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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Camera를 이용한 Ball and Plate

로봇 제어장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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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단일 카메라와 2개의 모터를 이용하는 볼-플레이트 로봇제어장치를 설계하는 방법과 제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볼-플레이트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볼의 상태 파악과 플레이트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볼의 상태는 캠시프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적하고 칼만필터로 공의 위치 오차를

보정한다. 플레이트 균형은 두 개의 모터를 움직여 제어하는데 측정 오차가 적은 DC모터를 사용하였다.

플레이트의 표면적 상태나 공의 위치 추적오류 등을 인하여 작은 오차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오차는

점점 쌓이게 되며 결국은 볼의 균형유지를 방해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분기를 추가한 제어기를

제안한다.

Design of Ball and Plate Robot controller using Single Camera

Yi-Keun Park†, Ju-Youn Park††, Seong-Mo Park†††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design method of ball-plate robot controller using single camera and two motors

to balance the ball on plate and reduce steady state control error. To design the ball-plate system, it

is necessary to observe state of the ball and maintain balance of the plate. The state of the ball is tracked

by using the CAMShift algorithm and position error of the ball is compensated by the Kalman filter.

Balance of the plate is controlled by driving two motors and we used DC motors which has smaller

measurement error. Due to surface condition of the plate or tracking error of ball's position, there are

small errors remained. These errors are accumulated and disturb maintaining balance of the ball. To

handle the problem, we propose a controller supplemented with an integ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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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로봇의 팔에 BBS(Ball and Beam System)

을 장착하여 로봇의 팔이 볼의 균형을 잡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 BBS는 휘어지지 않는 빔(Beam) 위

에서 볼의 움직임 상태를 측정하여 2개의 자유도에

따라 막대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발전하여

4개의 자유도를 따라서 플레이트(Plate) 위에서 볼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플레이트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BPS(Ball and Plate System)이다. 플레이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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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all-Plate 시스템 구조와 아키텍처

에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플레이트

는 빔 보다 활용도 면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제어 기법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PS는 크게 볼의 상태를 파악하는 부분과 균형유

지를 위한 플레이트 제어 부분으로 구성된다. 볼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비전(Vision)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센서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볼

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다[2]. 이외에도 3축의 구

성요소와 각 축 방향으로 토크를 감지하는 FT

(force-torque)센서를 이용하여 동적인 방정식을 계

산하여 상태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3]. 동적인

방정식의 계산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전센서가 BPS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플레이트 제어 방법으로 비

선형 제어, PD(Proportional Derivative)제어, LQR

(Linear Quadratic Regulation)제어 등 다양한 방법

이 있다. Hauser et al은 비선형 제어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고차원의 계산 량으로 인하여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렵다[4]. PD제어는 시스템 모델링 없이

PD 계수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정밀한 제어에는 적

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5]. LQR제어는

복잡한 초정밀 제어가 가능하지만 모델링이 정확하

지 않는 경우와 현재 상태들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퍼

지(Fuzzy) 제어[6], 및 퍼지 신경망(Fuzzy & Neural

Network) 제어[7] 등 좀 더 복잡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전센서를 통하여 현재 상태를 파

악하며 LQR제어를 통하여 볼-플레이트 균형을 유

지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그리고 LQR

제어의 정확한 현재상태를 도출하기 위하여 측정과

제어에 따른 오차를 줄이는 방법인 적분기에 대하여

제안하고 설명한다. 2장에서는 볼의 상태를 측정하

는 방법과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장

에서는 2개의 모터(Motor)를 이용한 LQR(Linear

Quadratic Regulation)제어 방법과 제어 시 발생하는

축척된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적분기에 대하여 제

안한다. 4장은 제안한 방법을 비교하는 실험과 그 결

과를 설명하고 5장은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2. 볼의 상태 측정

BPS의 주 목적은 볼이 플레이트 상단에서 떨어지

지 않도록 균형유지를 제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한 개의 비전카메라와

2개의 DC모터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그림 1의 왼쪽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다. 볼의 움직임 측정을 위해서

하나의 비전 카메라를 플레이트의 상단부분에 위치

시킨다. 이 카메라는 볼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위치

상태를 파악하며 위치 데이터는 시리얼 통신(RS-

232)을 통하여 플레이트 제어부로 전달된다. 그림 1

의 오른쪽 그림은 BPS의 볼의 상태를 측정하는 전체

아키텍처(architecture)로 윈도우7 환경에서 MFC

(Microsoft Foundation Class)와 OpenCV(Open

Computer Vision)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어플리케

이션(Application)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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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의 상태 측정 흐름도

