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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all-Plate를 기반으로 하는 균형제어 로봇은 크게 공의 상태를 파악하는 부분과 균형을

유지하는 제어부분 2가지로 구성되어진다. 본 논문은 공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일 카

메라를 이용하여 CAMShift 알고리즘으로 볼을 추적한다. 그리고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발

생하는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서론

최근 로봇의 팔에 Ball-Beam 시스템을 장착하여 로봇

의 팔이 공의 균형을 잡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

Ball-Beam 시스템은 2개의 자유도에 따라서 Beam을 제

어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Ball-Beam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여 2개의 자유도를 추가시킨 Ball-Plate 시스템은 불안

전한 공을 4개의 자유도에 따라서 공이 플레이트 위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Beam 시스템보다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플레이트는 빔 보다 활용도 면에서 다양하게 사용

될 수 있고 제어 기법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all-Plate 시스

템은 일반적으로 공의 위치를 추적하는 부분과 균형을 유

지하기 위한 제어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공의 위

치를 추적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젼

(Vision)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들어오는 이미지를 기

반으로 공의 상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다.[2] 이외에도

3축의 구성요소와 각 축 방향으로 토크를 감지하는

FT(force-torque) 센서를 이용하여 동적인 방정식을 계산

하여 상태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3]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비전카메라(Vision Camera)를 사

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Ball-Plate 시

스템을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를 제시하고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2. 플레이트의 무게중심 구하기

본 연구에서는 공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림1에

나타낸바와 같이 하나의 비젼 카메라를 플레이트의 상단

부분에 위치시켰다. 카메라는 공의 움직임을 추적하게 되

고 이 데이터 정보를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모터컨트롤러

에 전달하여 모터를 제어하게 된다. 1은 Ball-Plate 시스

템 구조와 아키텍쳐이다.

그림 1. Ball-Plate 시스템 구조와 아키텍쳐

공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좌표를 사용하였다. 절대좌표를 설정하

기 위해서는 기준 되는 중심좌표를 찾아야 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플레이트의 중심을 중심좌표로 설정하였다. 공의

중심좌표를 찾는 과정은 그림2와 같이 구성된다.

그림 2. 플레이트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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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카메라의 왜곡을 줄이는 작업을 수행한다. 카메라

렌즈로부터 생기는 방사왜곡과 접선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체스판 보드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상태를 보정한다. 공의

상태를 추적함에 있어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입력받는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플레이트 개체

를 분리하기 위하여 이진영상으로 바꾸어 처리한다. 이진

임계값 설정에 있어서는 그림3과 같이 그레이 영상으로

변환 후 전체 영역의 히스토그램 작성을 통하여 가변적인

임계 값을 설정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영향 받지 않도록

설정한다.

그림 3. 그레이영상의 히스토그램 작성

이진화 진행 후 많은 잡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열기

(Erosion) 닫기(Dilation) 연산을 통하여 잡음을 제거해줌

으로써 레이블링(Labeling)의 연산시간을 줄여준다.

다음 플레이트의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림4와 같이

레이블링을 진행한다. 카메라는 플레이트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객체가 플레이트라고 설정하여 플레이트

의 객체만 얻어온다.

그림 4. 레이블링(Labeling)의 사용 예

플레이트의 영역이 분리되면 무게중심을 찾아야하는데

해리스코너(Harris Corner) 검출기를 이용하여 코너를 검

출하게 된다.[4] 하지만 사각형일 지라도 대각선에 대해서

는 샘플링으로 인한 계단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잡음 포인

트가 검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플레이트의 코너 점 4개를 찾기 위하여 그림5와 같은 알

고리즘을 이용하였다.

그림 5. 사각형의 꼭지점을 찾는 알고리즘

그림 5의 첫 번째 그림과 같이 가장자리 점을 첫 번째

점으로 설정한 후 첫 번째 점과 각각의 후보 점들에 대해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점을 두 번째 점으

로 설정하게 된다. 두 번째 점 설정이 완료 되면 가운데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과 후보 점 각각의

거리를 구하여 두 거리의 합을 구하고 가장 먼 거리에 있

는 점을 세 번째 점으로 설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른

쪽 그림과 같이 세 점과 각각의 후보점간의 삼각형을 3개

형성한다. 그리고 3개의 삼각형 넓이를 그림6과 같이 구하

게 된다.

그림 6. 세 점 좌표를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법

세 개의 삼각형 넓이의 합중 가장 큰 넓이를 가지는 점

이 마지막 점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4점을 형성하

면 그림7과 같이 무게중심을 절대좌표의 중심좌표로 설정

하게 된다.

