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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바일 로봇은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
고 있는 연구 주제이다.(1) 때문에 모바일 로봇의 
모션 제어(2,3)와 센서 융합에 대한 연구(4)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로봇의 정확한 위치 
인식과 정밀한 모션 제어를 위해 칼만 필터 등의 

기법을 이용한 센서 융합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
다.(4~6) 기존 연구들에서는 비전 트레킹 시스템(4)과 
장애물 위치 인식(7) 등에 센서 융합 기술을 적용

하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칼만 필
터를 사용하여 두 개의 센서 측정값을 융합하고 
그로부터 계산된 로봇의 위치 값을 모바일 로봇 
자세 안정화에 피드백하여 자세 안정화 모션 제어 
퍼포먼스를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개의 센서 측정값은 카메라 영상에서 측정된 모바

Key Words: Kalman Filter(칼만 필터), Mobile Robot(모바일 로봇), Vision System(비전 시스템), Posture 
Stabilization(자세 안정화) 

초록: 로보틱스 연구에서, 모바일 로봇의 모션 제어를 위해서는 로봇의 실제 위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센서 데이터를 칼만필터로 융합하여 로봇

의 위치인식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칼만필터로 융합한 두 개의 센서 측정값은 카메라 영상으로

부터 측정된 모바일 로봇의 전역(global) 위치 좌표(x, y)값과 모바일 로봇 바퀴에 부착된 엔코더로부터 
측정된 로봇의 직선 및 각속도 값이다. 다음으로 칼만필터로부터 계산된 모바일 로봇의 위치값을 모바

일 로봇의 자세 안정화에 피드백하여 모션 제어의 퍼포먼스를 향상시켰다. 최종적으로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기술과 모션제어기를 실제 로봇에 적용하여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모션제어

에 단일 센서를 피드백으로 사용한 경우와 칼만필터로 융합한 위치 값을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므로 칼
만필터 기반 센서 융합 기술을 사용한 경우의 퍼포먼스 향상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robotics research, accurate estimation of current robot position is important to achieve motion control of a 
robot. In this research, we focus on a sensor fusion method to provide improved position estimation for a wheeled 
mobile robot, considering two different sensor measurements. In this case, we fuse camera-based vision and encode-
based odometry data using Kalman filter techniques to improve the position estimation of the robot. An external 
camera-based vision system provides global position coordinates (x, y) for the mobile robot in an indoor environment. 
An internal encoder-based odometry provides linear and angular velocities of the robot. We then use the position data 
estimated by the Kalman filter as inputs to the motion controller, which significantly improves performance of the 
motion controller. Finally, we experimentally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ensor fused position estimation 
and motion controller using an actual mobile robot system. In our experiments, we also compare the Kalman filter-
based sensor fused estimation with two different single sensor-based estimations (vision-based and odometry-based). 

† Corresponding Author, youngshik@hanbat.ac.kr 
Ⓒ 2016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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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로봇의 위치값과 모바일 로봇에 부착된 엔코더

로부터 측정된 속도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7)와 유사하게 카메라 영상을 캡쳐하고 실시

간으로 영상처리과정을 진행하여 모바일 로봇의 
위치를 인식한다. 그리고 나서 칼만 필터를 사용

하여 영상과 엔코더로부터 얻은 측정값들을 융합

하고 이 결과값을 모션 제어에 피드백으로 적용하

여 자세안정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칼만필터에서 
계산된 위치값을 사용하여 제어하였을 때의 이점

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센서 측정값만을 피드백 
값으로 사용하여 로봇을 제어하고 그 결과들을 비
교하였다. 

논문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칼만필터와 경로 매니폴드 모션 제어

기(path manifold motion controller)에 대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로봇 제어 시스템 및 카메라 영상 처
리 과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논의

한다. 

2. 본 론 

2.1 위치추정을 위한 칼만 필터 기반 센서퓨전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측정된 모

바일 로봇의 위치 좌표(x, y)와 엔코더로부터 측정

된 로봇의 직선(v) 및 각속도(φ )를 융합하여 로봇

의 현재 위치를 인식한다. 이를 위해 칼만 필터(6)

를 사용한다. 칼만 필터는 예측부(Prediction)와 측
정 보상부(Measurement update)로 나뉜다. 

