시스템은 BI(Background Identification), T I<Target

Identification) 및 TT(Target Tracking) 모률의 3 가지 순차적인 시훤스로

구성되어 있다. BI 모률은 순차적인 비디오신호 입력으로 부터 정적인 배

경화소들을 인식한다. TI 모률은 Bl 를 통해 알고있는 배경화소들과 현재

의 영상입력에 기반한 표적들올 인식하게 된다. TT 모률은 TI 모률을 통

하여 인식한 다중표적들을 히스토그램-상관을 이용하여 동적으로 추적한다.

표적의 히스토그램특성올 이용하여 표적의 새위치를 추산하고， template 상

관을 이용하여 표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낸다. [2-2-31] 타이완의

Lin 둥은 Kalman 필터에 기반한 영상추적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표적이

잠금되었을때 칼만필터모텔을 이용하여 표적을 추적한다. 표적영상의 스돼

트럽 히스토그램으로 부터 이질적 유사성을 갖는 skewness 와 kurtosis 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가려진 기동로로 진행하는 표적올 추적한다. 2 차원적

인 엔트로펴 방법에 기반한 자동역치화(automatic thresholding) 처리를 통

해 표적과 배경올 분할하고， 칼만필터 시스템모텔올 채택하여 기동로상의

표적을 추적한다. [2-2-32] Feddema 둥은 로보트손에 ·시각기능을 갖춘

카메라로 물체추적올 하기위한 적용적 영상특정 예측 및 제어기법을 제시하

였다. 과거의 관측들과 과거의 제어입력들에 기초를 두고 이미지평변에서

의 물체의 특정들의 위치를 예측한다. 그리고， 예측된 이미지 특정들과 카

메라의 광축의 정열(align) 이 가장 잘되도록 카메라재어를 최적화 하고있

다. 이러한 로보트손에 시각기능올 갖추게 하는 기능은 우주공간에서의 로

보틱스， 비행체 유도 및 순항중 항공급유풍과 같은 과업 동에 필수적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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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문제이다. [2-2-33] Blostein 퉁은 다중 디지탈영상에서 관측도가 낮은

기동점원(point-source) 표적의 검출 및 추적을 위한 순차적 가설검증

(sequenti외 hypothesis testing) 을 조사하여 , 다중 다단계 가설검증 추적

(Multiple Multistage Hypothesis Test Tracking)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점원표적의 검출/추적은 표적선호가 배경잡음 및 교란(clutter) 신호

에 비해 미약한 원격감시(remote surveillance) 환경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다. 원격 감시의 옹용으로는 광각 전파망원경， 적외선 탐색/추적 시스템으

로 영상처리， 표적검출 및 다중표적추적의 순서로 진행된다. [2-2-341

Bray 풍은 3 차원공간에서의 알고 있는 다면체를 검출/추적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첫째 프레임에서 모델기반 탑색을 통해 표적올 찾고， 그 이후의

프레임뜰에서 optical flow 를 이용하여 이미지 특칭점들올 추적한다. 그리

고 이미지 특정점들의 불일치(벼sp따ity) 를 이용하여 pers많ctive transform

올 한다.3 가지의 독특한 알고려픔들을 통합하여 검출/추적시스템을 구현

하고 있다. 모델의 정합은 수정된 Goad 탐색을 이용하여 찾고， Barnard 와

Thompson 퉁이 제시한 flow 알고리즘올 이용하여 이미지들 사이의 edgelet

들올 추적하며， 1ρwe 의 투영방정식(projection equation) 을 이용하여

perspective 변환을 한다. 첫번째 이미지프레임에서 모텔베이스 탐색을

통해 알고있는 다면체의 위치를 찾는다. 모텔기반 탐색은 Goad 탐색알고리

즘과 Lowe 의 수렴(convergence) 으로 이루어친다. Goad의 탐색은 모텔의

특정들과 이미지특정들사이의 정합을 통해 물체의 위치를 찾는다. 즉， 이미

지프레임에서 모텔과 이미지사이를 통역해주는것(interpretation, 또는 대응

플의 집합) 과 시선위치의 궤적들을 계산하여 물체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

산한다. Lowe 의 수렴은 대응들의 집합 또는 interpretation 들이 전체적으

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입증된 대응들의 집합에 담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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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좀더 정확하게 추정한다. 첫번째 프레임에

서 찾은 물체의 정확한 위치에서 모텔을 투영 (pr이ection) 시키면， 이미저기

반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특정틀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

텔탐색과 분할과정없이 다음 프레임에서의 interpretation 들을 연역할 수 있

다. 이러한 interpretation 들올 이용하여 첫번째 프레임(탐색단계) 에서와

같은 Lowe 의 convergence 를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정밀추적하는 서훤

스를 반복한다. 이러한 추적과정은 다음프레임에서 이미지의 위치를 신뢰성

있게 찾을수 없올때 까지 계속되며， 추적단게에서 물체의 위치를 잃어버리

면， 복구 (Recovery)단계로 넘 어간다. [2-2-35] Hersen 동은 적외선 영

상센서를 포함한 다중센서 구조를 기반으로하여 각각의 센서특정들올 야용

하는 혼합형(hybrid) 추적알고리즘들을 적용하여 기동표적올 적응성 높게

추적하는 mαilIOnteractive Multiple Model Image based tracker) 추적장치

를 발표하였다. [2-2-36] 미국 Sandia 연구소의 Horton 둥은 범용 표적

지시/추적 시스댐(TCATS:Target Cueing And Tracking System) 을 개발

하였다. [2-2-37] 미공군의 관심사는 표적으로 지정된 물체의 형상에

기반한 추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전 영상프레임들로 부터 유도해낸

template 틀올 바탕￡로 하여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서， 상관(correlation) 올

이용한다. Template 자기상관(autocorrelation) 의 높이 (height) 와 형상

(shape) 을 다읍화면 template 의 상관봉우리(pe와이들과 비교를 하는 방식이

다. 지정된 표적과 정합이 가장 잘맞는 영역을 찾고， 상관 명면의 후처리를

한후， 상관이탈(w와kof£) 을 줄이기 위한 템플리트 크기를 효윷적으로 결정

하기 위한 적용창을 도입한다. 표적의 크기， 형상 및 방향풍은 변화하고 있

으므로 상관연산용 template 를 적응적으로 경신한다. 탐색화면에서 물체

를 지정하면， 물체 주위로 창을 설정하고， 탐색화면으로 부터 물체를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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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음 영상시훤스의 template 로 이용한다. 다읍 화면에서 탐색화면의

템플라트와 상관연산을 수행하여 표적의 위치를 찾는다. [2-2-38]

일본의 신일본 제철에서는 2 차원 비천센서를 이용한 고속표적추적시스

템을 개발하였다.2 차원 비션센서는 병렬처리를 수행하여 video rate 를 훨

씬 능가하는 속도로 다양한 비션과업들올 수행한다. 2 차원 벼션샌서의 구

조는 단순화 시키고 배율화하여 VLSI 에 집적화 하여 병렬처리 cyke 시간

올 670 us 로 성취하였다. [2-2-39] 미해군에서는 AAI(Amerinex

Artificial Intelligence) 에 의 뢰하여 개발한 SAVFR(Semi Automated

Video/Film Reader) System 은 motion tracking 시스템으로 필름이나 비디

오로 부터의 고선명 영상을 디지타이정하여， 딱딱한 물체를 추적하고， 추적/

분석결과들을 비디오테이프에 백업저장한다. 추적은 계층적 상관정합

(Hierarchial correleation matching) 알고리픔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프레

엄의 직사각형 구조의 픽셀들의 창이 설정되면， 기준프레임의 설정된 창과

정합이 가장 잘맞는 화소들의 창을 다음프레임에서 찾는방식이다. 2 창들

에서 대용화소의 차이값의 누적제곱 (SSD:Sum of Squared Difference) 을

상관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상관정합은 방대한 연산이 소요되고， 연산비용

은 특칭창들과 탐색영역의 크기에 비례한다. 성공적인 정합을 얻기위해서는

이미지의 중요한 미세 부분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특정창이 충분히 크야

하며， 이미지와 특징에 종속적이다. 탐색영역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예측

과 계층적 탑색의 2 가지 기교를 구사하고 있다. 정합포인트의 위치예측을

통해 탐색의 중심을 잡고， 계층적 탐색은 점진적으로 정합의 정확도를 개선

시키는 coarse-to-fine 전략을 구사한다. 낮은 해상도범위의 영상에서 덤성

덤성한 정합을 수행함으로써， 특정창의 크기와 탐색영역을 줄여주고 연산속

도를 가속화 시켜준다. 렵성한 정합을통해 훨씬 작은영역의 탐색영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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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다 정밀한 탐색올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탐색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나

타냐는 특정들로 인한 정합오차들올 제거한다‘ 반복적 특정 (Repeating

feature) 들로는， 이를테면， 말뚝으로 둘러싸인 울타리에서 말뚝꼭대기가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Coarse-to-fine 정합에서， 최초의 대략적인

정합을 통해 미세한 반복적 특징들을 무서할 수 있으며， 보다 정밀한 정합

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정합위치 추정이 가능하다. [2-2-40]

나. 標的追밟、 시스템 構成

표적추적시스템은 광학계의 가시라인 LOS(Line-Of-Sight) 올 이동하는

표적의 실제 LOS 로 안정화 시켜서 표적의 위치 및 방향을 원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표적 추적시스템의 광학계 구성도는 그림 2-2-13 에 나

타내었다. 그림 2-2-13 에서 표적올 판측하기 위한 광학계는 지상， 차량/비

행기， 고고도 기구물 또는 위성에 설치 및 탑재될 수도 있다. 관측광학계의

플랫폼(platform) 이 기준프레임이되며， 모든 추적은 관측광학계의 플랫폼에

상대적이다. 관측광학계의 추적플랫폼과 실제로 이동하는 표적사이의 가시

선은 관측광학계의 방위 (azimuth) 및 고도각(elevation) 으로 결정된다. 표

적추적시스템은 이동표적올 추적할 수 있도록 관측광학계의 LOS 를

PAN(azimuth)/TILT(elevation) 시켜 그립 2-2-13 의 간단한 모텔에서와

갈이 추적오차(track eπor) 를 최소로 하는 센서-서보시스템이다. 추적오차

는 관측광학계의 LOS 와 실제 표적의 LOS 의 차이다.

그림 2-2-14 에 표적추적시스템의 센서-서보계를 나타내고 있다. 비디

오카메라로 광학계에 입사되는 빛올 샘플링하면， 광학계 외부의 각도는 광

학계플랫폼의 춧점면(focal-plane) 배열에서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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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변 배열중심이 관측광학계의 LOS 를 나타낸다. 이를 그림 2-2-15 에 나

타내고 었다.

.. ..ι///

A야ual jt///‘////

lns--ti<-
I- -/--- \ Track

....…했r.j-----…맺·… ..~，

그림 2-2-13. 표적추적서스템 구성도

추적 시스템의 기능올 보면 비디오차메라의 춧점면 배열로부터 비디오 영

상올 취하여 표적의 춧점면의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하여 출력

한다. 출력된 위치의 계산에는 추적요차가 보통 30, 60 Hz 의 frame/field

속도를 가질경우 실시간 추적이라고 한다. 비디오 카메라의 마지막 주사선

이 잠금상태가 된후， 표적의 추적오차를 출력하는테 걸리는 시간올 처리시

간의 잠복(latency) 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잠복시간을 최소로 할 펼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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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F→
Track

Sensor Error Serv。.

LOS
Gimbals

그림 2-2-14. 센서-서보 시스템 구성도

TrackError

그림 2-2-15. 관측광학계의 춧점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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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다오 추적시스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적알고리즘으로는 3

가지 형태가 있으며 , 중심 (centroid), 에지 (edge) 및 상관(correleation) 을 이

용한다. 각각의 알고리즘은 표적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광학계의 춧점

변에 맺히는 디지타이정된 이미지를 디지탈 영상처리를 수행한다. 일반적으

로 전체 이미지프레임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 2-2-16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추적게이트(track gate) 를 설정하여 전체이미지의 소집단

(subset)을 처리한다. 추적게이트는 표적의 전위치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X,Y 축이 변한다. Thresholding(역치화) 처리를 통해 문턱치이하의 값을

갖는 모든 화소들을 제거한다. 이를 그림 2-2-17 에 나타내었다. 문턱치이

상의 화소들을 2진화(binary) 처리또는 grey-scale 처리를 통하여 추적게이

트내에 있는 물체의 무게중심을 계산하는 것이 중심추적이다. 에지추적알고

리즘은 미라설정한 벡터성분을 통하여 문턱치이상의 픽셀들의 위치를 찾는

것으로 2 진화 연산의 특성올 갖는다. 상관을 이용한 추적은 정합필터이

론이다. 이전 추적창의 부분영상들로부터 이미지 랩 (map) 이 생성된다. 생

성된 이미지 맹 (map)과 현재의 입력이미지와의 공간적인 상관을 계산하여

추적한다.

비디오 추적기의 설계개념은 픽셀단위의 처리는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프레입단위의 처리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 하드웨어적인 픽셀단위처리

는 10 MPixels/sec 정도되어야 고성능 및 추적게이트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

른 .잠복의 효과를 최소로 할 수 있다. 프레임단위의 처리는 60 frames/sec

의 속도를 가져야 추적게이트의 위치를 찾고， 역치화 및 영상획득과 같은

상위레벨기능들에 대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림 2-2-18 에는 Pipeline

구조의 영상처리사스템에 가초한 하드웨어모률올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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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Gate

그림 2-2-16. 추적게이트

Pixel Value

Max•.

Min .......... " ....... II ..

OrigInal BInary Gray-scale

그립 2-2-17. 역치화처리를 통한 2진화 빛 그레이스케일처리

SI(Sensor Input) 모률은 아날로그 비디오신호를 디지타이정하거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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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탈 비디오신호흘 받아들인다 FB(Frame Buffer) 모률은 디지타이정된

영상신호를 저장한다. SHIFT 모률은 각각의 픽셀을 미리 정의한 양만큼

천이시키는 ALU 가능을 갖는 연산모률이다. LUT(Look-Up Table) 모률

은 8/16 비트 데이타를 한어드레스로 취하여， 어드레스 위치의 값을 출력하

는 기능으로 비선형 연산풍을 하드웨어로 구현한다. HIST 모률은 실시간

으로 히스토그램성분올 구하여 역치화처리를 위한 문턱치를 결정한다.

FEATURE 모률은 특정추출모률로 Hough 변환또는 DSP 를 이용하여 중

심， 에지 및 상관위치를 추출한다. DA 모률은 화상에 그래픽올 중첩

(overlay) 시 칸 영상을 출력 한다.

SHIFT

ALU
Processor

Vide。

Multiplexer
&

Selector

D/A

Video Out

그림 2-2-18. PIPE 구조의 비디오추적장치의 하드웨어

이를 다시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비디오센서의 입력으로 부터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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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신호를 디지타이징하여 프레임버퍼에 저장하고， 디지탈 영상처리시스템

은 영상데이타를 전처리 하여 잡읍을 제거하고， 왜곡보상 및 분할둥의 후처

라를 통해 에지， 중심동의 특정들을 추출하여 표적을 인식하고， 표적 포인트

에 대한 상대적 위치， 속도， 가속도 및 방향 둥과 같은 표적의 상태정보를

계산한다. 이러한 표적의 상태정보에 따라 차메라서보계는 비디오센서의

FOV 를 원하는 상태로 PAN(AZIMUTH) / TILT(ELEVATION) 시킨다.

그림 2-2-19 에 개괄적인 표적추적시스템의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다. 標的追跳 알고리즘

표적올 추적하기 위한 알고리줌을 크게 4 가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첫

째는 표적과 배경올 분리하기 위한 전처리과정을 들수 있으며， 배경으로 부

터 분리된 표적의 특칭 (feature)을 추적하는 feature 추적방법과， 표적의 모

텔을 미리 설정하고， 설정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형상(shape) 추적방법과

optical flow 를 추적하는 방법퉁이 있다. 표적추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위

한 정합(matching) 이 있 o 며， 마지막으로 추적소요시간을 고속으로 하기

위해 표적의 진행을 미리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1) 이동표적의 검출

표적추적의 첫단계는 영상평면(image plane) 상에서 이동표적을 검출하

는 것이다. 표적은 일반적으로 주위환경보다 열이라든가 밝기 또는 세기가

강하며， 그레이 레벨 및 기하학적 특성이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배경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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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유도2고도(elevation) 의방위각(azimuth) ，표적올있는에 포함되어

떨어져

이미지

표적과 카메라가 매우 멀리

이미지를 취득하는 주기사이에， 2 프레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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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2 개의 연속적인

(pan, tilt) 를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표적의 이동이 작다고 가정할 수 있다. 카메라가 취득

한 2 프레임의 연속적띤 이미지에는 이통하는 표적의 대략적인 영역과 잡음

들이 함께 실려있다. 이러한 잡음에는 여러가지성분이 혼합퇴어 있다. 즉，

registration noise, 조명 (illumnination) 및 비 디오 센서의 전기적 잡음둥이

다. 조명의 미세한 변화 및 비디오 센서의 전기적 잡음으로 인한 잡음은 이

미지 평면상에서 고립되어 있는 점 (spot)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역치화

(thresholding) 처 리를 통해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Registration 잡음은

역치화 처리를 통해 제거할 수 없다. Registration 잡음은 연속적인 이미지

그룹을 취득할 때 카메라를 제어하는 서보시스템의 가벼운 진동운동

(vibration motion) 으로 인해 배경이미지가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다. 결국，

표적을 검출하기 위해서 2 개의 연속적인 프레임을 감산(subtract) 할때， 배

경이미지의 불일치로 인한 에지성분이 화소 1 - 2 개의 크기로 이미저 프레

임 전채에 걸쳐 나타난다. 이러한 registration 잡음이 이동하는 표적의 위

치를 찾는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 Registration 잡음올 제거하기 위해 수학

적인 Morphological 필터를 이용한다. 적응통계적 clustering 을 이용하여

표적과 배경을 분리하거나， 이미지에서 표적과 배경의 밝기(intensity) 분포

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화소가 배경인지 표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또

한， 이미지를 수평방향의 slice 들로 자르고， slice 이미지를 히스토그랩풍화

(histogram equalization) 방법으로 개선한다. 개선된 slice 이 미지로 부터 왜

곡영역(distortion area) 을 설정하고 static 역치화를 통해 표적을 검출하는

방법도 있다.

(가) Morphological filter 를 이용한 Registration 잡음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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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0 에 기본적인 morphological 연산올 나라내고 있다. 구조화

요소(structuring element) 를 단위 벡터성분의 요소(element)의 집합으로

특성화 한다. morphological 연산들은 4 가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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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0. 형태척 필터에 의한 Registration Noise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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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U 는 이미지 X 를 -u 벡터만큼의 병진(translation) 을 나타낸다.

구조화 요소 B 를 적절히 선택하여 2 개의 연속적인 프레임의 차이미지에

대해 erosion, dilation, opening 및 closing 을 적절히 조합하여 registration

잡음올 제거한다. Chen 과 Chang 은 실제 erosIOn 처리만으로 registration

잡음을 충분히 제거하였다. 차영상에서 registration noise 는 화소 l 개 크

기의 고립된 점들과 line 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림 2-2-21 와 같은 2X2 .

의 형상을 갖는 구조화 요소를 사용하여 registration 잡음을 제거하고 있음

올 그림 2-2-22 에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22(a) 는 잡음이 실린 차영상

을 나타내고 있고， 그림 2-2-22(b) , 2-2-22(c) 각각 opening, erosion 처리

를 이용한 registration 잡음제거를 나타낸다.

口口

口디

그림 2-2-21 Registration 잡음제거에 사용된 구조화 요소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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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Registration 잡음제거

(나) 적용통계적 Clustering 알고리즘에 의한 표적 추출

Clustering 알고리즘은 표적영상의 세기(intensity) 는 배경영상의 세기

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가정하에서 출발한다. 표적 이미지에 대해

추적창(tracking window) 을 설정하고， 표적이미지에 바로 인접하여 었는

배경의 세기를 샘플링한다. 이를 그림 2-2-23 에 나타내었다. 추적창은 표

적탐색영역을 표적의 가장인접한 부근영역으로 제한함으로써 공간적인 대역

-187 -



통과 필터 (spatial bandpass filter) 로써 기능한다. 추적창은 배경영역(BR:

background region) 과 화염영역(PR:Plume Region) 으로 나누며， 추적창내

에 표적 영 역 (TR:Target Region) 이 폰재하게 된다. 추적창내의 각각의 영

역에 대해 feature 히스토그램이 누적된다. 임의의 영역 R 의 feature

로histogram 은 정수값이고， 정수의 l 차원적인 배열 hR(x) 정의한다.

hR(x) 의 영 역 (domain)은 [0，찌 이다. 여기서 d 는 AID 컨버터의 동적범

위이다. hR(x) 의 범위 (range) 는 [0 , 서 이다. r 은 영역 R 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들의 수이며， r+l 개의 가능한 값들이 폰재한다. Feature 하스토그

램올 정규화하면 배경， 화염

필드단위로 추산할 수 있다.

및 표적영역들에서 feature x 가 발생할 확율올

휠드 단위로 샘플링한 히스토그랩올 이용하여 배경， 화염 ~l
:A 표적접들

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들의 학습추산치(learned estimates)를 얻는다. PR 에

서의 배경， TR 에서의 배경 및 TR 에서의 화염의 상대적인 크기를 알면

배경，화염 및 표적 특정들의 확률밀도함수를 추정계산할 수 있다. a , P, r

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BR 은 배경만 포함하고， PR 은 배경， 화염 성분

을 포함하고， TR 은 표적， 화염 및 배경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t

번째 펼도에서의 배경， 화염

할수 있다.

및 표적의 누적히스토그랭은 다음과 같아 정의

a

R

y

PR영역에서의 배경 화소 수

PR의 전체 화소 수

TR영역에서의 배경 화소 수

TR의 전체 화소 수

TR영역에서의 화염 화소 수

TR의 전체 화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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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egIOn

g Target
Region

Plume RegIOn

그립 2-2-23. 추적 창(tracking window)

h~R(X) = h~(x)

h;R(X) = ah~(x) + (1- a)h;(x)

h,TR(X) = /3h~(x) + rh;(x) + (1.-β- 씨h;(x)

----------- (2-2-1)

h~(x) 가 h;(x) 보다 클경우 한 개이상의 특징화소 x 가 존재한다고 가

정하면 a 는 식 (2-2τ2) 와 같다.

a =
h;R(X)

폈{조}

Ep

h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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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p = (I -a) h;(x) « h~(x) 이다.

h;(x) 가 0 인 영 역에서의 특정화소 x 에 대해 a = h;R(X) / hfR(X) 이

고， h;(x) 가 O 보다 클 경우에는， h;R(X) / h~R (x) > α 가 성립한다. 위

의 사실로 부터 a 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a = mm
x

h밴(x) /\
짧잖’ μ -

mm
x

h;R(X)
,_BRIH\' r =
h~/(x)

mm
x 이

갱

ni
“?

ι

/
l，
‘
、

껴
-
씨

I
L
-
-
/

，
‘
、

/
’κ
‘-h

배경， 화염 및 표적의 히스토그램 밀도함수 (h~(x) ， h;(x) , h ,T(X» 의 필드

별 추정 치를 갖고，선 형 반복적 추산자(linear recursive estimator) 및 예측

기 를 이용하여 밀도함수의 학습추정치(learned estimates) 를 설정한다. 여

기서 l H(써 논 샘플링한 밀도함수 h ,(x) 를 이용하여 i 필드에서 j 필드까‘

지의 밀도함수의 학습추산치를 나타내고 ψ 는 가중치로 학습률을 까변

시킨다.

H(써 = wH( z1i-l) + (I ‘ ψ)ι(x) (선형 es뼈'mator)

냉
n)
ι

?
ι

/
l,‘
、

H (i+ lIz) = 2H(쩌 - H (i-IIi- I) (선 형 predictoγ)

배경， 화염 및 표적특정들의 학습 밀도함수 (H~(x) ， H;(x) , H ,T(X» 를

갖고， Bayseian 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특정 x 가 배경， 화염 및 표

-190 -



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pη~orz 확률은 갖고， 각각의 영역별 분류상의

오차는 갖다고 가정하면 화소의 특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배경 화소 : [H~(x) > HIT(x)] AND [H~(x) > H;(셔]

표적 화소 : [HIT (x) ) H~(x)] AND [H;(x) ) H;(x)] --- (2-2-5)

화염 화소 : [H;(x) > H~(x)] AND [H;(x) ) H;(x)]

위의 분류를 거쳐 표적야 폰재하는 영역을 “1" 로 표적이 없는 영역을

“0" 로 하는 2진 영상을 얻는다 2 진화 모양(picture) 의 “1" 의 형 태

(pattern) 에 따라 표적의 위치， 방향 및 구조를 특성화하고， 표적의 활동성

은 모양의 시훤스로 특정짓는다.

(다) Static thresholding 올 통한 표적추출

표적영역을 검출하기 전에 메디안 필터를 사용하여，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과 같은 random noise 를 제거한다.

이미지에서 문턱치(threshold) 를 초과하는 밝기분포를 갖는 화소들을 표적

영역으로 할당한다. 문턱치는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으로 결정한다. 히스토

그햄분포가 매우 좁으면 문턱치 결정이 매우 민감해진다. 이러한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히스토그램 동화처리를 하여 이미지의 그레이 레벨이 o - 255

범위로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해상이미지에서는 반사(reflection) 가 가장

큰 문제가 되므로 반사의 강도를 3 퉁급으로 나눈다. 입력영상이 240정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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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수배열 P( i.}) 이라고 가정하고， 수평라인올 가준으로 상하 η(nsI20)

개의 라언을 갖는 2 영역으로 분할을 한다. 통계적인 의미의 Fl.F2.F3

를 정의한다.

Fl (m) = 조건[Pμ >P2n - I +J]을 만족하는 점들의 수

rf2 r.에 1_._ 、

F2 = L 후.!1짚L ------- (2-2-6)
m=nl n

= max R(ηz)
nlsmsn2

여기서， m 은 수평라인의 위치이며 m 의 법위는 nl 에서

n2 (n2 = nl +n- l) 이고， nl, n2 는 분할된 2 영역중 상단영역의 처음

라인과 마지막라인을 각각 정의한다. 3 가지 형태의 반사를 실험적으로

분류하였다.

weak reflection : [F2능21 and F3 ~99]

ηziddle reflectioη : [F2능21 and 61s F:3 s98] or [F2능28 and F3으60]

strong reflection: elsewhEre

-------------‘------------------------------------- (2-2-7)
각각의 반사형태에 대해 문턱치 t 를 다음과같이 실험적 상수로 결정하고

있다. 문턱치 t 를 초과하는 화소들의 왜곡 영역이 형성된다. 왜곡

영역에 존재하는 단편(fragment) 들이 잡음일 수도 있고 표적이 될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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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re/lectioη : t= 250

middle reflection: t= 245 ----------------------------- (2-2-8)

strong ri하lection : t= 225

있다. 왜곡영역내에서는 erOSIOn 및 dilation 후처리를 통해 작은 단펌들을

제거하고， 왜콕영역밖에서는 dilation 및 erOSIOn 후처라를 하여 단면들을 그

룹으로 묶는다. 단편들의 크기가 문턱치 보다 크면 후보표적영역으로 선택

한다. Lee 퉁이 제시한 방법은 인간이 표적올 방막속에 분할하기 위해서

time flow 정보를 이용한다는 개념을 도용하고 있다. 표적영역은 오랜 주가

동안 지속됨에 비해， 해면파와 같은 잡음영역은 바로 사라진다는 가정하에

서 일정 주기동안 지속되는 후보표적영역올 참표적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 표적인식을 위해서， 첫번째 프레임에서 후보표적영역을 추출한다. 각각

의 후보 표적영역에 대해 창을 설정하고， 창의 중앙(center)， 폭 빛 높이를

정의한다. 창의 중앙은 후보표적영역의 중심(centroid)으로， 창의 폭(width)

은 후보표적영역의 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축 길이의 2 배로， 높이는 수직축

길이의 2 배로 정의한다. 표적 이동이 빠르지 않다변 현프레임의 중심이

이전프레임에서의 실표적의 후보영역의 추적창내에 위치하고 있는 후보

영역을 찾는다. 이를 그림 2-2-24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현재프레임에 A , B, C 의 3 영역이 있고 점선으로 나타낸 영

역은 이전프레임의 것을 나타낸다. 십자(+) 표시는 각영역의 중심올 지시한

다. 그림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A 영역의 중심이 이전프레임의 추적창내

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A 를 후보표적영역으로 설정하고 A 주위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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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c

중심 찾기

~-，

그림 2-2-24. 추적창에서의

폭과 높이는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으운 추적창으로 표시한다. 추적창의

대해 각각 가중치를

추적창의 폭.높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폭.높이에추적창의폭/높이와 이전

부여하여 합을계산한다.

