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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방송용 증강현실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카메라 추적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알고

리듬을 이용하여 추적을 초기화하며, 안정적인 실시간 카메라 추적을 위해 다층(multi-scale) 구조를 사용한다. 미리 알려져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조명 환경에서의 특징 추적을 위해 정규상호상관도(normalized cross correlation, NCC)를 사용한다. 방송제작에는

줌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가 사용되기 때문에 카메라의 초점거리를 온라인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의 회전과 이동으로 이루어

진 외부 포즈(pose) 변수와 함께 내부 변수인 초점거리를 목적함수에 포함시켜 함께 최적화한다. 실험결과는 제안한 온라인 카메라 보

정 기법에 의해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정확히 구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We propose a real-time tracking algorithm for an augmented reality (AR) system for TV broadcasting. The tracking is initialized 
by detecting the object with the SURF algorithm. A multi-scale approach is used for the stable real-time camera tracking.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NCC) is used to find the patch correspondences, to cope with the unknown and changing lighting 
condition. Since a zooming camera is used, the focal length should be estimated onlin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focal 
length of the camera is properly estimated with the proposed online calibration procedure.

Keywords: Machine vision, real time systems, tracking, TV cameras

I. 서 론

비디오 영상에서 주어진 객체 모델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카메라를 추적하는 것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과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로봇 제어(visual ser-
voing) 등과 같은 다양한 컴퓨터 비전 응용분야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러한 카메라 추적을 위해 다양한 방

법들이 제안되었으며, Lepetit 등의 문헌조사
[1]
를 통해 그

개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 제작에 증강현실을 적용한 예로 Park 등[2]

은 16개의

원형 마커가 인쇄된 파란색 패턴을 사용하여 검출에 의한

추적(tracking by detection)을 구현한 바 있다. 이 K-vision 
시스템은 당시의 PC 하드웨어에서 실시간 동작하는 성

능으로 여러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

다. 그러나 마커 인식을 위해 사용된 단순한 이진화 
(binarization) 알고리듬에서는 광원에 대한 패턴의 방향

(orientation) 변화로 인한 밝기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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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 호모그래피 연쇄 실험에서 발생하는 드리프트. (a) 객체 이미지 (b) 입력 영상의 한 프레임 (c) 누적된 호모그래피로 변환된 객체 이미지
Fig. 2. Drift in a homography chaining experiment. (a) The object image. (b) One frame of the input video. (c) The object image transformed 
by the chained homography.

가 있다. 또한 비디오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타 카메라

영상에서는 원형 마커가 눈에 띄는 단점이 있다.

그림 1. K-vision의 카메라 추적 화면
Fig. 1. K-vision camera tracking screen

이와 달리 Drummond 등[3]
은 3차원 모델이 주어졌을 때

영상에서 해당 모델을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차원

모델의 선(lines)을 샘플링하고, 이미지의 경계(edge)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복잡한 3차원 구조물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목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지만 그

추적 목표(target)는 강체로 이루어진 다면체 구조물로 제한

된다는 단점이 있다.
택스처가 있는 평면 패턴을 추적하기 위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각 프레임 간의 호모그래피(homography 또
는 perspective transform)를 구한 후 누적하는 방법이다

[4]. 

그러나 이 방법은 매 프레임마다 호모그래피를 추정하면서

발생한 작은 에러가 누적되어 점차 커짐으로 인해 결과적

으로 패턴이 떠다니게(drifting)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림 2(a)
와 그림 2(b) 사이의 특징점 정합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백 프레임 간 누적된 호모그래피를 이용한 모델

이미지의 변환은 그림 2(c)와 같이 실제 입력 영상에 비해

상당한 오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Vacchetti 등[5]

은 ‘검출에 의한 추적’이나 호모그래피

연쇄(homography chaining)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떨림(jitter)이나 떠다님(drift)을 막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를 모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이전 한 프레임 뿐 아니라 모든 이전 프레임들을 고려

