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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와 카메라를 이용한 스키드 구동 이동 로 의 회  
운동 분석

하종은*

Analysis of Rotational Motion of Skid Steering Mobile Robot using Marker and Camera

Jong-Eun H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 로 에 마커를 부착하여 이를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추출하여 이동 로 의 운동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해 다루도록 한다. 이동 로 의 구동을 한 제어 알고리듬의 개발이나 자율 이동 련 알고

리듬 개발시 인자값에 따른 운동 특성 분석은 요한 부분이다. 이의 분석을 해 본 논문에서는 네 개의 체스보

드 형태의 마커를 이동 로 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들 네 개의 마커들은 동일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

하도록 한다. 평면 호모그라피를 이용하여 로 의 실제 이동량을 계산하도록 한다. 제시된 방법은 P3-AT 로

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안정 인 운동 분석이 가능하 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robot’s motion by automatic detection of markers  on a robot using 

a camera. Analysis of motion behaviors according to parameters is important in developing control algorithm for robot operation or 

autonomous navigation. For this purpose, we use four chessboard patterns on the robot. Their location on the robot is adjusted to be 

on single plane. Homography is used to compute the actual amount of movement of the robot. Presented method is tested using 

P3-AT robot and it gives reliabl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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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키드 구동 방식의 이동 로 의 경우 주행 방향의 

신속한 변경이 가능하고 작은 조향 반경으로 인해 좁

근 공간에서도 선회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1-2]. 

이러한 장 으로 인해 최근에는 군사용 무인차량의 

개발시 스키드 조향기반이 활발하게 선택되고 있으며 

한 이의 제어를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4]. 스키드 조향 방식의 이동 로 의 개발이나 운

동 제어 알고리듬의 개발시 실제 로 의 다양한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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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의한 실제 이동 경로를 측하는 것은 요한 

부분이다[5-7]. 

본 논문에서는 스키드 조향 방식의 이동 로 에 마

커를 부착하고 이를 카메라로 자동으로 추출하여 실

제 로 의 이동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해 

다루도록 한다. 로 에 부착하는 마커의 경우 다양한 

조명 변화나 카메라의 다양한 자세하에서 강인한 검

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마커  이들의 

강인한 검출을 한 알고리듬들이 제안되어 있다

[8-10]. 본 논문에서는 자가 제안한 체스보드의 기

하학  제약조건을 이용한 체스보드 형태의 마커 검

출 알고리듬을 이용하도록 한다[11].

Ⅱ. 시스템 구성  교차  추출

로 의 운동 특성 분석을 해 그림 1과 같이 네 

개의 체스보드 형태의 마커를 로 에 부착하여 이용

하도록 한다. 네 개의 마커는 로 의 상단의 한 평면

에 배치하 으며 각각의 체스보드의 교차 을 추출

하여 운동 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1. 네 개의 체스보드 형태의 마커를 부착한 
P3-AT 로

Fig. 1 P3-AT robot with four chessboard makers

로 의 운동 특성 분석을 해서는 이미지상에서 

구한 교차 의 픽셀 좌표를 세계 좌표계로 변환하여

야 한다. 이는 카메라로 평면 물체를 측정할 때 성립

하는 호모그라피(homography)를 이용하여 해결하도

록 한다[12]. 평면 호모그라피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

과 같다.















 



  
  
  



















(1)

는 세계 좌표계상의 교차 의 좌표이며, 

는 이미지상의 교차 의 픽셀 좌표를 나타

낸다. …는 호모그라피 변환 행렬 인자들이
다.   는 스 일 인자이며 식 (1)은 카메라의 사  

투 (perspective projection)에 의한 것이다. 

식 (1)을 통해 각 교차 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제약식을 구할 수 있게 된다. 

  

  

  

  

(2)

이미지상의 각 교차 마다 식 (2)의 두 개의 제약

식을 구할 수 있으며, 식 (1)에서 호모그라피 행렬의 

스 일을 고려하면 총 8개의 미지수가 있으므로 총 4

 이상의 응 만 있으면 호모그라피를 구할 수 있

게 된다[12]. 