현추적창의므로

올X[ 현 추적창 포 노이] + ~ [전 추적창 폭 높이]1
5 ~ ... '- ~ I 'u I' 요 5추적창의폭.높이

현재 프레업의 후보영역들의 수가 이전 프레임의 후보영역들의 수와 같

다면， 확산계수(confidence count) 를 l 씩 증가시키고， 확신계수가 4 이상일

O
"1T경우에 후보영역을 표적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현재와 이전의 2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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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simil따ity) 을 정 의 한다.

sU,;) = [l +
~~\ LLlgn(x ,Y) - gn +1 (X十i+h ， y+j+k)\(h , k) "':~"5n\""' .Y1 on , -1

상호 공유영역 」

-------‘-----------------------------------------------(2-2-9)

여기서， gn(X, y) 는 프레임 % 에서의 이미지 좌표 (X , y) 의 그레이 레벨값

이고， (i，치 는 전 추적창의 중심 % 과 현추적창의 중심 n+l 사이의 변위벡

터를 나타낸다. h, k 의 범위는 (-2,2) 이다.

(라) Maximum Likelihood 에 의한 검출

N 개의 프레입들을 고려한다. 각 프레임은 M2 의 화소들을 갖고 있다.

여기서 ， M 은 평방형 모자이크 CCD 춧점면의 행/열의 수이다. 임의의 시

간 t=k 에서의 CCD 의 U, j) 번째 셀의 신호 V(i , j , k) 는 이동표적여 없

을경우에는 배경，센서 및 별 (star) 캅읍성분 S( i, j , k) 로 구성된다.

VU, j , k) = S(i, j , k) , l~ (i， j)~M， l~k~N ----------- (2-2-10)

각 프레임에서 이동하는 표적 πi， j， k)은 점원으로 나타난다. 이동표적이

존재할때의 신호 V( i , j , k) 는 잡음신호 S(i, j , k) 에다 표적신호 T( i , j , k)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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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 것이된다.

V( i, j , k) = T( i, j , k) + SCi, j , k) , 15;.Ci, J) 5;. M, 1 5;. k~N

T( i, j , k) = a(k) , i = m1k, j = m2k + m3. 15;. k5;. N --- (2-2-11)

여기서 ， a(k) 는 k 프레임에서의 표적의 세기이고 미지의 값으로 프레임마

다 변한다. 센서잡음 S( i , j , k) 는 가우시안형태의 랜덤잡음이고， ml , m2 , m3

은 정수또는 O 값올 가지며 미지의 값이다. 프레임에 존재하는 표적들의 수

는 모른다. 그러나， 잡음환경하에서 센서의 사계내에 폰재하는 표적들을 검

출/추적하고 그툴의 경로를 유도해내어야 한다.

센서의 FOV 내에 표적이 머무르는 시간과 이동표적으로 인한 화소들

의 수들이 매우작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의 시간에 걸쳐 CCD 셀의 신호출력

은 배경，센서 및 별잡음 SCi, j , k) 이다. 잡음의 실험평균(empirical mean) S

는 다음과 같으며， ’는 전치행열( transpose) 을 나타낸다.

s= 움 뚫1jk)，

S( k) = [S( 1, 1, k). ...S( M .I, k) , .. , S(M,M , k)] ’ , 15;. k5;. N

---------------------------------------------------- (2-2-12)

표본잡음의 실험적 공분산(covariance) Rs 는 식 (2-2-13) 으로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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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I)
R(N-2)

R(l)
R(O)

R(O)
R( l)

꿨
n
ν
“끼/“

J,.‘
、

R(O)
R (N-2)
R (N- I) R (N-2) ... R (I)

Rs =

역공분산의있다.상관행열을 나타내고

식 (2-2-14) 로 나타낸다.

는 각 프레임의R(O)여기서，

Rs -1

(k)I R \T"/ l
YvYfm

L 할y，:，( kl)Yfm(kl +k)N ’ k 체 =1

찌

’%

잉


M1‘
「
?
κ,/

/
，
‘
、

R

γ
j

·
ι
r
f”

」

(

y

y

R

= S(i， j， 하 - 곰 뚫lS(t， j， k)

------------------- (2-2-14)+ FE一IF’ -FE-I,
-E-IF ’ E- I J

Rs -1

A , B, D, E, F 는 아래와 같다.여기서，

. R(N-2)

R(O)

R(O)
R (1)

R (N-2)
R(N-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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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식전개를 바탕으로 하여 잡음환경에서의 표적을 검출하는 순서

는 다음과 같다.

P 잡음의 실험평균 E 를 계산한다.

P 잡음의 공분산의 역 (reciprocal) R s -1 를 계산한다.

P 표적의 신호패턴 T( i , j , k) 을 생성한다.

l> Rs -1 T( i , j , k) 를 계산후 ， P 로 정의한다.

l> V( i , j , k) - 등 의 차를 계산후， Q 로 정의한다.

l> PQ 를 계산하고 Z( i , j. k) 로 정의한다.

l> PQ 의 값이 주어진 문턱치와 비교를 하는 역치화를 한다.

l> Z(i, j , k) 가 threshold 보다 크면 표적 이 존재한다.

(마) 분할(2 차원 엔트로피 기반의 자동역치화)에 의한 추출

복잡한 배경￡로부터 표적영상의 특정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영상을 표

적영상과 배경i로 분할한다. 일반적으로는 역 ~l화(threshol버ng) 방법이 넣

리사용되고 있다. 그레이레벨값 T 를 찾고• T 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분할

한다. 표적영상의 그레이레벨 g(x. y) 는 FLIR 영상의 문턱치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 0, J{ x. y)=:;;: Tg(x,y) = { ------------------------- (2-2-l5)
\ f( x , y) J{ x , y)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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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치 T 를 찾기위해 엔트로피를 사용한다. 이며지의 영상이 NXN

배열이고 ， m 개의 그레이레벨을 갖고 있다. 각 픽셀의 평균값을 그 픽셀주

위의 3X3 창의 평균으로 구하고 픽셀과 픽셀주위의 평균값을 한쌍(pair) 으

로하여 2차원의 궤짝(bin) 에 저장한다. 각 픽셀의쌍이 전체적으로 발생할

자수‘ f ,., 라하고， 이를 전체화소수 M 로 나눈것이 joint probability

mass function Pl., 이다.

ψ1.1 - 싫 i , j = 0,1, 2, ... , m-l ----------- (2-2-16)

표적과 배경을 나타내는 2 그룹 A， B 를 정의하고 각각의 그룹은 다른

확율분포를 갖는다. 그룹 A는 그레이레벨이 o-s 에 분포하고， 그룹 B 는

s+l '" m-l 에 분포한다. 그룹A 의 엔트로피를 정의한다.

t ψ1.1 \L I P,.]H(A) = - L L ( y~.1 )In ( y~.]) ------------------------- (2-2-17)
t=OI=o Pst pst

위의 엔트로펴 정의를 다시전개하면，

H(A) = 뭘)聽 [(P!)lnφ，) - (p l.l)In(Pst)] ------(2-2-18)

= ln(Pst) + 렐

여기서， Pst = 흑。E。bl1 이고， Hst = - E。§。P‘꾀 (Pl.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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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 의 엔트로피도 A 와 유사하게 정의된다.

H(B)
II IJ ‘ ’= - L L [ Yt.J ] In [ Yt.J ]

，.!s'+1)~+1 l (I -Pst) JUll (1 -Pst)

= -[ / 1 1 n 、 1 ’똥1 똥l (p, j[ ln (￠ ,) - h(1-E)],=s+1)= t+1·" -"

(Hmm-Hst)= lnO -Pst) + (1 -Pst)

------------------------------------------ (2-2-19)

여기서， Hmm = ‘ 짚 쪽:0 p ，.)nφ，) 이다 2 그룹의 엔트로피들의 합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함수 φ(s. t)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φ(S ， t) = H(A) + H(B)

(Hmm-Hst)= In (P씨 + 갖~ + In (1- P~t) + \.l::un n.l ~stJ ----- (2-2-20)Pst I .LU ,... .& stl I (1 - Pst)

R st (Hmm-H.t)
= In [Pst (1-κ)] + 검표 +~낀m 、n

.& st

φ(S ， t) 를 최대로 하는 것이 이미지상에 포함되어 있는 표적 및 배경분포사

이의 정보를 가장 많은 정보를 얻올 수 있다. [2-2-33] 그러므로 φ(S ， 에

가 최대가 되는 이산값 Sf t 가 문턱치가 된다. Lin 의 방식에서는 s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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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치로 하여 표적과 영상올 분할하였다. [2-2-32]

(2) 표적 의 특정 (feature) 추출올 통한 추적

(가) 重心(Centroid) 추적

이동표적을 검출한 후의 다음단계는 표적의 특징올 추출한다. 그리고，

표적의 특정의 위치를 찾아내고， 표적이 다음에 위치하게될 미래의 좌표게

를 예측하여 카메라서보를 제어하여 표적이 카메라 관측창(observing

window)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Chen 과 Chang 은 Had없nard

transfonn 을 이용하여 중심올 효율적으로 추출하였다.[2-2-30] 표적

의 위치를 찾기위해서 이미지 평변에서의 표적의 중심올 사용한다. 중심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x, my 는 중심의 위치야다.

L L xj(x , y)
m

x
= x, yeR ,-

L L J(x ,Y)
x.yeκ

L L yj(x.y)
m

y
= - 흐갚트R-

Z ZRjtx, y) 페
J
“。

ι

/‘.‘
、

여기서， R 은 물체가 이미지 평변상에서 점유하고 있는 영역이며， f(x,Y) 는

(x끼 위치에서의 그레이 레벨이다. 이미지 평면에서 배경이 “ 0" 값을 갖는

다고 하면， 식 (2-2-21) 은 식 (2-2-22) 와 둥가가 된다.

LL 뼈x.y) 헬1풍lx8x， y)
x , ye T( X=U y=O

ε E Xx,y) - 쩔ii헐1Xx， y) ’
η2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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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
L L yf( x , y)

L L f( x, Y)

헬l헐lyfx ， y)

- 隱헬f(x， y)
---------------- (2-2-22)

여기서， π 는 Ny X Nx 화소틀을 갖는 전체 이미지 평면을 정의한다. 차영

상의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면 (2-2-22) 식을 이용하여 이동

표적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속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Hadamard

transfonn 을 이용한다 Ny X Nx 의 크기를 갖는 이미지 f(x,y) 에 대해

Hadamard 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2-32] , [2-2-33]

F( μ， v)= 魔l魔lXx y)(·1) κx y u v) ----------------~一---- (2-2-23)

nx • 1 n.-l
p(x, y , μ， ν)三 E ‘ μtX， + L_ V 'y i;

x=u Y=U
n x = log 2Nx. n y= log 2Ny

U ,. V ,. X ,. Y ‘ 는 U , V , X 와 y 의 i 번째 비트를 나타낸다. 식 (2-2-23) 으로

부터 식 (2-2-24) - (2-2-27) 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식 (2-2-24) 와 식

(2-2-27) 을 식 (2-2-22) 에 대 입하면 중심 위치에 대한 식 (2-2-28)을 얻

을 수 있다. 표적의 방위 및 고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원점

을 이미지 평면상의 중심으로 옮기면， 식 (2-2-28) 은 식 (2-2-29) 와 같이 수

정할 수 있다.

N,-l N.-l

F(0 , 0) = 5。 §。 Xx,ψ -------- ......…-----------“----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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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l N,-l
- 2 흘。 쪽。 f(x ， y)xl= F(D , D)

Nx-l N,-l
F(2 1, D) = ξ。 E。 Xx， y)(1-2Xl)

(2-2-25)

------------------ (2-2-26)
Nx-l N,-l FlD. D) - F(2 ‘. D)
E E Kx, y)Xl= 2

nx -l N,-l κ-1
흘。 2' 꿇。 효。 fix， y)x l

Nx -l N,-l
L L xf( x , y)

젠
n”“9“/

l,‘
、

- F(2‘. D)]

-------------------- (2-2-28)

--- (2-2-29)Eι호j
F(D , D)

n,-l
- L 2 1

-
1

L2 ‘-l[ F(D, D)

헐l2i-1짧냈

자;ln l-l F(D. 2‘)
i숭 o ‘ F(D, D)

Nx-l
2

ηZy’
F(21

• 0)
F(O , 0) ’

체-2

- L 2 1
-

1

mx

my

ηZx’

Hadamard transfonn 은 가/감산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식 (2-2-29) 로부터

Hadamard 변환고， 승산(multiplication) 연산은 shift 연산자로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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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투시 (Projection) 에 의한 방법

Gilbert 둥이 사용한 방법은 투시 (projection) 이론올 이용하여 표적을

인식하고 추적하는데 펼요로하는 구조 및 활동성(activity) 파라미터들을 추

출하였다. [2-2-2이 일반적으로 투시는 패턴에 명행한 직선을 따라 화소

의 세기가 적분되어 나타난다. 2 진화된 영상의 경우에는 명행한 라인올 따

라 표적점 (object point) 들의 갯수로 나타나며 주어진 시각(view angle)

에 대한 표적접들의 분포이다. 이미지를 2 동분하여 상하 (top/bottom) 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 대해 2 축의 직교하는 방향으로 투시를 한다. 이를

그림 2-2-25 에 나타내었다.

‘”
야

?
태때
때

앤

떼
，

vvnr

Bmar

HOrIzontal
ProJectIOn

x Px(y)

Top

Lmage
DiSSect
Line

yln

p￥(x) y

x

그림 2-2-25. 투시에 의한 표적의 중심 찾기

- 204-



표적의 위치 및 방향올 정밀하게 결정하기 위해 투시를 이용하여 형성

된 평행사변형 (p빼1 -elogram) 꼴의 상단부와 하단부 각각에 대해 표적의

면적중심을 계산한다. 상/하단부의 중심좌표를 이용하여 표적의 위치 및

방향을 다읍과 같이 결정한다.

Xc =
X'[ + X~

2

YC =
Y'[ + Y~

2
φ = taI1 -1i Y1ι - Y~

xT - xr

------------------------------ (2-2-30)

여기서， (X'[. YD. (X~. IT;었 는 각각 상/하단부의 종심좌표를 나타낸다.

그립 2-2-25 에서 표적의 기수(nose) 부분과 후마(tail) 부분을 이용하는 것

보다 상/하단부 면적중심올 이용하는 것이 위치를 찾기가 쉽고， 노이즈로

인한 섭동(perturbation) 풍에 강하기 때문이다. 표적의 구조해석올 위해 투

시함수를 파라미터 모델로 변환한다. 면적 양자화(area quantization)를 이

용한다. 이는 구현이 용이하고 잡음에 대한 면역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림 -2-2-26 에 나타낸 것 처럼 투시함수 Pω(z) 를 개의 동일면적의 직사

각형 (rectangle) 으로 양자화 한다. 이를 삭 (2-2-31) 로 표현하였다. 투시

모댈을 면적양자화 모텔로 변환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특정은 라인 세

그먼트의 비이다. 이를 식 (2-2-32) 에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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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Pw(Z)

Zl Z2 Z3 Z4 Z5 Zk-l Zk Zk+l
Z

그림 2-2-26. 투시의 면적양자화 파라미터

fz
Z

‘+l
i Ii+l

- Pω(z) = τ L Pω(z)dz

for i = 1, 2, ... , k
----------------------- (2-2-31)

St = f for i= 2,3, . . . , k ‘ 1 ------------------- (2-2-32)

여기서， II = Z 1+1 - ZI 이고， L = Zk - Z2 이다. 이러한 세그먼트들의

비를 통해 크기와 위치에 독립적인 물체의 구조를 가름할 수 있다.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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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체를 투시할 경우 l 차원적으로 나타나는 라인 세그먼트들의 비가 변

하게 된다.

(다) 제어법칙에 의한 추적

강제받지 않는 3 차원 공간에서의 물체의 운동은 6 자유도로 간주된다.

카메라의 훗점을 원점으로 하여 센서의 좌표계를 정의하면 표적의 위치는

벡터로 규정할 수 있다.

XU) = (Xl (t) , . ... ,X6U» --------------------------- (2-2-33)

여기서 ， XI (t), X2 (t), X3 (t) 는 표적의 특별한 점(이를테면， 중심)의 위치를

규정하고， X4 (t), X5에 ， X6( t) 는 기준점에 대한 표적의 방향올 나타낸다.

% 개의 독립적인 제어신호 r Io r2. ... , rn (n~6) 툴로 카메라 서보 좌표

계를 셜정하고 ， rk 는 위치벡터 X 의 Xk 성분만 변경시키도록 카메라를 제

어할 수 있으면， L1Xk(t -ty) = xit) - xity) = 0 이 되도록하기 위한

제어신호 μ 를 생성하는 것이 Kabuka 둥이 제시한 추적시스템의 원칙

이 다. [2-2-22]

여기서 ， ty은 기준시간이고I xity) 은 기준시간 ty 에서의 Xk 의 최적값으

로 정의되며 k 의 범위는 1 ~k ~η 이다. 이상적으로는 시간 t 에서의

영상 l(t) 가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변환성분 따 를 찾는 것이다. 이미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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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Xk( t- t ,..) = Uk 0 L1I( t- t ,..) --------------------------- (2-2-34)

기의 변화들에서 단일 위치 성분의 움직임 효과만올 따로 떼어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우므로 이미지 상에서 아래의 시스템 제어법칙을 따르는

변환 Tk 를 찾는것이다. 그림 2-2-27 에 Kabuka 퉁이 제시한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인식(Identification Unit), 결정 (Decision) 및 수정

(Modification Unit)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rk = Tk 0 I( t) -------------------------------------- (2-2-35)

SER-V「O- vMODIFICATION

UNIT ModIfied SIgnal L CAMERA 、、

ι:~ a@o
<ll

Op tJmahzmg .§
SIgnal

얘」

<l>

Response E
이3

DETECTION 이 SIgnal IDENTIFICATION|λυ

UNIT UNIT IY-

그림 2-2-27. Kabul‘a 가 제시한 전체적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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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인식

영상 I (t) 로 부터 성놓계수 P 를 평가하여 현재의 동작조건을 결정한

다. 일반성올 상실하지 않는범위에서의 교정해야할 위치성분 Xk 의 최적위

치는 자 = 0 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 지접에서의 성능지수 P 는 최대 또

는 최소이다.IF 의 지역적인 기울기(gradient) 부호를 검출하여 시스템의

변화방향올 제어하여 최적위치에 오도록 제어한다. Xk 함수로써의 R 는

X,(l=F k) 의 모든변화 및 배경의 변화에 대해 최대(또는 최소) 값을 유지하

므로， 다차원으로 표적이 움직이더라도 자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항상 교정

할 수 있으므로 segmentation 절차들이 필요없게 된다. 국부적인 기울기를

얻기위해서 이미지 I(t) 를 유사 이미지 fit) 로 근사화 한다. 유사이미지

fk(t) 는 이미지 I(t) 를 다루기 쉽게 압축하는 동안 xit) 에 관한 모든 정

보를 가지고 있다. 유사영상은 진폭 K 를 갖는 계단행 테스트 신호에 따

라 움직인다. fi r; t) 는 유사이미지 I k( t) 를 Xk 단위성분에서 foe ,) 만큼

(" 0 S r S K
lo( 에 = ~ 2K- r. K s , s 3K

l ,-4K, 3K s , s 4K
----------------------- (2-2-36)

이동한것으로 정의하면 각각의 유사이미지에서 성능계수 IP 를 계산하여

계단형 옹답신호 I m( r; t) 를 얻을 수 있다. 성능지수 IP 로는 면적 (area) ，

중심 (centroid) 및 matching 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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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C L, t) = IPCJtC 긴 씨 -----------------------------‘--- (2-2-37)

@ 최적 결정

응답신호 ImC ζ 에 를 평가하고， 이를 테스트 신호 10C 상 와 비교하여，

최적조건을 획득 하기 위해 기본주파수의 Fourier 계수(FFFS: Fundamental

Frequency Fourier Series)들을 이용하고 있다.

1 ,. T

a = 순 • X에 casCωtQdr ------------------------------ (2-2-38)

b = 농; JTK r)sin(짜)dr

여기에서t T = 4K 이고 퓨리어 시리즈의 주기이다 ωI = 쩔 이고 테스

트 신호의 주파수이다. 진폭/위상형태로 나타내면 식 (2-2-39) 와 같다.

테스트 신호 So 를 근사화하면 식 (2-2-4이 과 같다，

C = vaι +bιv μ τ u ---------------------------------------- (2-2-39)
¢ = atan웅

SoC 터 ~ FFFSC β( 산) = Co sin Cωt'+¢o) ------------------ (2-2-40)

시간 t 에서의 응답신호를 근사화 한다. 식 (2-2-41) 에서 ¢m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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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r, t) ~ FFFS(!m(r, t)) = Cm(t) sin (ω/r+¢m(t)) -------- (2-2-41)

검출하여 제어신호 r< t) 를 계산한다.

aCm( t)
y에 = 」느깐~cos(μ(t) - ¢o) -------------------------- (2-2-42)

@수정

제어신호 y 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r 를 수정하여 카메라 서보에 공

급되는 신호 rc 는 다음과 같다. 이득 H(t) 는 제어신호의 극성 및 진폭

을 조정한다. rh 는 방향성을 변경하는 성분이다.

rc( t) = H(t) r< t) + μ(n ------------------------------- (2-2-43)

(라) Contrast-cliffereence 상관에 의 한 추적

Lee 둥이 제서한 해상의 적외영상의 전합추적을 위해 사용한 알고리

즘이다. [2-2-23] 해상화면에서의 전함추적은 추적모드와 타성 (coasting)

모드로 나눌 수 있다. 추적모드에서는 표적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표적이 추

적하에 놓여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추적모드에 벗어나면 타성모드로 들

어가며， 표적의 특성들을 이용하여 표적이 다시 나타날때 까지 표적위치를

예측한다. 표적전함을 포함하고 있는 일련의 적외선 영상을 추적할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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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여러 현상들이 관측된다. 비상관 잡음 및 계측 잡음둥은

smoothing 으로 제거할 수 었으나， 섬광(flare) 과 같은 방해신호퉁이 나타

나면 적외선 추적은 거의 실패한다. Lee 동은 이에 아주 쉽게 대처하고

있다. 표적의 그레이레벨은 짧은 시간간격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 섬광

의 경우 시스템은 수프레임에 걸쳐 타성모드로 진입한다. 표적과 섬광의 궤

적이 다르면 표적은 점진적으로 추적이 된다. 이는， 섬광은 바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립 2-2-28 에 시스템의 flow chart 를 나타내고 있다. 현 표적

추적창의 중심이 전추적창영역내에 있다고 가정하면， 2 추적창의 크기는 같

다. 전 프레임의 추적창의 중심을 현프레임의 중심으로 옮길때 그레이레벨

들의 절대차이값이 문턱치 보다 작은 점들의 수를 count 하여 상관을 계

산한다. 그림 2-2-29 에 이의 알고리즘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lowechalf

는 전체 이미지 화소분포의 절반이 되는 화소값 바로 아래의 그레이 레벨이

고， g(x. y) 는 전프레임의 그레이레벨 ， hex, y) 는 현프레임의 그레이레벨을

나타낸다 . (xo. yo) 는 전추적창의 중심이고， 추적창의 폭/높아는 각각

2ψ十1， 2h十 l 이다.

(마) Histogram-correleation 에 의한 추적

이동표적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들로 부터 정적인 배경정보를 얀식

한다. 이에 대한 관계를 그림 2-2-30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정사각형

모률은 영상매트릭스를 나타낸다. 카메라 입력올 CI(Cμyγ'ent Inpμt) 로 설

정하고， (Ll!) 는 CI 와 전영상 PI(Pr evious Input) 와의 차의 절대값을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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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척검출표적검출， 표척의 주위로 추적창융 셜갱

추척
단계

다음의 업혁 영상프레엄 션팩

표척창의 충심 (centroid) 이 추젝창내에
존채하고 있는 표적창툴을 션택

추
적
모

드
로

천추척챙화 션때훤 현추척황의

상관(correleation)율 계잔

진
입

상판야 가장 큰값융 갖는

표척창율 션책

예

때펴혁수 (coast피II t뻐e) 률 충가

예

배
희
모
드
로

진
입

탕색영역 챙신

그림 2-2-28. contrast-difference 상관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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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v • O
for (i = -ω; i <= ω， i++)

for (j = -h; j <= h; j++)
{
currentx • i + xo
currenty • j + yO
nwn • O
for (m = -w; m <= ω， m++)

for (n = -h; n < h; n++)
f
if (h_cur[cuπentx+m， cuπenty+nJ_> lower_half)

하 (Ih_curfcurrentx+m, currenty+nJ - g-prev[xO+m, yO+nJI < 4)
num += 1

}
if (maxv < num)

f
maxv • - num
realx • cuπentx

realy • αlrrenty
}

j
output (realx, realy) as the current centroid

그립 2-2-29. contrast-difference 상관계산의 얄고리즙.

dIx.y = | CIx,y - PIx-Y | --------------------’‘-------- (2-2-44)

x, y 는 이미지 좌표계이며， 역치화처리를 통해 소자(device) 및 외부잡음을

제거하여 RI (Record Image)‘ 로 기록한다. t , N 은 현재시간과 배경형성에

펼요한 최소 프레엄의 수를 각각 나타낸다.N 보다 작은 값올 갖는 R1x.Y

에 대해서는 l 씩 증가시키며， 이러한 처리과정이 끝나면 배경이미지 BG 는

다음과 같이 경신된다 . FI(Feedback Input) 이미지는 표적인식모률에서 정

의하며 표적의 윤곽선밖에 위치하면 0 이고 표적윤곽선 내에 위치하면 l

로 설정한다. 이를 식 (2-2-47)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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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x.it) = ( N
l RIx.y(t-l) +1

BGx.y(t) = l CIx, yl BGx./t- l)

L1Ix . y > 0
L1Ix.y = 0 and Rlx.it- l) 능N - (2-2-45)

.L1Ix •y = 0 뻐d RIx • y ( t- 1) <N

Rli, y(t) = N and FIx-y = 0 ---- (2-2-46)
otherwise

( 1 인식된표적영역내에있을경 。’ -r ‘ (2-2-47)
x.y - l 0 표적영역밖에있을경우

정적인 배경이미지 BG 가 생성되면 CI 와 BG 의 절대차이값올 취하여

표적을 추출한다.

OBL.y = | CIx.y - BGx, y| ---------------------------- (2-2-48)

추출된 OBI이미지를 역치화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clustering 기법을 사용

하여 화소들의 단위로 그룹평올 하여 발견된 모든 대상들을 정확한 위치들

올 기록하고 보폰한다.

추적알고리즘은 제어와 추적의 2 부분오로 나눈다. 제어단계에서는 추적

자(tracker) 의 생성， 재배치 및 제거를 행하며， 추적단계에서는 새로운 영상

프레임을 취득한 후 추적자의 위치를 경신한는 것이다. 추적풀(pool) 이 존

재하며， 사용중인 추적자들의 수， 각 추적자의 위치 및 휴면시간(idle time)

둥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휴면시간은 특정 추적자가 아무런 옴직임

없이 정지하고 있는 연속적인 프레임들의 전체수이며， 추적자가 정지대상에

잠금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추적제어는 추적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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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Image

그림 2-2-30. 배경인식모률의 제어흐름도

-1

Reference
Image

RI

표적의 위치들에 대한 정보를 유지한다. 추적제어에서는 표적access 하여

표적영역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 추적자가 인식된과 추적자의 위치들에

이추적자는 표적(이를테면，그변경되지 않으며，추적자는내에 위치하면，

있으것이다. 추적자가 표적의 에지에 위치하고있는올 추적하고동차량)

갖추적자를그리고재배치한다.중심으로표적영역의추적자의 위치를면

지않은 모든 표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적자를 할당한다. 이러한 처리를 추

적제어에서 수행한다.

