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이미지 상 제작을 한 카메라의 화는 모바일

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을 통해서 쉽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카메라 응용의 분야로써 감시용 카메라 는 강의

용 카메라 분야는더욱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감시용 는 강의용 카메라에 활용될 수 있는 이미

지 상 추 무인 녹화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미지

상 추 시스템은 상처리 분야의 Face Detection,

CAM-Shift 그리고 FFmpeg 기법 등 소 트웨어 집약

기술로 복잡하지만 기존의 외선 신호처리를 이용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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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 기반의 상 이미지 추 을 통한 무인 녹화 시스템은 속히 발 하고 있다. 기존의 제품

외선 신호를 이용하여 촬 상을 자동으로 추 회 하여 녹화하는 시스템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는 매우 고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구나 자동 녹화가 가능한 모바일용

무인 녹화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상용 Mobile 카메라, 좌우로 카메라를 움직이는 서보모터(Servo Motor),

모터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리고 동 상 오디오 입력을 담당할 상용 무선 블루투스 이어셋(Wireless

Bluetooth Earset)으로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을이용하여 상 추 을 통해무인 녹화가 가능한시스템

을 설계하 다.

주제어 : 상 추출, 딥러닝, 이미지 추출, 무인 상, 블루투스

Abstract An unattended recording system based on smartphone based image image tracking is rapidly

developing. Among the existing products, a system that automatically tracks and rotates the object to be

photographed using an infrared signal is very expensive for general user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mobile unattended recording system that enables automatic recording by anyone who uses a smartphone. The

system consists of a commercial mobile camera, a servomotor that moves the camera from side to side, a

microcontroller to control the motor, and a commercial wireless Bluetooth Earset for video audio input. In this

paper, we designed a system that enables unattended recording through image tracking using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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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어 집약 무인 녹화 시스템에 비해 성능과 가성비

가 매우 높다[1,2]. 그리고 유튜 동 상 SNS을 이용

한 1인 개인 인터넷 방송이증가하면서 자가셀 동 상

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그러나, 셀카 같은 1인 개

인 사진 촬 기술은많이연구 개발 되어 화되었지

만 자가 셀 동 상 촬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처리 기술을 이용하

여 조작자 없이 촬 상을 인식하고 추 하기 한 모

바일용 무인 녹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얼굴 검

출 추 시스템의 처리 로세스를 이용하여 물체 자

동 추 시스템을설계하 다. 물체 자동추 을 한 제

어장치로는 아두이노를 이용하 으며 아두이노는

임 내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추 할 뿐만 아니라 물체가

바깥으로 벗어나는 상황까지도 모터의 회 장치를 이용

해 실시간추 이 가능하도록 하 다[3,4]. 본 논문의 2장

에서는 련 연구에 해서 알아보고 3장에서는 모바일

용 무인 녹화 시스템을 설계하 다. 끝으로 4장에서는 결

론 향후과제를 제안한다.

2. 련연구

2.1 무인 녹화 시스템

외선신호 처리 기술을이용한 무인 강의녹화 시스

템은 'Swivl'이 있다.[1]

Fig. 1. Unattended Moving System ‘Swivl’

그리고 공공시설, 군부 경계, 기업보안용으로 잠재

을 측하는 자동 추 기능이 포함된 무인 감시

용 카메라 ‘PTZ Camera’가 있다[2,3]. 본 제품은 가격이

매우 비싸 비용 상승이라는 단 을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다. 무인 감시용 카메라의 표 인 로는 Fig. 1이있

다.

일반 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추 하기 한 방법으로

는 3D 모델 기반, 역 기반, 능동 윤곽선 기반, 특징 기

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3D 모델 기반’ 방법은 소수 차

량에 해 정확성이 높은 모델과 궤 을 복원하는 물체

심의 방법이다.[5,6] ‘ 역 기반’ 방식은 연속 상에 연

결된 역을 확보하고 상 계 측정을 통해 움직이는

물체를 추 하는 것으로, 촬 시 의 배경을 측정해 입

력되는 상과의 차이에 따라 물체를 검출하게 된다.[7]

한, 물체의 경계 윤곽선을 표 하고 이를 동 으로 갱

신하면서 추 하는 ‘능동 윤곽선 기반’ 방법이 있다.[8]

