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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TZ 카메라는 팬, 틸트, 줌 기능을 사용해 넓은 영역을 관찰하거나 먼 거리에 있는 물체도

확대 관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카메라 검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PTZ

카메라의 효율적인 내·외부 변수 검정 방법을 제안한다. 구해진 내·외부 변수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의 PTZ 카메라를 통합한 후 3차원 점 복원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정확도를 확인한다.

   

1. 서론

최근 안전, 관리, 보안 등을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감독 시스템의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지

능적 감시감독을 위한 추적, 인식, 측정 등의 자동화 기술

이 연구되고 있다. 지능적 감시감독 기능에는 주로 3차원

정보가 활용되며 이를 획득하기 위해 카메라 검정

(calibration)을 통한 내·외부 변수의 측정이 필수적이다.

한편, 적은 대수의 카메라로 넓은 지역을 관찰하고, 특

정 영역을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는 PTZ(Pan-Tilt-Zoon)

카메라에 관련된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PTZ 카메

라의 지능적 활용을 위한 카메라 검정을 위해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 왔으나 팬과 틸트의 변화로 인한 외부 변수

검정만을 제안하거나 환경적인 제약을 가지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1-3]. 본 논문에서는 PTZ 카메라의 효율적인

내·외부 검정 방법 및 다수의 PTZ 카메라를 통합하는 기

법을 제안한다.

2. PTZ 카메라 검정

그림 1. 제안된 PTZ 카메라 검정 기법 흐름도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TZ 카메라 검정 기법

의 흐름도이다. PTZ 카메라의 내부 검정을 위해 [4]의 방

법을 개선 적용한다. 내부 검정을 위해 최대 광각으로 줌

을 고정하고 팬과 틸트를 통해 다수의 겹치는 영상을 획

득한다. 획득된 영상들에서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기법을 이용해 특징점을 획득하고 영상 간의

특징점을 정합한다. 정합된 특징점의 수가 많은 순서대로

영상을 정렬하여 가장 정합점의 수가 많은 영상을 기준

영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영상을 호모그라피를 통해 기

준 영상으로 변환시킨다.

팬과 틸트를 통해 영상을 획득한 경우 카메라 이동이

없음을 가정하므로 호모그라피를 이용한 수식 (1)을 통해

내부 변수 행렬 K를 얻을 수 있다.

H  KRK 
K HK  R  R T KTH TK T
HK  KKTH TK T
HKKT KKTH T
HC  CH T C  KK T 

(1)

최대 광각 상태에서의 내부 변수가 구해지면 팬과 틸트

를 고정한 상태에서 일정 단계별로 줌 영상을 획득하며,

인접 줌 영상 간의 호모그라피 관계를 통해 수식 (2)와 같

이 단계별 줌 영상에서의 내부 변수를 구한다.

H  KRK 
H  ←  K  IK K    H  ←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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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에 관한 내부 변수까지 모두 구해지면 외부 검정을

위한 패턴이 카메라로부터 멀고 그 크기가 작더라도 줌을

통해 관찰 가능하므로 외부 검정이 용이해진다.

외부 변수는 PTZ 카메라가 회전할 경우 변화하게 되나

변화된 외부 변수는 수식 (1)과 같은 호모그라피 관계이므

로 회전 전 영상과 회전 후 영상 간의 특징점 정합을 통

해 호모그라피 H를 구하면 새로운 외부 변수를 구해낼

수 있다.

3. PTZ 카메라 통합

각 카메라의 외부 변수가 구해지면 그림 2와 같이 두

카메라 간의 관계 M을 나타낼 수 있으며 수식 (3)과 같이

M을 구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R1T1과 R2T2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한 통합 좌표계의 위치 및 자세이며 Xw는 통합

좌표계의 점, Xc는 각 카메라 좌표계의 점이다.

두 카메라 간의 관계를 구할 수 있으면 이에 연계하여

다수의 카메라를 하나의 기준 좌표계로 통합하는 것이 가

능하다.

그림 2. 두 카메라 간의 관계

X c TRX w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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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w  R T X c
X c TRR T X c
MTR R T

(3)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두 대의 PTZ 카메라를 이용하여 각 카

메라의 내부 변수를 측정하였으며, 두 카메라가 공통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에 놓인 외부 검정 패턴을 줌한 영상

을 통해 두 카메라의 좌표계를 통합하였다.

정확도 검증을 위해 3차원 공간에 두 카메라를 통해 공

통으로 관찰 가능한 점들을 복원하여 그 정확도를 확인하

였다. 그림 3은 정확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두 카메라의

영상 및 대응점들이며 표 1은 그림 3의 복원 대상점들 간

의 실제 거리와 측정된 거리간의 길이 오차를 나타낸다.

그림 3. 두 카메라를 통한 3차원 점 복원

표 1. 3차원 복원점 간의 실측 및 측정 길이 오차

실측(cm) 측정(cm) 오차(cm) 오차율(%)

300 303.06 3.06 1.01

254 252.29 1.71 0.68

128 126.82 1.18 0.93

158 157.53 0.47 0.30

170 169.66 0.34 0.20

134 134.62 0.62 0.46

135 134.14 0.86 0.64

150 152.86 2.86 1.87

125 124.99 0.01 0.01

140 141.11 1.11 0.78

171 172.00 1.00 0.58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PTZ 카메라를 보다 지능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 필요한 카메라 내·외부 변수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검정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PTZ 카

메라의 좌표계 통합 기법을 소개하였다.

실제 두 대의 PTZ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복원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방법으로 구해진 내·외부 변수의 정

확도를 확인하였으며 PTZ 카메라를 이용한 지능적 감시

감독 응용에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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