추적자이용하여PI 를el,영상입력인순서별2개의추적단계에서는

위치를 재배치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 먼저 I local histogram match 를 계

위해서

기준창(reference

이를입중한다.

;:z.-"

이용하여 위치를

사용한다.시스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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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추적자， 및 표적창(target window) 의 크기는 각각 20X20 화소이

며， 탐색영역은 15X15 area 이다. 탐색영역의 각화소는 표적창틀의 중심으

로 간주를 하므로 225 개의 표적창들이 폰재한다. 기준창은 PI 에 존재하

고， 표적창들과 탐색영역은 CI 에 존재한다. 기준창은 매프레임마다 정합이

가장 잘이루어진 표적창으로 갱신된다. 정합의 방법으로는 히스토그램 정합

을 사용한다. 히스토그랩정합은 그레이레벨 비쿄로， 형상， 결 (texture) 및 특

정둥에 대해 감도를 갖지않으며， 보는각도(viewing angle) 의 회전이나 작은

변화퉁에 대해 변화가 거의없는 개략적인 정합에 유리하다. 히스토그햄 정

합은 표적의 다음 위치에 대한 대략적인 추산을 하므로 많은 정합들이 생성

된다. 많은 정합툴 중에서 가장 정합이 잘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의 위치를

정밀하게 찾기위해서 template 정합올 수행한다. 기준창과 탐색중인 표적창

사이의 차(difference) 를 아래식과 같이 측정한다. d 는 기준창 r 과 표적

창 t 의 화소차이의 전체적인 절대값이며， n 은 추적창내의 모든 화소들의

갯수이다.

d= 침 I Y, - t, l …-------------------------------- (2깐49)

최선의 정합(best match) 은 d 가 최소일때이며 최선정합이 l 개 이상

일 경우에는 기준창위치에 가장가까운 정합이 최종의 정합위치가 되는 것이

다 .. 최종적인 최선 정합이 생성된 표적창의 위치가 추적자의 새로운 위치

로 재설정 (reset) 되며， 위의 추적알고리즘처리는 활동중인 추적자에 대해서

수행되므로， 시스템의 속도는 활동중인 추적자의 수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놀고있는(idle) 모든 추적자를 빨리 제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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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template matching 은 상관에 의한 정합보다 속도

가 빠르지만， performance 는 상관에 비해 낮다.

(바) Invariant feature 에 의한 추적

Lin 둥이 제시한방법으로 기하학적 형상특정 (shape geometry) 과 이질

적인 유사형태를 갖는 skewness 와 kurtosis 를 이용한다. 기하학적 형상

특정은 표적이미지로 부터 간단히 추출할 수 있으며， skewness, kurtosis 는

표적이미지의 히스토그램으로 부터 추출한다. Segmentation 에 의해 표적이

미지를 분할하고， 4 개의 모서리 (comer)점올 찾아낸다. 4 개의 모서리점와

좌표를 통해 2 개의 대각선 d1, d2 를 찾을수 있고， 대각선과 표적의 면적을

이용하여 특청점 2 개 51> 52 를 찾는다. 이러한 특징점 51 , 52 는 표적이미

지의 회전， 병진 및 scale 변화변화 같은 기하학적 변화에 대해 불변인 특성

올 갖는다. 이에 대한 관게를 그렴 2-2-31 와 식 (2-2-50) 에 나타내었다.

d1
51 = τr

ι2

52 = 1앨헬L ------------------------- (2-2-50)

상은 조명Gllunmination} i(x, Y) 파 반사(reflectance) κX， Y) 로 나타낸다는

사실로 부터 특정을 추출한다 . z(x,Y) 를 정의하고 Fourier 변환을 하면 식

(2-2-53) 과 같이 된다. 히스토그램은 이미지데이타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조감도(bird’ s-eye view)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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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대각선올 이용한 특징 추출

f( x , y) = i(x , y) r( x , y) -------------------------------- (2-2-51)

z(x, y) = ml fx ,y} | ------------------- (2-2-52)
= In I i(x, y) I + In I r( x , y) I

#{z(x, y) J = #I 빠(x， y)] J + #I In[ κx， y)] J -- (2-2-않)
or Z( μ， v) = I( μ， ν) + R( μ， v)

조감도를 통해 데이타의 중앙분포 빛 퍼짐의 정도를 알 수 잇으며， 데

이타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가장 잘나타내고 있는 것이 skewness gl 과

kurtosis g2 이다. Skewness 는 이미지데이타의 분포의 대칭축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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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거리의 정도를 나타낸다. (J 는 표준편차이고 식 (2-2-55) 와 갈다.

여기서， I"x ， η 는 X , 의 결과， 평균 및 샘플들의 전체수를 각각 나타낸다.

1 [L (Xj- 갖)3I,]

gl = (송 ) ‘ i --------------------------- (2-2-닮)

(J= [(~)L(X，- 표)2/， ]1/2 ------------------------~ (2-2-또)
I ‘ l

Kurtosis 는 분포상에서 첨두(야밟) 높이의 비교척도로 사용되는 차원이

없는 값이다.

1 [L(X，- 죠)4/，]
g2 = I (효 ) ‘ d } - 3 ------------------- (2-2-56)

일반적으로 i111.lmination 성분 i(x, y) 는 느린 공간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reflectance 성분 r(x， 씨 는 굽격한 변화를 나타낸다. Illumination 성분과

Reflectance 성분올 갖는 이며지를 대수(log따ithm) 를 취해 FFT 변환올

하면 이미지의 illumination 및 reflectance 특성이. 스펙트럼상의 저주파 및

고주파성분으로 각각 나타난다. 이미지의 skewness 와 kurtosis 성분을 추

출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Stepl. 표적이미지를 32X32 창으로 배울조정 (scaling) 한다.

Step2. 배율조정된 32X32 이미지를 LOG 변환한다.

Step3. FFT 연산에 의해 이미지의 스펙트럼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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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스펙트럼세기의 히스토그램을 찾는다.

Ste며. 히스토그램으로 부터 s싫vness g 1. kurto싫S g2 의 값올 계산한다.

이렇게 하여 추출한 기하학적 불변특징 Sl. S2 와 영상데이타 분포의 불변특

정 gl.g2 를 이용하여 표적올 추적하며 추적순서도는 그림 2-2-32 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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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운 영상프헤엄

환합(SEGMENTAnON)

표척의 중심 (CENTROID) 촉갱

특갱 (FEAT때E) 추출

예

효갱 (CORREC1‘'ION)

아니요

밥쩍창 중대

예측(PREDICTION)

다음의 업력영상

예

그림 2-2-32. Invariant 특정들을 이용한 영상추적순서도

- 222-



그립에서 영상표적의 centroid 는 영상표적의 4 개의 모서리점을 찾고， 4 개

의 모서리점의 좌표를 (Xcl' Ycl) , (XC2' YcQ), (x강 ， YC3)， (X여 ， Y여) 로 정의하고 x

화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고 y 화표의 최대값 최소값올 찾는다. 이러한

x ,Y 좌표의 최대/최소값을 이용하여 centroid 를 찾는다. 이를 식 (2‘2-57)

에 나타내었다.

xcmax .MA.X(Xcl , Xc2, XC3' x여)

Xcmm - MIN(Xcl •xcQ, XC3, x여)

Ycmax - .MA.X(Ycl'Yc2 'YC3 'Y~)

Ycmm MIN(ycl , YCQ ,생， Y여)

Cx(k) =

Cy(k) =

(X cnuzx + Xa뼈’nil’t찌t야째m
2

(Ycm따 + Ycmm)
2

-------------------------- (2-2-57)

(사) MMHTT 알고리즘

6> Problem Statement

K 개의 순차적인 디지탈이미지 (MXN) 가 주어졌을때， 이미지 체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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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모든 표적들올 검출/추적해야 한다.

J[ X ,Y , 서 = IIlx , Y , tl , 15: x5: M, 15: y 5:N, 15: t5: KJ --- (2-2-58)

이미지체적상에 존재하는 표적들의 수， 초기위치 및 속도들은 모르는 상태

이지만， 점원(point-source) 모델은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이미지는 배경교란

및 잡음은 전처리를 통해 제거되었다고 가정한다. 전처리를 거친 이미지화

소를 관측 y 로 모텔링한다.

Y = s + n (표적이 존재하는 경우의 가설 Hi)

----------- (2-2-59)
Y = n (표적이 존재하지않는 경우의 가설 Ho)

<9 Modified Multistage Hypothesis Testing

MMHTT 의 근간이 되는 MSHT(Multi-Stage Hypothesis Tesing) 의

특성에 대해 개략적인 기술올 한다. 표적이 존재유무에 따른 이미지상의

통계적인 모델이 주어지면， 각 표적의 가능한 궤적에 대한 최적검출거를 고

전적인 검출이론을 이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MSHT 알고리즘은 다중표적

의 후보궤적(candiadate trajectory) 들과 관련한 데이타를 효율적으로 생성，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CD Hypothesis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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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나무를 세워서 후보표적들의 궤도를 생성한다. 이러한 후보표적궤

도는 순차적인 이미지체적 l[ x ,Y, t] 의 구분적인 선형，둥속 궤도툴을 표현한

다. 그립 2-2-33 의 둥근고리에서와 같이 점표적궤도가 양자화 픽젤

(Xj , Yk) 에 대응하는 센서표면의 임의의 지점 (Xo , yo) 에서 기원한다. 계속되

는 이머지 프레입에서， 표적의 혜상속도범위 (V mm , VI따x) 카 주어지연 표적

의 위치는 (Xo , yo) 를 중심으로 하는 둥근원으로 부터 내부반경

r mm = V mm (nL1t) 과 외부반경 Y뼈x = Vm값 ( nL1t) 를 갖는 고리이내로 제

한된다. 표적의 방향성 정보까지 주어지면， 동근고리의 각도범위까지 체한

된다.

그립 2-2 ‘ 33. 표적속도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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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 Track Confinnation

Truncated SPRT(Sequential Probability Ratio Test) 를 사용하여 각각

의 후보궤적을 평가한다. K 단의 truncated SPRT 는 상수의 문턱치 a. 6

률 이용한 SPRT 와 문턱치 r 를 갖는 고정된 K 샘플의 혼합형으로 표적

의 속도필터의 연산비용을 감소시킨다 l~i~K-l 단에서의 결정 규칙은

아래와 같고， K 번째 단에서의 결정규칙은 식 (2-2-60) 과 같다. 여기서，

ZJ = lnL(y ,) 이 다.

함최
”

을프
금

태
1
태
「채
디

선

션

른

H
‘

페

다자
ι

<a
6“、ξ

r뇨

ε

t·’-----’’----,‘---.‘
=zl

E꾀

원 - r 으 r H1선택 --{ -~-- ------------------------ (2-2-60)
음 J l <r Ho선택

@ 후보궤적들을 저장

후보표적의 궤적들을 계층적(hierarchial) LUT 에 저장한다. 각 테이블

은 현재의 테스트단계， 뿌리 (root) 화소로 부터의 상대적 편차(offset)， 빛 가

설나무의 색인정보를 담고 있다. 0-• 1 화소/프레암의 둥속도를 갖는 표적

의 가설 냐무(hypothesis tree) 설정과정을 그림 2-2-34 에 나타내고 있다.

속도의 풍근테두리는 % 프레임이 지난후에는 내부반경은 0 이고 외부반경

은 % 픽셀이 된다. 그림에서 숫자를 매긴 화소는 뿌리노드로 부터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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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위를 갖는 가설나무의 노드를 나타낸다. 노드 l과 노드 2를 거칠경

우의 가능한 9 개 궤적들 중 4 개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STAGE #

2

3

etc

node #1
CANDIDATE

TRAJECTORIES

1

1 2

123
124
125
126

二l림 2-2-34. 3 프레임을 거칠때의 후보의 궤적나무

@ 미결 궤적들의 관리

미결정 궤적들올 후보궤적 레코드의 연결목록Oinked-list) 에 저장한다.

연결목록에 저장되는 필드들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2-2-35 에 나타내었다.

b 리스트의 다음필드 포인트

b 가설노드인식자(hypothesis node identifier)

저장하고 있는 LUT(Look-Up Table) 의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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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표적의 폰재확율비(likelihood ratio) 검증통계의 현재값

b 마지막 N 관측들의 목록

P 보조데이타(현재의 샘플평균， 분산)

NXN Image

llst( 1,J)
‘-‘

Null

Tree-structured LUT

node sla lZe 。ffset child

1 1 o 0 2

2 2 o 0 3.4 .5.6

3 3 -1 1
etc

4 3 o 1

5 3 1 1

6 3 o 0

undecided traJectones

그림 2-2-35. 미결정 궤적데이타 구조

hα1HT(Modified Multistage Hypothesis Testing)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 1. 후보궈l적 집합에 대한 계층적 LUT 건설

.2. 가설나무 문턱치 LUT 건설.3‘ 비어있는 미결정 궤적목록 초기화

.4. 각각의 화소위치 (x ， Y) 에 대한 미결정 궤적목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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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T 로부터의 child 노드의 상대적 화소면차를 만회

[> child 노드위치 계산: x어린이 = offsεt신 - offset구 + (x. Y)

[> J[ x어린이] 를 이용하여 다단계 가설검증을 경신

[> Ho 이변 child 리스트 삭제(표적 없음)

[> HI 이면 child 를 추척알고리즘으로 인계 (표적 있읍)

[> Ho•HI 어느쪽도 아니면， child 를 X어련이 리스트에 추가

.5. 새로운 multiatage 테스트 초기화

.6.•4 이후의 시훤스를 되풀이.

@ 다중 가설추적 (M벼tiple Hypothesis Tracking)

<D Track-Score Function

MMHT 단계에서의 검출알고리즘올 통해 다중표적의 추적초기화 및

추적확인올 거친다. k 번째 다단계 가설검증이 종료되었올때， z 프레임들을

거친후의 데이타구조는 모든 중간의 테소트단계에서 검출된 표적의 운동역

화(kinematics) 을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표적이 존

재할 개연성을 통게로 나타내면， Likelihood ratio Test 통계는 식 (2-2-61)

과같다.

Pr(YI. . . .• YJ• I HI)
Lti = z zl = l ------- (2-2-6l)

l=l n Pr(Y1 , . . . , yl, l Ho、

표적이 폰재한다는 가설이 유효할 확율 PrC HI I Y t ) 는 L t ) 로 나타낼 수

- 229-



있다.

exp(L t• + Ct)
여 기서 , Pr(Hl | Yti) = 1 l ---- / T l [ 、 ----------- (2-2-62)

Pr(H1)
Cti = ln[17균τ] 이고， 이미지난측 Yt. 가 표적의 궤적과 일치할 확율

비이다. H1 , Ho는 상호배타적인 가설이므로， 이미지관측 Yt. 의 샘플공간을

분할할 수 있다.

Pr(H1 I Yt)

Pr(Ho I Yt)

exp(L t• + Ct)

- 1 + exp(L t• + Ct) -------------------- (2-2-63)

- 1 + exp(L t• + Ct)

(2) Target Hypotheses: Extended Track Segments

후보표적의 궈l적이 진행됨에 따라 다중 추적경로들(track) 을 세워서

검출된 궤적 세그먼트들과 후보표적의 추적경로들올 연관시킨다. k 번째 가

설의 표적경로 Tk 의 관측 YT• 는 Tk 를 구성하는 후보례적성분들의 연

속적인 연결(concatenation) 이다.

___ u
--------------------------------- (2-2-64)

η = tl드 T
k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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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t• ~ Yt, = (/). γ (ti • tJ IN Tit I 件j) 이고， TK 가 참표적경

로일 확융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관측 YT• 를 상호배타

적인 가설의 추적경로 T,. T 0 로 기술할 수 있다. MMHTT 알고리줌은

MSHT 의 수정된 알고리즘으로 검출한 표적의 궤적세그먼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중의 후료표적의 추적경로(track) 들의 가설올 세운다. 각각의 표적

추적경로는 다중 이미지프레임에서 검증의 초기화 및 확인점들올 서로 묶어

주는 후보궤적 세그먼트들의 독특한 시훤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추적

경로와 연관되는 것이 확신척도(confidence measure) 또는 track 점수 LT.

와 검출된 표적관측들의 집합이며 이를 통해 표적의 상태 예측올 한다.

Py(TIt ) = p Y( t，닫Tit κ -/녕y[8드 f)H)) -------…----- (2-2-많)

Pre Tk I Y T ) =

P y(T0 I Y r
‘
) =

exp(L T• + C T )

(1 + ~ exp(L T . + C T )
T

(I + 쭈앉P(LT， + CTl)

------------ (2-2-66)

(아) 이미지 상위(disp따ity) 를 이용한 추적 [2-2-35)

tv Firs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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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탐색기법올 이용하여 물체를 검출한다. 물체는 3 차원 라인세그먼

트들의 접합으로 정의되고， 이미지는 2D 라인 세그먼트들로 처리된다. 관찰

구면(viewsphere) 을 관찰조각(viewpatch) 틀로 양자화를 한다. 관찰조각들

의 집합에 대해 이미지와 모델 라인들사이의 잠재적인 interpretation(대웅들

의 집합) 나무(tree) 를 탐색한다. 오프라인방식으로 미리면집해놓은 local

constraint 들을 이용하여 interpretation 나무의 까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

를 위한 local constraint 는 각도(angle) 와 방향(direction) 제한이다. 이를

그림 2-2-36 에 나타내었다. 폐색， 반약한 조명 및 불충분한 분할동으로

인한 이미지세그먼트툴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나 각도 및 방향성분의

constraint 는 이들 이미지세그먼트의 배율축소에 무관하므로 scale 및 분할

에 대해 독립성올 가진다.

Model ex angle constramts .,
P dlr-ectlon cons tralms-」」 /

符끼/

--J:i짝: 、a퍼 l 간Xm:----,... ml

e

‘‘

빽
…
~‘‘

”

、

、

、

\

그림 2-2-36. 전지를 위한 각도 및 방향 제한(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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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제한자(constraint) 는 2 이미지 세그먼트사이의 허용가능한 각도에 제

한을 두고， 방향제한자는 2 이미지세그먼트를 연결하는 벡터방향에 제한올

둔다. 2 세그먼트툴 사이의 거리측정은 전적으로 무시된다. 이러한 알고리

즘은 분할에 비교적 많이 의폰하고 있으므로 세그먼트라인 검출에 실패하

면， 탐색공간이 수용할 수 없을정도로 팽창한다. 1 자유도의 편방향(p때al

orientation) 이 주어지면， 최종적인 방향 및 3 개의 translation 파라미터들

올 대략적으로 추산한다. 편방향으로부터 모텔의 2D 템플리트 (template)

를 생성하고， 생성된 템플리트를 회전(rotation) ， 병진( translation) 빛 배율

(scale) 처리를 통해 이미지와 정합을 시도한다. Interpretation {돼웅들의 집

합) 과 물체위치뢰 개략적인 추정을 한후， perspective 변환을 반전시켜서

물체의 정확한 위치로 보다더 수렴되도록한다. 추정된 위치에서 모델을 투

영하면 이미지라인들의 집합올 얻으며， 이룰라인들을 실제의 이미지와 비교

를 하고， interpretation 들에 대응되는 상위 (disp때ty) 들의 집합을 얻는다.

투영된 모델라인과 실제 이미지라언을 정합하면， 각각의 정합에 대해 2 개

의 disp따ity 가 얻어진다. 2 디스패리티는 이미지 세그먼트에 의해 정의된

무한라인(infinite line) 으로부터의 투영된 모텔라인의 양끝까지의 거리이다.

이러한 상위들은 오차한계 (eπor term) 로， 오차가 감소되도록 회전， 병진 둥

의 조정들올 통하면 보다더 정확한 물체위치로 수렴된다.

@추적

첫번째 프레임에서 물체의 라인세그먼트들을 추출하면， Barnard 와

Thompson 이 사용한 연속하는 프레임들 사이의 flow field 를 계산하여 라

인세그먼트를 추적한다. Flow 를 여용하여 추적을 할때， 모델세그먼트를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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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라인들로 매핑시키고， 이미지들은 edgelet 들로 분할한다. 우선， 선택된

flow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한프레임에서 다음프레입에 걸쳐서의 이동하는

모든 edgelet 들의 2D 디스패리티를 계산한다. 모든 모델세그먼트들은 첫번

째 프레임의 알고있는 위치에 투영되어 있고， 2D 세그먼트들의 주위를 중심

으로 가변폭을 갖는 띠 (strip)가 에지이미지 프레임에 겹쳐져 (overlay) 었다.

Strip 내에 있는 모든 edgelet 들은 모텔세그먼트의 성분들로 간주한다. 2

번째프레임에서의 edgelet 들의 새로운 위치는 flow field 를 통해 엑세스하

며， edgelet 들을 통과하는 최소자승오차선(line of least squares eπor) 을

계산한다. 대옹하는 상관계수가 충분히 크면， 모델라인은 가시화 되고성공적

으로 mappmg 이 된것이다. 이를 그립 2-2-37 에 나타내었다. 그림

2-2-37 에서 모댈라인들과 무한 이미지라인들 사이의 mappmg 을 통해， 모

댈셰그먼트들의 투영에 가장 가까이 발견되는 edgelet 들을 추적한다.

그림 2-2-37. 무한 이미지라인에의 map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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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적용상관(adaptive correlation) 에 의한 추적

이전 영상프레임들로 부터 유도해낸 template 들을 바탕으로 하여 물체

를 추적하기 위해서， 상관을 이용한다. Template 자거상관(autocorrelation)

의 높이와 형상을 다음화면 template 의 상관봉우리들과 비교를 하는 방식

이다. 지정표적과 정합이 가장 잘맞는 영역을 찾고， 상관 평변의 후처리를

한후， 상관이탈(walkoff)을 줄이기 위한 템플리트 크기를 효융적으로 결정하

기 위한 적용창을 도입한다. 표적의 크기 형상 및 방향퉁은 변화하고 있

으므로 상관연산용 template 를 적용적으로 경신한다. 탐색화변에서 물체

를 지정하면， 물체 주위로 창을 설정하고， 탐색화면￡로 부터 물체를 추출하

여 다음 영상시훤스의 template 로 이용한다. 다음화면에서 탐색화면의 템

플리트와 상관연산을 하여 표적의 위치를 찾는다. 계속되는 시훤스에서 새

로운 template 를 추출하기 위한 처리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이를 그림

2-2-38 에 나타내었다. [2-2-40]

탐색화면에서 템플리트가 표적과 정확히 정합되지 않을때， 템플라트와

표적이 최선의 정합을 이루는 점은 표적의 중심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상관에러를 유발하며， 상관에러의 속성은 랜덤하지만， 프레임에 걸쳐 누적된

다. 수많은 프레임올 거쳐서， 상관에러가 더욱더 누적이 되어서， 템플리트

점이 표적을 벗어난다. 이러한 상관 이탈은， 새로운 화면의 갱신정보에 따

라 새로운 템플리트가 형성될때 더욱 가속화 된다. 그리고 템플라트가 크변

클수록 상관에러도 더욱더 많아진다. 즉， 표적보다 템플려트가 클때， 댐플리

트를 구성하는 배경잡음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표적으로 부

터 배경정보를 많히 제거하는 것이 상관오차를 줄이는 첩경이다. 이미지

의 히스토그램을 구하여， 가장 많은 화소성분들의 값(배경 잡음들의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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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38. 상관에 기반한 추적루프

을 문턱치로 정한다. 문턱치이상에서 문턱치아래로 변화하는 영역틀을 탐

색하여 표적의 어1지외치들올 찾는다. 상판을 통한 표적위치는 표적영역내의

화소로 가정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표적의 중심 (center) 은 아니다. 표적

을 직사각형 창으로 설정올 하고 직사각형의 중심이 표적의 중심이 되는 것

이다. 그림 2-2-38 의 중앙 box 에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서로다른 밝기분포를 갖는 다중표적들이 탐색화면에 존재할 때， 밝기가

가장세지 않는 표적을 추적할때 문제가 생긴다. 픽셀들의 가장 밝은부분이

상관처리에서 가장높은 봉우리틀을 가지므로 지정된 표적(밝기가 가장세지

않은 표적) 의 추적이 FOV 내의 가장 밝은 표적으로 천이하논 현상이 야기

된다. 상관을 이용한 추적에서 가장밝은 표적으로 천이하는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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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상관평면 후처리를 한다. 상환평면 분석에 의하면 가장밝은 표적이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갖고있지만， 밝기가 세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그나름의

봉우리툴을 가지며， 다른 표적이나 배경속에 위치하고 있다. 상관명면에서

가장 큰봉우리가 아닌 다른 적절한 봉우리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관건이

다. 이를 위한 상관명변 후처리는 다음과 같다. 탐색

공간 template 의 상관에서 각각의 봉우리에 대해 7X1 픽셀창을 추출하고，

또한， template 자기상관 봉우리에 대해 7X1 창을 추출한다. 7X1 창의 49

화소값들은 49 차원 공간벡터이다. 탐색공간 템플리트 상관의 봉우리를 나

타내는 각각의 49 차원 벡터와 템플려트 차기상관 봉우리의 49차원 벡터의

차를 구한다 . 7X1 창의 에지에서 정합이 일어나는 것보다 봉우리 근방에

서 정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7X1 창의 각각의 위치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

한다. 가중치부여의 Euclidean 거리를 계산한다.

D(Xl , X2) = [ EltUt(Xl, - X2l)] ---------‘---------- (2-2-67)

여기서， ψ‘ 는 가중치 벡터이고， Xl‘’ X21 는 각각 탐색공간 템플리트 상관，

템플리트 자기상관올 냐타내며 첨자 j 는 49차원 벡터의 j번째 화소값이

다. 상관평면의 중심으로 부터 오프셋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가중치 뼈터

를 조정한다. 적절한 봉우리들을 인식하는데 잇어서 가장 중요한 픽셀은

봉우리의 높이 또는 중앙 픽셀이다. 중앙픽셀올 나머지픽셀들의 가중치부여

한 합보다 조금 크게 설정한다. 이에 대한 가중치 픽셀창올 그림 2-2-39

에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중치 시스템은 밝고 흐릿한 표적을 추적하는

- 237-



데 효윷적이었다.

l 2 4 8 4 2 1
2 4 8 16 8 4 2
4 8 16 32 16 8 4
8 16 32μ8 32 16 8
4 8 16 32 16 8 4
2 4 8 16 8 4 2
1 2 4 8 4 2 1

그림 2-2-39 상관평면 후처리를 위한 가중치 벡터

(3) 좌표계 변환

표적의 위치를 찾으면 이미지 평면상의 화표계를 world 좌표게로 좌표

변환을 한다. 그림 2-2-40 에 world 좌표계를 나타내었다. 좌표 ￠ 와 8 는

방위각(azimuth) 및 고도(elevation) 를 각각 나타낸다. n 는 이미지 평면올

나타낸다. 렌즈 중심 O 에서 이미지 평면중심 0 1( 까지의 거리 OOIf 는 카

메라의 훗점거리(focal length) 이다. 카메라의 視角(visual angle) 이 아주

작기때문에 이미지 평면의 임의의 점에서 차메라의 렌즈중심까지의 거리

는 춧점거리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미지 평면올 구변상의 작은 영

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면상의 작은영역의 중심이 차메라의 렌즈 중심

이고， 그의 반경이 카메라의 춧점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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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0. 이미지평면의 화표계와 world 좌표계

이를 그렴 2-2-41 에 나타내었다. 표적의 방위각 고도와 카메라 광축

(optical axis) 의 방위각， 고도의 차이를 각각 Llep , L18 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큰사화 할 수 있다.