그림 3. 플레이트 객체를 얻기 위한 영상의 형태학적 처리

볼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이 될

수 있는 좌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플레이트가

카메라와 수평을 이루었을 때의 상태를 초기 절대좌

표로 사용하였다. 절대좌표는 플레이트의 무게중심

점을 좌표(0, 0)으로 설정하고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볼의 움직임을 측정하게 된다. 그림 2는 공의 상태를

측정하는 전체 흐름도이다. 먼저 카메라의 보정이 이

루어지고 무게중심 여부를 판별한다. 무게중심 설정

이 이루어지면 캠시프트(CAMShift) 알고리즘을 통

하여 볼의 위치 상태를 파악하고 칼만필터(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오차들 보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정된 데이터들은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플

레이트 제어부에 전달하게 된다.

2.1 플레이트 무게중심 설정

볼의 상태 측정에 앞서 먼저 카메라의 왜곡을 줄

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태를 추정에 있어서 최소한

의 오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카메라 렌즈에서 생기는

방사왜곡과 접선왜곡을 보정하기 위하여 체스

(Chess)판 보드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플레이트의

중심좌표를 찾기 위해서 카메라로부터 받아온 영상

에서 플레이트 객체를 분리해야 한다. 이는 형태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였다. 형태학적으로 접근하기 위

해서는 이진(Binary)영상으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

이진임계 값은 주변 환경의 밝기(Brightness)에 따

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주변 환경을 고려

하여 가변적인 임계 값으로 설정하게 하였다. 히스토

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적용하면 플레이트를 구

별 할 수 있는 임계 값 설정이 된다. 이진 작업 후에는

많은 잡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 처리 작업으로

열기(Erosion), 닫기(Dilation) 연산을 통하여 잡음을

제거 해주게 된다. 그림 3의 왼쪽 그림은 카메라 센서

로부터 받아온 원본 데이터이고 오른쪽 그림은 형태

학적 처리를 위하여 이진영상 변환 후 열기, 닫기 연

산을 수행한 결과의 그림이다. 주변 환경의 플레이트

와 유사한 큰 객체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플레이트

객체만 분리하기 위하여 레이블링(Labeling) 작업을

수행한다.

레이블링은 인접한 화소끼리 같은 번호를 붙이면

서 객체를 각각 분리하는 방법이다. 카메라는 항상

플레이트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객체가 플레

이트라고 가정하였다. 플레이트 객체를 얻은 후에는

플레이트의 무게 중심을 찾아야 한다. 무게중심을 구

하기 위해서는 사각형의 4개의 꼭지 점이 필요하다.

꼭지 점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에서는 회전과

크기변환에도 강건한 해리스코너(Harris Corner)검

출기를 이용하였다[8]. 이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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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각형의 꼭지점을 찾는 알고리즘

윈도의 픽셀 값 변화를 분석하여 코너 응답 함수를

정의하여 상하 좌우에 따른 고유 값을 가지고 코너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플레이트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올바른 4개의 점(Inlier)이 나와야 하지만 카메라 이

미지의 샘플링으로 인하여 계단 현상이 발생하여 많

은 잡음(Noise) 포인트가 검출되게 된다. 공의 위치

부분에서도 잘못된 점(Outlier)이 발생하므로 올바른

점을 찾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

였다. 먼저 왼쪽 상단에 위치하는 가장자리 점을 첫

번째 점으로 선정 한다. 그리고 첫 번째 점과 각각의

후보 점들에 대해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점을 대각선에 있는 두 번째 점으로 선정한다.

세 번째 점 선정은 가운데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각각을 기준으로 후보 점들 간의

거리를 구하여 두 거리의 합을 구하고 가장 먼 거리

에 있는 점을 세 번째 점으로 선정한다. 마지막 점

선정은 그림 4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앞에서 선정된

세 점 과 각각의 후보 점에 대해서 삼각형을 형성하

고 세 개의 삼각형 넓이의 합 중 가장 큰 넓이를 가지

는 점이 최종점으로 선정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점들을 가지고 무게 중심을 구하고 기준이 되는 중심

좌표(0, 0)을 설정하게 된다.

2.2 캠시프트(CAMShift)를 이용한 공의 추적

공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민 시프트(MeanShfit) 알고리즘은 컬러

정보를 기반으로 윈도우(Window)를 사용하여 추적

대상의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이다[9]. 이는 객체의

기울어짐이나 회전에 강인하고 빠른 수행 속도로 실

시간 추적에 적합하다. 하지만 관심영역 검출에 있어

더 좋은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곳에 수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볼의 객체를 추

적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탐색 윈도우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캠 시프트(Continuously Adaptive

Mean Shift)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10].