하며, 특히 현재의 포즈(pose)와 가까운 포즈를 가진 프레

임들을 사용한다. 이는 별도의 ‘키프레임’ 들의 선택과 관

리를 필요로 한다. Wang 등[6]은 비슷한 접근 방법을 위한

베이지안(Bayesian) 프레임워크를 공식화하였다. 이와 같

은 키프레임 기반 접근 방법에서는 키프레임 및 그에 해

당하는 정확한 포즈를 오프라인으로 생성해야 하는데, 이
는 증강현실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

인이다.
Comport 등[7]은 이동 에지(moving edges) 알고리듬으로

에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선형 최적화를 통해 포즈를 계

산하였다. Pressigout 등[8]
은 에지와 텍스처(texture) 정보를

함께 사용한 하이브리드(hybrid) 추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D'fusion[9]

과 같은 방송용 증강현실 시스

템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언

급된 방법들은 자동적인 추적 초기화 방법을 제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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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 패턴에서 특징점(keypoints)들을 추출하고 가능

한 affine 변환과 조명을 적용하여 training set을 생성하고, 
이를 randomized trees 또는 ferns 방법으로 분류(classifi- 
cation)하여 정합하는 방법이 Lepetit 등에 의해 제안되고[10]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개선되었다[11,12]. 그러나 이는 키프

레임 기반 방법과 마찬가지로 training phase를 필요로 하고

그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생방송과 같은 증강현실 응용에

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 분야의 최신 연구로는 Wagner 등[13,14]이 제안한 휴대

전화에서 실행 가능한 실시간 추적 알고리듬이 있다. 이들

은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15]와 ferns[11] 알
고리듬을 휴대전화 환경에 맞게 각각 변형하여 자동 추적

초기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 카메라의 초

점거리는 사전 카메라 보정을 통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는 한계가 있다. 
실시간 추적 성능은 증강현실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서, Yu 등[16]은 16개의 CPU 코어를 사용하여 실시간

카메라 추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실제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 일반 PC만을 목표 플랫폼으로

다루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동작하고 자동 초기화를 지

원하는 Wagner 등의 연구[13,14]를 바탕으로, 온라인 보정

을 더하여 줌렌즈가 장착된 카메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남은 부분은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카메라 추적의 초기화 방법에 대

하여 소개한다. 2.1절에서는 영상에서의 객체 인식에 대

해 설명하고, 2.2절에서는 카메라 초점거리 초기화에 대

해 설명한다. 이와 같이 초기화된 카메라 변수를 바탕으

로 3장에서는 카메라 추적을 수행한다. 3.1절에서는 영상

에서 특징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2절에서

는 모델-영상 특징점 집합으로부터 카메라 변수를 복원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제 카메라 영상

에 제안된 알고리듬을 적용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II. 카메라 추적 초기화

1. 객체 검출

카메라 추적의 초기화는 객체에 대한 카메라의 포즈 추

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영상으로부터 객체를

검출해야 한다. 객체 검출에는 SIFT[15], ferns[11], SURF[17]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

로속도가빠르고 구현이 용이한 SURF를 사용하였다. 그림

3은 SURF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객체를 검출한 결과이다. 

                (a)                  (b) 위(top), (c) 아래(bottom)

그림 3. SURF 알고리듬을이용한객체검출결과. (a) 특징정합결과와검출
된 객체. (b) 객체에서 검출된 특징. (c) 추정된 호모그래피에 의해 와핑된
객체.
Fig. 3. The object detected by SURF. (a) The feature correspondences 
and the obtained object. (b) The object features. (c) The object pattern 
warped by the estimated homography.