L1qJ 프조L=-필
feas8 r ’ L18 프 캉 ---‘----------------- (2-2-68)

식 (2-2-68) 에서 p 는 그림 2-2-41 에 나타낸것과 같이 작은 원의 반경이

다. 카메라 광축의 방위각 고도를 알면 2 화표계의 변환은 식 (2-2-69)

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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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X

그림 2-2-41. 이미지평면을 구변상의 작은영역으로 근사화한 구면좌표계

X ,
CPt 프 φ r + J~~~fcos8 f

Ot 프 Of + 강 -----------‘--- (2-2-69)

여기서， [φt. Ot] 는 표적의 방위각， 고도 이고 [φI. Of] 는 광축(optical

axis) 의 방위각， 고도이다. [X t_ Yt] 는 이미지 명면상에서 표적의 특정좌

표이고 f 는 카메라 춧점거리이다. 위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이미지 평면상

의 표적위치의 좌표로 부터 world 화표게에서의 표적의 방위 및 고도를 구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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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예측(Adaptive Prediction)

영상획득 및 처리의 시간지연(time lag)으로 인해 표적이 다음 관측시

간에 똑같은 지점에 위치하지 않올 것은 명백하다. 카메라를 좀더 정확하

게 이통표적을 지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관측시간에서의 표적의 위치

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비디오 표적 추적시스템에서 영상처리

지연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표적의 운동올 예측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적예측으로는 표적의 운동에 대한 가정올 내리고， 그

가정에 따른 표적의 운동모텔의 예측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

필터로는 a-p, a-p-r 필터， 이전의 표적위치틀에 대한 시편스를 최소평

균자승법으로 fitting 하는 LMSF(Least Mean Square Fit) 를 통해 표적의

미래위치를 예측한다. 이러한 상계수 칼만필터 (a-p， a-β-r) 와 LMSF

다항식 필터는 저주파에서는 특성이 뛰어나지만 표적의 운동이 고주파성분

올 포함할 경우에는 overdhoot 와 같은 문제들을 드러낸다. 아주 다른 예

측필터로 표적선택적용제어(TSAC:Target Selective Adaptive Control) 필터

로 영상처리시간지연으로인한 잠복(latency) 없이 표적올 예측추적한다. 이

는 표적의 운동올 많은 주기적 운동을‘ 하는 후보들과 비교를 하여， 정합되

는 후보가 있으면， 후보의 운동파형 파라미터들올표적운동신호로 인식한다.

인식된 표적운동파라미터를이용하여 잠복이 없는 추적올 수행한다.

(가) 반복적 최소자승(RLS: Recursive Least Square)에 의 한

적응예측

이동표적의 운동궤적(trajectory) 이 smooth 하고， 방위 및 고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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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샘플령주기 T 에 비해 적다고 가정하면 표적이 시간 n+l 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는 n, n-l 시간에서의 표적위치에 따라 예측할 수 있다. 즉，

표적의 예측방위각 및 고도를 식 (2-2-70)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n+ I)

~(η+1)

[φ(n) - <pC η-0] -
- ￠(%) + T T - 2￠(%) ’ q>(n-O

= [2-Ur φ(n).J
t φ(n-l)J

[B(n) - Beη-0 -- 8(%) + T T - 28(%) - 8(η- I)

= [2-1Jr ，}(η). J
l O( η- 1)J

------------------------------------------------ (2-2-70)

식 (2-2-70) 에서 [~， 8] 는 표적의 예측위치이고 [q>, B] 는 표적의 측정

위치이고， η 는 현재 관측시간을 나타낸다. 위의 ·식으로 부터 ~(n+ l) 는

각각 2 와 -1 의 가중치를 갖는 q>(n) 과 φ(n- I) 의 선형조합임올 알 수

있다. 그러나， φ(n) ， φ(η-1) 과 O( n) , B( n -1) 의 측정에 에러들이 존재

하고， 가중치가 상수이므로， 측정에러로 인한 예측에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된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Chen 과 Chang 은 반복적 최소자승

(Recursive Least Squar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중치들을 적용적으로 조

정하였다. [2-2-30] RLS(Recursive Least Square) 알고리즘은 방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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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n) 및 고도 f)( n) 에 대한 以前(p디ori) 의 통계 정보를 필요로하지 않는

다. RLS 적응예측기는 RLS 적응 transversal 필터이다. 이의 기본적인 아

이디어는 적용처리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측과정에서 생성된

예측오차틀의 제곱(square) 의 가중치합(weighted sum) 이 가장적은 가중치

집단(group) 을 찾는것이다. 즉， cost function 이 최소가 되는 가중치들의

그룹 { ψl( n). ψ2(끼. • ., Wm(꺼 } 올 찾는다.

sen) = ~A ’1-1 I e( l) I 2 ------------------------------ (2-2-71)

e( 치 는 가중치들의 그룹 { ωl(껴 W2(n) • ••• , ψmen) } 을 갖는 예측기가 사

간 f 에서 생성한 예측에러이다. A 는 l 보다 적은 상수 값이다. RLSAP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η+ I) = 협(n- I)φ(n) ， 19(n+ 1) = 행(η- 1)θ(n) ---- (2-2-72)

여기서， & 와 8 는 표적의 예측된 방위 및 고도이고， φT(n) ， θT(n) 는

각각 [qJ( n)qJ( n - I)], [B( n) f)( n - 1)] 으로 정의하며， 따 =[ φ11 따2] 는

방위를 적용예측하기 위한 가중치 벡터이고， 따 = [ 따1 없] 는 고도의

가중치백터 (weight vector) 이다. 그림 2-2-42 에 RLSAP 의 블록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적의 가중치 그룹을 찾기 위한 반복적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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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n)

θ(n)

ψ(n- 1)

r.p (n+ 1)

θ(n+ l)

그림 2-2-42. RLSAP 블록 구성도

Xl(n) = A-1Pl(n-1) φ(η)
k1(n) = [l + φ T(n)X1(n)] -1x1 (n)

a1 ( n) = <pCn +1) - φ T( η) "l en- I)

"l (η) = 따 (η- I) + α1(n)k1(n) (4- I)
P 1(n) = A-1P1(η- 1) - k1 (η)X[(n)

X2( η) = A-1 P2( n -1) Beη)
k2(n) = [l + θT(n)X2( n)] -1X2( n)

a2( η) = B( η+1) - θT(n) 따 (n- I)

~(n) = 따(n- I) + a2( η) k2( n)
P2( η) = A-1P2(n- I) - k2(n)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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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반복적 처리를 위한 초기조건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Pl(O) = P2(Q) = 8 -II
쩌 (0) = 짜(이 = 0

여기서， δ 는 작은 양의 상수이다. 위의 수식 전개에서 알 수 있듯이

RLSAP 는 표적의 이전 운동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위치를 예측한다. 측정

에러로 인한 누적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가중치를 일정한 상수로 주

고 구현하였올때 보다 예측에러를 보다 더 줄일 수 있다.

(나) a- (3 및 a-β-r 필터

a- (3, a一β-r 필터는 샘플령간격동안 표적이 풍속，풍가속운동을 한다

는 가정하에서 표적의 운동올 모텔령하고 예측하는 상계수 칼만필터이다.

a-β 필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예측: 시
써

3.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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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딩: xs(k) = xp(k) + 앤Xm(찌 - xp(k)] , -------…- (2-2-75)
vs(k) = vP( k) + 춘[xm(k) - xP( k)]

여기서， xsC k) , xP( k) 는 시간 k 일때의 스무덩위치와 예측위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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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k). vp(k) 는 시간 k 일때의 스무딩속도 및 에측속도를， xm(k) 는 시간 k

에서의 측정위치를， T는 측정주기이고， a, {3 는 위치 및 속도에 대한 필터

계수를 각각 정의한다.

미래의 시간 r 에서의 표적위치 XI 를 예측하기 위한 a-β 필터방정식

은 식 (2-2-76) 과 같고， a ,{3 의 최적관계는 식 (2-2-75) 로 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xJk) = xs(k) + r1.사(~ ------------------------------ (2-2-76)

β = 2(2 -a) - 4"; 1 a -------------------------------- (2-2-77)

a-β-r 필터의 경우는 a- {3 필터와 같이 식 (2-2-78) - (2-2-81) 로 주

어진다.

xp(k) = xs(k- l) + Tvs써) + 푼as써)
예측: vP( k) = νik- l) + Tas(k- l). -- (2-2-78)

ap(k) = aik-l)

xs(k) = xp(k) + a[xm(k) - xp(k) ],

스무딩 : vs(k) = vp(k) + 훈[xm (k) - xp(k)]. -------- (2-2-79)

as(k) = ab(k) + ~옳[xm (k) - x V< k)]
ν 21‘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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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as(k) , ap(k) 는 시간 k 일때의 스무딩가속도와 예측가속도이고， r

는 가속도에 대한 필터계수를 정의한다. 미래의 시간 r 에서의 표적위치

XI 를 예측하기 위한 a- {3-r 필터방정식은 식 (2-2-80) 이다. r 의 최적값

은 다음과 같다.

%xrC k) = xsC k) + r1Js(k) + τ as(k) -------------------- (2 ‘ 2-80)

r= 꿇 -----‘-------------------------------------- (2-2-81)a

실제 시각추적올 위한 필터의 응용에서는 a 의 값은 경험적인 값으로 주

어진다.

(다) Polynomial LMSF Filters

과거의 위치데이타에 대한 유한길이의 벡터를 시간에 대한 다항식으로

최소자송법을 통해 fitting 을 한다. Fitting 한 다향식의 계수를 구하여 미래

의 시간에서의 표적위치를 예측한다.

x m = Hb + ω -----------------------------~‘-------- (2-2-82)

xm = [xm(k)xm(k一 1) ... xm(k- N+ 1)]
b = [bob1 • • • bμ]

ω = [ψOWl· .. ψ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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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샌

((I-N)ηM

b 는 다항식계수 벡터이고，

2

η

0
뀌
·
·
·
께

N 개의 측정된 위치벡터들이며，

。

(-η

(l-T)N

여기서 ， Xm 은

1li

--4
-----4H=

는 transpose 연산을 나타낸다.ψ 는 잉여 (residual) 에러벡터성분들이고，

H 는 NX(M+ l) 행열이다. 위의 연립방정식올 게산하여 다항식 계수 b 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Hm- 1
H ’ X m ------------------------------------ (2-2-83)

XI 는 식 (2-2-84)시간 r 에서의 표적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필터방정식

b=

------------------ (2-2-84)U?r3
••• rM

] b
u?년 ... r M] ’ (HH)-lH.Xm

XI

C 논 필z 영역으로 다시쓰면 다읍과 같다.FIR 필터의 형태인이고，이를

N(측정된 샘플포a- (3. a- (3-r 필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트들의 수) 를 실험적으로 결정한다.

터의 계수이다.

+ Cμ~(N-l) -- (2-2-85)C1Xm + C2XmZ-l 十 CJXmZ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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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l ~L3 •••션] (H’11) -1H ’

이를테면 샘플링 시간 T = 1 초， N = 12 생플 포인트들이고， 2 차다항식

(M = 2) 으로 예측시간 L = 2 초 에서의 필터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

다.

Xf(z) = 23571Xm f 0.껑29x잃-1 - 0.94쟁X싸-2 -------- (2-2-86)
- 1.2000X",z-3 - 0.5286x",z -4 + 1.0714X,nZ -5

(라) 자기상관(Autocorreleation)올 이용한 예측

다항식 LMSF, a-P-r 필터들올 이용한 예측은 비교적 저주파성분올

포함하고 있는 표적들의 운동에 적합하다. 표적의 진행올 예측할 수 없고，

완만하게 변하는 신호들에는 최선의 필터이다‘ 표적의 운동신호가 예측가

능하고(거의 주기적성분올 가짐}， 주기적파형 인식이 가능하면， 잠복이나

overshoot 없는 고주파성분의 표적추적이 가능하다. Barhill 과 McDonald

가 체안한 표적선택성 적용제어 (TSACTarget Selective Adaptive

Controller) 기법이다. [2-2-39] TSAC 에는 2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

다. 첫번째방법은， 표적의 파형을 가능성 있는 선택떼뉴(삼각파， 정현파， 및

포물선 퉁) 로 부터 인식올하고， 표적의 진폭 및 주파수와 같은 파형분석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자동적으로 결정한다. 두번째 방법은 2 차 미분방정식

(difference equaton) 올 이용하여 합성신호를 해석한다. 표적신호의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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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인식할 필요없이， 표적을 적응적오로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를 위한 방법으로 표적신호에 대한 자기상관을 계산한다. 샘플링된 데이타

창(window)올 점진적으로 시간역순으로 천이하면서 이전생플 창들과 비교

한다. 각각의 시간지연에 대해， 2 샘플창사이의 상관함수를 계산한다. 상관

이 강하면 표적의 운동야-주기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좌/우 카메라 영상에

서 스테레오 정합올 찾거나， 음향신호에서의 반향(echo)를 찾는 것과 유사하

다. 자기상관예측을 하기위해서， 2 창들에 대옹하는 샘플들사이의 자숭오차

들의 합(Sum of Squared Errors)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D =
N-l
§。 (x(k) - x(k+D))2 --------------------------- (2-2-87)

여기서， ED 는 D 생플주기들의 시간천이에 대한 자승오차들의 합이고，

x(k) 는 k 번째 샘플 ( x(o) 는 가장최근의 샘플) 이고， D는 시간천이한 샘

플주기들의 수이고 N 은 창간격에서의 샘플플의 수이다. 상관의 이용올

통한 주기적 운동의 예측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 1. ED 계산 (l5:. D5:.N)

.2. MINIMUM ED 인식

.3. ED 가 문턱치보다 적으면 x(k+D+N,) 를 사용.

그렇지 않으면 종래의 예측필터사용.

(5) 추적에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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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력상황을 추적광학계의 시계

(FOV:Filed Of View) 네에 있는 영상으로 제한을 한다. 이러한 사실로 부

터， 중요한 입력틀올 추출하여， 현재의 추적상황을 분류하고， 추적광학계

(camera servo 계) 를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추적전략올 설정 한다. 추적

상황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제어이론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태 (state) 변수들

을 사용한다. 이를， 유한상태 자동장치 (finite state automaton) 에서의 상태

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o 고속 LSI 메모리상의 LUT(lρok-Up Table) 로 용이하게 finite

state automaton 을 구현할 수 있다.

O 처리해야하는 정보의 량올 상당히 감소시킨다.

o LUT 파리미터뜰올 바꾸어 주는것 만￡로 추적알고리즘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다.

o 운영자인 사람에게 많은 특성들을 디스플레이 해준다.

추적처리의 목적은 악조건하의 추적상황에서도 지능을 갖춘 추적전략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조건에는 FOV 내에서 표적을 잃어버리거나， 표

적이 FOV 를 벗어나는 경우를 포함한다. FOV 내에서 표적올 잃어버리는

경우는 배경화면의 급격한 변화， 태양 섬광(sun glare) 으로 인한 표적영상

의 급격한 변화와 구름이 나타나서 표적영상을 가려버리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적이 FOV 를 벗어나는 경우는 표적영상의 급격한 이홍올 카

메라 서보 운동역학(dynamics) 이 추종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위에서 열거한 장애요인들이 지나가고 난후에 바로 표

적영상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지능적인 추적전략을 형성하는 것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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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지능적인 추적전략올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적중인

데이타의 진실성( truthfulness) 과 추적능력(σackability) 올 평가한다. 추적

데이타의 진실성은 측정된 추적데이타가 추적하에 있는 표적의 위치를 얼마

나 정확히 정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신과 관련이 있￡며， 추적능력

은 표적영상이 바람직한 추적성질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있다. 보통

추적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O 표적의 크기 (TSZ)

o 표적의 위치 (Tx ' Ty )

o 표적의 방향 (T~)

O 표적의 밀도 (TDN)

O 표적의 형상 [(SX, ’ SY‘) I i= 1, 2, ... , k]

여기서， 표적의 크기 πZ 는 표적점들의 전체 수이며， 표적위치 Tx , Ty 는

표적의 면적중심이고， 표적방향 T~ 는 수직축의 지루한 시야(boresight) 에

대한 방향이다.

표적밀도 TDN 은 [ TL(표적길이) X T따표적폭)] / TSZ(표적크기) 로

주어진다. 표적의 형상은 투시를 했을 경우， 투시축에 대한 각각의 양자화

된 면적의 라인세그먼트들의 비로 나타내어진다. 처음과 마지막 세그먼트

들올 배제한 이유는 그들이 잡음에 아주 민감하기 때분이다.

SX j =
X .4- 1 ‘ X.

‘.~ ‘ , SY, =
X k - X 2

for i= 2,3, ... , k-1

--
Y

-
κ

--
브
’k

.
-/

--r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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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적입력 데이타들의 확신(confidence) 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고，

boresight 와 줌 제어 신호들을 계산하고， 표적추적창의 위치와 형상올 제어

하여 추적전략에 지능올 갖게한다. 즉， boresight 로 부터의 표적의 X , Y

변위 (DX, DY), zooming 변위 DZ, rotation 변위 Dφ 및 확신가중치 W

를 카메라 서보제어계로 넘기고， 추적창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영상처리시

스템에 넘겨 다음 프레임에서의 표적의 위치 및 크기를 제어한다.

Boresight 변위 DX, DY 는 카베라 서보광학계의 방위 및 고도를 제어하

고， zoom 변위 DZ 는 표적올 FOV 내에 가시화되도록 유지하고， rotation

변위 Dφ 는 표적이 항상 수직방향올 유지하도록 한다. 확신가중치

(confidence weight) W 는 측정과 예측값올 결합해주는 Kalman 가중치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W 가 낮으면 다음 프레임에서 표적의 위치를 예측

할때 최근의 궤적 (trajectory) 애 더욱더 의폰하게 된다. W 는 표적영상의

구조적인 특정(feature) 들로 부터 계산하며， 업력데이타의 진실성의 척도이

다. W 의 목적은 배경의 급격한 변화， 구름의 형성 둥과 같은 잡음에 의해

야기되는 데이타 오류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검출되면 W

를 줄이고， 이전의 추적데이타들에 더욱더 의존하여 추적광학계의 방향올

제어하여， 섭똥성 잡음이 지나가고 난후에 바로 표적영상올 FOV 내에 다시

잡아 준다. 확신가중치 W는 위치를 찾은 표적의 구조적 특정점들과 추적

중인 표적영상의 정합(fitting) 의 정밀도이다. 일반적으로， 공간적인

per'spective 가 달라도 추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의 구조

적 특정점들올 갱신시킨다. 이를 위해 선형 반복적 필터(linear recursive

filter) 를 사용한다. Gilbert 퉁이 제시한 실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구조적

파라미터 s=[(SX" S1';‘)li= 1, 2, ... ,n] 와 표적밀도가 오류 데이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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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점들이다. [2-2-20]

TDN(k) 와 [(SX,(k) , SY
1‘
,{ k))li= 1, 2, .. . , n] 이 k 번째 필드에서의 측

정된 표적밀도 및 형상이고， [등호，{k) , 강Y，(k)] 는 표적형상의 필터링을

거친 파라미터들을 나타낸다고 하면선형 필터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k

번쩨 필드에서의 확신가중치 rn: k) 는 식 (2-2-89) 에 나타내었다.

SX,(k+ l) =

SY,(k+ I) =

(k- l)효호~k) + SX,(k)
K

(k-l)등Y，(k) + SY,‘(k)
K

-------- (2‘ 2-88)

ij( k) = al max [l -C(k) , 0] + a2 min[l, TDN( k)] ---- (2-2-89)

여기서， C(k) = 핀SX，(잉 - 꿇(k) 十 짚SY， (k) - 콸(k) 이고

alo a2 는 o ~ aI , a2 ~ 1, al + a2 = 1 의‘ 관계롤 갖는다.

펼터링을 거친 형상 파라미터 [강화，{k) • 강Y，{k)] 는 W 가 어떤

threshold 이하로 떨어질때는 갱신을 하지 않는다. 이는 표적 이미지가 실종

되었거나 배경잡음에 의해 나쁘게 섭동되었을 경우의 형상파라미터들이 잘

못 갱신되는 것올 방지하고자 함이다. 입력 시뭔스들을 해석하여 추적알

고리즘을 유한상태 순차기기(sequential machine) 로 정의하는 문제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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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추적능력 TA( Track Ability) 는 다음과 같은 상태변수들의 칩합

이다.

TA = (S , I , Z , 0, W) ------------------------------ (2-2-90)

기기 상태 S = [SI' S2' S3' ••• , sn] 는 추적 알고리즘에서 다루어야할

각기 다른 추적상황을 정의한다. 유한상태기기 입력 I 는 이미지 파라미터

로 부터 유도하며， 현재 표적영상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특성짓는다.z 는

출력변수들의 집단으로 추적 및 고분해능 데이타를 유지하기 위한 추적알고

리줌 용답의 유한집합이다. 다음상태 랩핑 (mapping) 8:. S X I → Z 는 입력

L 가 상태 SI 에 인가되었을때의 다음상태 O( s" iJ) = Sk 를 정의한다. 출

력 때핑 WS • Z 는 각각의 상태에 대한 보다 적절한 추적전략올 청의한

다. 순차기기의 입력올 선택하여 표적영상의 추적능력의 이산척도(discrete

measure) 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입력에는 다음과 같다.

o 표적크기 (TSZ)

o 확신 가중치 (쩌

o 영상의 방향 (T φ)

o Boresight 와의 영상변위 (TX, T Y)

o 영상 이동 (Ll TX , Ll T Y)

o 표적크기 변화율 (LI TSZ)

o 확신가중치 변화율 (Ll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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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43. Next state mapping 상태도

출력집합 Z 는 추적 알고리즘이 고분해능 데이타 상황하에서 추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용답들의 유한 집합올 정의하며 다음과 같다. 출력

매핑 WIXS • Z 는 각각의 상태에서 고분해능 영상을 갖고 추적올 하

기위한 지능을 부여한다.

o 추적창의 위치

o 추적창의 형상 및 크기

O 표적위치 (boresight 교정 )

o 확신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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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입력을 바탕으로하여 추적상황을 4 개의 주요상황으로 분류한다.

뱀환영
휩

득
1

섹

의

탈

확

추

내

야

l

lr

V

v

nr

환
m
mm

&‘

&“

&“

c4

n

이
μ

이
ω

μ
잉

------------------------- (2-2-91)

Sl 은 표적을 취득하는 상황으로 발생시기는 초기상태와 표적올 잃어버렸

올 경우이다. S2는 정상적인 추적이 진행중인 상태로 별도의 추적전략이

필요없는 경우이다. S3 는 표적 영상이 FOV 내에서 표적의 크기 및 형상

이 잘못되었거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이고， S4 는 표적이미지가 카메라

서보계의 FOV 를 벗어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상태도(state diagram)를 그

림 2-2-43 에 나타내었다. 추적 알고리즘은 추적창내의 표적의 구조와

활동성을 훨드단위로 관측하며， 이러한 관측결과에 따라 현재의 추적상황올

분류하고， 그러한 상황올 가장 잘드러내고 있는 적절한 상태로 툴어간다. 다

음상태 매핑 fJ; IXS • S 은 추적전략올 항상 정상추적상태 ( S2) 에 있도

록 하기위한 동기 (motivation) 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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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바람직한 zoom

o 제어 형상파라미터 갱신 절차(procedure)

추적알고려즘은 추적능력 TA 와 이미지 분해능사이에서 타협을 해야한

다. 이를테면 표적영상이 FOV 를 이탈할려고 할때에는 zoom 을 감소시켜

표적을 FOV 내에 유지시켜야 한다. 즉， FOV 를 증가시키면 표적의 크기와

분해능이 감소하게 된다.

(6) 차메라 서보제어

추적광학계를 채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들을 생성한다. 표적위치

(TX , TY), 방향 (T φ) ， 표적길이 (TL) 빛 확산가중치 (쩌 를 입력으로 하

여 다음 훨드 (k+I) 에서의 추적광학게의 방위각 θA(k+1), 고도 θE(k十1)，

줌렌즈 setting Z( k+ 1) 및 영상회전 setting φ(k十1) 을 예측한다. 확신가

중치 W를 이용하여 예측된 변수값과 현측정치를 결합하여 현재의 표적위

치를 계산하고， 이전의 추산치와 결합하여 다음의 제어 주기동안의 표적위

치 변수값들을 예측한다.

θ(k): [ 방위 (kimμth) ， 고도(Elevation) ,회전(Rotati‘'on) ， 줌(Zoom)] 에 대한

예측변수

θm(k) : θ(k) 의 측정값

~(k) : k 번째 프레임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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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value)

6>} (k+ 11k) : k 번쩨 프레임의 측정치와 j 계수타업의 예측기를 이용한

e(k+ 1) 의 예측값

'€J( k十 11k) : 예측기 집합들올 조합하여 얻은 θ(k+ l) 의 예측값

ψ(k) : 확신가중치 (confidence weight)

Kalman 이득과 비슷한 형태로 확신가중치를 이용하면， 측정값과 예측값올

이용하여 추산치 ~(k)를 구할 수 있다.

~(k) = (I - ij{ k» 6>( 뻐k- l) + 따k)θm(k) -------------- (2-2-92)

~(k+llk) = F( ~(k) ， &>(k- l) . ... , &>(k一 r» ---------- (2-2-93)

여기서• ij{ k) 는 o :5: Wk) :5: 1 이 되도록 확산가중치 ψ(k) 를 정규화 한

것이다. 즉， 가중치 Wk) 의 값이 낮으면 예측은 추산값에 크게 의존함

을 알 수 있다. 표적이 산과 하늘의 접경과 같은 잡음성 배경이나 구름올

통과할때， 추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간단한 펼터/예측

기로 기동성 높은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선형 2 점과 2 차의 5 점을 조합

하는 선형 볼록(linear convex) 형태를 취한다. 선형필터/예측기는 2 점을

연결하는 선형식을 유도하여 미사일과 같은 표적의 급속 기동성올 보다더

예측을 잘할 수 있고.2 차의 5점 을 연결하는 다항식을 유도하여 에러의

분산을 감소사킨다. 선형 콘벡스의 조합추산을 수식화 하면 선형과 2 차예

측가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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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 + a2 ~Q --------‘-------------------------- (2-2-94)

~" @Q 이 각각 독립적이라 하면 분산오차가 최소가되는 계수 al. a2 는

다음과 같다.

er( ~Q)

al = fl'( ~，) + fl'( (3Q) -------“------‘------------ (2-2-95)
。2e ~，)

a2 = 02e @J,) 十 ff( @JQ)

주어진 파라미터의 바람직한 예측값은 아래와 같다.

ere 0JQ ) (9 t (tk+ dtt) + ere 0J,) 0JQ (tk+dtA»
@(tk+l|tk) = ---- (2-2-95)

cf( '8,) + tI( (3Q)

라. 標的追跳 시스템의 應用現況

(1) 이동차량 추적시스템

Chen 과 Chang 이 제안한 이동표적 추적 시스템의 H/W 구성은 그림

2-2-44 와 같다.[2-2-30] 10 MHz clock 속도의 IBM-PC/AT 를 추적시스

템의 전체 알고리즘의 절차(procedures) 틀을 제어하는 호스트 컴퓨터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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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이미지는 CCD 카메라로 취득하여 모니터로 관찰한다. 표적 검출과

관련한 영상처리의 제반 처리들올 ITEX-151 실시칸 영상처리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표적추적과 관련하여， 좌표계의 계산， 변환

(transformation) 및 적용예측올 호스트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있다. 카메라

의 방위각 및 고도각 범위는 각각 16.3 , 12.8 이다. 카메라방향의 조종

(stee디ng) 은 스테핑모터를 사용하였으며， 모터들의 기계적 부하로 인해 전

체 추적시스템의 샘플령 주기는 0.8-1.5 초(sec)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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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 이동차량 추적시스템의 HJW 구성

먼저 이동하는 차량을 검출한다(그림 2-2-45(a». 2 개의 연속적인 이미지

프레엄들의 차영상올 취하고， 역치화(thresholding) 처리를 한후，

morpholigical 필터를 이용하여 registration 잡음을 제거한다. 이 미지 평면

상에서 이동하는 차량의 重心을 Hadamard transform 을 통하여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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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 변환을 통하여 이동하는 차량의 방위 및 고도를 world 좌표게에서

얻는다. World 좌표게에서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차량의 방위 및 고

도를 RLSAP 에 의해 예측한다. 모터시스템을 구동하여 예측된 방위 및 고

도로 카메라를 제어하여 이동차량이 카메라 관측창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

다. 그림 2-2-45 에 시스템으로 잡은 이동차량의 영상올 보이고 있다. 그

림 2-2-45(a), 2-2-45(b), 2-2-45(c) 및 2-33-d 는 샘플링 시간 0, 3, 28 및

35 에 잡은 이동차량 영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2-2-45. 샘플링 시간에 따른 이동차량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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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간 비디오 경위의 (Real Time Videotheodolite)

미 육군 White Sands 미사일 발사장에서 개발한 RTV 는 초당 60 회

의 독립적인 관측을 하면서， 추적대상을 변별인식할 수 있으며， 급속하게 변

추적팡학계 A
Optics팡학계

TV 카메라 인터혜이스 Mount

’i !’ ’ !’
Zi 20 Ii fo Ai Ao Ei Eo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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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r Processor
영

Projection Processor장

신

효 .‘- Video Processor

10 Processor
RTV •Processor vI ...

Vertical
홈신 14--- Retrace

Encoder 인터때이스

.-
TV

TestMonitor VTR • Subsytem
-

」

원격제어업력

테이타출력

Archival Storage

그림 2-2-46. RTV 추적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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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

(b)

(d)

(0

그림 2-2-47. 적외선 영상에서의 전함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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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배경/전경 화면에서 2% 이내의 시계(FOV) 로 이미지 평면에 투시

(pr이ection) 되는 물체의 무게중심위치를 찾고， 다음의 관측을 위한 관측각

(observation angle) 을 예측하고， 관측후 20 ms 이내에 물체의 각변위

(angular displacement) 를 출력 한다. [2-2-20] 그림 2-2-46 에 RTV 추적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3) 적외선 표적검출/추적 시스템

Taiwan 에서 개발한 이시스템은 적외선 영상의 해상화면의 느리게 움

직이는 전함을 다중프레임에 기초한 contrast-difference 상관에 의해 추적

하는 방식으로 VAX-ll/780 미니컴퓨터로 구현하였으며 시스템의 추적 생

플링시간은 4 초이다. 적외선 영상은 PC VISION_PLUS F/G(Frame

Grabber) 로 취득하였다. 그림 2-2-47 에 적외선 영상의 전합의 추적결과를

나타내고 었다.