그림 1에서와 같이 로 상의 미리 지정된 치에 

네 개의 마커를 부착하고 이들 마커들의 이미지상의 

좌표를 추출하는 경우 식 (1)을 이용하여 이들 좌표

들의 실제 세계 좌표계상에서의 치를 알 수 있게 

된다. 로 을 수직으로 내려다 볼 수 있는 치에 카

메라를 설치후 이러한 과정을 용하면 로 의 실제 

운동 궤 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Ⅲ.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로 은 P3-AT 로 으로써 두 개의 

모터의 차분 구동에 의한 스키드 조향(skid steering)

이 가능한 모델이다. 스키드 구동 방식의 경우 작은 

회  반경을 가지는 회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이동 로 의 상단에 네 개의 마커

를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도록 부착하 다. 카메라는 

로 의 상단부를 측정할수 있도록 배치하여 이들 마

커들을 안정 으로 찰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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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스키드 조향 방식의 주된 특성인 제 자리 

회 에 해 으로 수행을 하 다. 로 의 90도 

회 과 360도 제자리 회 에 해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2는 로 의 90도 회 시 획득된 체 이미지

들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스키드 방식에 의해 로

이 심을 유지한 채 제자리에서 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그림 2의 각각의 이미지에서 제어

들을 자동으로 추출한 결과이다. 그림 3에서 녹색원 

Lucas-Kanade 알고리듬[13]에 의해 추출된 기 특

징치들을 나타낸다. 이들 특징치들 에서 체스보드 

형상의 교차 을 찾은 것을 녹색원으로 표시하 다. 

각 이미지상에서 네 개의 체스보드 교차 들을 잘 찾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90도 회  실험시 획득한 이미지들

Fig. 2 Acquired images during experiment of 90 
degree rotation

그림 4는 각 이미지에서 추출된 네 개의 교차 들

의 이미지상의 좌표들을 평면 호모그라피를 이용하여 

세계 좌표계로 변경하여 표시한 것이다. 네 개의 교차

의 치는 하나의 사각형으로 표 하 다. 스키드 

조향을 통해 제 자리에서 회 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로 의 심의 치가 일정 

부분 변화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스키드 구동 방식에 의한 360도 제자리 

회 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5는 체 획득 

이미지  각각 방, 좌측 90도 방향, 후방 방향  

회 후의 원 치등의 표 인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다. 스키드 구동 방식에 의해 제자리에서 회 을 수

행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로 상에 부착된 마커를 

자동으로 추출한 결과이다. 그림 7은 평면 호모그라피

를 이용하여 이미지상에서 추출된 교차 을 세계 좌

표계로 변환후 표시한 것이다. 그림 8은 로  심 좌

표의 궤 을 세계 좌표계하에서 표시한 것이다. 제자

리에서 360도 회 시 최  4cm 이내의 범 내에서 

심 좌표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네 개의 제어  자동 추출 결과

Fig. 3 Result of automatic extraction of four control 
points

그림 4. 세계 좌표계하의 로  궤

Fig. 4 Robot trajectory under world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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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60도 회  실험시 획득한 이미지들

Fig. 5 Acquired images during experiment of 360 
degree rotation

그림 6. 네 개의 제어  자동 추출 결과

Fig. 6 Result of automatic extraction of four control 
points

그림 9는 한 이미지상에서 로 상에 부착된 네 개

의 체스보드 패턴으로부터 교차  추출이 실패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360도 회  실험시 획득한 총 

이미지 개수는 327장이며 이들 이미지에 해 동일한 

인자값을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표 1은 네 개

의 교차  추출 실패시 해당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네 개의 교차  1개나 2개의 교차  추출에 실패한 

경우가 발생하 으며 3개 이상의 교차  실패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패 경우는 22.3%로써 향후 개선

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패한 모든 경우에도 

Lucas-Kanade 알고리듬[10]에 의한 특징치는 추출되

었다. 모두 기하학  제약조건을 이용한 체스보드 교

차  추출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분이 하나의 제어

을 추출하지 못한 경우로써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머

지 세 을 이용하여 해당 지 을 측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여지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개선하고자 한다.

그림 7. 세계 좌표계하의 로  궤

Fig. 7 Robot trajectory under world coordinate system

그림 8. 세계 좌표계하의 로  심 좌표 궤

Fig. 8 Robot‘s center point  trajectory under world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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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네 개의 교차  추출 실패 경우

Fig. 9 Failure case of extracting four crossing points

[ms] count percentage

total number of frame 327 27.1

missing 1 point 65 19.9

missing 2 points 8 2.4

표 1. 네 개 교차  추출 실패 경우 분석

Table 1. Analysis of failure case of detecting four 
crossing points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키드 구동 방식의 이동 로 의 회

 운동 분석을 한 방법을 다루었다. 이동 로 에 

네 개의 체스보드 형태의 마커를 동일 평면상에 부착

하 으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들 네 개의 마커를 자

동으로 추출하 다. 최종 으로 평면 호모그라피를 이

용하여 추출된 제어 들을 이미지 좌표계에서 세계 

좌표계로 변환하여 실제 로 의 이동 크기를 계산하

다.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스키드 구동 방식의 이

동 로  개발시 다양한 인자값에 의한 실제 로 의 

거동 형태를 직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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