마지막으로, 물체 체를 추 하는 것이 아닌 국부 인

특징을 추 하는 ‘특징 기반’ 방식도 표 인 물체 추

방법으로 손꼽힌다.[9,10] 그러나 각 방법에는 단 도 존

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단 을 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되는 물체 추 방법은 하나의 특정방법

에 의존하지 않고 이들 방식이 갖는 장 만을 선별해

용하고 있다[11]. 즉 감시지역 내 움직임의 감지, 배경화

면으로부터 움직임 역의분리 격리, 특징 추출, 연

속 상의 특징 추 을 통한 움직임 방향 벡터 추 등

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 이다. 본 논문에서는,

‘ 역기반’, ‘능동 윤곽선기반’, ‘특징 기반’의 3가지기반

방식 각각의 장 만을 뽑아내어 본시스템에 용하 다.

Face Detection 기법과 CAM-Shift 기법을 차례로 용

하여 추 상을 검출하고, 확정하여 추 하게 하도록

하여 단 은 최소화하고 장 은 최 화하 다.

2.2 Face Detection 련 연구

Face Detection의 일반 인 근방법은 4가지가 있다.

첫째, 평면의 단색 배경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사 에 정

의된 고정 배경 이미지를 이용하는 통제된 배경 이미지

에서의얼굴검출방법이다. 둘째, 얼굴색에 의한 검출방

법이다. 얼굴 상을 찾기 해 형 인 피부색을 이용

하므로 실시간 구 이 가능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가장

리 사용된다. 셋째, 움직임에 의한얼굴 검출 방법이다.

실시간 비디오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얼굴 역을 단순히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배경에서 다른 상물이 움

직이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제약 없는 장면에서

의 얼굴 검출 방법이다. 흑백 이미지에서 인간처럼 얼굴

을 정확히 탐지하는 알고리즘으로 통계 클러스터 정보

를 이용하여 신경회로망에 근하는 방법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얼굴 색에의

한 탐지 방법을 이용하 다. Face Detection 과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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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상을 추 하기 해 얼굴이 검출된 역의 색 정

보를 기반으로 CAM-Shift가 이용되고 재 Face

Detection 방법 가장 안정 인 검출율을 보이고 있다.

3. 설계

3.1 시스템의 구성

본시스템은 촬 디바이스, 무선이어셋, 거치 로 구

성된다. Fig. 2는 시스템의구성도를 나타낸것이다. 카메

라를 재한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촬 디바이스(스

마트폰)와 마이크 기능을 탑재한 무선 블루투스 이어셋

그리고 촬 디바이스가 배치되어자유롭게 회 기능

을 가지는 거치 로 분류된다. 촬 디바이스는 화면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디스 이와 상을 촬 할수 있

는 카메라 로그램 명령을 수행하기 한 로세서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면 카

메라로써 디스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가 촬 수단으로 이용된다. 거

치 는 서보 모터 등이 몸체와 모터에 연결되어 회 이

가능하도록 받침 를 포함하고 있으며 받침 에는 촬

디바이스가 배치될수 있는 홈이 형성되어 있다. 무선 이

어셋은 촬 상자에게 장착되어 촬 상자의 음성을

블루투스로 촬 디바이스로 달된다. 블루투스 통신은

무선 이어셋을 통한 음성과 상을 데이터 채 이 아닌

음성 채 을 통해 음성과 화상의 시간 동기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 다.

Fig. 2. Structure of System

Fig. 3은이미지 상추 을 한 로세스를도식화하

다. 첫번째, 스마트폰의디스 이창에서추 상의스

크린 상에서 좌표값을 입력받아 앙처리장치에 송한다.

앙처리장치는스크린상의추 상좌표값과스크린화

면 앙좌표값의차이를비교하여회 유무를결정하고회

시연산처리과정을통해좌.우측을결정한다. (X, Y) 좌표

의 차이 값이 미리결정된 임계값보다작으면 회 하지않

고임계값보다크면좌우상하로회 하도록회 방향을결

정한다. 두번째, 안드로이드폰의블루투스모듈에서거치

내부아두이노와연결된블루투스모듈로결정된회 방향

을 송한다. 세번째, 블루투스모듈은 아두이노로결정된

회 방향을 송한다. 마지막으로아두이노는수신한회

방향에근거하여서보모터를회 시키게된다. 따라서최종

으로 서보모터가 거치 의 본체 상부를 회 시킴으로써

거치 본체상부홈에꽂힌 스마트폰이 제어된 방향에따

라 회 하면서 촬 상의 실시간 추 이 가능하다.