(4) TCATS( Target Cueing And Tracking System)

머국 Sandia 연구소에서 개발한 표적지시/추적시스템(TeATS) 은 정교

한 뎌지탈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비디오영상에서 이미지의 변화들을 검출

하고 의도적인 움직임 (purposeful motion) 을 추적하여， 경보(al따m) 를 발

한다. [2-2-37] 의도적인 움직임은 이미지상에서 거의 일정한 속도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움직임이다. 이동표적뿐만아니라 구름약 그림자로 인한

조명의 변화， 낮시간의 시간차야로 인한 콘트라스트변화， 그리고， 눈 또는

눈보라 풍의 기후환경조건들로 인한 실외환경변화 둥이 이미지변화를 초래

- 265-



카예라

포는

바다요생셔

첸쳐려

R뻐stration) 輔빼빼
Clustering 추책 정보빨생

창죠영상
(Refer없e
빼age) 잃

〕-
쯤그림 2-2-48. TCATS 알고리즘 구성도

RS
영

HOST
RS-232C MC68028 LSI LOGIC

i ‘
컴퓨터 -

주 쳐려기 바- 뱅화검출.....
• ……aiii 융agf3g

훌’ 1I1I ’ .1.11

• •
TMS싫010 TMS3때10.

내 II’ II Front End …삐내에내깨I~I‘I'- 디스훌레이

Processor 프로세셔

“

•
AD양2100

l+ Registration
Processor

Closure Loop

"I ,11 1.1 "?!}..J 1"
11

| 켄배터
/'1'1'

RS-170
영상훌력

"I

어배스

MBytes/sec)
11111.1.…11'1'111'1'11"

Pixel Bus
(칙렬 8/16바트 10M 인터빼 0)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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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TCATS 는 이동표적의 움직입을 제외한 다른 환경적인 배경변

화로 인한 잡음성의 이미지변화를 제거하였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의

관심표적틀에 옹용될수 있다. TCATS 는 다중표적추적장치를이용하고 있

다. 입의의 (x-y) 방향으로 병진운동을 하는 모들 물체를 추적하여， 한프

레임에서 다음프레임오로 넘어갈때마다 각각의 물체의 정체(identity) 를 유

지하면서 크기， 형상， 속도， 전체이동거리， 관측된 횟수， 마지막￡로 관측된

시간둥을 갱신한다. 그리고 크기 형상 및 속도에 대한 제한(constraint) 범

주를 벗어나는 물체틀은 거부된다. TCATS 의 기능적연 알고리즘의 블록구

성도를 그림 2-2-48 에， 하드웨어 구성을 그림 2-2-49 에 나타내었다.

(5) TRICLOPS

미국 표준기술 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에서 개발한 TRICLOPS (The Realtime Intelligently Contro

LIed Optical Positioning System) 는 능동 비션시스템으로 4 자유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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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

고선명 카메라는개의2있다.구성되어시스템으로카메라재의고， 3

위한 2 카메라사이에 광각카메라Vergence 제어를vergence 를 채어한다.

가 있다.

(6) SAFVR(Semi-Automated Fi1rrVVideo Reader System)

motIOn개발한에서Intelligence)ArtificialAAI(Amerinex미국

디지타이정고선명 영상을부터의비디오로필름이나tracking 시스템으로

하고， 디지타이징된 이미지데이타를 디스크에 저장하여， 딱딱한 성격을 갖는

추적백업저장한다.테이프에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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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층적 correleation matching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2-2-40] 미

해군에서는 시험비행기를 평가할때 비행기의 항공모함착륙둥과 같은 사건

(event) 들을 여러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하여 필름에 기록하였다. 기록

된 필름들올 대형화면에 투사(pr이ection) 시켜서 수작업으로 분석하여， 비행

기의 양날개끝과 보조날개(flap) 모서리 또는 착륙기어차축을 연결하는 십

자선(cross hair) 들을 정렬하여 추적포인트들올 찾았다. 수작업으로 찾은

각각의 추적포인트의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 foot switch 를 압착하였다. 고

속 촬영필름일 경우 실시간으로 초당 100 프레임 이상의 데이타를 생성한

다. 양날개 끝， 방향EHrudder) 및 밑바퀴 또는 기준마크(fiducial mark)둥과

같은 4 개의 대상들올 10 초동안 3 대의 카메라로 기록한 고속필름일 경

우， 각각의 대상이 6 개의 추적포언트를 갖는다면， 72,000 개의 화표를 기

록해야 한다. 이러한 좌표데이타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여러각도에서

본 비행기의 3차원 위치를 복구한다. 또한 원필름들올 정성적으로 분석하

여 비정상적인 비행활동의 이유를 얄아내고 있다. 이러한 좌표를 찾는 과정

올 자동화 및 가속화하기 위해서 AAI 에 의뢰하여 SAVFR 을 개발하였다.

그림 2-2-51 에 SAFVR 의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환경의 메뉴

를 나타내고 있다. GUI 는 필릅/비디오 테이프로 부터 이미지들을 디지타

이정하고， 디지타이칭된 이미지로 부터 이동물체들의 추적정보를올 추출/저

장한다. 사후의 자세퉁의 정밀계산을 위해 트래올 저장하고， zoom/pan 기능

이 자유자재이며， 이미지 화질의 개선기능과 개선된 이미지와 추적결과들

을 ‘백업저창하는 기능올 갖추고 있다. SAFVR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은

multiprocessor 기능의 Concurrent Computer 모델 6700 W/S , 고선명 고속

카메 라， time base corrector 기능을 갖춘 U-matic 비 디오 테 이프 기록/디스

플레이 장치， VME 버스구조의 영상데이타 취득장치 및 운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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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52 에 SAFVR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도

를 나타내고 있다. 정성적인 영상분석으로는 에지추출，스무딩， 의사채색

(pseudo-coloring), 콘트라스트 조정， 실시간 감산기능 빛 히스토그램 동화기

능 동올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임미지를 임의로 zoom/pan 할수 있다. 추적

알고려즘으로는 correleaton-matching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프레임의

직사각형 구조의 픽셀들의 창이 설정되면， 기준프레임의 설정된 창과 정합

이 가장 잘맞는 화소들의 창올 다음프레임에서 찾는방식이다. 2 창들에서

대융화소의 차이값의 누적제곱 (SSD:Sum of Squared Difference) 올 상관

척도로 사용하였다.

그림 2-2-51 SAFVR 시스템의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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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2-52. SAFVR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도

마. 수동형 표적추적셔스템 개발

카메라의 FOV 이내에 있는 영상표적의 추적을 위해 표적주위와 탐색

영역을 지정， 탐색영역내에서 지정표적의 특정점들올 추출하며， 특청정들의

위치 및 크기 데이타와의 정합을 통해 지정표적을 추적하는 탐색과 정합올

이용하는 방식으로， 표적이 FOV 이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로 한정한 수동

(passive) 형 표적 추적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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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형 표적추적시스템의 구성

수동형 표적 추적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립 2-2-53 에 나타내었다. 비

디오 센서로는 상용 CCD 카메라와 적외선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극한 환

경의 적용을 위하여 원격화상 전송을 위해 광섬유 비디오링크를 이용하여

300 m 이상 2 km 이내까지 추적영상을 전송하여 원격지에서 추적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립 2-2-53 에서 CCD 센서 또는 적외선 카메라로 부터 취

득한 RS170 타업의 영상올 BitFlow 사의 Raptor-PCI 프레입 그래버의 버

퍼에 처장한후， 펜티엄 90 프로세서로 디지탈 영상처리를 수행한다.

Pentium 90
Processor

팡전송링크 Raptor-PCI
I-

F머meRX Grabber

Optical
Fiber

(500M)

때뼈
RGB

Pseudocolor
비·

RS 170 광전총렁크~ Camera Head

IR-M500 빠
TX

‘L-

Extension ~

Box
IR-EM500 -

m
Lens

50MMI
F#l

엉엉상 샌싱시스댐| 다XI 활영상쳐리시스댐

그림 2-2-53. 수동형 표적추적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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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카메라의 센서는 P~， Schottky-barrier IRCSD 를 사용하고

있고， 열영상출력 해상도는 512X512 의 크기에 256 그레이레벨의 밝기를 갖

는 미쓰비시사의 IR-M500 이다. IR-M500 의 출력영상은 RS-170 으로 흑

백열영상이다. 표 2-2-3 에 적외선 카메라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열

영상을 원격전송하기 위한 광섬유 전송시스템과 디지탈 영상 처리시스템을

각각 그림 2-2-54. 2-2-55 에 나타내었다.

표 2-2-3. IR-M500 의 제원

항 l-a1 제 원

DETECTOR Platinum Silicide Schottky Barrier IRCSD
화소수 512 X 512 PIXELS
파장 3 - 5 ~m

렌즈 적외선， 면광 50 MM / F#1.2
NETD

(Noise Equivalent 0.15 't, Blackbody @ 80.6 ’F
Temperature (50 MM 렌즈 사용시)

Differential)

FOV
14 O[수평] X 11 O[수직]

(50 MM 랜1 사용사)

Coolinf! 방법 Stirling Cycle Cooler
EIA 표준 RS-170A, 525 주사선

(NTSC TV 신호형식)

비디오 출력

EIA 표준 RS-422 디지탈 readout
(10 버 E 병렬 디지탈 비디오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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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 2-2-5-1. 혈t엄짱 광성유 전츄 시스맴

그림 3-2-，영‘ 디지활 추척칙려 "'I 스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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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동형 표적추적시스댐의 추적알고리픔

표적올 추적하기 위한 셔권스를 크게 4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 단계는

원격지에서 전송된 영상올 대화형식(interactive) 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추적

하고자하는 주요관심 부분올 마우스로 지정한다. 마우스로 지정된 주요

관심부분의 주위로 표적창올 설정한다. 마우스로 지정한 표적창의 주위로

탐색영역(searching area) 올 설정하는 것이 2 단계이다. 여기서 탐색영역

의 설정은 추적대상의 크기와 추적속도와의 trade-off 로 결정한다. 표적창

올 포함하고 있는 탐색영역을 스캔하여 추적하고자 하는 표적의 가장 주요

한 특청점 (MSP: Most Significant Point) 들을 20 여개 정도 추출한다.

MSP 로는 A를 사용하였다. 4 방향으로 탐색영역올 스캔하면서 표적 영상

의 기울기 변화를 통해 표적의 에지를 찾는다. 3 단계로는 표적영상에서

추출한 20 여개 MSP 들의 위치 및 크기를 버퍼에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전

체 FOV 영역을 스캔하면서 표적 MSP 들의 정합(matching) 올 계산하여

비정합울 (mismatch ratio) 을 얻는다.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표적의 20 여

개 MSP 블의 크기와 전체 탐색영역의 추적창의 각화소의 크기의 차이를

계산한 후， 그 차이의 절대값의 전체합이 비정합율이 된다. 탐색영역의 비

정합윷이 최소가 되는 위치의 좌표를 출력하여 추후에 보완하게될 카메라

서보를 구동하기 위한 예비입력신호가 된다. 야에 대한 추적 시훤스를 그

렴 2-2-56 에 나타내었다

. 그렴 2-2-56 에서 전체 탐색영역올 스캔하면서 표적을 보다빨리 추출

하기 위해서 계층적 탐색구조인 coarse-to-fine 탐색전략올 사용하였다. 이

를 그림 2-2-57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X, Y, XY 및 YX 방향의 4 방향

으로 3-4 픽셀 간격으로 생플렁하변서 비정합율이 최소인 위치를 대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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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6. 표적추적 시훤스

로 찾는다. 대략적으로 찾은 위치를 중심으로 정밀(fine) 탐색과정을 통해，

즉， 픽셀간격으로 스캠하면서 비정합율이 가창 적은 위치를 최종적으로 찾

는다. 이렇게 하여 400X400 영역의 FOV 이내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10

frames/sec 로 추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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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적 실험 및 결과

수동형 표적 추적시스템올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장치를 그림 2-2-58

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립에서 표적 및 열표적의 이동궤적은 AutoCAD 로

임의의 도형을 생성하여 PLT 화일로 변환한다 PLT 화일올 변환하여

XY플로터 및 χY 테이블올 구동하였다. XY 테이블의 구동은 RS-232C 로

제어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표적의 이동궤적을 그림 2-2-59 에 나타내었

다. 그림 2-2-59 에서 표적이 갑자기 이동했올 경우의 추적여부를 테스트하

기 위해 폐루프의 간격을 크게 두었다. 표적의 이동속도에 따른 추적여부

- 277-



를 평가하기 위해 XY 플로터를 사용하였다. PLT 화일의 임의궤적의 플

로팅 속도를 최소 30 rnm/sec 에서 최대 420 rnm/sec 로 가변시켰다. 이

는 실험에 사용한 Roland DXY1300 플로터의 최소/최대 속도에 준하는 것

이다. 실험에 사용한 표적은 XY 플로터의 펜흘더를 사용하였으며， 열표적

으로는 3W 100 Q 저항과 DC 팬을 사용하였다. 100 Q 저항에 15V 의 바이

어스를 가하여 1.5W 의 열량올 발생시켰다. 표적의 이동속도를 가변시켰올

경우의 추적 오차를 그림 2-2-60 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60 에서 X

Extension
Box

IR-EM500

RGB
Pseudocolor

I멸명상 핸심시스템 옐표척의 이동쾌적

그림 2-2-58. 표적추적실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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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표적의 이동속도를 나타내고 었고， Y 축은 추적오차의 횟수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립에서 표적의 이동속도가 낮을때 오차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동거리를 일정하게 하였고， 속도만 가변시켰기 때문에 속도가 낮을

수록 추적시간이 길기 때문에 전기적잡음으로 언한 추적오차가 보다 많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a

3. t

口

5.

7

6.

그림 2-2-59. 표적의 이동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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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0. 추적실험 결과

90604030

바.5 자유도 카메라서보 구동장치 제작

(1) 5 자유도 차메라 서보구통장치 설계/제작

물체 추적기는 수동형 물체 추적기와는 달리 물체 추적외 범위능동형

를 영상 내의 추적뿐만 아나라 카메라의 시각 범위(FOV) 밖으로 벗어나도

움직이는 물체를 계속적으로어를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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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관측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방향을 제어하여，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의 FOV 중앙에 물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물체

의 능동적인 추적을 위하여 카메라서보장치의 모터를 구동시키는 구동 서보

알고리듬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PAN/TILT 되는 카메라에서 입력받은 영상을 실시간 처리하지 않으

면， 그 결과는 과거의 필요없는 청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상을 획득

하고 처리하는 알고리듬과 함께 기계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추

적 알고리듬과 하드웨어 시스템의 정확한 동기가 있어야 실시간 물체 추적

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동하는 물체를 하나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추적하는지 또는 두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추적하는지에 따라 2D와 스테레오 추적 장치로 나누어

진다.2D 추적 장치는 하나의 카메라의 주시 방향을 추적기의 팬축과 틸트

축을 제어하여 변화시킨다. 반면 스테레오 추적 장치는 두개의 회전 장치이

외에 두 카메라 사이의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회전축， 즉 주시

각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시각 제어용 회전축은 이통하는 물체를 추

적하면서 동시에 물체까지의 거리를 추정하여 꺼려에 따른 주시각조정을수

행하여야 한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스테레오 물체 추적 장치는 5 개의 모터를 사용하

여 5자유도의 불체 추적기능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림 2-2-61 은 개발한 5

축 팬/틸트의 구성도를 보여 준다. 그림 2-2-61 은 카메라의 틸트 회전을

위하여 좌，우에 2개의 모터를 설치하고 주시각 제어를 위하여 좌，우 틸트축

의 연장선에 장착하였다.

5축 팬/틸트 장치는 5개의 모터를 사용하여 l축의 팬 회전， 2축의 틸트，

그리고 2개의 독립된 주시각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들 회전축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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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스테레오 물체 추적올 가능하게 한다. 팬 회전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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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1. 5 자유도 팬/벌트 카메라서보 구동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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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이팡하』 룹제를 추척하기위한 죽이여 3새의 립트축온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을 "11 를 주씌한다， 또한 2 711 의 팀트 축옹 스테레오 영상

판육사 푸 좌，우 영캉의 수팽을 조질하늠 역할용 한다. 스테~오 명상에;，.1

~.，..축의 요~t는 영상 판석 시 판륙자어I 게 피로갑을 주어 작엽 효융용 별어

뜨리는 겉과를 가쳐온다- 스태레오 좌，우 영상의 수핑을 정확히 맞추는 갱 。

관즉‘}의 단응 피로도가 현지히 갑소될뿐만아니라 스혜레오 염상 지리에서

도 단순한 알고리듬 쳐용과 처리 성움이 향상되어 고속의 영상 처려를 가놓

하새 할 수 있다 다옴 그림용 제작된 5 자유도 팬/맏트 구동장지유 보여

준다

굉 2-2-62. 5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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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모터로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주시각 체어는 물체의 거리에 따라

두 차메라 사이의 각도를 조절하여 스테레오 관측시 관측 피로도를 줄이고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시각 제어는 스테레오 영상

처리나 원격 관측면에서 많은 장접올 가지고 있어 현재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시각 제어의 두 가지 큰 방향은 새케이드(saccade)

와 주시각(vergence)의 제어에 었다. 새케이드는 사람이 목운동올 하지않고

안구를 좌，우로 움직여 물체를 관측하는 것처럼 두 카메라의 주시 방향올

물체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주시각 제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데 주시각 제어가 물체에 대한 카메라의 광축의 각도를 대칭적으로 제어하

는데 반하여 새케이드는 버대칭적이지만 물체에 대한 주시각올 고정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2-63 과 같다. 그림

2-2-63(a) 는 주시각 제어의 경우이고 그림 2-2-63(b)는 새케이드 제어의

경우이다.

Object

System Iax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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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3. 주시각과 Saccade 제어

두 경우가 동일하게 물체를 관측하지만 전체 시스템의 중심에 대한 차

메라의 광축의 각도는 다릅올 알 수 있다. 새케이드의 경우 물체에 대하여

두 카메라의 광축이 물체 방향과 일치하게 놓여있지만 시스템의 축과는 서

로 다른 악도를 가진다. 이것은 시스템의 팬회전이 회전하지않고 스테레오

카메라만이 회전함을 보여준다. 그림 2-2-63(b) 에서는 주시각 제어가 완

료된 경우 이며 두 카메라의 광축과 시스템의 축과의 각도가 동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2-63(b) 에서 보듯이 새케이드(saccade)는 추적 시스댐의 팬축의

제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는 물체의 추적에 실시간오로 대응

하기위하여 팬축과 주시각을 동시에 제어하기 보다는 새케이드 알고리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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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하고 이후에 물처l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팬

축을 조정하여 주시각을 대칭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 알고리듬， 즉 새케

이드 이후에 물체의 방향에 따라 추적 시스렘을 이동하는 작용을 펄슛

(pursuit) 이라고 한다. 이 특정은 추적 사스템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며 주시각 제어와 추적을 동시에 실행함으로 인해 발생하

는 지연시간의 부담을 줄알 수 있다.

(2) 5자유도 물체 추적 시스템 구성

본 과제에서 개발 중인 물체 추적 시스템은 5축 물체 추적기와 시스템

컨트롤러 그리고 호스트 컴퓨터로 구성된다.5개의 모터로 구성된 5축 추적

시스댐은 2개의 줌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으며 각각의 모터는 시스템 컨트롤

러의 모터 드라이버에 의해 제어된다. 각 모터는 하모닉 드라이버를 사용하

여 백래쉬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밀의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팬，틸트

그리고 주시각은 360도의 회전 가능 범위를 가지고 있다.5축 물체 추적 시

스템의 특성은 표 2-2-4 와 같다.

5축 추적기의 제어 시스템은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드라이버와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된다. 모터 드라이버는 호스트 컴퓨터의 지령에 의해 모터

를 구동시키고 구동된 모타에서에 발생된 디지탈 언코더의 값을 원어 현재

각축의 회전각을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모터의 디지탈 인코더는 회전당

1000개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 회전 각도를 정확히 측정해 낼 수 있으며

호스트 컴퓨터는 시스템 제어기와 GPIB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빠른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2-2-64 에 5 자유도 물체 추적 시

스템의 구성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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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5자유도 땐/틸트 카메라서보 구동장치의 사양

항 목 Vergence Axis Pan Axis Tilt Axis

정격토오크 2.0 N.m 3.9 N.m 12 N.m

최대토오크 3.5 N.m 7.8 N.m 59 N.m

축의 자유도 +/-180 degree +/一180 degree -.1+180 degree

정격회전속도 30 rpm 30 rpm 30 rpm

백래쉬 17 arc sec 17 arc sec 17 arc sec

최대화전속도 50 rpm 50 rpm 40 rpm

분해농 O.0036degree O.0036degree 0.0036degree

감속비 100:1 100:1 100:1

Stereo
Camera

TIlt

Ver흙neel IVergence
Pan

Control
SIgnal

Ipan driverl

ITilt driver I

}앨쩍뿜~e I GPIB

Host
ornpule

그림 2-2-64. 5 자유도 물체 추적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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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하모닉 모터드라이버의 명령어

항 E-1L 명령어 내 용 데이터

타이틀메세지요구 @(40H) 타이틀 메써지 송신 요구

알람존설정 A(41H) 편차 펄스량의 상한 설정 1-255

가속도설정 C(43H) 가감속 시간 비융 설정 2-4095

이동 데이터 설정 D(44H) 이동 펄스량의 설정 土1-잃88607

인코더 배열 설정 E(45H) 얀코더의 배율 설정 1,2,4

최고 속도 설정 F(46H) 모터 회전시의 최고속도설정 1-8191

이동 개시 G(4πf) 모터 회전개시

송중정지 H(48H) 모터 회전중의 감속정지

편차펄〈 송선 J(4AH) 편차 펄스량의 송신요구

까‘랩 이송 K(4BH) l펄스 이동 0,1

서보앵프 enable MC4DH) 서보 앵프의 on/off 0,1

저속도설정 N(4EH) 모터의 회전개시，정지속도설정 1-8191

정속도동작 O(4FH) 모터의 연속회전작동지령 0,1,2

포지션존 설정 P(50H) 인포지션의 범위설정 1-255

현재데이터 송신 Q(51H) 현재치의 송신 요구

리셋트 R(52H) 컨토롤 유니터내의 리세E

현재치 설정 S(53H) 현재치의 설정 ±o-잃88607

원점 복귀 Z(5AH) 원점에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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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축 물체 추적 시스템의 제어기는 호스트 컴퓨터와 GPIB를 통한 인터

페이스로 물체 추적기의 모터를 제어한다. 이러한 GPIB 언터페이스는 다음

표 2-2-5 에서와 같이 명령어를 통하여 제어하게 된다. 명령어들은 Ascn

쿄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터의 이동 펄스량， 모터 회전시의 최고속도， 가감

속 시간동을 모터로 전송하고 위치 결정 속도제어 및 각총 기능을 수행

한다.

사. 결론 및 향후과제

첨단의 디지탈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여 비디오 또는 척외선 영상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검출， 추적하는 표적추적 시스템은 보안감시(security

surveillance), 쿄통량 관측(traffic monitoring), 군사용정찰 및 로보틱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용용되고 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CANDU!PWR 형의 증기발생기 부근의 고준위 방사선지역과 같은 극한작업

환경에서의 유지보수 작업용 로보트의 그리퍼 추적 및 주요 물질의 실시간

추적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핵물질(폐기물) 감시/추적과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의 노즐댐 장/

탈착용 로보트의 end-effector 를 시각 추적하기 위한 수동형 추적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추적시스템은 상용 CCD 카메라 또는 열영상 카메라 동의 비

디오센서로 부터의 RS-170 타업의 영상신호를 Raptor-PCI 프레입 그래버

로 취득하여 버퍼에 저장한후 펜티엄 90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디지탈 영

상처리를 통해， 센서의 FOV 이내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10 frames/sec 의

속도로 추적할 수 있다. 실험실과 갈은 비쿄적 양호한 조명상황에서의 추

적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멀폐된 증기발생기 수실내부와 같은 악조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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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실험을 통해， robust 한 추적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추적성능을 보완하

고， 표적여 이동할때， 표적을 카메라 FOV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한 농

동형 표적추적시스템 개발과 대화형식으로 표적올 지정하여 추적하는 방식

을 개선하여 자동으로 표적을 검출 및 추적하기 위한 자동표적 검출/추적시

스템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의 특정점들

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처리시스템과 표적의 이동을

예측하여， 예측된 지점으로 카메라의 FOV 를 이동시키기 위한 카메라서보

구동장치 및 적융예측 알고리즘의개발이 펼요하다. 또한， 본연구에서 개발

하고 있는 입채영상올 이용하여 물체를 추적하기 위한 스테레오 표적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의 첫단계로 5 자유도 카메라 서보 구동장치

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향후 4 차년도에는 5 자유도 카메라 서보구동 제어 알고리즘올 개발하

고， 또한， 카나다 Ontario Hydro 와의 내방사선 카메라모률 공동연구， 입체

내시경 (Stereo Endoscope) 개발， 내방사선 HMD 연구 및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연구를 통해， 3 차년도 까지 개발된 입체영상 디스플레이시스템 및

원격영상전송 시스템올 접목하여 video rate (30 frames/sec) 의 속도를 갖

는 실시간 자동 표적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4. 결언

본 연구에서는 로보트비션기술을 기반으로한 원전시설 원격 무인 감시

/인식 시스댐의 일부로서 원자력발전소내의 각종 아날로그 및 디지틀 계기

의 계기판 자동 인식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계기판 자동인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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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자력발전소내의 각종 설비 및 장치에 대한 무인 차동검사， 무인 조

작시스템에서 핵섬적인 역할올 하며， 나아가 제반 계기의 밸브， 스위치 및

슬라이더 콘트롤단자 둥의 자동 조작 모률에 연결됨으로써 본격적인 원격

무인 검사， 조작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핵물질(폐기물)의 감시/추적과， 원자력발전

소 증기발생기의 노즐댐 장/탈착용 로보트의 end-effector 를 시각 추적하기

위한 수동형 표적 추적시스템올 개발하였다. 표적 추적시스템의 비디오센

서로는 상용 CCD 카메라 또는 열영상 카메라 둥올 사용할 수 있으며， 10

frames/sec 의 추적 성능올 갖고 있다. 그리고， 입체영상을 이용하여 물체

를 추적하기 위한 스테레오 표적추적시스템올 개발하고 있으며， 이의 첫단

계로 5 자유도 카메라 서보 구동장치의 제작올 완료하였다.

