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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2축 감시장비의 기구 및 영상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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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상환경에서 감시장비의 운용시 원치 않는 외란 운동으로 장비의 안정화 성능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선상 2축 감시
장비의 정밀한 목표물 지향를 위해 자세정보의 좌표변환을 통해 움직임을 보상해주는 기구적 안정화를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MEMS 센서의 떨어지는 정밀도와 기구적인 제약에 의해 오차를 더 줄일 없어 보완적인 기능으로 영상 안정화를 도입하였다.
또한 본 이중 안정화 방식의 실시간 실행을 위해 6축 운동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였으며, 하드웨어 포함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본 방식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When operating a surveillance system in the maritime environment, its stabilization performance is degraded due to
undesirable disturbance motions. For accurate target pointing of a 2-axes surveillance system on shipboard, the kinematic
stabilization is first applied, which compensates a deviated motion via coordinate transformations of attitude information.
Resultantly, the stabilization error is no longer reduced due to less accuracy of a MEMS sensor and kinematic constraint,
leading to introduction of the image stabilization as a complementary function. And for real-time execution of the present
dual stabilization scheme, a HILS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test bed including 6-dof motion simulator has been
constructed, and through the obtained HILS data,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tabilization is successfully.

Keywords : 2-axes surveillance system, Pan-tilt stabilization, Image stabilization, HILS

Ⅰ. 서 론

정밀한 관성센서와 구동 메카니즘을 결합한 기계적인
안정화(안정화된 플랫폼) 방식이 주류였으나,[1～2] 최근

최근 감시장비 시스템의 추세는 전략시설, 주둔지

에 순수한 영상 신호처리에 의한 움직임량 추정을 통해

경계를 위한 고정식에서 추가적으로 이동경계를 위한

영상 재현영역을 재구성하는 영상 안정화 방식과의 접

기동형으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해상환경에서 감

목이 시도되고 있다.[3] 이는 가격이나 부피 측면에서 훨

시장비 운용 시 파고와 풍속의 영향으로 원치 않는 롤

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상 감시 장비가 이동중에도 목표물

(Roll), 피치(Pitch), 요(Yaw) 회전운동과 3축 병진운동

을 안정적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2축 기구대에 저가의

(Sway, Surge, Heave)의 영향을 받게 된다.

MEMS 자세센서를 설치하고 자세정보의 좌표변환을 통

그동안 해상환경에의 안정화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해 움직임을 보상해주는 기구적 안정화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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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결과, MEMS 센서의 정밀도와 기구적인 제약으로
인해 안정화 오차를 더 이상 줄일 수 없어 보완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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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able 1.

능으로 영상 안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본 이중 안정화
기능의 실시간으로 실행을 위해, 6축 운동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였으며, 하드웨어 포함 시

Item
Surge
Sway
Heave
Roll
Pitch
Yaw

뮬레이션을 통해 본 방식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Ⅱ. 팬-틸트 기구 안정화
1. 파고에 의한 외란 특성

이경민 외

시뮬레이터와 선박의 운동 범위
Motion ranges of the simulator and ship.
Motion
Excursion
± 0.3m
± 0.3m
± 0.2m
± 20°
± 20°
± 20°

Range
Velocity
± 0.5m/s
± 0.5m/s
± 0.5m/s
25°/sec
25°/sec
25°/sec

Ship Range
Excursion
Velocity
± 20cm
± 0.5m/s
± 20cm
± 0.5m/s
± 20cm
± 0.5m/s
4°/sec
± 5°
3.2°/sec
± 4°
1°/sec
± 10°

해상 환경에서 파고에 의한 외란 영향으로 배의 운동
은 3축 병진운동 및 롤, 피치, 요의 회전운동을 한다. 안

모션 플랫폼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스튜어트 플랫폼을

정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30톤급 소형 어선의 롤, 피

기반으로 제작된 성능 검증 장비는 6개 작동기들의 움

치, 요 회전운동을 자세 및 방위측정 장치를 통해 실 데

직임을 조합하여 각각의 자유도를 표현한다.