 
2.1.1 예측부(Prediction) 
모바일 로봇의 운동을 묘사하는 운동 방정식은 

식 (1)과 같다(Fig.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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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이산시간(discrete) 상태방정식으로 묘사

한 시간 단계(time step) k에 대한 상태 추정벡터 
kx 와 예측된 에러 공분산 벡터 kP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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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변환 행렬, B는 제어 행렬이며 식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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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u는  제어기  입력값 , Q는 공정잡음 

공분산 행렬이다. 공정잡음이 제어 입력 노이즈

vR 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공정잡음 공분산 
행렬 Q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v
Τ=Q BR B   (4) 

 
2.1.2 측정 보상부(Measurement update): 
식 (5)처럼, 우선 시간 단계(time step) k일 때 칼

만  이득(gain) kK 가  계산된다 . 다음으로  계산된 
칼만  이득  kK 와  예측벡터  kx  그리고  관측벡터 

kz 로부터 추정벡터 kx 가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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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는 관측 행렬, R은 측정 노이즈 공분산

행렬이다. 식 (2), (5)에서 상태벡터 x , 관측벡터 z, 
제어 입력벡터 u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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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관측벡터 z의 변수 xc, yc는 카메라로부터 
측정된 모바일 로봇의 현재 좌표이며, 변수 φ 는 
엔코더로부터 계산된 모바일 로봇의 회전 각도이

다. 제어 입력벡터 u 의 변수들 v, φ 는 각각 엔코

더로부터 계산된 모바일 로봇의 직선 속도 및 각
속도이다. 모바일 로봇의 자세 안정화 제어를 위
해 상태벡터 x의 변수 x, y를 모바일 로봇의 현재 
위치로 사용한다. 이 모든 변수들(위치, 방향, 속
도)은 전역(global) 직교좌표계에서의 모바일 로봇

의 운동 예측값 또는 측정값과 관련이 있다(Fig.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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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에서 측정 노이즈 공분산 행렬 R과 입력 
노이즈 공분산 행렬 vR 는 다음과 같다. 
 

 2 2 2 2 2
x y v vdiag , diagφ φσ σ σ σ σ⎡ ⎤⎡ ⎤= =⎣ ⎦ ⎣ ⎦R R   (7) 

 
여기서, 측정값(x, y, φ )과 제어 입력값(v, φ )의 
표준편차(σ )들은 실험을 통해 결정하였으며 각각 

xσ = yσ =0.00117, φσ =0.00697, vσ =0.02694, φσ = 

0.00697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칼만필터 센서융합 구조를 Fig. 

2에서 블록선도로 표현하였다. 식 (2), (5)를 사용

하여, 카메라와 엔코더 측정값으로부터 로봇의 위
치(x, y)와 각도φ 를 계산한다. 
 

2.2 모바일 로봇 모션 제어기 
Kim(3)이 제안한 경로 매니폴드 모션 제어기는 

모바일  로봇의  자세  안정화 ,  경로  제어  및  궤적 
트레킹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로봇의 속도와 
곡률 등의 물리적 제약조건을 고러한 제어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로봇의 자세 안정화를 위해 
이 모션 제어기를 사용한다. Fig. 1은 모바일 로봇

의 운동학을 보여주며 여기서 R은 기준 좌표계이

다. 본 연구에서는 자세 안정화 제어를 하므로 이 
프레임 R을 전역좌표계에서 한 지점에 고정시킨

다. 만약 궤적 트레킹 제어를 하고 싶다면 이 프
레임 R을 정해진 경로에 따라 이동시키면 된다. 