현재는 실험실과 같은 비교적 양호한 조명상황에서의 추적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앞으로는 밀폐된 중기발생기 수실내부와 칼은 악조건에서의 보

완실험올 통해， robust 한 물체인식/표적추적 알고리즘 개발올 하고， 이를

통해 물체인식/표적추적성능올 보완할 예정이다. 그리고， 표적이 이동할

때， 표적을 카메라 FOV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한 능동형 표적추적시

스댐 개발과 대화형식으로 표적올 지정하여 추적하는 방식올 개선하여 자동

으로 표적올 검출 및 추척하기 위한 자동표적 검출/추적시스템개발을 병행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의 특정점들올 하드웨어적으

로 구현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처리시스댐과 표적의 이동올 예측하여， 예측

된 지점으로 카메라의 FOV 를 이동시키기 위한 카메라 서보 구동장치 및

적용예측 알고리즘의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4 차년도에는 5 자유도 카메라 서보구동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

고， 또한， 카나다 Ontario Hydro 와의 내방사선 카메라모률 공동연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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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내시경 (Stereo Endoscope) 개발， 내방사선 HMD 연구 및 가상현실

(Viπual Reality) 연구를 통해， 3 차년도 까지 개발된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원격영상전송 시스템올 접목하여 video rate (30 frames/sec) 의

속도를 갖는 실시간 자동 표적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 293-



랬
”

엎
빼댐
』



제 3 장 센싱 및 지능제어분야

제 1 절 IR 영상 처리 및 IR 영상 데이타 베이스

차메라 혹은 다른 영상 취득 시스템￡로부터 취득된 영상 신호는 컴퓨

터나 또는 인간이 인식하기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영상 처리 과

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상 처리에는 영상내 물체들의 형태를 부각시키거

나 영상내 잡영의 제거둥을 위한 필터링 (filtering) 과 영상 화소간의 명암의

변화에 대한 국부적인 불연속올 검출하는 경계선 검출， 2차원 영상으로 부

터 잃어버린 3차원 정보를 복구하기 위한 형상 복구둥이 포함된다. 또한 주

어진 영상을 같은 특성을 가지는 영역들로 분리하는 영역분할， 영상 정보로

부터 물체들의 형태를 추출하여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는 영상 특정

추출 및 영상 기술， 그리고 입력된 영상에서의 추출된 형태 정보들올 모텔

베이스내에 미리 기술된 모텔의 특정들과 비교하여 매칭을 하는 형태인식퉁

이 영상처리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현된 영상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

내에서 기본적인 영상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영상 처리와 데이타 베이스 시

스템을 일원화 하였다.

영상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영상 정보를 유지하고 사용자

가 -영상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이 영상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은 괄목한 성장

을 보여 왔으며 상당한 수의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가 상

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DBMS는 단지 기호적 (symbol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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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즉 숫자와 문자열만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3-1-7]. 하지만 향후의

정보는 숫자와 문자열만의 데이타보다 영상 데이타의 양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데이타 베이스로는 할 수 없는 영상 데이타 개

체들간의 상호 관계를 표현하는 유용한 영상 데이타 베이스의 연구가 필요

하다. 최근 형태 인식과 영상처리 및 데여타 베이스의 발전과 함께 영상 데

이타 베이스의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Hideyuki Tamura[3-1-8]는 지금 까지 개발된 영상 데이타 베이소를 아래

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1) 많은 영상들에 대한 특정한 목적올 위한 데이타 베이스

2) 첫번째 유형의 영상들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의 검색을 위한 데이타

베이스

3) 공간 지향적인 처리를 위한 데이타 베이스

4) 도면 인식과 같은 그래픽 데이타 베이스

5) 새로 개발된 알고리틈올 실험하거나 기존의 알고리듬올 비교하기 위

하여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준 영상들올 모아놓은 데이타 베이스

본 연구에서는 영상 데이타의 저장 방식， 영상의 특정점 추출 방법동 영

상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올 위한 관련 기술 습득과 데이타 베이스 모텔을

선택하고， 선태된 모델을 설계하고， 실제 옹용에서 구현방법올 정의하여 영

상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올 구축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관계형 데이타 베

이스 모텔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B+-트리 구조의

색언을 사용하여 데이타 화일의 크기가 커질 경우에도 삭제， 삽입 및 검색

에 높은 효윷성과 빠른 데이타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데이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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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l. ffi 영상 처리

영상해석(Image Analysis)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영상

영역화이다. 지금까지 영상 영역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다.

1) 경계선 검출을 통한 방법

2) 영역올 분리하거나 합치는 방법

3) 엄계치 추출 방법

경계선 검출을 이용한 방법은 서로 다른 성질올 갖는 영역의 접하는 경계

부분의 경계선을 검출하여 영상 영역화 하는 방법이다[3-1-131 영역을 분

리하거나 합치는 방법은 각 영역을 잇는 나무구조를 구성하여， 이들이 서로

공통성질올 가지면 합치고 아니면 분리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영상 영역화를

하는 방법올 말한다. 그러나 위의 두 방법은 필요한 계산량이 방대하여 실

시간 동작올 고려할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로 본 연구에

서 실현한 방법은 처리 시간이 적게 요하는 경계선 검출법과 임계치 추출법

을 구현하였다.

가. 경계선 검출법에 의한 영상의 특정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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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검출은 화소의 명암값￡로 의미있는 불연속적인 영역을 인식 또는

분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다. 미분 연산의 일종인 Sobel 연산은

그 연산이 간단하여 경계선 검출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경계선 검출

은 입력 영상 Hm，n)이 Sobel 연산자를 통과한 후 적절한 문턱값

(Threshold)으로 이진영상올 만툰후 경계선의 세션화 과정을 하는 입출력

모댈은 아래 그림과 같다.

I(m, n)녁Derivat뾰( )버Threshol하ng H웹ge thinning I

그림 3-1-1.. 경계선 검출의 입력과 출력 모델

Sobel 연산자는 미분과 평활화(smoothing) 효과를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미분 연산을 통해 경계성분올 검출하는 반면에 평활화 효과로 인

하여 잡음성분올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IR영상(Infrared image)에의 적

용예는 그림 3-1-2 와 곁다.

나. 히스토그램 균일화

히스토그랩 균일화는 영상 화소 배열의 명압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영

상을 좀 더 인식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3-1-13]. 한 창면의 명암도

에 대한 빈도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림 3-1-3 과 같이 여러가지로

나타날수 있다. 그림 3-1-3(a)와 같이 명암도 빈도수에 대옹하는 영상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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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 3-1-3(b)에 대응하는 영상에 비하여 어둡게 보일 것이다. 그것은 명암도

가 작은 화소들의 갯수가 그립 3-1-3(a)에 대웅하는 영상보다 그림

3-1-3(b)에 대용하는 영상에 더 많기 때문이다. 각 화소의 명암도 수치를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명암도 빈도

(a) (b)

그림 3-1-2. IR 영상의 경계선 검출 결과

(a) 원 영상

(b) 결과 영상

수가 전체 명암도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그림 그림 3-1-4과 같이 조정한다

면 그링 3-1-3의 영상들은 인간의 시각에 적합하게 즉， 인간이 물체를 더

잘 ‘인식하도록 변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명암도 빈도수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균일화(Equalization)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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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원 영상의 히스토그램

비
L
도
수
’

명압도

그립 3-1-4. 균일화된 영상의 히스토그랩

히스토그랩 균일화를 IR 영상에 적용한 결과는 그립 3-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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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5. IR 영상의 균일화된 결과

다. 네가티브 영상(Negative Image)

디지탈영상의 Negative는 많은 의학 영상의 Display와 같은 옹용분야에

있어서 유용하다. 디지탈 영상의 Negative는 변환식 T(r) 에 의하여 변환된

화소값 s = T(r)로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T(r)=L-r이며 L은 명암도 단계의

최대값이다. 이러한 reverse 기법은 입력 영상이 증가하는 순서를 결과 영상

에서는 감소하는 순서로 바꾸는 방법이며 m영상에의 적용예는 그립 3-1-6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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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네가티브 IR 영상

라. 이진 영상

일반적으로 형태 인식시 영상 전체의 정보를 모두 이용 할 필요가 없

고 영상의 경계선만 있으면 일반적인 영상의 물체 인식이 가능하다. 물체의

경계선을 찾는 전 단계로서 영상의 이진 영상화가 필요하다. 영상이 비교적

단순하면， 즉 물체와 배경의 2-c1ass 영상이면， 실시간 동작을 고려할 때 임

계치 추출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임계처 추출방법이란 각 영역의 밝기

의 차이가 분명할 때， 이들 영역의 밝기를 구별할 수 있는 문턱값을 정하여

이 값올 문턱값으로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문턱값 추출 방범에서는 문턱

값이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문턱값의 선정은 영상의 밝기 분포도가 2개의

비슷한 크기의 최대값을 갖고， 이들 최대값 사이에 뚜렷한 계콕가 존재하는

bimodal일 때는 비교적 쉽다. 그러나 밝기 분포도가 bimodal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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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modal하면 문턱값 선정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Unimodal의 밝기 분

포도는 물체의 크기가 배경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거나 또는 배경과 물체의

명암도값이 차이가 적올 때 혼히 발생된다. 이런 문제점올 해결하기 위하여

밝기 분포도의 최적의 문턱값 선정을 위한 알고리듬들야 지금 까지 많이 제

안되고 있다. 영상의 구조를 이진화하는 알고리픔으로는 Iterative

Thershold Selection. Maximization of Between-Class Variance

Maximization of Histogram Entropy둥 여 러 방법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tsu가 제시한 이진화 알고리듬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알

고리듬은 (1)식과 같다.

얘(T) = PI ( T)( μI( T)-μ)2 + P2( η (μ2 (η -μ)2

T: 문턱값

μ : 전체 화소의 평균값.

μ ‘(η : 임계값이 T일때의 각 class의 명균값.

PI( T) : 각 class의 상대 주파수.

(1)

(1)식에서 얘(η가 최대값이 되는 T를 최종 문턱값으로 한다. 이때，

μI(η 과 μ2(η 는 다읍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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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T- l) μl(T-l) + T P( η
μl( η = i l Pl( 1?

(2)

( μ - PI (η μI (η )
μ2( η - l-PI ( η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전처리 또는 후처리 과청이 필요없으므로 빠

른 처리시간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수 있으며 IR영상

에의 적용예는 그림 3-1-7과 같다.

.. .
_.J • - ••••

그립 3-1-7. IR 영상의 이진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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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 데이타 베이스

영상 데이타 베이스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다.1)

데이타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상 데이타 구조 정의. 2) 영상 정보의 표현，

검색， 관리에 대한 영상 데이타 베이스의 모델 설정. 3) 영상에 관한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효율적요로 검색 방안. 4) 질의어를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소

정의. 5) 유사성 검색의 정의.

가. 영상 데이타 구조

일반적으로 영상은 화소들의 벡터 또는 배열의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복잡한 영상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데이타구조를 가질 수 있

다. 예를 툴어 영역분리 및 영역병합 처리에는 트리 또는 영역 인접 그래프

를 사용하는 데이타 구조를 갖는다. 영상 해석과정에서는 해석 결과를 표현

하거나 해석 결과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타 구조를

사용한다. 또한， 영상의 구조적 특성 및 문제 영역에 관한 정보 역사 특별한

데이타 구조를 필요로 한다.

영상 데이타 구조는 데이타와 테이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보면적인

데이타 구조는 배열이다. 배열은 모든 구성요소가 동일한 형식올 갖는 데이

타 구조로서 모든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색인을 이용하

여 접근될 수 있다[3-1-14].

나. 영상 데이타 베이스 모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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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보는 논리적 영상과 물리적 영상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영상은

비트맹 (bit map)으로 표현되는 실제 영상이고， 논리적 영상은 영상 검색을

위하여 영상의 구조적 정보를 갖는 영상에 대한 기호적 표현이다. 전형적인

데이타 베이스 모델로는 계층모텔， 망포텔， 판계모델퉁이 있다. 특히 관계

모델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관계모델은 관계 데이타 구조와 관계 연산의 집합인 관계 대수로 구성되

어 진다. 관계모델은 화일들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각 화일은 레코드들의 집

합으로 정의된다. 관계는 테어블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테이블의 각

행은 하나의 record를 나타내고 열은 field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record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속성올 기본키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데이타

베이스 안에서 논리적 영상은 관계 테이블로서 저장되어질 수 었고， 관계

대수를 이용한 처리언어를 통하여 관리될 수 있다. 즉， 영상의 속성에 관한

질의어를 통하여 논리적인 영상을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다.

한편， 물리적 영상은 영상 데이타 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타로서 2

차원적인 신호를 의미한다. 이 영상 데이타는 기억장소를 절약하기 위하여

합축된 형태로 저장되며， 대표적인 영상 압축 방법으로는 이친 영상의 경우

에 가변 길이 코딩 기법을 생각할 수 있고 명암 영상의 경우에 변환 코딩

과 예측 기법올 생각할 수 있다[3-1-151 영상 압축 방법이외에， 주어진 영

상을 페이지나 타일(tile)형태의 작은 조각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조각에

색인올 할당하여 저장할 수 있다. 영상을 페이지나 타일같은 작은 영상으로

분할하는 이유는 작은 영상은 검색하기가 수월하고 계층구조로 저장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찾고자하는 논리적 영상이 적절한 질의어를 통하여 확인되

면， 대응되는 물리적 영상은 포인터를 통하여 영상 저장소로부터 추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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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장치에 비추어 지게 된다.

영상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은 영상 이해 시스댐과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진다. 영상 이해 시스템은 입력된 영상의 특정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적절히 묘사하여 관계 데이타 베이스에 전달한다. 원래 영상은 기억

장소를 절약하기 위하여 적절한 압축 방법을 사용하여 영상 저장 장소에 저

장된다. 예를 들어，명암 영상은 프레입 코딩 방법을 사용하여 압축휠 수 있

으며， 라인-드로잉인 경우는 체인 코드나 좌표 점들로서 저장되어질 수 있

다. 질의어 처리기는 영상 정보의 검색을 수행하며， 사용되는 질의어는 부호

적인 데이타 및 영상 데이타를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유

사성 척도를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춘 질의어는 매우 유용하

다.

다. 영상 정보의 검색

영상 정보를 검색하는데는 검색할 대상과 논리적 정보 추출 시기를 고

려하여야한다. 즉 원하는 출력의 형태가 물리적 영상인지 논리적 영상인지

를 결정하여야 하며， 영상이 입력될 때 논리적 영상을 얻을 것인지 혹은 검

색할 때 논리적 영상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면 검색 유형에

따라 단일 키 (key)에 의한 검색， 조건문 또는 복수의 키에 의한 검색， 주어

진 표본과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유사성 척도에 의한 검색으로 분류할

수 ‘었다. 유사성 척도에 의한 검색이 전형적인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과 영

상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을 구별짓는 대표적인 특정으로서， 이를 위하여 형

태 인식 및 영상처리 분야에서 개발된 많은 기볍들이 활용되어칠 수 있다.

유사성 척도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데이타 베아스를 검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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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영상데이타 베이스의 검색기능은 질의어에 의하여 구현되어 진다. 즉 질

의어는 사용자와 영상 데이타 베이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수행

하며， 부호 데이타 및 영상 데이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질

의어는 질의어 처리기에 의하여 대수 연산(algebraic operation)의 형태로 변

환되어 영상 데이타 베이스의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3-1-14]，

관계 데이타 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대수 연산을 사용하게 된

다. 관계모델의 기본적인 인자인 record는 관계를 나타내는 집합의 원소로서

취급될 수 있으므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또는 곱집합<Cartesian product)

과 같은 전형적인 집합 연산을 통하여 처리되어칠 수 있다. 또한 좀더 복잡

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restriction, projection, join과 같은 특수 연산올

사용하기도 한다. 관계 데이타 베이스는 간단한 테이블 형태를 취하기 때문

에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내용물을 쉽게 참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관계 데이타 베이스를 탐색하는 작업은 기존의 관계들로부터 특정

한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는 작업에 해당되며， 이는 계층구

조 또는 망구조의 데이타 베어스에서 링크를 순회하며 탐색 트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보다 훨씬 간단하다[3-1-16]. 영상 데이타 베이스에서 질의어를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관계 대수 연산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영상 물체들 간의 공간적인 관계 (spatial relationship)를 분석하기 위

하여서는 영상 대수라 불리는 연산들이 필요하게 된다. 영상 대수는 논리적

또는 물리적 영상에 대하여 작업을 하게 되며 명령어의 형태로 구현되어진

다.

라. 영상 실현화 및 표현 변환과 영상 질의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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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실현화란 시각적인 표현을 만들기 위하여 논리적 영상을 물리적

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표현 변환이란 경계 표현을 영역 표현으로 변환

하거나 또는 역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용자 질의어는 그림 3-1-8과

곁이 PQ(Picture-Query) 해석기에 의하여 영상대수로 변환되어진다.

•
[

關
• QG

translator
GR

---> I translator --->

user command
qualifiers

query
graph

image
algebraquery

그림 3-1-8. PQ(Picture-Query) 해석 기.

PARSER는 사용자 질의어를 명령어와 일련의 한정자로 표현되는 표준

내부 형태로 변환한다. 즉 PARSER는 미리 정의된 문법을 참조하여 구문

에러의 폰재 유무를 확인하며， PARSER의 출력은 QG(Query Gr없nmar) 해

석기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GR 해석기는 입력된 질의어 그래프를 분석하여

필요한 일련악 영상대수 연산들올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사용자 질의

어를 내부 표현 방식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형태 매칭 방법올 사

용하게 된다. 특히 PARSER는 영상 데이타 베이소에 관한 개요도를 이용한

형태 매칭을 통하여 구문 구조 분석 및 인식올 수행하게된다.

3. IR 영상 데이타 베이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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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댐은 CBASE(DBMS)를 이용한 IR 영상 데이타 베이스이다. IR 영상

데이타 베이스는 IR 영상 및 영상의 부가정보를 저장， 관리， 겁색기능을 제공한다.

제공된 기능으로는 1) PCX 화일을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 2) 입력펀 영상과 부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양한 질의어를 통한 검색 가능 3) 영상데이터 입력시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아이콘을 자동 생성 가능 4) 주석문을 닿수 있는 에디

터 기능 등이 있다. 시스템 구성은 그림 3-1-9와 같다.

사용자

USER INTERFACE
[한글지원(한라표로)]

DISPLAY &EDITOR 질의어 번역기

GX 라이브러리 DBMS (CBASE)

IMAGE STORAGE RL DATABASE

그럽 3-1-9. IR 영상 데이타 베이스 시스댐 구성

- 시스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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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田M PC 호환기종/XT/AT/，PS/2 이상

• IBM VGA or SVGA

• MS-DOS or PC-DOS 2.1 or 이상

• 4M 이상의 RAM

- 지원되는 슈퍼 VGA 칩

ATI : 18800, 18800-1, 28800

• TSENG LABS : ET3000, ET4000

• TRIDENT : TVGA;잃8BR， TVGA8800CS, TVGA8900C

VESA : VESA BIOS

가.IR 영상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

DOS 상태에서 IDBASE.EXE 가 있는 디렉토리에서 C:>IDBASE 를 실

행시키면 프로그램의 초기 화면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ESC] 또는 마우

스를 클력하면 다음과 갈이 초기 메뉴가 나타난다. 메뉴는 크게 3가지의 주

메뉴로 나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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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일

전체적으로 화일올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일에 대한 부

메뉴는 그림 3-1-10과 같다.

(가) 삽입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때뉴이다. 이때 아이콘 영

상과 주석문이 동시에 생성되는데 아이콘 영상은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주석

문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아래 항목의 삽입은 각 각 순차적으

로 된다.

예)

지 역 <Ex. : 원자로 >: 증기발생기

건립 시기 < ‘94. 12.20

화일 이름 <! !영문!!>: ******.p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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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명령대로 차레로 입력하고 나면 입력하고자 하는 영상과 주석문

editor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 상태에서 editor를 이용하여 영상에 대한 주

석을 단다. 입력을 마친 후 ESC키를 누르면 삽입이 완료된다.

도움압

~j중. ALr-X

그립 3-1-10 초기 메뉴 화면

- 에디터의 스크롤 기능이 없고， 메세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ESC

키를 누른다. 대소문자가 구분이 되며 사이 띄기도 구분이 된다. 만약 압력

하고자 하는 영상이 현재 디렉토리에 없을 경우 에러 메세지와 함께 입력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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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 전환은 [SHIFT]+[SPACE]로 한다. 전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하다.

- 보통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약간의 기능이 제공된다.

Home, End, BackSpace, Delete둥

- 텍스트의 저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나중에 수정은 해당 그림

을 띄웠을때 가능하다.

※ 에디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뒤에 있다.

(나) 화면 로드

보고자하는 pcx 영상을 화면에 출력한다.

예)

l 화일명 : ~Cl:C****. pcX

- 데이터 베이스에 삽입되어 있는 화일 뿐 아니라 삽입되어 있지

않은 화일에 대한 화면 출력도 된다.

- 화면의 토글과 택스트의 제공은 되지 않고 단지 PCX 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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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는 기능만을 한다.

- 메뉴로 돌아가기 위해 [ESC)한 후에 마우스 또는 FlO을 누른

다.

(다) 지우기

화변에 출력된 모든 것을 지운다. 이때 [FlO] 또는 마우스를 클릭하면

초기 메뉴 상태로 돌아간다.

(라) 끝내기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도스 상태로 돌아간다. 이 때 모든 상태는 자동으

로 저장된다.

(단축키: ALT-X)

(2)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있는 부메뉴는 그림 3-1-11과 같이 구성된다. 각

기능은 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각 기능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가) 지역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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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의 특정점인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

한다.

예)

1 : 증기발생기
2 : 원자로
3 : 가압기
4 : 발전기

화일

시꺼 리스프

지역 아이혼
시치 아이혼
걷쳐i 아이혼
해쿄드 삭쳐l
검색
치쭈7)

해효드갯수

그림 3-1 ‘ 11. 데이터베이스 부메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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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기리스트

삽입되어 있는 모든 데이타의 특정점언 시기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

한다.

예)

1 : ‘95.4.30
2 : ‘95.3.30
3 : ‘95. 1. 30
4 : ‘94.12.30

(다) 지역아이콘

삽입되어 있는 데이타중 원하는 지역 정보에 해당하는 모든 영상의 아이

콘 영상들이 화면애 출력된다.

예)

겁색 지역 : 원자로

위와 같이 업력하면 해당하는 영상들의 아이콘 영상이 화면에 출력된다.

만약에 해당하는 영상들이 많올 경우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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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간다i 찾고자하는 영상올 주석문과 함께 좀더 크게 보고 싶을 경우 아

이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올 더블 클력한다. 이 때 주석문의 재 편집이 가

능하다. 여기서 ALT-T를 누르면 영상이 전 화면으로 확대되어 출력된다.

전 화면 영상과 주석문이 있는 영상은 ALT-T로 토글 된다.주 메뉴로 돌아

가기 위해서는 ESC를 누른다.

(라) 시기아이콘

삽입되어 있는 데이타중 원하는 시기 정보에 해당하는 모든 영상의 아이

콘 영상들이 화면에 출력된다.

예)

!검색 시기 : '94.12.20

위와 같이 입력하면 해당하는 영상들의 아이콘 영상이 화변에 출력된다.

만약에 해당하는 영상들이 많을 경우 오른쪽 마우스 버튼올 누르면 다음 화

면으로 넘어간다. 찾고자 하는 영상올 주석문과 함께 좀더 크게 보고 싶을

경우 아이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한다. 이때 주석문의 재 편

집이 가능하다. 여기서 ALT-T를 누르면 영상이 전 화변으로 확대되어 출

력된다.전 화면 영상과 주석문이 있는 영상은 ALT-T로 토글 된다. 주 메뉴

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ESC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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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체 아이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영상의 아이콘 영상이 화면에 출력

된다. 만약에 해당하는 영상들이 많을 경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찾고자 하는 영상을 주석문과 합께 좀더 크게 보

고 싶을 경우 아이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올 더블 클릭한다. 이때 주석문

의 재 편집이 가능하다.여기서 ALT-T를 누료면 영상이 전 화면으로 확대

되어 출력된다.전 화면 영상과 주석문이 있는 영상은 ALT-T로 토글 된다.

주 메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ESC를 누른다.

(바) 레코드 삭제

데이터 베이스 안의 특정 레코드와 이미지 화일을 삭제한다. 이미지 화

일이 없고 레코드만 있을 경우 레코드만 삭제한다. 먼저 삭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찾는다. 지역 시기 화일이름으로 삭제할 이미지의 레코드를 검색

한다(검색메뉴와 같은 방법이다). 이때 단축키 [ALT-V]로 이미지를 화변에

출력할 수도 었다. 찾은 다음 악제할지를 결정한다. 레코드가 일단 삭제되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는 다시 복원할 수 없다.

(사) 검색

찾고자 하는 레코드를 각각의 특정 점을 입력하여 찾는다. 알고 있는 필

드만 업력하면 해당하는 레쿄드들이 출력된다. B+-트리 구조의 색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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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검색 하기 때문에 검색속도가 아주 빠르며 데이터 화일이 콘 경우에

도 빠른 검색속도를 보장한다. 만일 찾고자 하는 레코드의 필드를 하나도

모를 경우에는 List 메뉴를 먼저 수행하여 feature 필드를 기억해 낼 수 있

다. 각 키 필드의 교집합을 행합으로 알고 있는 필드가 많올 수록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원래 레코드의 내용과 입력된 내용이 다르면 검색이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확실히 알고 있는 필드의 내용만 업력해야 한다. 본 시스템

에서는 이름을 주 색인으로 사용했다. [ALT-V]로 검색한 레코드의 영상을

볼수 있다.

(아) 지우기

화면을 지운다.(화면메뉴에서의 지우기와 같다)

(자) 레코드 개수

데이타 베이스에 동록되어 있는 전체 영상의 개수를 알려준다.

(3) 도움말

- 기타 주의 사항

※ 어떤 항목이 끝나고 다시 주메뉴로 돌아갈 때에는 FlO 또는 마우스

왼쪽 버튼올 주메뉴 위치에 둔 다음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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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지가 파란색일 경우 마우스 왼쪽 버튼 또는 ESC키를 누르면 주

메뉴로 돌아 갈 수 있다.

※ 메세지가 빨간 색얄 경우 마우스 버튼은 사용할 수 없고 해당하는 정

보를 입력하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ESC키를 누르면 해당 작업을 취소하고

주메뉴로 톨아 갈 수 있다.

※ 프로그램올 끝내고자 할 때 주메뉴 상에서 끝내기를 선택하거나 또는

주메뉴를 부르기 전에 ALT-X를 누른다.

그림 3-1-12. 영상이 화면 전체에 출력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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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디터

, 한글 라이브러리의 사용

pex 영상올 화면에 출력시킨 상태에서 주석문 에디터를 동작하여야 함

으로 일반적인 에디터기법올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한골/영문의 입출

력이 가능해야 함으로 한글올 지원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의 사용이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에디터의 한글/영문 입출력올 위하여 공개용 한글 라이브러리인 한라 프

로 2.4를 사용하였다. 한라 프로는 한글 사용자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로써

그래픽 화면상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한글 사용을 전제로 한 사용차 인터페

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루틴들올 모아 놓은 것이다. 외부의 도

움이란 한글 카드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지원이나 도깨비로 대표되는 한글

카드 에블레이터 같은 램상주 프로그랩에 의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또는

윈도우즈나 OS/2같은 운영 체제 차원의 지원이 없이， 기본적인 사양만으로

구성된 시스템 상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한글 입출력 기능올 갖

춘다는 것올 의미한다.