Fig. 3. Process for Image Video Extraction

본 논문의 상 이미지 추 무인 녹화 시스템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총 7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디바이

스에 연결된 카메라를 통해 상에서 얼굴 형태를 인식

하는 단계이다. 둘째, 얼굴 형태 인식에 기 하여 촬

상을 디바이스에 연결된 디스 이에 표시하는 단계이

다. 셋째, 표시된부분이촬 상임을 선택하는 선택신

호를 수신하는 단계이다. 넷째, 선택된 촬 상의 상

이미지 색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상기 취득

된 색 정보를 가지는 역 내의일정좌표를촬 상의

타겟 좌표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여섯째, 타겟 좌표와 카

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상의 특정 역과의 차이를 단

하는 단계이다. 일곱 번째, 상기 차이를 감소시키기 한

회 신호를 회 장치에 송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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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7 Step of Target Extraction Method

얼굴 검출 추 과정 외에도 녹화 과정에서는 카

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상을 녹화하고 촬 상에 장

착된 오디오 송신 장치로부터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여

오디오 신호와 녹화되는 상을 시간동기화하여 메모리

에 장한다.

3.2 얼굴 검출 상 추

얼굴 검출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획

득한 상에서 사람의 얼굴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몇 가

지 주요 특징 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그

역을 획득한다. 얼굴 검출 과정에 해서는 RGB 상

값이 아닌 Gray 상 값만을 이용하 다. 그러나 화면에

보여져야할 것은RGB 값이기에 상을입력받을때에는

Gray 이미지와 RGBA 이미지 두 개 데이터 모두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penCV

Library의 Face Detection 기법을 이용하여 Gray 이미지

와 RGBA이미지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 다.

Fig. 5 Face-Detection

Fig. 5는 Face-Detection 기법을이용하여얼굴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 으로 사람의 얼굴에는 두

은 명암이 어둡고 코는 명암이 밝다. Face-Detection

기법은이런 명암을이용해 패턴을구하는 것이다[10]. 사

람의 얼굴 에흑백의사각형을겹쳐 놓은 다음밝은

역에 속한 픽셀 값들의 평균에서 어두운 역에 속한 픽

셀 값들의 평균의 차이를 구한 후 그 차이가 문턱값

(threshold)를넘으면 사람 얼굴에 한특징이있는것이

다. 사람의얼굴은 다양하지만생김새의패턴은비슷하므

로 임의의 얼굴 에서의특정 치, 특정분포에따른 명

암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if(mCascade != null){

int height = mGray.rows();

int faceSize = Math.round(height *

FdActivity.minFaceSize);

List<Rect> faces = new

LinkedList<Rect>();

mCascade.detectMultiScale(mGray, faces, 1.1,

2, 2,

new Size(faceSize, faceSize));

for(Rect r : faces)

Core.rectangle(mRgba, r.tl(),

r.br(),

new Scalar(0, 255, 0, 255), 3);

}

Fig. 6 Face Detection Algorithm

Fig. 6은 얼굴 검출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Gray

Matrix의열로부터 이미지의높이를 구하고 체이미지

크기에 한 얼굴 검출 범 를 지정한다. 얼굴들을 장

하기 해 List를 선언하고 얼굴을 찾는다. 찾아진 얼굴

의 사각 둘 (좌측 , 우측 아래)를 지정하고 벨 3 두

께의 녹색 선으로 검출된 얼굴 역의 테두리를 표시한

다. 검출된 얼굴 역 내부 색 정보를 획득하여 색 정보

를 기반으로 심 역을 축소 혹은 확장해가며 탐색

도우 사이즈를 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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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M-Shift Method

Fig. 7은 상 추 CAM-Shift(Continuously

Adaptive Mean Shift) 알고리즘 기법을 나타낸 것으로

기존의 Mean Shift 알고리즘을 개선한 것이다.

