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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산업현장에서 제조 공정의 자동화에 

있어 로봇의 제어 능력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좌우된다. 로봇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로봇 

제어에 앞서 보정되어야 한다. 

로봇에 비젼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어하는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주변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산업현장에서 

제어될 로봇이 컴퓨터에 의한 디지털 제어로 

파라미터의 변동 등에 대해 적응하며 만족할 

만한 응답을 얻도록 제어되고, 모델의 

불확실성에 대해 견실하도록 제어되기에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에 존재하는 

매개변수들을 추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기 데이터에 

대하여 선형화 된 모델에서 다음의 추정 

데이터를 구하고, 새로운 추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시 선형화 모델을 구하여 다음 

값을 추정하는 확장 칼만 필터(EKF)을 

적용하여 고정된 강체 목표물에 대해 로봇 

배치작업을 수행하여 그 실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로봇비젼 제어기법 
 

본 연구에 사용된 로봇 비젼 제어 기법에 

적용된 확장 칼만 필터링의 전체적인 흐름을 

Fig.1 에서 보여주고 있다. 비젼 제어기법의 

매개변수 추정과 관절각 추정 모델을 확장 

칼만 필터링의 측정모델과 공정모델에 각각 

사용한다. 

측정모델의 보강 방정식은 칼만 이득값 

kK , 사용한 카메라의 매개변수 및 관절각  kx , 

및 오차 공분산 kP 등 3 가지로 구성되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칼만 이득값 kK 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자코비안 kH 는 측정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확대하는데 사용된다. 

 

 
Fig.1 Overall flow of EKF algorithm 

 
 

3. 실험방법 및 결과 
 

본 실험에서 사용될 시험모형은 플라스틱 

봉 15개와 LED 를 조합하여 강체 시험 모형을 

Fig. 2에서와 같이 제작을 하였다. 이 모형에는 

큐가 총 8 개까지 부착 되지만 본 실험에서는 

4 개의 큐를 가지고 강체 배치 작업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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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igid body test model 

 
고정타겟에 대한 강체 배치 실험은 Fig. 2에 

나타낸 것 같이 초기 단계에서 EKF 의 

초기값을 계산하는 과정과 최종 목표물까지의 

로봇 궤적 구간을 설정하여 EKF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Fig. 2 Robot trajectory 

 
Initial Stage에서 EKF에 적용할 매개변수와 

관절각에 대한 초기값과 초기 오차공분산을 

계산한다. 초기단계에서 계산된 데이터를 

EKF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첫 번째 로봇 궤적 

단계에 대한 6 개의 매개변수와 다음 단계를 

위한 오차 공분산을 계산한다. 초기 단계에서 

구해진 초기 관절각값과 초기 오차공분산을 

6 개의 매개변수와 다음 단계에 대한 로봇 

비젼데이터와 함께 EKF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두 번째 단계의 로봇 관절각과 다음 단계 

계산을 위한 오차 공분산을 계산한다. 앞서 

계산된 매개변수, 로봇 관절각, 오차 공분산은 

공정 모델을 거쳐 다음 단계의 초기값으로 

사용된다. 위 단계를 최종 목표물까지 

반복하여 계산된 관절각은 정기구학 모델을 

통해 공간상 직교 좌표계 값과 실제 목표물 

좌표계 값을 비교하여 EKF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알아본다. 

EKF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Table1 에서는 강체 목표물에 대한 로봇 배치 

실험결과를 로봇 정기구학에 적용하여 

공간상의 직교 좌표계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최종 목표물에 대해 계산된 직교 좌표계 값과 

실제 목표물에 대한 직교 좌표계 값을 비교한 

결과 ±0.438 의 안정된 오차를 가짐을 알 수 

있다. 

Table 1 Error values between real and estimated 

values 

Target 
Fx 

(mm) 
Fy 

(mm) 
Fz 

(mm) 
rmse  

(mm) 

Estimated 
value 

1cue 615.826 242.503 150.660 

0.438 

2cue 615.826 242.503 124.160 
3cue 576.665 262.213 150.660 
4cue 576.665 262.213 124..160 

Real 
Value 

1cue 615.340 241.682 151.000 
2cue 615.340 241.682 124.500 
3cue 576.659 262.318 151.000 
4cue 576.659 262.318 124.500 

 
 

4. 결론 
 

본 연구는 위치와 방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강체 고정 목표물에 대해 제안된 

EKF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강체 목표물 추적 

실험을 수행한 결과 ±0.438 의 안정된 오차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일반적인 뉴턴 

랩슨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와 비교하고자 

하며, 강체 이동 목표물 추적에 대한 로봇 

비젼 제어를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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