한라 프로의 사용으로 야기되는 단점은 동일한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출

력 속도가 저하된다. 프로그램이 커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현이 대단히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용량의 증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으므로 사용상의 문제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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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문 에디터의 기능

- 출력창의 크기는 영[한] 각각 12*78[12*39]의 버퍼를 가진다.

- 독립된 출력 창을 가지는 에디터는 에디터가 동작중일 때의 모든 기능

은 이 출력창 내부로 한정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동작올 위해서는

[ESC]로 에디터 출력 창을 닫은 후에 다른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다.

- 에디터의 스크홀 기능이 없고， 대소문자가 구분이 되며 사이 띄기도 구

분이 된다.

- 한/영 전환온 [SHIFT]+[SPACE)로 한다. 한/영 전환은 전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하다.

- 보통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약간의 기능이 제공된다.

예> Home, End, BackSpace, Delete

- 텍소트의 저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나중에 수정은 해당 그림을 띄웠

을 때 에다터 창이 열리므로 이때 수정 가능하다.

-‘ BackSpaceY- Delete를 할 경우 영문에서는 괜찮지만 한글에서는 글자

의 모양이 이상하게 지워지는데 이것은 한글의 코드가 2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울 때 l바이트씩 지워지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한글을 지울때는 2

바이트를 같이 지워야한다.

- 323-



- 주석문올 저장할 때 영상의 이름과 같고 확장자만 ***.TXT로 된다. 이

렇게 저장된 화일을 다른 문서편집기에서 불러 사용할 수 있다.

- 주석문 에디터가 열릴 때 배경 화면은 하드 디스크에 임시로 저장되며

끝내고 나변 하드 디스크에 임시로 저장된 화일이 복구되고 화일은 자동 삭

제된다.

주의) ※ 하드 디스크의 여유 공간야 부족할 경우 주석문 에디터 및 영상

의 출력이 되지 않는다.

다 마우스 제어

• 사용 가능한 마우스 구동기

• Microsoft Mouse version 6.25 이상

• Genus Mouse version 9 이상

• Logitech Mouse version 3.4 이상

• Mouse Systems ’ PC Mouse version 6.22 이상

• Quick Mouse 6.30 이상

Qtronix Mouse 3.02a 이상 또는 Microsoft Mouse 100% 호환 마우

스 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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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제어의 계충적 구조

한라프로

마우스

라이브러리

하드웨어

---- 구동기(마iver)

바이오스 인터럽트)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마우스 이벤트 큐

>

마우스 이벤E 핸들러

>

마우A 언터럽트 인터페이A

>

마우A 인터럽트

뇨lt 33h

마우스 ----

그립 3-1-13. 마우스 제어의 계층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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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는 과정

프로그램의 수행 마우λ 이벤트 발생

표로그램 수행의 하드웨어 인터럽 E

일시 중단 발생

|하드웨어 인터럽E

마우A 구동기의

인터럽 E 서비A 루틴 호출

발생된 이벤 E를 갑지하여

이벤트를 생성하고

그 결파에 따라 상태를 결정

생성된 이벤E 와 상태정보를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로 넘김

|마우λ 이벤 E 핸들러 호출|

생성된 이벤트에 따른

처리 및 결과 파정

핸들러의 종료

마우스 구동기로의 복귀

71

4

|프로그램 수행

프로늠램

」

인터렵트 서비스의 종료

프로그램으로의 복귀

재개 l
」 마우스 구동기의

인터럽트 서비스루틴

마우스 라이브러리의

마우스 이벤트 핸툴러

그림 3-1-14.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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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사용시 주의 사항

※ 초기화면 상태에서 마우스의 왼쪽클릭은 [FlO]키와 동일한 동작올 한

다.

※ 마우스는 에디터 출력 창이 열렸을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는다.

※ 마우스의 왼쪽 클릭은 [ENTER]키를 누름과 동일한 동작을 하며 화

면로드풍 영상화일이 화면에 출력되어 있올 경우에는 마우스는 화면의 <0,0)

지점에 묶여서 동작하지 않는다.

라. GX 라이브러리

GENUS Microprogramming사 제품으로서 그래픽에 관련된 가능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이 라이브러리의 장점은 사용의 간편성과 사용하고 있는 하드

웨어의 종류에 구애를 적게 받으나 단점은 메모리 관리에서 약간의 문제점

이 생길 수 있다.

라이브러리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3-1-15과 같다.

..: GX KERNEL

GX 라이브러리의 재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층으로써 하드웨어와 인

터페이스 하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그래픽 환경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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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X GRAPHICS

그래픽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면 선 그리기，

원 그리기， 패턴 채우기， 커서 제어 둥의 기능들올 포함하고 있다.

- PCX TOOLKIT

이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루고 있논 PCX 화일에 관련된 함수들을 처리하

는 부분여다. PCX 화일들올 불러오거나 저장， 또는 확대， 축소 풍의 여러

가지 가능올 이용할 수 있다.

- 지원 컴파일러

• Microsoft C, Quick C, Visu떠 C, Borland C, Turbo C

• Borland C++, TopSpeed C++

Turbo Pascal, MicrosoftBasic, Visual Basic

• Microsoft Fortran

GX KERNEL

GX GRAP HIe S

P eXT 0 0 L KIT

그림 3-1-15. GX 라이브러리의 계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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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Super VGA Chipsets

• Ahead Systems, ATl, Cirus Logic, Compaq Qvision

• IBM XGA, Oak Technology, Para띠se， S3, Trident,

• Tseng Labs, Video Seven, Weitek, Western Digital

- Code Skeleton

대부분의 GX 라이브러리들은 아래의 형태를 가진다. 가장 간단한 뼈

대 코드는 아래와 같다.

gxInitO

gxSetdisplay(gx???_?)

gxSetMode(gxGRAPHICS)

. do graphics stuff,

like gxVirtualDisplayO....

gxSetMode(gxText)

gxInit 은 초기화하는 함수이다.

gxSetDisplay 는 사용하게 될 디스플레이 종류를 세팅한다.

gxsetMode는 텍스트 모드나 그래픽 모드를 서로 전환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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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코드

모든 함수뜰은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읍수를 리턴 값으로 돌려

준다. 보통 이 값을 보고 에러의 종류를 판별해 낸다. 에러가 없는 경우는

gxSuccess 코드를 돌려준다.

- 가상 메모리

대체적으로 그림 화일들은 그 크기가 매우 크므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

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gxCreateVirtual 함수를 이

용하여 가상 메모리를 만틀어 사용할 수 있다.

마. CBASE(DBMS)

데이타 베이스의 모든 접근을 관리하는 DBMS의 처리과정은 다음파 같

다. 1) 사용자가 특수한 언어를 사용하여 접근을 요구한다. 2) DBMS가

요구를 분석한다. 3) DBMS가 사용자의 외부 내부적인 구조를 검토한다.

4) DBMS가 저장된 데이타 베이스에서 필요한 연산을 수행한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한 CBASE의 특정은 B+-tree를 사용하여 인텍싱과 순차

적인 레코드 접근을 통한 빠른 데이타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데이타

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타의 무결성

(data integrity)을 보장한다. 또한 하드웨어적 인 버 퍼 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

으로 소프트웨어적인 LRU(Least Recently Used)버퍼링을 이용하여 완벽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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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간의 이식성이 아주 높다. CBASE의 장점은

ANSI C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였고 모든 오퍼레이팅 셔스템에 의존하는

코드를 blkio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

에 이식이 용이하다. 또한 모든 소스 코드가 제공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에 따

른 DBMS 레벨의 변경이 가능하며， UNIX와 MS-DOS를 모두 지원한다.

CBASE의 라이브러리 구성은 크게 cbase, btree, lseq 및 blkio의 라이브

러리로 구성되어 었다. 그들간의 상관성은 그림 3-1-16와 같으며 각각의 특

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cbase.lib는 구조화된 화일의 관리동

작을 수행하기 위해 lesq.lib와 btree를 사용한다. btree.lib는 B+-tree 화일

관리 라이브러리로서 데이타 화일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래코드에 대해 자

동적이면서 최적의 상태로 색인을 관리한다. lseq.lib는 양방향 연결 순차 화

일 관리 라이브러리 (doubly linked sequential file management library)로써

연결 순차 화일Oinked sequential file)올 관리하는 라이브러리 이다. 이 라이

브러리를 통해 삽입되어지는 모든 레코드는 양방향 연결 리스트의 형태로

저장된다 blkio.lib는 블럭 완충 입출력 라이브러리 (block buffered

input/output library)로써 모든 화일의 접근과 완충은 blkio를 사용하여 이

루어진다. STDIO(Standard Input Output)와 유사하나 STDIO는 구조화되

지 않은 문자열로 화일을 모텔링하는 반면에 blkio는 휠드로 이루어진 블럭

의 모임으로 화일을 모델링한다. 그림 3-1-16의 상관 관계도에서도 잘 나타

나듯이 본 시스템에서는 CBASE 라이브러리 함수만을 이용하였다. 다른 라

이브러리 함수들은 cbase.lib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

에 시스템 구성에서 직접 다룰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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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se

lseq btree

blki。

그립 3-1-16. CBASE 라이브러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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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도 측정을 위한 광섬유 레이저 라이다

Optical Fiber를 이용하여 온도분포를 측정함으로써 발전소내 고온의 배

관이나 발열 가농성이 있는 전선의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퉁 시설물의 안전

성을 감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ptical Fiber를 온도 센서로서 이용

하여 Optical Fiber를 따라서 온도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혁신적 시스템 인

FTR(Fiber Optic Temperarure Laser Radar)에 대한 기술분석올 수행하였

다. FTR은 장거리의 온도 분포 측정이 가능하고 전자유도의 영향올 받지

않으며 또한 본질적요로 안전하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으며 온도 측정가농

거리가 10Km, 생플링 간격이 1m. 그리고 정확도가 +rc 로 넓은 범위의

온도 분포측정이 가능하며 또한 원격 ON-LINE 모니터령이 가능하다. 외국，

특히 일본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고온 배관의 온도분포를 측정하는 둥 원

전시설에서 용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의 경우 연구가 미홉한 상

태이다.

가. FTR의 메카니츰

- FTR은 라이다(Radar) 원리와 광섬유를 이용하여 원거리 지점의 온

도를 감지할 수 있다.

(1) 시스템 구성

시스템은 그림 3-1-17과 같이 온도 센싱올 위한 optical fiber, main

measuring unit, 그리고 온도 분포를표시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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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llpl~al fiber sel없M

그림 3-1-17. FTR의 구성도

(2) 산란광 포인트의 위치

산란광 포인트의 위치는 그림 3-1-18에서와 같이 펄스 광 주입에서 되

돌아 오기 까지의 지연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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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18. FTR의 고온지점 감지

(3) R따nan 산란광의 농도로 부터 Optical Fiber의 온도 결정

그림 3-1-19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산란광에 포함된 R없nan 산란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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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며， 크기는 온도에 따라 미약하게 변Rayleigh 산란광의 1/1000 정도로

되돌아 오는 Raman 산란광출발점으로도온한다. 산란광 포인토에서의

의 농도로 부터 알 수 있다.

>J..노

J>Jl J敵앓뼈驚繼f懶 /

-:. .. :￥뼈顆1St월빼훌

繼聯轉빼훌 횡빼했職훌밟
-購 ": , 1;\ A

繼짧藝!밝X
쳐w~ .ttl ~~H

勳V휠빼빼f

그립 3-1-19. 온도감지 원리FTR의

잃
”나. FTR의

온도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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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선의



FTR은 전력션의 비정상척 가열점 감시， 전력선의 사고 지점 감시， 그

라고 전력 전송선의 고 효율 작동 둥올 목적으로 전력선 온도 감사 시스템

에 적용가능하며 Optic Fiber를 전력선 위에 두고서 전력선의 온도 분포를

상시 감시할 수 었다.

(2) Busduct 온도 감시 시스템

Busduct의 비정상적 가열 지점올 검출하기 위하여 광섬유를 Busduct

위에 두고서 Busduct의 비정상적 온도 지점을 상시 감시할 수 있다.

(3) 양수발전소 온도 감시 시스템

발전기의 고압 Busduct의 비정상적 발열지점 감시하기 위해 광섬유를

Busduct 표면에 두고서 Busduct의 비정상적 온도 지점올 상시 감시할 수

있다.

(4) 원자력 발전소의 온도 감시 시스템

원자력 발전소의 비정상적 가열 지점 감시와 주 중기 파이프 라인 누설

감사를 위해 내방사선 광섬유를 Busduct 표면에 두고서 비정상적 온도 지

점을 상시 감시할 수 있다.

(5) 해수온도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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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냉각올 위한 해수온도 감시를 위해 파이프 주위를 감고있논 광

섬유 센서를 해수에 유업 유출 지점에 설치한 뒤 감시 센터에서는 각 센

서의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았다.

(6) 건물내 전력 배선설비의 온도 감시 시스템

건물 내 전력 배선 설비의 온도 감시를 위하여 광섬유와 광접 센서로서

전력선과 지선 변압기의 온도를 강시할 수 있다.

(7) 고온설비 감시시스템

강철 제조 공장에서 고온 지점을 감지하기 위하여 고온설비에 센서를

부착하고 고온 지점올 감지할 수 있다.

(8) 탄광의 화제경보 시스템

갱도내 화재경보나 벨트 컨베이어 모타의 비정상적 가열 온도 감시를

하기 위하여 광섬유를 탄광의 천정이나 벨트 컨베이어 모타의 표면에 부착

한다.

(9) 터널의 화제경보 시스템

터널의 발화 지점을 감지를 위하여 광섬유를 터널의 천정에 부착한 후

화제 발생시 온도 분포 자료에 의해 저동으로 진화되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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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할 수 있다. 특히， 이 센서는 폭발하지 않으므로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유용하다.

(10) 연속으로 운전하는 기계에 대한 감시

연속으로 운전하는 기계의 과열 감치를 위해 점 센서 (Spot Sensor)를

이용하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LNG 탱크의 가스 누설감지 시스템

LNG 탱크의 가스누설 경보를 위해서 광섬유를 LNG 탱크주위에

다음 가스의 구설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2) 옥내 대공간의 온도 분포 측정

.:!= 0
itτ:

FTR를 이용하여 옥내 대공간의 용도 분포 측정 공기 제어효과를 검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섬유는 풍선으로 부터 드리워쳐 았으므로 FTR은

수직 온도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13) 댐 건설의 콘크랴트 온도 감시 시스템

댐 건설 동안에 콘크리트의 온도를 감시할 경우 광섬유 선올 콘크리트

내에 설치하고 FTR로 온도 감시한다. 이 자료는 댐 건설의 관리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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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TR의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응용

원자력 발전소의 비정상적 가열 지점 감시와 주 증기 파이프 라인 누설

감시를 위해 내방사선 광섬유를 Busduct 표면에 두고서 비정상적 온도 지

점올 상시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의 용용과는 달리 원자로

격납용기내의 온도감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사선 환경하에서는 FTR

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 FIBER(GRADED INDEX형)올 사용할 수 없다.

이유는 FIBER의 CORE 부의 굴절슐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Ge에 방사

선이 조사되면 검게되어 광의 전송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방

사선 FIBER로서 Ge를 사용하지 않은 Si형 (STEPPING INDEX)을 사용한

다. 즉， Si 사용으로 말미압아 다음과 같이 FTR의 성능은 저하될다.

측정최대거리 : 5OOm(표준 2,OOOm)

측정간격 : 5m( 1/ 1m)

용도정밀도 :±3°C( " +l°C)

참고 : 현재 일본 원자력 발전 주식회사 동해제2발전소에서 1994년 7월부터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의 온도감시를 행하고 있으나 아무런 문제없이 작동중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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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측정 단위와 광섬유 센서의 규격

(가) Specifications for measurement unit

Item Specification

Type FTR 030 FTR 050S FTR 110

※11easuring distance 2km max 2km max 10km max

Sampling distance 1m 5m 5m

※Temperature accuracy +1° C +5° C +1° C

Temperature resolution 0.1° C 0.1° C 0.1° C

※11easuring time 90sec 15sec 60sec

11easuring temp.range
-200-500° C(Depending on fiber
sheath materials)

Main unit working temp. 0-40° C 0-30° C

ain unit working humidity 0-95%(non-condensing)

Power source voltage AC 100V+10% 50/60Hz

power consumptiOn AC lOOV 3A AC 100V 1A AC lOOV 5A

External dimensions
430Wx530D 200Wx380D 430Wx530D

X200H X160H x365H

Weight 25kg 10때 40kg

Optical fiber (for sensor)
GI-200/250(GI-

GI-50/125 GI-50/125
50/125)

NEe NEC
.Control unit PC-9801 unnessary PC-9801

senes s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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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ecifications for optical fiber sensor

type of optical
application

fiber sensor
a outside diameter

Code type(Round type) aboutψ3mm

eletric supply of
building or works Code type (Flat type)

a major axis 5.6mm/

a minor axis 3.6mm

power plants Slotted code ty않 about ψllmm

fire alarm

high temperature Metallic tube type ill 1.4mm! OD 1.8mm
momtor (stainless steeD ill 3.0mm/ OD 3.6mm

low temp. monitor

concrete temperature
Wire armour type about rp8mm

momtor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영상처리 기법과 영상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올 구

현하였다. 적외선 영상처리 기법￡로는 영상의 경계선 검출， 히스토그램 균

일화， 네거티브 영상화 기법동을 도입하였고， 영상 데이터 베이스는 사용자

가 이용하기 쉽고 수학적 접근이 가능한 관계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 B+- 트

리 구조의 색인을 사용하므로써 데이터 화일의 크기가 커질 경우에도 삭제，

삽입 및 검색에 높은 효율성과 빠른 데이터 접근을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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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하였다. 그리고， 또한 광섬유를 이용한 온도 모니터링 기술분석을 수행

하여， 광섬유를 이용한 온도 모니터령 기술이 완전시설과 같은 대형 시설

물의 원격 이상상태 접검에의 활용 가능성을 파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적외선 영상처리 및 영상데이터 베이스는 원자

력발전소내의 주요한 파이프나 리액터에서의 열누수동을 감지 가능하게 한

다. 이러한 자동 검사 시스템의 구축은 원전 시설의 무언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원전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운용될수 었다는 인식올 사회 전반에 확산

시키는데에 한 역할올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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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차원 방사선준위 분포측정용 방사선감지기 개발

1. 개요

일반적으로 업사 방사선의 위치 및 강도분포를 컴출하는데 사용되는

방사선 센서로서는 기체전리합과 반도체를 이용한 것퉁이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검출효율이 높고 기계적인 진동에 강한 scintillation detector

를 이용한 고감도 방사선영상 검출시스템의 개발올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collimator 및 차폐체의 최적화와 아울러 검출부의 소형

경량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Collimator의 field of view 최적화

가. 차폐체의 설계 및 제작

입사한 r-선을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는 robot 탑재사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인 진동이나 충격에 강하고 검출효율이 높은 scintillation detector

를 선택하였다. 그에 따른 광전변환소자로서는 1차적으로는 PM tube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호처리부를 설계 제작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

였으며 아울러 collimator 및 차폐체의 최적화 조건을 조사하였다. 그림

3-2-1은 collimator 및 차폐의 최적화를 위하여 제작된 1" ({J X 2"

NaICTD scintillation detector의 단면도로서 collimator의 교환이 가능하도

록 설계하였으며 입사창은 x-선에 의한 영향올 줄이기 위하여 Ni filter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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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그러나 검출기 측면 차폐체의 두께가 10 mm정도 밖에 되지

L 47 f

AI

1_ 24 _ I _ 26 _,

,. 7 ,5

160
듀E서

r‘ 25

r‘ B

￥15

그림 3-2-1. NaI(T l) scintillation detector와 collimator의 단면도

않아 감지기의 중심축에서 25。 이상의 각도에 방사선원이 존재할 경우

측면으로 투과하는 방사선의 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인 갑지기의

설계는 차폐체의 두께를 증가시키되 robot탑재를 고려하여 외부의 차폐는

각 방향에서 Co-50의 1.33 MeV에 대한 1!107r충인 40mm가 되도록 하였

으며， 각 모서리부분은 중량을 줄이기 위하여 원추기둥형태로 설계하였다.

특히 PM tube의 사용에 따른 중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sI(T l)

scintillator(Q.5" <p XI")와 PIN photodiode를 결합하여 저준위 방사선

검출올 위한 차폐체를 셜계를 하였다(그립 3-2-3).

나. Collimator의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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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분해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collimator는 위치분해능과 상반되

는 특성인 검출효율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된다.

Source

Y

C이11m이。r

r I 、

+
‘

j

01 r--- 、

、、

y

L

그림 3-2-2. 선원 위치에 따른 collimator의 view angl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론적인 계산올 토대로 여러가지 경우의 조건올

이용하여 위치분해놓과 그에 따른 검출효융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일반적

으로 입사창의 면적이 증가하면 계수율은 증가하나 분해능은 저하되며，

또한 collimator의 길이 (d)가 증가할수록 분해능은 향상되지만 계수율이

저하됨올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collimator는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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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능올 설정하여 직경대 길이의 비(X!d)를 얻은 후 검출한계를 정하여

야한다.

그림 3-2-9에 나타난바와 같이 lμCi의 Co一60 원반형 방사선 선원(~5

mm)을 감지기와 5 cm 거리에 두고 길이 50 mm의 collimator의 직경을 2

-10 <p rnm까지 변화시켜가며 측정한 계수치를 그 위치에 따라 냐타낸 것

이다. 직경이 작아질수록 분해능이 향상됨올 볼 수 있다. 그러나 직경이 2

mm이하인 경우 검출감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background의 영향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측정시간이 걸어져 본 연구의 조건에 맞지 않음

올 알 수 있었다. 감지기의 주변을 둘러싼 차폐는 자연방사능에 의한

background를 줄여 검출감도를 향상서 켜 주는 역할올 한다. 따라서 r-선

에 때한 차폐능력이 우수한 물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중량과 부피를

고려하여 최적의 차펴1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자연방사성원소로서는 K-40, Th계열의 딸핵종 및 Ac계열의 딸핵종 퉁

이 있으며 이들에 의하여 방출되는 여러 에너지의 r-선은 수 10keV에서

수 MeV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연방사능핵종에 의하여 방출되는 여러가지

r-선의 에너지 중 가장 계수율이 높고 또한 일반적인 r-선에너지의 중

간 정도의 에너지를 지닌 K-40의 에너지가 1.46 MeV임을 고려하여

Co-60을 차폐채질로서는 Co-60의 1.33 MeV에 대하여 반가층이 12mm인

납올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연방사능에 의한 공간 y 선량률이 약 10 μ

R/h임을 고려하여 이컷의 약 1/10정도의 background를 얻기 위해 감지기

의 측 · 후방의 차폐체 두께를 최소 40 mm로 정하였다. 그림 3-2-3은 2차

원 방사선준위 측정을 위한 검출부의 단면도로서 중량을 고려하여 전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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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Scintillation detector의 구성도

의 차폐는 collimator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법위내에서 원추형태로

설계하였다.

3. 신호처리 unit의 경량 및 소비전력의 최소화

감지기에 의한 신호처리회로와 아울러 goniometer의 P하νtilt 제어를 위

한 전자회로는 robot 탑재를 고려하여 중량 및 소비전력의 최소화를 기준

으로 하여 설계 및 제작하였다. 그렴 3-2-4는 방사선 준위 분포 측정을

- 348-



위한 방사선검출시스템의 신호처리에 따른 개략도로서 검출부， 신호처리

부， interface 그리고 goniometer의 pan/tilt 조정용 encoder부로 이루어져

있다.

I del싸。n UDlt I

pan/lIll

| 히g뼈I process야 |

」빨말

그림 3-2-4. Electronic Control과 Data Acquisition의 구성도

가. 전치증폭기

전치증폭기는 n01se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PM tube의 R-C divider와 최

대한 가까이 설치하는 것이 좋으묘로 다른 신호처리 unit와는 별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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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검출부에 탑재하도록 설계 · 제작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소형화

및 전력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operational amplifier를 사용하여 전하감

응형의 전치증폭회로를 구성하였다(그림 3-2-5)

1-15\1

그립 3-2-5. Charge Sensitive Preamplifier 회로의 구성도

나. 정형증폭기

전치중폭기를 통하여 출력되는 신호는 상승시간이 짧은 반면(-10 ns)

하강시간이 매우길어(-100μs) 신호의 pile-up이 일어나 설계수치를 감소

시킴으로 정형증폭기를 이용하여 선호의 모양 및 크기를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 그렴 3-2-6은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한 정형증폭기의 회로도로서

pole-zero cancellation부와 CR-RC정형 및 active filter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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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고선별기 및 counter

정형증폭기의 출력신호를 counter에 입력시키기고 TTL 레벨로 변화시

켜주기 위하여 NE-521올 이용한 window discriminator를 설계 및 제작하

였다. 그림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사신호의 크기에 무관하게 일정

한 폭의 TTL산호를 출력하기 위하여 mono-stable multivibrator

(74LS123)를 이용하여 출력 pulse폭을 1μS로 하여 counter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counter는 최소한의 IC로서 신호처리가 간편하고 216까지 계수가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하여 binary 8-bit counter IC인 74LS590을 이용하였다(그림

3-2-7).

4. Telemetry를 위한 범용 Interface unit의 설계 및 제작

counter에 의하여 계수된 data값올 computer로 입력시키고 PM tube의

H.V전원 조정 및 goniometer의 제어를 하기 위한 interface 부는 다양한

CPU에도연결이 간편하고 또한 제어가 펀리한 8255(PPI)를 이용하였다，

address. module 조정올 위한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 몇 motor

제어용 ncoder를 구동하며 또한 counter의 출력을 읽어들이기 위한 3개의

port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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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Shaping Amplifier 회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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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2-7. Low Level Discriminator과 Counter 회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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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8255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회로의 선도

5. 갑지기의 위치검출 특성조사

가. 위치분해능

방사선준위 분포측정을 위한 감지기로서 기본적인 특성인 위치분해능올

측정하기 위하여 길이 50mm언 collimator의 직경올 2, 4, 6, 8, lOmm로

하여 위치분해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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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여 러 Collimator Di따neter에 대한 Position Spectrum

그립 3-2-9는 1μCi의 Co-50 원반형 방사선 션원(~5 rnm)을 감지기와

5cm 거리에 두고 그 선원의 위치를 중심축과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한 계수값으로 길이 50mm인 collimator의 적경을 변화시켜가며 측정

한 값이다. Collimator의 직경이 감소함에 따라 분해능은 향상되지만 검출

감도는 저하됨올 알 수 있다.

나.방사션영상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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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계 및 제작된 신호처리계와 그에 따른 제어 및 data획득

용 software의 제반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경 6mm의 collimator를 이

용 방사선영상올 검출하였다.

그림 3-2-10. Goniometer에 탑제된 Scintillation Detector

사진 1은 goniometer에 탑재된 감지기를 보인 것혹로 영상검출특성조사

를 위하여 사진 2와 같이 지름 5mm의 원형 방사선원들을 배치하고 감지

기와 10 em 이격시킨 다음 goniometer를 1 。 씩 pan/tilt 시 켜가며 방사선

강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이때 pixel당 측정시간은 방사선원의 세기를 고

려하여 4분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측정한 방사선강도를 각도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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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3-2-10의 방사선 분포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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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11. 실험올 위한 Disk Type 선원

@ 상 : Cs-137, 0.2 μCi

@ 좌 : Cs-137, 1 μCi

@ 우 : Ba-133 1 μ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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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팬/틸트에 대한 r-ray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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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현재 수행중인 l차년도 연구에서는 실제의 영상과 방사선분포 영상의

비교 및 분석의 정확성올 기하여 collimator의 filed of view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였다. 1" <fJ X 2" NaI(T I) scintilation detector와 그

에 따른 여러가지 기하학적 구조변수(collimator의 직경 및 길이)의

collimator를 제작하여 그에 따른 검출감도 및 위치분해능 퉁 위치검출 특

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신호처리와 robot탑재를 위하여 각 신호

처리계를 소형 및 저전력형으로 설계 · 제작하였다. 그리고 감지기로부터

의 출력신호를 operational amplifier를 이용하여 제작한 전치증폭기와

CR-RC정형부 빛 pole-zero cancellation 기능과 active filter로 구성된 주

증폭기올 이용하여 파형을 증폭 및 정형한 후 고속의 comparator인

NE512와 RS filp-flop.2..로 구성된 level discriminator로서 잡음과 신호를

구분， TTL level로 변환하여 16 bit binary counter에 입력시켰다. 특히

방사선 분포 및 방사션 강도 둥의 정보처라와 시스템의 각 unit를

computer로서 제어하기 위한 interface부는 범용성을 고려하여 PPI(8255)

와 address decoder로서 설계 및 제작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각 신호처리

부의 홍작특성올 살펴보았다.