원하는 기준 좌표( r rx , y )로 모바일 로봇을 자세

안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desired) 모바일 로봇의 
선( dv ) 및 각속도( dφ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1

2 2

tanh cos

tanh 2
d r

d d r

v k z v

k z

θ

φ ω θ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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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v 과  rφ 은  각각  가상  기준  로봇의  선 

속도와 각속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 R이 고
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0이다. 제어 상수 1 2k , k 는 
수렴속도와  관련되며  식 (9)와  같다 . 1 2z , z 는  식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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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에서 max , desv v 는 로봇의 원하는 최고 속도

와 일반 주행 속도이며 각각 1 m/s, 0.1 m/s로 한다. 

max , desφ φ 는 각각 로봇의 원하는 최대 각속도와 일
반 각속도이며 각각 3 rad/s, 0.1 rad/s로 한다. 위 
값들은 모바일 로봇의 물리적 제약조건과 실험적

인 경험으로 임의로 선정하였다. 
식 (10)에서 1 cos2η θ= − 이며 e, ,θ α 는 전역좌

표계에서  로봇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변수이고 
다음과 같다.  

 

 

2 2(x ) (y y )
2( (y y ), (x x ))
r r

r r r

r

e x
ATANθ φ

α θ φ φ

= − + −

= − − − − −
= − +

  (11) 

 
위 식에서 x, y는 실제 모바일 로봇의 현재 위

치이며 본 연구에서는 식 (5)에서 계산된 추정벡

터 kx 의 변수 x, y를 사용한다. r rx , y 은 기준 좌
표계(reference frame)에서의 순간적인 절대위치이

며 본 연구에선(2 m, 2 m)로 고정한다. , rφ φ 은 각
각 실제 모바일 로봇의 회전각과 가상 기준 로봇 
즉 최종 위치에서의 모바일 로봇이 수렴하길 원하

는 회전각이다(Fig. 1 참조). 
경로 매니폴드 모션 제어기는 Fig. 2의 블록선도

와 같이 실제 로봇시스템에 적용된다. 먼저, 원하

는 로봇의 위치와 방향 r r r(x , y , )φ  그리고 측정된 
로봇의 위치와 방향 (x, y, )φ 으로부터 로봇의 상태

( , ,e θ α )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 상태값을 제어기

 (8)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실제 모바일 로봇을 제

Fig. 1 Kinematics of a unicycle-type mobil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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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기 위한 선속도( dv )와 각속도( dφ ) 명령을 생
성한다. 

3. 로봇 제어 시스템 
로봇 제어 시스템은 Fig. 3과 같다. 하드웨어 구

성은 크게 모바일 로봇과 호스트 컴퓨터 및 카메

라이다. 모바일 로봇은 바퀴에 엔코더 모터가 장
착되어있으며 이 모터는 Arduino 마이크로 컨트롤

러 유닛(Micro Controller Unit: MCU)과 모터드라

이버로 제어된다.  
Fig. 2는 모바일 로봇의 제어 및 센싱 구조를 보

여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제 로봇의 피드백값

과 참조값을 경로 매니폴드 모션 제어기에 적용하

여 로봇의 속도명령( ,d dv φ )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

서는 실제 로봇의 위치와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엔코더 또는 카메라를 사용한다. 여기서 센서 피드

백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가지 케이스(Case 
1, 2, 3)가 있다. Case 1은 엔코더에서 측정된 로봇

의  위치값만  제어  피드백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 
참고로 로봇의 위치는 엔코더로부터 측정된 로봇

의 선속도와 각속도를 적분하여 계산한다. Case 2
는  카메라  영상에서  측정된  로봇의  위치만  제어 
피드백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Case 3
은 칼만필터 기반 센서 퓨전으로부터 추정된 모바

일 로봇의 위치를 제어 피드백으로 사용한 경우이

다. Fig. 4는 실험에 사용한 모바일 로봇이며 크기

는 0.11(w) m 0.12( ) m 0.183(h) mλ× × 이다. 
로봇 시스템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스트 컴퓨터는 카메라로부터 모바일 로봇 영상

을, 모바일 로봇으로부터 엔코더값을 전송 받는다. 
그리고 이 두 센서 측정값을 칼만필터로 퓨전하여 
모바일  로봇의  현재  위치를  추정한다 .  다음으로 
로봇을 원하는 좌표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PW
M값을 계산하여 Xbee를 통해 모바일 로봇으로 무