캠 시프트 알고리즘은 먼저 관심 영역을 설정하고

관심영역의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히스토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색상의 분포를 통하여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HSI 색 모델을 이용한

다. 경사 상승 알고리즘에서 부분적인 최적 해에 수

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윈도우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윈도우의 크기 및 중심점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변화 시킨다. 이때 윈도우 중심점의 위치

는 윈도우 내에 분류된 화소 값의 평균이 되며 윈도

우의 크기는 화소 값들의 합에 비례하여 증가 한다.

이 과정을 모든 윈도우가 수렴할 때 까지 반복하여

탐색이 종료되며, 최종 윈도우를 물체의 영역으로 결

정한다.

윈도우의 수렴 여부는 윈도우의 위치와 크기의 변

화량에 의해 결정된다. 영역내의 윈도우가 수렴하게

되면 볼보다 큰 윈도우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실

패하는 임계 값 설정이 필요하다. 본 시스템은 윈도

우 크기를 공의 사이즈에 직접 맞춰 설정하고 윈도우

크기가 더 커질 경우에 영역 추출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6은 본 시스템에서 탁구공의 크기

를 윈도우 크기로 설정하고 캠시프트를 이용하여 볼

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을 보여준다.

2.3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이용한 공의 궤도

추정

캠시프트의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플레이트 위에

서 볼의 균형 잡기를 실험해 본 결과 쉽게 볼이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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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캠시프트(CAMShift)알고리즘 흐름도

그림 6. 캠시프트 알고리즘의 시스템 적용

이트 밖으로 이탈하였다. 그래서 매트랩(Matla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도 실제 데이터와

측정 데이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잘못된 추적과 플레이트의 표면

적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과 같은 오차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림 7과 같은 칼만 필터를 이

용하여 보정하였다[11,12].

칼만 필터는 과거의 측정데이터와 새로운 측정데

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포함된 노이즈를 제거하여

새로운 결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먼저 초기 값 설

정으로 추정오차공분산( )과 현재 상태 값( )

을 설정한다. 그리고 예측단계와 교정단계의 반복을

통하여 예측 값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8은 칼만 필터

를 적용한 실험 과정을 보여준다. 왼쪽 사진에서 중

앙의 사각형 이전 위치에서 아래 사각형 현재 위치로

이동했을 경우의 이미지이다. 오른쪽 사진의 녹색 점

은 이전 위치를 나타내고, 빨간 점은 실제 이동한 측

정된 값을 나타내며, 노랑 점은 칼만 필터를 적용한

후의 추정 값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 값 보다 추정된

값이 공의 실제 위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칼만필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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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칼만필터(Kalman Filter) 흐름도

그림 8. 칼만 필터의 적용

그림 9. 칼만필터의 적용 전 후의 X축과 Y축 좌표 변화 그래프

이용하여 추정된 값이 더 측정된 값 보다 근사한 결

과를 보였다.

그림 9는 좌표 데이터에 대한 칼만 필터의 적용

전과 후를 지속적인 시간에 따라 매트랩으로 시뮬레

이션 한 결과이다. 왼쪽은 시간에 따른 X축 좌표, 오

른쪽은 시간에 따른 Y축 좌표를 나타낸다. 파랑선은

칼만 필터를 적용하기 전이며 빨간 선은 칼만 필터를

적용한 후의 상태 그래프이다. 적용한 후가 실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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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플레이트 균형 유지 시스템 아키텍쳐

그림 11. 카메라좌표계와 플레이트의 좌표계의 관계

의 위치와 근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재설정 된 볼의 위

치상태 데이터들은 시리얼(RS-232) 통신을 통하여

플레이트 제어부로 전달 되게 된다.

3. 플레이트의 균형 유지

볼의 위치상태를 파악하였다면 상태에 따른 플레

이트의 균형유지 제어가 필요하다. 플레이트 제어를

위하여 본 시스템은 그림 10과 같이 구성하였다. 시

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볼의 상태 데이터를

토대로 LQR Control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각도 값

을 산출하고 이 값을 모터의 PID Control 알고리즘에

입력한다. 모터는 LQR이 지시한 각도를 향해 움직이

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제어 루프를 형성한다. 복잡한

초정밀 제어를 위하여 모델링이 필요한 LQR(Linear

Quadratic Regulation) 제어는 모델링이 정확하지 않

는 경우와 현재 상태들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신뢰성

이 떨어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

링 작업이 필요하다.