이터를 획득하여 잡음 및 고주파 성분을 제거한 후 선

실 선박의 자세 정보로부터 역 기구학을 통해 각 작

박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수정된 선박 데이터의 롤 방

동기의 길이 정보를 구하여 모션 플랫폼을 제어한다.

향의 파도 주기는 약 2초이며 롤 방향의 최대 각 변위

모션 플랫폼의 자세 제어를 통해 운동감을 재현하기위

는 –5˚～+5˚이며 피치 방향의 최대 각 변위는 –4˚～+4

해서는 선박의 운동 범위를 모션 플랫폼이 표현할 수

˚이며 파도 주기는 대략 2.5초이다. 요 방향의 최대 각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함정의 운동 범위와 모션 플

변위는 –10˚～+10˚이다. 수정된 파도 주기 및 각 변위

랫폼이 표현할 수 있는 운동 범위를 비교하면 표 1과

를 6축 운동 시뮬레이터에 적용시켰다.

같다.

2. 2축 기구 안정화 시뮬레이터

3. 팬 / 틸트 기구 안정화 알고리즘

선상 2축 감시 장비는 선박에 부착되어 임무를 수행

선상 2축 감시 장비 안정화는 그림 2와같이 사용자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실 선박 장착 실험은 매우 중요

입력에 의해 목표에 대한 전역위치를 설정하면서 안정

하나 위험 요소와 전문 인력, 시간 등의 시간적, 경제적

화 기능이 시작된다. 감시 장비 내부의 자세/방위 측정

비용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1과 같이 선

장치(AHRS)로부터 오일러 각을 획득하고 2축 구동부

박의 모션을 재현해 줄 수 있는 6자유도 모션 시뮬레이

로 좌표변환을 하여 외란에 의해 발생한 자세변화 오차

터를 이용하여 선박과 동일한 모션을 구현해주고 이에

를 팬/틸트 모터 구동으로 보상해 준다.

대해 안정화 모션을 구현하도록 실험 장치를 구성하여

사용자 입력으로부터 어떤 전역위치를 설정하였을

실내에서 실험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성하였다.

때 대응되는 선회/고저 구동부 위치를 S1  이라

선박의 운동감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의

하자. 여기서  은 원점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  는 선

대상이 되는 객체, 즉 선박의 움직임을 알아야 하고 이

회(팬)각,  는 고저(틸트)각을 나타낸다. 그러면

를 모션 플랫폼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뮬레이터의 특
성상 3차원 공간을 자유롭게 운동하는 선박의 운동을

그림 1.
Fig. 1.

그림 2.
Fig. 2.

6자유도 모션 시뮬레이터
6-dof motion simulator.

(317)

기구 안정화 시스템
Kinematic stabi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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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부터 로컬 좌표계 L1  는 다음과 같

을 카메라를 포함한 감시장비에 전달할 수 있다. 그리

이 계산된다.

고 표적과 감시 장비와의 거리가 파도 움직임에 비해

    
   
  

크며 표적의 형태가 급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모션
시뮬레이터의 움직임은 카메라 좌표를 통해 나타낼 수

(1)

있다.

3축 자세 센서로부터 t초에 (롤,피치,요)각  을 얻고

파도의 움직임을 모사한 6축 시뮬레이터 출력은 카

오일러 회전변환 E을 통해 전역위치  ′′′  를 구

메라 영상에서 목표물의 수평, 수직 변위를 야기한다.

한다.

실제적으로 줌인/아웃을 통해 영상에서의 목표물의 이

′ 
 
′    
 ′ 
 

  
      

동변위가 목표물 크기의 1/N을 넘지 않으면 팬-틸트
영상 안정화를 통해 2차적인 안정화를 수행할 수 있다.

(2)

(N은 특징점의 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편의상 2로
설정하였다.)

또 3축 자세센서로부터 (t+1)초의 (롤,피치,요)각 
을 획득하여 로컬좌표계의 위치 L2′′′′′′ 로 다음

2. 팬-틸트 영상 안정화 알고리즘

과 같이 변환한다.