Mean-Shift 알고리즘은 데이터집합의 도분포(특징 ,

코 , 색상)을 기반으로 심 역(ROI) 객체를 고속으로

추 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기의 검색

역의 크기와 치를 지정하면 반복되는 색 분할 계산에

의해서 색상 클러스터가 발생되고 기 지정한 색 역

에 기반하여 경계를 결정하여 심 물체를 추출하는 알

고리즘이다.[12] CAM-Shift는 Color Segmentation 방법

의 Mean Shift 알고리즘을 Streaming(효과, 추 ) 환경

에서 사용하기 해 개선한 것으로 탐색 도우의 크기

를 스스로 조정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Mean Shift의 단

을 보강한 것이다. 기의 도우는 란색 원 C1이다.

이 도우의 원래 심 좌표는 란색 네모 박스 C1_o로

표시되었다. 하지만 도우 역 내에서 빨간 들의

심을 찾는다면 도우 내 빨간 들의 실제 심은 란

색 동그라미 C1_r이될 것이다. 확실히 C1의 좌표값에 근

거한 심값)C1_o과 빨간 들의 실제 분포도에 따

른 상 심값(C1_r)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다시 도우 내의 심값을 빨간 들의

실제 분포도에 따른 상 심값에 일치하도록 이동해보

자. 이과정을 심값과 상 심값이 일치할 때까

지(혹은 미리 결정한 임계값 범 안에 들어올 때까지)

반복하면, 도우는 빨간 들의 역을 최 한 반 할

수 있고, 도우의 심값도 실제 빨간 들의 분포

도에 가장 유사한 곳에 자리잡을 수 있다. 마침내 최

픽셀 분포를 가진 록색 동그라미 역의 도우 C2를

얻을 수 있다.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도우 C2는 빨

간 을 가장 많이 포함하는 역이다.

Fig. 8 Determine the presence and direction of

rotation(1)

Fig. 9 Determine the presence and direction of

rotation(2)

Fig. 8과 Fig. 9는회 유무 회 방향 단 시와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탐색

도우의 심 좌표와 카메라 임 심 좌표를 비

교하여 매순간 그 차이값이 임계값을 넘으면 좌우로 회

하도록 단해야 한다. Fig. 8에서와 같이 카메라

임의 심 좌표 (X1,Y1)가 (400, 320)이고, 탐색 도우의

심 좌표 (X2,Y2)가 (300, 160)이라고 할 때, (X1-X2,

Y1-Y2) = (400-300, 320-160) = (100, 160)으로 X, Y값

각각 양수(+)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카메라

임 앙에 해당 물체가 오게 하려면 카메라 본체의 좌회

과 상향회 이 필요하다. 그러나 차이값이 0일 때에만

회 을 멈추도록 설계한다면 부분의 시간을 회 하는

데 보내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좌우로 회 하며 녹화가

진행되어 녹화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임계값을

정하여 X, Y값 각각의 차이값이 임계값을 넘지 않으면

회 을 멈추도록 한다. 를 들면, 임계값을 ±50으로 정

하고 카메라 임의 심 좌표(X1, Y1) = (380, 200),

탐색 도우의 심 좌표(X2, Y2) = (400, 320)가 일 때,

두 좌표의차이값(X1-X2, Y1-Y2) = (20, -120) 이므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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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해서는 회 하지 않고, Y축에 해서만 상향 회

하게 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고비용 무인 감

시 시스템 혹은 무인 촬 시스템을 신하여 근성이

쉽고 비용의 상 이미지 추 무인 녹화 시스템을 설

계하 다. 본 시스템의 특성은 상의 검출된 얼굴 역

정보와 그 역 내부 색 정보 이동 물체의 심 을

이용하여 상시 으로 이동 물체 역으로 축소 확장

하며 탐색 도우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이 미리 결정한 임계값의 범 를넘어서면 서보모

터가 움직임의 방향을 따라 회 하며 물체를 추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무인 녹화 시스템은 기존에 상용

회된 외선 신호 등 상 처리와는 무 한 기술을

이용하여 물체 추 녹화 시스템을 설계한 것으로 기

술 집약 이며 비용으로 량 생산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무인 녹화 시스템은

조명이 매우 어둡거나 매우 밝은 상태에서는 CAM-Shift

을 이용한 물체 추 정확도가 감소하 다. 따라서 이를

효과 으로 개선하기 한 새로운 특징 검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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