3.1 동역학적 모델링

볼과 플레이트의 동역학적 상태 방정식을 도출해

내 기위해서는 카메라를 통해 본 좌표계와 플레이트

의 좌표계의 관계방정식이 필요하다. 그림 11에서 i,

j, k는 카메라 좌표계의 기저벡터이고  는 플레

이트에 고정된 좌표계의 기저벡터이다.

각각의 x, y좌표에 대한 모터 제어변환각도를

  정의하고 하나의 축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식(1)의 관계방정식이 성립한다[13]. 시리얼 통신

을 통하여 얻은 볼의 상태 데이터에 DC모터의 인가

된 각도를 곱해주면 카메라 좌표계에서 볼의 위치를

얻어 낼 수 있다.


















cos sinsin cossin

 cos sinsin
sincos coscos





 














 (1)



22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6권 제2호(2013. 2)

그림 12. 볼-플레이트 시스템 1차원 자유선도

그림 13. LQR 블록선도 매트랩시뮬링크로 표현

다음으로는 볼과 플레이트의 동역학적 해석이 필

요하다. 그림 12와 같이 한쪽 방향에서 볼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것은 경사면에서 구르는 볼 모델과 비슷

하다. 볼이 경사면에서 구를 때, 힘을 받는 원천은

바로 중력이다. 본 실험에서는 중력은 최대 가속도

9.81로 정의하였다.

플레이트 상에서의 공의 운동을 각각 x축, y축으

로 나누어서 볼의 에너지는 회전하는 각도를 고려해

서 얻은 값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라그랑지안

(Lagrangian) 함수를 이용하면 식(2)로 표현할 수 있

다[13]. R은 공의 반지름이며 m은 공의질량, I는 공의

관성의 모멘트를 나타낸다.




 

  




 

  

(2)

실제 x축과 y축에 대한 공의 운동은 서로에 대한

간섭을 하는 항들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판의 각속도

에 대한 제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 (2)는 비선형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선형을 제거하고 x축

과 y축의 운동방정식을 분리시키기 위해 판의 각도

 는 아주 작은 값이라고 가정 하면 식 (3)으로 정리

할 수가 있다.




 




  

(3)

이를 상태 공간 방정식과 볼과 플레이트간의 방정

식을 이용하면 식(4)와 같이 최종 상태방정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판의 각도를, R은 반지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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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QR 제어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화

공의 속도는 등가속도에 의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 일정하게 증가된 속도는 이차함수의 모양으

로 위치를 증가시키게 된다. 즉 판을 특정한 각도에



221단일 Camera를 이용한 Ball and Plate 로봇 제어장치 설계

그림 14. 제어기가 추가된 시스템에서 공의 위치와 속도 그

래프

고정시키면 공은 일정한 가속도를 받게 되고 이 일정

한 가속도는 공의 속도를 증가 시킨다. 이 속도 증가

에 의해 2차 함수적으로 위치가 증가하게 되면 오차

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이 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러한 불안정한 특성을 지닌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LQR설계를 하였다[14]. LQR은 시스템을 안

정화 시키는 안정화(Regulator) 역할을 한다. PID 제

어처럼 지령치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

드포워드이득(Feed Forward Gain)을 추가하여 지

령을 받을 수 있는 제어기로 변형을 해주어야 한다.

그림 11은 LQR제어를 매트랩시뮬링크로 표현하여

나타낸 것이다. LQR-Gain 에 의해 곱해져 피드포워

드 이득 값과 더해지는 값은 각도(Rad)로 실제 시스

템에서는 액추에이터 즉 DC모터의 지령치로 들어가

는 값이 된다.

식(5)는 LQR 성능 지수 함수로 Q와 R 값이 주어

졌을 때 성능지수 J가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 최소가

되게 하는 K를 구하는 것이다. 입력신호의 크기와

응답의 수렴속도 사이에는 상반된 요구조건이 존재

하는데 이 두 조건 사이의 타협점을 발견해야한다.

입력벡터()와 상태변수()의 각각 성분의 절대 값

의 합을 시간 적분하여 이 값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게인(Gain)값 K를 결정해야한다.