′ 
′′ 
 
′    ′′    
 ′ 
 ′′ 
 

′′ 
  

   
′′   
 ′′ 
  

본 영상 안정화 알고리즘은 그림 3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영상획득, 전처리, 특징점 추출 및 정합, 이동량 계

(3)

산, 움직임 보상, 그리고 안정화된 영상출력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4)

다시 로컬좌표계 L2′′′′′′  로부터 선회/고저 구
동부에서의 위치 S2′′′ 를 계산한다.

′  
′′   ′′   ′′ 
′′
′       
′′

′′   ′′ 

′      
′′ 

그림 3.
Fig. 3.

(5)

영상 안정화 시스템
Image stabilization system.

(1) 전처리 과정

이제 감시장비에서의 목표 전역위치 S1  와 지

영상 안정화에 있어 이동량을 추정하는 것은 안정화

역위치 S2′′′ 의 편차를 구해 PID 제어를 통해

성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해상상황을 고려

안정화를 수행한다.

한 정확한 이동량을 추정하기 위해 메디안 필터를 적용
하여 픽셀 잡음를 제거하였고, 히스토그램 평활화로 순

Ⅲ. 팬-틸트 영상 안정화

시적인 명암 변화에 대한 영향를 제거하였으며, 가우시
안 피라미드 다운샘플링 생성을 통하여 강인한 특징 추

1차적으로 기구 안정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안정화

출을 위한 전처리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된 영상을 확보하였지만 AHRS의 정확도와 기구적인
제약에 의해 오차를 더 줄일 수 없었다. 이에 영상 안정

(2) 특징점 추출

화를 도입하여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영상의 특징을 찾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Harris corner 검출법은 속도가 빠르고 비교

1. 2축 영상 안정화 시뮬레이터

적 강건한 특징 추출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6축 모션 시뮬레이터는 피치, 요, 히브, 스웨이 모션

는 다운 샘플링 과정을 통해 저차원에서부터 해리스 코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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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able 2.

너를 이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였으며, 자세한 수식은
[4]

생략한다.

6축 입력 데이터
6 axes Input data.

static
Pitch
Roll
Yaw
Heave
Surge
Sway

(3) 특징점 정합
(t-1)초 프레임과 현재 t초 프레임에서 각각 검출된
특징점을 매칭하기 위해 Lucas-Kanade 알고리즘을 활
용하였다. 이 기법은 관심있는 점들 위에 작은 윈도우

이경민 외

Magnitude
7°
6°
4°
20cm
20cm
20cm

Frequency
0.4
0.4
0.2
0.8
0.4
0.4

를 씌워 지역정보 얻고 같은 특징점인 지를 판별한다.[4]

(4) 이동량 계산
과거 영상과 현재 영상의 특징점 매칭을 통하여 과거
특징점과 현재 특징점의 픽셀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림
(a) 배1(ship1)

4는 영상 t 프레임에서의 특징점을 보여준다. i번째 특
그림 5.
Fig. 5.

징점의 x좌표는    이고 y좌표는    이다.   

(b) 배2(ship2)

실험에 사용한 배 영상들
Ships images used in the experiments.

를          이라 정의하면(y 방향으로도 마
찬가지), 각 특징점들의 이동량을 추정할 수 있다.

(a) 배1 (ship1)
그림 4.
Fig. 4.

t 프레임에서의 특징점.
Corner points at the t frame.

(5) 움직임 보상
앞서 계산된 이동량    을 기준으로 현재 영상
의 일부분을 잘라내어(grab) 영상 중심에 대체함으로써
움직임이 보상된다.

Ⅳ. HILS 실험 및 결과

(b) 배2(ship2)
그림 6.
Fig. 6.

선상 2축 감시 장비의 기구 및 영상 안정화를 위해 6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시선의 궤적
LOS trajectories for the three cases.

축 운동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였
다. 그리고 서로 다른 모양의 배가 인쇄된 A3 네장 크

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특징점 추출 갯수의 따라 안정

기의 표지판을 5.7m의 거리에 놓고 표 2와 같은 해상

화 성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데이터값을 6 자유도에 인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두 종류의 배를 대상으로 다음의 3가지 경우들을 상
정하여 HILS 실험을 실시하였다. (경우1) 안정화 안함,

그림 5와 같이 두가지 배 영상(배1, 배2)을 실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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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able 3.