그림 3의 객체 이미지와 입력 이미지에서 각각 664개와

314개의 특징이 검출되었다. 빨간색 원의 크기는 각각의 특

징의 크기에 따라 그려진 것이다. 이 특징점들은 해당 특징

의중요도로 간주할 수 있는헤시안(Hessian) 값에 따라 순

서대로 정렬된다. 이렇게 정렬된 리스트에서 순위가 특정

상수 값을 넘어가는 원소들은 삭제함으로써 실시간 추적

성능을 유지하도록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위 50개의 특징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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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카메라 보정

대부분의 기존카메라 추적 알고리듬이 가정하는 증강현

실 시스템은 데스크톱 웹캠 또는 모바일 환경으로서, 고정

된 카메라 초점거리를 가진다. 그러나 방송제작에서는 줌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변의 초점거

리를 매 프레임마다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가상 스

튜디오 환경에서는 렌즈에 기계적센서를 장착하고 사전에

정확한 줌렌즈 보정을 통해 줌-포커스센서값과 그에 따른

초점거리 등 카메라 변수를 룩업(lookup) 테이블로 만들어

둔다
[18,19]. 그러나 이 방법은 가상 스튜디오와 같이 추적할

장면이 고정일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패턴이움직이는 증

강현실 응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

상 추적에 의해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보정한다. 이와 같은

온라인 카메라 보정의 초기화를 위해 카메라를 우선 오프

라인에서 보정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알려진

Zhang의 기법
[20]

을 사용한다.
SURF 알고리듬으로찾은 모델 이미지와 입력 이미지 사

이의 3×3 호모그래피를 H라고 하자. 객체가존재하는 평면

을 Z=0이라고 두면 해당 평면의 한 특징점은 H에 의해 다

음과 같이 입력영상의 한 점으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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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3차원 점이 투영 방정식(projection equation)에

의해서도 2차원으로 변환되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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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t는 카메라의 이동 벡터이며 r은 카메라의 회전행

렬 R의 각열벡터(column vector)를 나타낸다. 카메라 내부

변수 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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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 증강현실 응용과 방송용의

고품질 카메라를감안하면 skew s = 0, aspect ratio a = 1로

가정할 수 있다. 주점(principal point)의 위치는 이

미지의 중심점으로 가정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초점거리

f만을 추정하도록 한다.
(1)과 (2)로부터,

[ ] [ ]trrKhhhH     21321 l== (4)

위 식에서 h는 H의 각 열벡터를 나타낸다. 회전행렬의

열벡터들은 서로 직교(orthogonal)하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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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행렬의열벡터들은 또한 크기가 1이다. 따라서 다음

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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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와 (6)에서 -1-TKKω = (the image of the abso-
lute conic[21])은 대칭(symmetric) 행렬이며 6차원 벡터

[ ]T332313221211 ,,,,, wwwwww=b 로 나타낼 수 있다. 

(5)와 (6)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통합된다.

0=Vb (7)

이 때 V는 2×6 행렬이다. b가 추정되면 카메라 내부행렬

K를 구할 수 있다. K가 구해지면 카메라의 회전과 이동은

K와 H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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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기술된 방법은 카메라 초점거리의 좋은 초기

추정치를얻기 위한 것이다. 한번추적이 초기화되면 초점

거리는 다른 외부 변수들과 함께 매 프레임마다 추정된다.

III. 온라인 카메라 추적

1. 특징점 추적

단순한 상호상관도를 이용할 경우 모델 이미지와 입력

영상은직접 정합하는 것이불가능하다. 두 영상 사이에큰

투영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차가 작은 매 프레임 간

의 호모그래피들을 구하여 누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으나, 그림 2에서볼수 있듯이긴시퀀스에서는 에러가 점

점 커지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호모그래피 연쇄 대신 객체 모델을 와핑(warp- 

ing)하여 입력 영상과 정합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객체 모델에 존재하는 특징점 주변의 작은 패치(patch)를
취하여 현재 프레임의 호모그래피로 변환한 다음 현재 프