 
Fig. 2 Control and sensing scheme 

 
Fig. 4 Mobile robot  

Fig. 3 Integrated Robo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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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송출한다. 모바일 로봇에 부착된 Arduino MCU
는, 전송된 PWM값으로 로봇의 모터를 구동하여 
모바일 로봇을 이동시킨다. 이때 로봇 바퀴에 부
착된 엔코더의 신호를 측정하여 그 값을 다시 무
선 시리얼 통신으로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한다. 
호스트 컴퓨터에서 비전 기반 위치 추정 알고리

즘은 Visual studio를, 제어 알고리즘은 Labview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였다 .  비전  알고리즘은  카
메라 영상으로부터 로봇에 부착된 마커를 인식하

고 로봇의 위치 좌표(x, y)를 계산한다. 제어 알고

리즘은 비전 알고리즘으로부터 받은 모바일 로봇

의 좌표값과 모바일 로봇으로부터 받은 엔코더값

을 칼만필터 기반 센서퓨전을 통해 로봇의 실제 
위치를 추정한다.  
참고로 제어 알고리즘과 비전 알고리즘은 TCP/I

P통신으로, 제어 알고리즘과 모바일 로봇의 Ardui
no MCU는 Xbee를 이용한 무선 시리얼(serial) 통
신 방식으로 통신한다. 

 
3.1 비전 기반 위치 추정 시스템 
이 절에서는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모바일 로봇 

을 검출하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영상처

리 과정을 설명한다.  
 
3.1.1 마커 선정 및 검출 

Fig. 4와 같이 모바일 로봇의 상단에 적색 이등

변삼각형 마커를 부착하여 마커 검출을 수행하였

다. 검출에 사용한 마커는 다른 물체와 쉽게 구분

하기 위해 빨간색을 사용하였으며 마커의 위치와 
방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등변삼각형  모양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로봇의 위치와 
방향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마커 검출 알고리즘은 

Fig. 5와 같이 먼저 카메라 영상을 입력받아 영상 
포맷 변환, Cr 채널 추출, 윤곽선 검출, 마커 검출 
단계로 구성된다. 

입력받은 카메라 영상은 RGB32 영상 포맷으로 
R, G, B 각 채널마다 휘도(luminance) 성분이 포함

되어있어 빛에 매우 민감한 영상 포맷이다.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먼저  Fig. 6과  같이 
휘도 성분을 따로 저장하는 YCbCr 영상 포맷으로 
영상을 변환하여 마커 검출을 수행할 때 빛으로부

터 받는 영향을 감소시켰다.(8)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커 검출 알고리즘은 윤곽

선을 기준으로 수행되며, 검출한 윤곽선들을 대상

으로 마커 검증을 실시한다.(9) Fig. 7(a)는 Cr 채널 
이미지  내의  모든  윤곽선을  추출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것으로 ,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영상 내의 윤곽선은 실제 마커 외에도 
수많은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영상 내의 모든 물
체마다 적색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윤곽선을 대상으

로 마커 검증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는 형태적 특성을 기준으로 마커 여
부를 판단하였으며, 마커 검증 수행 결과는 Fig. 7
(b)에서 파란색 점(이등변삼각형의 밑변 꼭지점)과 
빨간색 점(이등변삼각형의 앞 꼭짓점)으로 표시된 
것과 같고, 결과적으로 영상의 여러 윤곽선들 중 
마커만을 찾아냄을 확인하였다. 

 
Fig. 5 Proposed marker detection algorithm 

 
(a) (b) 

Fig. 6 Cr channel extraction (a) Original image(RGB32), 
(b) Cr channel extraction image 

 

 
(a) (b) 

Fig. 7 Marker verification (a) Contour detection image, 
(b) Marker verific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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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osition estimation considering camera view angle 
 

3.1.2 마커 위치 보정 
Fig. 8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지면상의 로봇위치

를  측정하는  방법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모바일 로봇의 실제 위치는 Fig. 8처럼 로봇의 상
단에 부착된 마커의 중심점에서 수직으로 바닥과 
만나는 l(actual position of a mobile robot)이 되어