(a)배1, 경우1

(b)배1, 경우2

배1의 이동범위
Moving range of the ship1.

실험 조건
안정화 수행전
기구 안정화

가로축
398～840
504～649

세로축
290～728
522～584

기구 및 영상안정화

630～649

546～561

(c)배1, 경우3
표
4.
Table 4.

표 3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
Error analysis result for the table 3.

실험 조건
기구 안정화
기구 및 영상안정화

(d)배2, 경우1
그림 7.
Fig. 7.

(e)배2, 경우2

59

거리오차
픽셀
mm
145,62
239,99

각도오차(deg)
Pan
Tilt
2.40
0.99

19,15

0.3

30,23

0.23

(f)배2, 경우3
표
5.
Table 5.

세가지 경우에 대한 표본 영상
Sample images for the three cases.

(경우2) 기구 안정화, (경우3) 기구 및 영상 안정화. 그
리고 영상분석은 포토샵 프로그램에 (640*480) 영상을
투영시킨 후 영상 안의 실제 표지판의 크기를 픽셀로
변환시켰다.

실험 조건
안정화 수행전
기구 안정화

가로축
579～875
634～724

세로축
365～675
487～526

기구 및영상 안정화

710～716

505～515

표
6.
Table 6.

그림 6의 (a)와 (b)는 그림 5의 배 종류에 따른 각각

배2의 이동범위
Movement range of the ship2.

표 5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
Error analysis result for the table 5.

의 실험결과를 나타내며 감시장비의 시선 또는 지향점

거리오차
픽셀
mm

각도오차(deg)
Pan
Tilt

기구 안정화

90,39

162,67

1.62

0.67

기구 및 영상 안정화

6,10

10,16

0.10

0.16

(LOS: line of sight) 궤적을 보여준다. 안정화를 하지

실험 조건

않은 경우는 *, 기구 안정화만을 실행했을 때는 ㅁ, 그
리고 기구 및 영상 안정화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
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7은 참고로 그림 6의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표 6과 같이 오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구 안정화만에

snap shot에 해당하는 표본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존해서는 평면상 거리오차가 각각 162mm와 67mm,

안정화가 잘 될수록 화면 중심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팬,틸트 각도오차로는 각각 1.62°와 0.67°가 유발되었다.

있다.

그리고 기구 및 영상 안정화를 포함시키게 되면 이보다

이제 앞서 구한 실험결과에 대해 오차분석을 시도해

훨씬 적은 거리오차(10mm, 16mm)와 각도오차(0.10°,

보자. 표 3에는 배1 영상을 대상으로 세 경우를 적용하

0.16°)가 주어졌는데 앞의 경우보다 좀더 나은 안정화

였을 때 화면내의 픽셀 이동범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성능을 보이는 이유는 더 많은 특징점 추출 개수와 관

로부터 픽셀 단위와 실제 거리오차, 각도로 환산한 오

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차{atan(x,y오차/5700)}를 구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표 4와 표 6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배의 모양을 달

4에서 기구 안정화에 의한 결과는 (x,y) 평면상으로 움

리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구 안정화만을 보다 기구 및

직인 거리오차가 각각 239mm, 99mm였으며, 이를 팬과

영상 안정화를 동시에 하였을 때 안정화 오차가 크게

틸트 각으로 환산하여 각각 2.4°와 0.99°로 나타났다. 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편 기구와 영상 안정화를 동시에 실행했을 경우에는

Ⅴ. 결 론

팬, 틸트축의 움직인 거리오차는 각각 30mm, 23mm, 각
으로는 각각 0.3°와 0.23°로 계산되어 오차가 훨씬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선상 2축 감시 장비의 기구 및 영상 안정화를 위해 6

역시 배2의 영상에 대해 똑 같은 과정을 밟아 표 5와

축 운동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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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포함 안정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시뮬

이경민 외

저 자 소 개

레이터에 인가된 외란(팬:7.2°, 틸트:6.2°)을 기준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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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합한 본 방식은 실시간으로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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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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