제작된 감지기와 신호처리시스템을 일체화시킨 후 최적조건의

collimator를 이용한 방사선영상을 획득하여 실제의 가시영상과 비

교하므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방사능이 0.2-1μCi

정도의 r -선 방사선원 3개를 삼각형태로 배열하여 각 선원에 의한

상호영향 조사 및 개개의 선원에 대한 영상과 전체영상을 획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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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능제어 연구

1. 개요

로보트의 지능화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애서는 소형이동 로보트의 자

율주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로보트의 자율 주행은 로보트가 계획된

이동경로를 주행하거나， 스스로 계획된 작업을 위해 지정된 위치로 이동

할 때 장애물과의 조우없이 최적의 최단거리 이동경로를 따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올 말한다. 자율주행기술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

운 특수작업환경에서의 무인， 원격작업에 사용될 이동 로보트의 지능화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테스트용 소형 이동 로보트를

제작하였으며， 퍼지제어 기술올 이용하는 로보트의 주행 알고리듬올 개발

하고 이의 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이동장치제작

자율주행 알고리듬 개발을 위한 소형 이동 로보트를 제작하였다. 제작

된 이동로보트는 로보트 구동부， 초음파 센서부， 통신 시스템부， On-board

컴퓨터 제어부 그리고 SIW 시스템부로 구성된다. 제작된 이동 로보트는 그

림 3-3-1과 같이 바퀴의 회전속도차에 의해 조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장애물을 탐지하고， 무선 LAN 을 통해 데

이타를 전송하며， 486 On-board 컴퓨터에 의해 제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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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제작된 이동 로보트

가. 로보트 구동부

이동 로보트의 외부치수는 약 50x50x50cm 이며 2개의 구동바퀴가 전방

에 장착되어 있으며 후방에는 1개의 caster바퀴가 장착되어 있다. 전방의

구동바퀴는 각각 servo Motor로 구동되며， Motor에는 회전속도 및 거리를

측정하는 encoder가 장착되어 있다. 로보트의 조향은 구동을 담당하고 있

는 2개의 Motor 회전속도 차를 이용한다. 제작된 로보트 이동 로보트는 무

선에 의해 구동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각의 모터틀은 이동 로보트에 탑재

된 24V 맛테리 전원장치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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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음파 센서부

제작된 이동 로보트는 장애물의 탐지를 위해 초음파 센서를 사용한다.

8개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약 1m 에서 10m 범위 내의 장애물의 거리

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젠서 모률은 그림 3-3-2와 같이 보다 정교

한 장애물 탐지를 위해 360도 회전하며 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센서 모률의 회전을 위해 스테핑 모터가 사용된다.

ι

‘δ

했년F?) ( - ---‘- -- - ~ 」
그림 3-3-2. 제작된 이동로보트의 초음파 센서부

다. 통신 시스템부

이동 로보트의 무선 제어를 위해 wireless LAN 를 사용하고 있다. 로

보트 본체와 주 컴퓨터 사이의 통신에는 TCP/IP 통신 프로토콜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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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BPS 이상의 통신 속도로 데이타 및 제어신호를 전송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 On-board 컴퓨터 제어부

로보트가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친통 및 EM! 노이즈 재거를 위해

산업용 싱글 slot 으로 설계된 On-board 컴퓨터 제어부는 486 PC를 모체로

하고 있다. On-board 컴퓨터에는 모터 제어를 위한 encoder I/O 카드， AID,

D/A 둥 여러가지 데이타 업출력올 담당하는 I/O 카드， 그리고 차후의 기능

확장을 위해 TMS320X40 DSP를 기반으로 하는 Controller가 내장되어 있

다. 내장된 I/O 카드의 AID 주파수는 90 MHz이다. 그림 3-3-3은 로보트에

장착된 On-board 컴퓨터 이다.

그림 3-3-3. On-board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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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스템 S!W 부

장애물에서 반향되는 초음파 정보로 부터 계산된 장애물의 거리정보와

encoder 값틀로 부터 계산된 로보트의 현재 위치 값들은 로보트를 제어하

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정보틀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무선 LAN올

통하여 원격지의 주 컴퓨터로 송신되어져야 한다. 제어 알고리듬은으로 부

터 얻어찬 패도 명령은 On-line 컴퓨터에서 역 kinematics으로 각 바퀴의

회전속도를 계산하여 해당 Motor Drive에 명령하고 Loop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 주 컴퓨터는 on-board 컴퓨터로 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로

보트의 패도를 계산하여 화면에 표시하고 저장한다. 시스탬 S!W부는 위에

서 언급한 일련의 작업올 총괄하게 된다.

3. 로보트 주행의 퍼지제어 모의실험

로보트 주행에 관한 Simulation올 수행케 된 동기는 첫째， 제작중에 있

는 주행제어 실험용 로보트에 관한 제작 요건올 파악하는 일이고 둘째는 로

보트 제작완료시 이에 탑재하여 운용할 프로그랩을 작성코자 함에 었다.

제작요건으로는 센서들의 갯수， 위치 둥 제작후 발생가농한 문제점을 파악

하고 이들을 제작에 반영하는 것이며 주행제어용 소프트웨어 규모 및 작동

시칸을 파악하여 이동부 탑재부분과 원격지 컴퓨터 탑재 부분올 결정코자

하였다. 작성한 Simulation용 소프트웨어 중 이동경로에 대한 지도작성용

프로그랩과 주행제어용 퍼지알고리듬둥은 로보트 제작완료시 이에 탑재하여

그대로 활용가능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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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프트웨어 개발시 적용한 제한조건

로보트 주행실험시 발생가능한 문제들로서 본 Simulation 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거나 고려하지 않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모든 장애물은 센서들이 놓인 평면상에 위치하며 연속적으로

연결된 벽과 같은 형태이다. 연결되지 않은 여러개의 장애물들이 흐터

져 있는 경우에 대한 주행제어는 본 소프트웨어를 일부보완하여 쉽게

달성할 수 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모든 센서들로 부터 발사된 초음파 선호는 장애물로 부터 반

사되어 해당센서에 수신되며 다른 센서들로 부터의 신호에 의한 장애

는 받지 않는다. 물론 특정센서로 부터 발사된 신호가 해당센서에 수

신되지 않은 경우 센서들의 회전을 통하여 장애물 위치 감지가 가능토

록 프로그랩올 작성하였지만 모의 실험에서는 발사된 센서에 반사파가

수신되는 것으로 가정해야 했다.

셋째， 주행목표는 작성된 경로지도의 우측 장애물 곡선과 일정거리

를 유지하며 가급적 신속히 주행하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 로보트의

주행목표지점은 주행목표콕선상에 있는접으로서 로보트의 중심점과 일

정의 최소거리 밖에있는 최근접점으로 하였다. 따라서， 커브에서의 곡

률크기에 따른 속도제어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목표지접이동 속도에 따

라 가속하도록 하였다.

넷째， 제작된 로보트는 전방에 두개 및 후방 한개뭉 세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i며 전방 두개의 바퀴는 각각 독립적으로 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 주행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 Simulation에서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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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점을 향하여 전방 두바퀴를 잇는 선분이 수직이 되도록 방향제어

를하였다.

나. 경로지도 작성 알고리듬

로보트주행시 센서들로부터 감지된 장애물 위치들에 의하여 작성

된 경로지도는 일정거리이상 떨어져 있는 여러개의 콕선들로 구성된다.

Simulation에서 사용한 로보트는 그림 3-3-4.과 같이 배열된 8개의 초

음파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으며 장애물의 위치는 이들 센서들로 부터

측정된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로보트 중심으로 부터의 센서 방향각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함7

그렴 3-3-4. 로보트 센서들의 배열

't2.

즉 로보트의 중심점을 (XC, YC)라 하고 특정 센서의 좌표를

(XSEN, YSEN)이라 할때 이 센서로 부터 측정된 장애물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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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S에 의하여 장애물의 위치좌표(XOB， YOB)는

XOB = XSEN + (XSEN - XC) *
”
퍼

njqJ
/’
l

、

YOB = YSEN + (YSEN - YC) *
DOBS

SENSRL

에 의하여 산출하였다(그림 3-3-5. 참조).

앤D~/'(O~)
. .

r 야55r///
/

/ /

‘’

~/

5단혈하/(뼈당\})~EtJ)
/

/

l~J '(c.)

그림 3-3-5. 장애물까지 거리로부터 위치 좌표산출

8개의 센서들로 부터 확인된 장애물의 위치점들은 기존 장애물 콕

선들과의 근접도(거리)에 따라 해당곡선에 추가된다. 기존의 특정 콕

선으로 부터의 꺼리가 너무 작은 경우 이를 버리게 되며 허용치 이하

일때 곡선상의 해당 위치에 추가한다. 따라서， 인접한 두센서에 의하

- 366-



여 감지된 두 점은 통일한 장애물 곡선에 추가될 수 도 있으며 서로

인접한 두점은있으며점들로곡선은 여러개의하나의

다른 두 곡선에 추가될 수도 있도록 프로그램하였다.

구성되어

한개의 선분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두점 (Xl , YD , (X2, Y2)가

이루는 선분과 명면상의 업의의 점 (XP. YP)와의 거리는 그림 3-3-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화표축올 (Xl. YI)이 원점이 되고 (X2, Y2)가 양의

X축상에 놓이도록 평행이동 및 회전한 다음 새로운 좌표축상에서 접

CXP, YP)의 Y좌표 또는 Y좌표의 절대값올 사용하였다. 물론，이점의

X화표의 값이 음이거나 선분밖일 경우에는 선분끝접과의 거리를 사용

하였다.

‘~~

\.)<'~J yp)

&、‘

- - -얀 현젠
rbι';'(.1.)

c 、(&)
\:f--~I ,--,

:~
(X2.)yJ..)

- ?;ι

그림 3-3-6.. 선분과 점간의 거리산출

- 367-



한점과 곡선간의 거리는 콕선상의 선분들과의 거리중 최소값올 사

용했오며 이 값이 일정값올 초과할 경우 이점은 다른 곡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장애물 곡선올 보다 완전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주

기적으로 8개 센서틀을 적당한 각도로 회전하여 많은 점틀올 생성시켜

곡선에 추가하였다. 뿐만아니라， 로보트 후방에 놓인 장애물 곡선 부

분은 삭재시키므로써 곡선이 지나치게 걸어짐을 방지하였다.

다. 주행 목표 곡선작성

주행목표 곡선은 로보트 진행방향의 우축에 있는 장애물 콕선으로

부터 일정거리 떨어져 있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곡선은 로보트

가 전진함에 따라 장애물 곡선의 확장과 함께 확장된다.

주어진 우측 장애물 곡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떨러진 곡선을 정확히

산출하는데는 많은 번거로운 계산이 수반되며 컴퓨터 계산시간에 하중

올 추가하기 때문에 본 Simulation에서는 그림 3-3-7.과 같은 바교적

간단한 근사방법올 사용하였다. 즉， 우측 장애물 곡선의 최전방지점올

(XO, yo)라 하고 로보트의 중심점올 (XC, YC), 그리고 설정된 거리를

S라 할때 목표지점 (TX， TY)는 중심이 (XO, YO)이고 반경이 S언 원주

상에 (XC, YC)로 부터 그은 접선이 만나는 점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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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목표지점 설정

그림 3-3-7.에서 dl올 두점 (XC， YC)와 (XO, YO)간의 거리라 할때

d2는 ci22 = d12-S2으로 부터 산출되며 따라서 각 6 는

d2
() = Tan-1

- - - - - - - -- - - - (3-3-2)
S

에 의하여 계산된다. 한편， 구하고자 하는 목표지점 (TX， TY)는 그립

에서 점 (XM， YM)올 8 만큼 회전하여 구할 수 있다.

XM = aXo + bXC

YM = aYO + bYC - - - - - - (3-3-3)

a = (dl-s)/dl, b=s/dl

주행목표콕선은 이상에서 기술한 목표지점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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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한시점에서의 목표지접은 목표콕선상의 한 점으로서 로보트 중

심으로 부터 일정거리 범위아내에 있는점을 택하였다.

주행목표곡선을 보다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측장애물 곡션

을 smoothing한후 이 곡선의 Normal벡터를 구하여 이 벡터상에서 설

정거리 S많큼 떨어진 두점을 구하면 된다(그립 3-3-8. 참조)

g

a

장깅l펼

그림 3-3-8. 주행목표 콕선 결정

우측 장애물 곡선으로 부터 동일거리에 있는 두점 P，Q중 목표지점의

선정은 로보트 중심점을 지나고 현 진행방향에 수직인 직선과 중심점

과 이들 점을 잇는 직선이 이루는 각 a. b를 비교하여 큰각을 이루는

점(그림 3-3-8. 에서 점 P)을 택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온 곡선을

Smoothing 하는 과정이 휠요하며 수직인 적선 산출과정 또한 오차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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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Simulation 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라. 주행의 퍼지체어

로보트의 주행제어는 복표곡선상의 목표지점을 향하여 우측장애물

콕선이 끝날때까지 가급적 빠른 속도로 진행함올 목적으로 한다. 3륜

로보트의 전방 두바퀴의 속도를 독립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진행속도 뿐

아니라 방향제어가 가능토록하였다.

진행속도 성분은 로보트 중심점으로부터 그 순간 목표지점까지의

거리에 비례성분제어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출된 값은 전방 두

바퀴 모두 같은 값으로 적용하였다. 방향제어를 위해서는 두 바퀴로

부터 목표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한다음 그 차이에 PI형 퍼지제어 알고

리듬을 적용한 후 그 값올 비례성분제어기 산출값에 더함으로써 두 바

퀴의 속도를 계산하였다.

이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d를 중심점으로 부터 목표지점 까지의

거리， dI을 우측바퀴로 부터 목표지점까지의 거리， d2를 좌측바퀴로 부

터 목표지점까지의 거리라 할때

4 ν = k L1 d
n

J μ :: a(dz - dl) + b~(d2-dl) - -- - - - (3-3-4)
i-I

로 부터

Il l:: 1110+ L1 11 - L1 μ

112 :: 1120 + L1 11 - L1 μ 페
njn

<

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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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한 다음 이를 두바퀴에 적용하였다.

퍼지제어 알고리듬은 전년도에 개발한 (KAERLlRR-1350/93)표준

선형 알고리듬올 사용하였다. 즉， 변수들의 퍼지화에는 퉁구간상의

삼각형모양의 함수(Spike Function)들을 사용하였으며 퍼지추론에서 두

집합의 조합은 Larsen의 Product Rule올 사용하였고 비퍼지화 과정은

무게 중심법올 사용하였다.

마.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1) 구성도 및 주요기능

I
輔
-
M때
빼

」임

체f탠fEi짧總~總
닉G낭N뻐P! |~

그림 3-3-9. 프로그램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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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 각 센서들로 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산출 또는 측정

LOCOBS - 관측된 장애물까지의 거리로 부터 장애물 위치 산출

COMBrnE - 장애물 위치들로 부터 장애물 곡선군 형성

CONTRL - 로보트 주행 목표지점올 설정하고 이로부터 두 전방

바해의 속도 값 산출

MOVE - 설정된 속도값들로 부터 l초후 위치 결정

SSRLOC - 옮긴 위치에서 센서틀의 위치 결정

GENMAP - 주기적으로 센서들을 회전시킴으로써 장애물 곡선 완성

(2) Subroutine 별 기능

INIT: 장애물 독선 데이터를 화일 PATH1.DAT로 부터 읽어 드련후

적당한 단위변환올 수행한다. PATH1.DAT는 Scanner로 부터 읽어드

련 임의의 두 곡선좌표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X좌표의 경우 0에서 1250

까지， y좌표의 경우 0에서 2100사이의 값을 갖는다. Robot의 초기 중

심 위치값을 지정하고 이로부터 8개 센서들의 위치와 진행방향에 수직

인 방향(XBASE ， YBASE)을 결정한다.

INITGR : INTERACT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PC화면에 장애물 곡

선올 그리고 로보트의 초기위치에서 센서틀의 방향올 도시화하는

Subroutine임. 이때 필요한 단위 변환으로 X,Y 좌표들의 값이 각각 0

과 l사이의 값이 되도록 Scale인자를 곱함

E、HTMAP : 로보트의 초기 위치에서 감지할 수 있는 장애물 곡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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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들올 결정하고 이들을 각각 연결된 여러개의 곡선블럭으로 구성함.

센서들을 l도 단위로 15회 회전하여 장애물 위치를 파악함

FOLLOW : Main 프로그램으로 초기화를 위하여 INIT, INITGR,

INITMAP을 Call한후 그림 3-3-9.와 같이 SENSOR, LOCOBS,

COMBINE, CONTRL, MOVE, SSRLOC, 및 GENMAP 동 Subroutine

들을 순차로 반복해서 C머l함으로써 로보트가 목표곡선에 따라 주행하

도록함

SENSOR : 로보트의 중심위치를 산출하고 각 센서들의 방향각을

BASE 좌표들로 부터 산출한 다음 OBSI7, OBS28, OBS4, OBS5,

OBS6둥 Subroutine을 Call하여 해당 센서들로 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

를 산출한다. 이 프로그램올 제작된 로보트에 탑재하여 사용할 경우에

는 SENSOR Subroutine의 기능은 8개 센서들로 부터 업력되는 장애물

까지의 거리값을 보정， Smoothing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OBSl7 : 센서 #1과. #7로 부터 장애물 곡선까지의 직선거리를 산출한

다. 즉， 센서 #1과 로보트 중심점을 잇는 반직선이 장애물과 만나는

최초의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이를 위해 좌표축을 회전하여 중

심점으로 부터 센서#1의 끝점으로 향하는 반직선이 양의 X축이 되도록

한다음 장애물 곡선을 이루는 선분들이 X축과 만나는져를 확인한 후

만나는 점의 X좌표 값을 거리로 사용한다. 여러개의 선분과 만날 경

우 가장 근거리에 있는 점을 사용한다. 센서 #7의 경우 센서#1과 180

도 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에 반대 위치에 있는 좌측벽까지의 거리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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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산출한다.

OBS28 : 센서#2와 #8로 부터 장애물까지의 직선거리를 산출한다. 거

리를 산출하는 방법은 OBS17과 동일함

OBS3, OBS4, OBS5, OBS6 : 각각 센서 #3, #4, #5 및 #6으로 부터 장

애물까지의 직선거리를 산출하며 산출방법은 OBS17과 동일함

LOCOBS : OBS17, OBS28, OBS3, OBS4, OBS5, OBS6퉁 6개 의

Subroutine에 의하여 계산된 8개의 센서로 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값

틀로 부터 장애물의 위치 8개를 산출한다. 로보트 중심점으로 부터 센

서까지의 거리， 8개 센서들의 위치 좌표 및 거리값들로 부터 장애물의

위치가 결정된다.

COMBINE : LOCOBS에 의하여 생성된 8개의 장애물 위치 지점을 여

러개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물 곡선들에 추가한후 이들 점 추가

로 인하여 임의의 두개 곡선 블럭이 한개로 합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

하고 실제 합하는 일을 수행함. 주어진 점을 기존의 곡선블럭에 추가하

는 일은 ADDOBS subroutine call에 의하여 수행함 -

ADDOBS: 새로이 관측된 장애물의 한 위치를 기존의 곡선블럭에 추

가함 COMBINE Subroutine이 CALL 하며 특정 곡선에 추가여부는 해

당곡선을 이루는 선분들과의 거리를 산출한후 최소값이 너무 작을 경

우 추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너무 클 경우 다른 곡선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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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판정한다. 한개의 선분과 추가 대상 점과의 거리는

Subroutine DISTAN에 의하여 산출하며 추가가 결정된 후 해당 창애

물 곡선에 삽업하는 일은 Subroutine INSERT를 Call하여 수행함

DISTAN : Subroutine ADDOBS가 Call하며 지정됨 한개의 선분과 이

션분밖의 한점간의 거리를 산출하는 Subroutine임. 주어진 선분이 X

축야 되도록 좌표축올 회전한후 주어진점의 X좌표값이 음이거나 선분

밖일 경우에는 원점 또는 선분의 다른 끝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며 기

타의 경우 그점의 y좌표 절대값올 산출함

INSERT : Subroutine ADDOBS가 Call하며 지정된 장애물 곡선의 지

정된 위치에 추가 장애물 판측 위치를 삽입한다. 두점 사이에 새로운

점을 추가할때 세점이 이루는 삼각형에서 높이의 값이 일정값이상이면

이를 관측 오차로 간주하여 삽입을 취소한다. 또한 이 곡선의 점들중

로보프 진행방향의 후방에 위치한 점들은 삭제시킴으로써 곡선 Array

의 과중을 막는다.

CONTRL : Subroutine TARGET을 C왜하여 주행목표 곡선올 Update

시키고 새로운 목표지점올 설정한후 목표지점까지의 주행거리에 비례

제어기를 적용하고 방향조정부분은 Subroutine Fuzzy를 Call하여 퍼지

제어기를 적용한후 전방 두바퀴의 속도를 산출함

TARGET : Subroutine CONTROL에 의하여 Call되며 COMBINE에

의하여 생성된 장애물 독선중 주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곡선의 밴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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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중심으로한 반경이 일정 설정값인 원주상에 로보트 중심으로 부터

그은 접선이 만나는 점을 산출하여 아를 목표곡선에 추가한다. 물론，

목표곡선상의 기존의 점들과 너무 근접한 점은 탈락시키며 주행방향의

후방에 놓인 점들을 잦재시칸다. 또한， 로보트 중심점으로 부터 일정

범위이내에 있는 한점올 선정하여 목표지점으로 결정한다.

FUZINIT: 퍼지제어기에 필요한 입력변수 및 출력변수들의 퍼지화 및

비퍼지화에 사용되는 퍼지집합들올 정의한다. Main 프러그랩에 의하

여 C머l됨

FUZZY : CONTRL Subroutine에 의하여 C외l되며 LEMEMB ,

INTMMB, RULE1 , TMOMEN둥 Subroutine을 Call하여 퍼지제어기

연산올 수행함

MOVE: Main프로그램이 Subroutine CONTRL올 Call한후 결정된 두

바퀴의 속도값에 의하여 l초후 로보트의 위치를 결정코자 C머1한다. 로

보트의 위치는 중심점뿐 아니라 센서1과 2사이의 중간점과 센서7과 8

사이의 중간점을 Base로하여 이들 두점을 결정하면 된다. Move

Subroutine은 계산된 두 바퀴의 속도가 거의 비슷한 경우， 왼쪽바퀴의

속도가 큰 경우， 오른쪽이 큰 경우둥 세경우로 나누어 새로운 로보트의

위치를 계산한다.

SSRLOC : Main 프로그랩에 의하여 Call되는데 로보트의 중심점 및

Base두 끝점으로 부터 8개 Sensor들으 좌표를 계산하는 Subroutine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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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MAP : Main프로그램에서 주기적으로 Call하는 Subroutine으로

로보트의 현재 위치를 저장한후 센서들을 적당한 각도로 수차례 회전

하여 센서들의 위치를 바꾸고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산출한 다음 장애

물의 위치계산 및 장애물 곡선에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회전이 끝난

다음에는 저장된 로보트의 위치를 복구시키고 센서들의 원래 위치를

계산한후 Return한다.

바. 모의 실험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그림 3-3-10.과 곁은 주행 경로를 입의로 그린다음

Scanner를 통하여 입력시칸후 약 30개의 점으로 두 곡선을 Digitize하

여 사용하였다. 그림 3-3-10.에서 8개의 선분돌로 구성된 별모양의 그

림은 로보트의 센서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로보트 주행경로와 인접해

있는 곡선은 주행 목표곡선이다.

주행제어 실험은 그림 3-3-10.의 경로에 대하여 제어기를 튜닝한

후 2개의 다른 경로에 대하여 같은 제어기를 사용함으로써 작성한 퍼

지제어알고리듬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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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로보트 주행퍼지제어 모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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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료같
'l.-

고도의 산업화， 문명화와 더불어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우주공

간， 심해저， 고방사선 구역 둥 복잡， 다양하고， 위협한 특수의 작업공간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작업공간에서 작업자의 부담을 최소로 줄이면서

도 작업올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올 기울이고 있다.

본 과제에서도 이러한 작업자의 부담올 줄이고，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랍올 대신하여 작업하게 될 로보트의 핵심요소 기

술과 원격지의 작업 현장에 작업자가 직접 투입되지 않고도 실제 현장에

서 작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올 받도록 하는 원격현장감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제 수행 3차년도인 당해년도 로보트 비션 분야에서는 편광방식 업체

영상시스템 (KAERI-PSM), 입체영상 카메라 모률， 스테레오 BOOM /

Molly 장치， 그리고， 업체 HMD 올 개발한 것올 비롯하여 차세대 입체영상

기술인 자동업체 TV어l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입체시스

템의 성농평가를 위해 수행한 원격조작성 평가에서 입체영상시스댐의 우수

성올 입증하였다. 또한 원격감시， 점검용 계기판 자동언식 알고리틈 및 수

통형 물체인식기술올 연구하고 인간의 눈과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4축 카메라 조향 장치를 개발， 제작하였다.

이러한 로보트 비천 분야에서 개발된 업체영상사스템 관련 장치들은

‘94년 12월 KOEX 전시관에서 개최된 ’미래생활과 가상현실‘ 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통해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원자력 분야 뿔만아니라 일반산업분야

및 의료분야에서의 다양한 옹용 가능성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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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작된 BOOM / Molly 장치는 VR 개념을 도입한 원격 감시 모니

터링 장치로 입체 카메라 모률이 관측자의 움직임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격 현장감을 배가 시켜주며， 개발된 4축 카메라 조향창치는 물체

인식 및 추적얄고리듬과 같이 사용되어 사랍의 눈과 유사하게 물체를 추적

하게 되는데 차기년도에서 계속 수행하게 될 고속 영상처리 기술과 접목되

어 실시간으로 물체를 추적하게 된다. 또한 자동입체영상 기술로 연구된

Parallax Barrier 방식 자동입체 TV는 금년도 설계된 Barrier 및 영상합

성법을 차가 연도에 하드웨어로 구현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입체영상을

디스플레이하게 될 것이다.

센싱 및 지능제어 분야에서는 열영상 분석 시스템에 사용될 열영상 데

이타 베이스를 개발하고， 광섬유을 이용하는 원격 온도 모니터링에 관한 기

술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사선 분포의 손쉬운 모니터링을 위한 2차원 방

사선 분포 모니터링 장치의 센서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로보트 지능화

연구로 소형 이동 로보트를 제작하고 퍼지제어를 이용한 이동 로보트의 자

율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방사선 모니터링 장치는 실영상과 2차

원의 그래픽 방사션 분포 영상이 합성되어 디스플레이 되기 때문에 오프레

이타에게 보다 편리한 방사선 오염 분포를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 제작된

이동 로보트는 초음파 센서에 의해 탐지된 장애물을 회피하여 주행하게 될

지능형 주행 알고리듬의 시험 및 개발된 각종 센서들의 옹용 연구에 활용

하게 된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로보트 핵심 요소기술 및 원격현장감 기술들은

노즐댐 장/탈착 로보트에 사용되어 증기발생기내 노즐댐 장/탈착 작업의 무

인 / 원격화을 실현하여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저감 안전성 향상 둥 작업의

효율 극대화에 기여하게 되며 원자로 내벽검사， 핵연료 수중 육안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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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배관의 이상상태 검사 등의 원자력 분야와 일반 산업분야， 그리고

의료분야 동에도 활용되어 원격 작업효율을 극대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의 작업영역올 확대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가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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