    (5)

K를 구하기 위하여 입출력 벡터 값과 동역학 모델

링 상태방정식을 인자를 가지고 매트랩 코드를 실행

하여 피드백이득을 구할 수 있는 LQR함수를 통하여

K값을 결정하였다. 그림 14는 공의 위치를 중심으로

부터 0.07m 이라고 가정을 하고 LQR을 통하여 안정

화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2.5초 정도에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적분기를 통한 오차 값 보정

그림 13과 같이 LQR블록선도를 토대로 제어기를

설계한 시스템에서는 피드 포워드 이득을 추가하면

원하는 거리로 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

이 생긴다.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 시스템 자체에

적분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모터

의 데드밴드 영역 안의 전압인가시 모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상 상태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적분기를 도입하였고 그림 15와 같이 블록선도

를 수정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제안하는 적분기는 오차 값을 적분하여 이 적분

값이 커지면 이득 값을 적용시켜 플레이트의 모터를

강제로 움직여 오차를 점점 줄이는 방법이다. 수렴할

때까지 적분을 수행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큰 오차를

줄이기 때문에 정확도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지닌다.

4.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하이비전의 HVR-2030 비전카메

라[15]와, Maxon사의 RE25 DC모터[16]를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볼의 상태 측정과 플레

이트의 제어에 따른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2가

지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볼은 탁구공

이고 플레이트는 가로 세로 30Cm의 정사각형 크기

의 휘지 않는 나무판자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최대

중력가속도는 9.81로 설정 하였으며 플레이트

제어 부는 TI(Texas Instrument)사의 C2000 계열의

MCU인 TMS320F28335를 이용하였다. 그림 16의

왼쪽 그림은 전체 시스템의 모습이며, 오른쪽 그림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다.

첫 번째 실험은 볼의 추적 시 발생하는 오차를 칼

만 필터가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이다. 모터로부터 생기는 오차가 동일하다고 가정 하

고, 중심좌표는 원점(0, 0)으로 설정하고 공은 항상

원점으로 무게중심을 잡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

을 놓는 위치를 x축은 100mm으로 고정하고 y축을

50mm부터 20mm간격으로 총 5단계의 위치로 10회

식 수행하여 공의 플레이트 이탈 여부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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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적분기를 추가한 LQR 블록선도 매트랩 시뮬링크

그림 16. 실험에 사용된 볼-플레이트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그림 17. 칼만 필터 적용 전후에 따른 공의 중심잡기 횟수

그 결과 그림 1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

서 공의 위치가 외곽인 (100, 130)에 놓였을 때는 공

의 이탈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칼만

필터를 적용한 후에는 그 이탈 횟수가 확연히 줄어든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좀 더 자세한 데이터 결과를 보기 위하여 볼의 궤

도를 매트랩으로 그림 18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는

공을 (100, 70)의 위치에 놓았을 경우에 칼만 필터를

적용 전과 후의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구성한 것이

다. 칼만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파란 선을 나타내

고 칼만 필터가 적용이 안 된 경우에는 빨간 선을

나타낸다. 칼만 필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탈가능

성을 보였지만 칼만 필터 적용 후 이탈가능성이 현저

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은 LQR제어기에 적분기를 추가하였

을 때와 추가하지 않았을 때의 공의 위치와 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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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칼만 필터 전과 후의 궤도 비교

그림 19. 적분기 추가 전후 볼의 위치와 속도 그래프

차이를 매트랩 시뮬링크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19 왼쪽은 추가하기 전이고 오른쪽은 추가한 후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X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Y축은

볼의 위치를 나타낸다. 볼이 움직이는 속도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볼의 위치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적분기를 추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볼이 목표위치

까지 도달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적분기 추가 후 실시

간 제어가 가능하며 목표위치까지 도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적분기가 플레이트를 강제로 제어하여 볼의 위치

를 정확한 위치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된

다. 측정값이 실제 값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근사

해지는 시간을 100회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원하는

목표 위치까지 오차를 줄여서 수렴하는데 걸리는 시

간은 불규칙적이지만 평균적으로 2.89Sec(표준편차

는 0.1317)라는 결과를 얻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일 카메라와 2개의 DC 모터를

이용하여 볼 플레이트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였

다. 볼의 추적 부분은 칼만 필터를 이용하였고, 플레

이트의 제어 부분에서는 LQR제어를 이용하였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었고 볼의 이

탈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오

차로 인하여 목표 위치까지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하

는 문제를 적분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측정

결과 정확한 위치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평균 2.89초

정도의 적분기의 수행시간이 요구되었다. 앞으로는

적분기 수행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LQR제어시 사용

하였던 상태방정식의 선형접근을 비선형 접근으로

연구 해보려고 한다. 하나의 카메라가 아닌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볼의 위치의 측정오차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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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법도 연구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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