레임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프레임의 호모그

래피를 아직 알지 못하므로 실제로는 이전 프레임의 것을

사용하며, 변환 속도를 고려하여 완전한 투영변환이 아닌

어파인 변환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변환을 통해 와핑된

객체 이미지 패치는 실제 입력 영상과 정합 가능한 정도로

유사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13,14]

에서 사용

되는 어파인 근사(affine approximation) 대신 완전한 투영

변환(full perspective transformation)을 사용한다. 하드웨어

의 발전으로 실시간 구현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s)나 상호상관도(cross 

correlation)를 이용한 패치 정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

명 환경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계속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가 객체를 움직임으로써 객체의

광원에 대한 방향(orientation)이 매 프레임마다 달라지므로

패턴의 밝기가 계속 변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규 상호상관도(normalized cross correlation, NCC)
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였다.

 


′′



′′  ·
′′



 ′ ′ 


′′



′′  · ′ ′ 
(9)

2. 카메라 변수 추정

특징점들에 대한 객체 모델 이미지와 입력 영상 간의 정

합이 이루어지면, 이로부터 카메라 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 
카메라의 외부변수만 구하는 기존 연구들

[13,14]
과 달리, 카

메라의 초점거리를 포함하여 구해야 할 변수가 7개이므로

이론적으로 4개 이상의 특징점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Levenberg-Marquardt 비선형 최소제곱법 최적화(nonlinear 
least squares optimization) 방법

[22]
으로 r, t, f 등의 카메라

변수를 구한다. 최적화할 변수 집합과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å -==
N

i
iiProjf xθmtrθ ),(minarg,, r (10)

이 때 mi은 i번째 특징점이며 xi는 NCC로 구한 영상의

대응점이다. 이 때 ρ는 단순히 최소제곱법을 적용하면 한두

개의 아웃라이어에 의해서도 크게 잘못된 해가 구해질 수

있으므로,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M 
추정량(M-estimator)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과 같이 변형

된 Geman-McClure 함수     를 사

용하였다.
최초로 카메라 입력으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객체 모델

이미지로 등록한다. 이 객체 모델 이미지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고 각각의 특징점들에 대한 특징 기술자들(feature 
descriptors)을 저장하면, 객체 모델의 준비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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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 추정량으로 사용된 Geman-McClure 함수
Fig. 4. The Geman-McClure function used as an M-estimator

그림 5. 알고리듬 개요
Fig. 5. The algorithm outline

그림 5는 최종적으로 제안된 알고리듬의 개요이다. 
카메라 추적이 아직초기화되지 않았거나 이전 프레임에

서 추적을놓친경우 객체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입력 영상에서 특징점들을 추출한 후 객체 모델의

특징점과 정합한다. 객체 모델 이미지를 입력 영상으로 변

환하기 위한 호모그래피 H를 RANSAC[23]
을 이용하여 계



620 방송공학회논문지 2011년 제16권 제4호

(a) (b)

그림 6. 카메라 추적 결과. (a) Wagner 등의 결과, (b) 제안된 온라인 카메라 보정을 적용한 결과
Fig. 6. Camera tracking results. (a) Wagner et al. (b) The proposed online camera calibration

산한다. 그런 다음 카메라 포즈 r, t와 초점거리 f를 (10)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일단 카메라 추적이 초기화되고 이전 프레임의 카메라

파라미터가 주어지면 현재 프레임에 대해 해당 파라미터들

을 추적할 수 있다. 객체 모델은 현재 프레임과의투영시차

를 보상하기 위하여 이전 프레임에서 추정한 호모그래피로

와핑한다. 그 후 변환된 특징점 주변을 포함하는 패치를 입

력 영상과 NCC에 따라 정합한다. 이 정합결과에 따라 카메

라 파라미터는 이전 프레임의 카메라 파라미터로부터 반복

적으로 구할 수 있다. 만약추적을놓치면 입력 영상으로부

터 객체를 다시 검출해야 하는데, 추적 성공 여부는 NCC 
값의 합을 특정 문턱값(threshold)과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threshold=90의 값을 사용하였다.