그림 7. 후보 꼭지점 검출과 중심좌표 설정

3. 캠시프트 알고리즘을 이용한 공의 추적

객체 추적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

인 MeanShfit 알고리즘은 컬러정보를 기반으로 커널을 사

용하여 추적 대상의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이다.[5] 이는

객체의 기울어짐이나 회전에 강인하고 빠른 수행 속도로

실시간 추적에 적합하다. 하지만 관심영역 검출에 있어 더

좋은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곳에 수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그림8과 같이 탐색윈

도우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CAMShift(Continuously

Adaptive Mean Shift)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6]

그림 8. 캠시프트(CAMShift)알고리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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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는 본 실험에서 공의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서 위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공을 추적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9. 캠시프트를 이용한 공의 추적

4. 칼만필터를 이용한 공의 이동경로 예측

카메라 센서를 통하여 공의 위치상태를 추적하면 항상 올

바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 잘못된 추적 및 다양한 오차

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칼만 필터(Kalman Filter)는 과거의

측정데이터와 새로운 측정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포함

된 노이즈를 제거하여 새로운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7]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측정에 있어 발생 가능한 오류를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칼만

필터는 먼저 초기 값 설정으로 추정오차공분산()과

현재 상태 값( )을 설정한다. 그리고 예측단계와 교정

단계의 반복을 통하여 예측 값을 제공한다.

예측단계에서는 이전 상태벡터를 수식1과 같이 갱신하고

수식2를 통하여 예측 공분산( )을 이용하여 다음상태를

예측하게 된다. 여기서 A는 수식3인 전이행렬을 나타낸다.

     (1)

  
  (2)













   
   
   
   

(3)

교정단계에서는 먼저 수식 4를 통하여 칼만 게인()을

구한다. 여기서 H는 위치 정보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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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다음 측정 잡음()를 추가하여 현재 상태벡터( )를

수식 6를 통하여 구한다.

   
  

 (6)

마지막으로 수식 7을 이용하여 예측 오류인 추정오차공

분산()를 설정하게 된다.

  
 (7)

그림 10은 실험에서 사용된 칼만 필터를 나타낸다. 우측

사진의 녹색 점은 이전 위치를, 빨간 점은 실제 측정값을

노랑 점은 칼만 필터의 예측 값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10. 칼만 필터의 적용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기 위하여 그림11은 x축과 y축

에 대한 칼만 필터의 적용 전과 후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

다. 빨간 선은 칼만 필터를 적용한 경우이고 파랑 선은 실

제 측정값을 나타낸다.

그림 11. 칼만 필터 적용 전후 X, Y축 그래프

5. 실험결과

본 실험에서는 HVR-2030 비전카메라를 사용하였다. 플

레이트 제어로는 로보티즈사의 RX-64 서보 모터를 이용

하여 그림 12의 왼쪽 그림과 같이 구동부를 구성하고 실

험을 하였다. 구동부에서는 DSP를 이용하여 LQR제어로

작동을 하고 통신하기 위에서는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공은 탁구공이고 플레이트는 30Cm의

정사각형 크기의 휘지 않는 나무판자를 사용하였다.

그림 12.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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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의 오른쪽 그림은 실험에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나타낸다. 실험으로는 칼만 필터를 사용할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다. 중

력은 최대 9.81로 설정 하였고 모터로부터 생기는 오

차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중심좌표는 원점(0,0)으로 설

정하였고 공은 항상 원점으로 무게중심을 잡도록 설정하

였다. 그리고 공을 놓는 위치를 y축으로 50Cm부터 20Cm

간격으로 총 5단계의 위치로 10회식 수행하여 공의 플레

이트 이탈 여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1와 같이 칼만필

터를 적용 했을 경우 공의 이탈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표 1. 공의 중심잡기 성공 횟수

그림 13은 공을 (100, 70)의 동일한 위치에 놓아서 실험

을 해본 궤도이다. 칼만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파란 선

을 나타내고 칼만 필터가 적용이 안 된 경우에는 빨간 선

을 나타낸다. 칼만 필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탈가능성

을 보였지만 칼만 필터 적용 후 이탈가능성이 현저히 주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4. 실험에 사용된 공의 궤도

6. 결론

칼만 필터를 통하여 카메라 센서로부터 생기는 측정 오

차를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자리에서

의 실험을 통하여 여전히 많은 오차가 남아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추후에는 다 수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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