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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 사회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조 공정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이와 동시에 품질을 향상시키 위해 

고속 고정도의 자동화가 요구된다. 제조 

공정의 자동화에 있어 로봇의 제어 정도가 

제품의 품질과 직결된다. 로봇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비젼시스템을 이용하여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로봇과 비젼시스템을 결합하기에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 

많은 데이터 저장과 메모리 손실에 따른 처리 

속도의 저하이다. 두 번째로는 로봇과 

카메라의 상대적인 위치 및 초점거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세 번째는 로봇과 비젼 

시스템 간의 효과적인 보정을 위해서 3 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로봇의 위치를 2 차원 

카메라 좌표계로 매핑하기 위한 로봇 좌표계와 

카메라 좌표계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비젼 시스템을 실시간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반복적인 계산을 필요로 하는 

일괄 처리 기법 대신에 칼만 필터링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존재하는 매개변수들을 

추정하는 방법이 개발 되었다. 그런데 선형화 

모델을 잘못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값을 추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는 새로운 추정값을 사용하여 

선형화 모델을 구하여 다음 값을 추정하는 

확장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로봇 궤적 사이에 

장애물 발생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로봇비젼 제어기법 
 

확장 칼만 필터링기법은 Initial estimation 을 

통해 구해진 초기값을 이용하여 다음의 

추정치를 구하고, 구해진 추정값을 새로운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다시 선형화 모델을 

구하여 다음의 추정값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확장 칼만 필터링 기법은 Fig. 1 에서 

보여준 것처럼 매개변수 추정 기법과 관절각 

추정 기법을 포함하는 측정모델 공정과 공정 

모델 예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Fig.1 Overall flow of EKF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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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장애물 출현시 강체 배치 작업을 위한 EKF 

알고리즘 실험 방법은 Fig.2 에서 나타내고 

있다.  

(1)Obstacle A는 장애물이 7step동안 출현한 

강체 배치 작업이다. 

(2)Obstacle B는 장애물이 4step동안 출현한 

강체 배치 작업이다. 

(3)Obstacle C는 장애물이 2step동안 출현한 

강체 배치 작업이다. 

(4)No Obstacle 는 비교를 위해 장애물이 

출현하지 않았을 경우에 EKF 알고리즘을 

이용한 강체 배치 작업이다. 

총 4 번의 실험을 통하여 강체 배치 작업을 

위한 EKF 알고리즘에서 장애물의 크기 별로 

출현하였을 경우 최종 타겟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Fig.2 Robot trajectory 

 

4. 실험 결과 
 

위의 실험 방법을 통해 장애물 출현시 

강체 배치작업을 위한 EKF 알고리즘의 

로봇비젼 제어기법 실험 결과를 로봇 

정기구학에 적용하여 공간상의 직교 좌표계를 

구하여 Table1 에 나타내고 있다. 먼저 장애물 

출현 구간이 제일 길었던 Obstacle A 의 경우 

±4.284 의 오차 값을 가지고 있고, 중간길이의 

Obstacle B 는 ± 1.375 의 오차를 내고, 가장 

짧은 구간이었던 Obstacle C 는 ± 0.706 의 

오차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출현과 

비교를 위해 실험 하였던 No Obstacle 에서는 

± 0.438 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실험을 통해 

장애물 구간이 넓어 질수록 오차값은 크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Error values between real and estimated 

values 

 
Fx(mm) Fy(mm) Fz(mm) . .r m se

 
(mm) 

Obstacle 

3 

1cue 609.024 240.454 148.559 

4.284 
2cue 609.024 240.454 122.559 

3cue 569.609 259.653 148.559 

4cue 569.609 259.653 122.059 

Obstacle 

2 

1cue 613.948 242.491 149.646 

1.375 
2cue 613.948 242.491 123.146 

3cue 574.510 261.641 149.646 

4cue 574.510 261.641 123.146 

Obstacle 

1 

1cue 615.108 242.382 150.118 

0.706 
2cue 615.108 242.382 123.618 

3cue 575.833 261.863 150.118 

4cue 575.833 261.863 123.618 

No 

Obstacle 

1cue 615.340 241.682 151.000 

0.438 
2cue 615.340 241.682 124.500 

3cue 576.659 262.318 151.000 

4cue 576.659 262.318 124.500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물 출현시 강체 

배치작업을 위한 EKF 알고리즘의 로봇 비젼 

제어기법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일부 

영역에서 비젼데이터 획득에 실패를 하더라도 

로봇 위치제어를 수행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 영역이 많아지면 이상적인 로봇 

위치제어를 할 수 없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물 출현의 

위치에 따른 로봇 위치제어 작업과 비교하고자 

하며, 강체 이동 목표물 추적에 대한 로봇 

비젼 제어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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