IV. 실험 결과

제안된 알고리듬은 기존 Wagner 등[13,14]
의 연구와 같이

실시간으로 드리프트 없는 카메라 포즈를 추적하는 데 성

공하였다. 그림 6은 기존 연구에 의한 결과와 제안된 온라

인 카메라 보정 결과를 적용한 결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6의 실험에서 카메라 보정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

해 RANSAC을 이용해 추정한 호모그래피로 패턴의 네

모서리를 변환하였다. 카메라 초점거리가 정확하다면 객

체 모델의 네 모서리를 연결한 사각형은 호모그래피로 변

환된 사각형과 일치해야 할 것이다. 카메라를 보정하지

않은 기존 방법의 경우 그림 6(a)와 같이 두 사각형 사이

에 큰 불일치가 있었다. 또한 파란 색으로 표시된, 객체

모델의 특징점으로부터 대응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잔여 오류(residual error)가 최소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카메라 보정이 적용된 그림

6(b)에서는 두 사각형이 거의 일치하며, 잔여 오류 또한

매우 작아서 그림에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사각형이 패턴의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

용자가 패턴 이미지를 수동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오차 때문이다.
그림 7은 제안된 온라인 카메라 보정을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잔여 오류를 보여준다. 실험 영상의 처

음과 마지막 부분에서는 패턴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서 온

라인 카메라 보정 없이도 잔여 오류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간 부분인 22-68 프레임에서는 패턴의 회전에 따라퍼스

펙티브(perspective) 효과가 크게 발생하므로 기존 방법처

럼 고정 초점거리를 가정하면잔여 오류가 상당히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잔여 오류가 온라인 보정을 통해 크게감소

하는 것을 그림 7의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다.
표 1은 추적 모듈의 계산 시간을 보여준다. 제안된 알고

리듬은 일반적인펜티엄4 PC 환경에서 640×480 크기의 영

상에 대해약 38.7 Hz로 동작하였다. 이 결과는 실시간이긴

하지만 모바일 기기에서도 실시간 동작하는 Wagner 등의

구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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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잔여 오류
Fig. 7. Residual error

 있듯이 현재의 구현에서는 투영변환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있는데, 향후 OpenGL 등을 이용하여 GPU에서 처리

함으로써 상당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

(procedure)
소요 시간

(밀리초)

투영 변환 9.05

다운샘플링 0.99

NCC 정합 6.29

RANSAC을 이용한 호모그래피 추정 4.01

카메라 파라미터의 비선형 최적화 5.50

합계 25.84

표 1. 추적 모듈의 계산 시간
Table 1. Computation time for the tracking module

V. 결 론

기존의 인위적인 마커를 사용하지 않아 방송용 증강현실

제작에 적합한 카메라 추적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SURF
를 이용하여 객체를 검출함으로써 카메라 추적을 초기화하

고, 다층 구조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실시간 카메라 추적이

가능하게 하였다. 알려져 있지 않은 조명 환경에서의 특징

정합을 위해 정규상호상관도를 사용하였다. 대부분 데스크

톱 웹캠 환경을 가정하고 있는 기존 증강현실 카메라 추적

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줌 카메라에의 적용을 위해

온라인 카메라 보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는 제안

된 온라인 보정 방법에 의해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정확하

게 추정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처리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패턴이 카메라의 광축

에 수직인 경우와 같이 초점거리의 변화와 패턴의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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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degenerate 
case), 이러한 경우 알고리듬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현재로서는잔여 오류가큰경우에만 온라인 카메라 보

정을 수행하는 방법이 유효하나, 영상의 광류(optical flow)
를 분석하여 카메라의 줌 동작을 인식하는 것이 보다 근본

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향후 HD (high definition) 영상

의 추적을 위해 추적속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추적을 위

해 에지 정보를 추가로 결합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 정보 외에도 최근 급격히 대중화되고 있는깊이

센서 정보를 함께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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