야 한다. 하지만 카메라의 화각에 의해서 픽셀로 
인식된 로봇의 위치 L(robot’s position estimated by 
a camera)은 Fig. 8처럼 실제 로봇의 위치로부터 
L-l 만큼 떨어진 지점으로 인식된다. 카메라의 화
각에 따라 각 픽셀이 표현하는 물체의 위치가 달
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g. 8의  기하학적 
관계를 고려하여 실제 로봇 위치 l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

c

(h - h)Ll =
h

  (12) 

 
여기서  hc는  카메라의  높이 ,  h는  모바일  로봇의 
높이 ,  L은  카메라에서  인식한  로봇의  위치이다 .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를 천장에 고정하였고 hc는 
1.725m이며 로봇의 높이 h는 0.183m이다. 따라서 
식 (12)를 사용하면 쉽게 지면상의 로봇위치(x, y)
를 구할 수 있다. 

4. 실 험 

본론에서 설명했던 모바일 로봇 위치 추정을 위
한 칼만필터 기반 센서 퓨전 알고리즘과 경로 매
니폴드 모션 제어기를 사용하여 실제 모바일 로

봇의 자세 안정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세 안정

화 위치는 자세 안정화 경로를 가장 잘 표현하는 
(2 m, 2 m)로 선정하였으며 Fig. 2에 묘사된 각 Case
에 대해 3번의 반복 실험을 하였다. 각 실험에서, 
실제 로봇의 최종 위치값은 카메라로 측정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실험자가  직접  측정한  실제 
최종위치와 카메라로부터 측정된 최종위치의 차이

는 1 mm 이내로 차이가 미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maging Source사의 DFK 23G445 

카메라(sensor resolution: 1280x960 pixel)와 SL183
M렌즈를 사용하였다. 보드는 National Instrument 
사의 GigE Vision Frame Grabbers를 사용하였다. 
로봇에 장착된 엔코더의 해상도는 1170 PPR(Pulse 
Per Revolution)이다. 본 실험에서는 Xbee 통신의 
제약을 고려하여 제어와 센싱의 sampling rate을 1
0ms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로봇의 초기 위치와 방
향은 (0 m, 0 m, 0 rad)이며 목표 위치와 방향은 
(2 m, 2 m, 0 rad)이다. 

Fig. 9는 실제 모바일 로봇의 자세 안정화 실험

을 통해 얻어진 로봇의 최종 위치와 엔코더, 카메

라, 그리고 칼만필터로부터 측정된 경로를 동시에 
보여준다. Fig. 9(a) Case 1은 모바일 로봇이 엔코

더값만을  피드백으로  사용하여  자세  안정화되는 
동안, 엔코더와 카메라 그리고 칼만필터로부터 각
각 측정된 로봇의 이동 경로이다. Fig. 9(b) Case 2
는 모바일 로봇이 카메라 영상만을 피드백으로 사
용하여 자세 안정화할 때, 엔코더와 카메라, 칼만

필터로부터 얻은 경로들이다. Fig. 9(c) Case 3은 
모바일  로봇이  칼만필터로부터  계산된  위치값을 
피드백으로 사용하여 자세 안정화할 때에 엔코더, 
카메라, 칼만필터로부터 측정된 로봇의 이동 경로

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션 제어기(8)는 실제 
로봇의 속도와 곡률 등의 물리적 조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주어진 초기 위치와 방향, 그리고 최종 위
치와 방향으로 Fig. 9와 같이 유한한 시간에 부드

럽고 연속적인 경로를 생성하여 로봇을 안정화하

였다. Fig. 10에서는 로봇의 최종 위치 에러와 방
향 에러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Case 1: 엔코더값만 피드백으로 사용한 경우 
실험 결과 Fig. 9(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ase 

1에서는 모바일 로봇의 실제 최종 위치가 (2.443 
m, 1.174 m)였다. 하지만 엔코더 센서에서 측정된 
로봇의 최종 위치는 목표 위치(2 m, 2 m)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로봇의 실제 최종 위
치를 고려했을 때 엔코더의 위치에러는 약 0.937 
m, 각도 에러는 0.151 rad였다. 이처럼 엔코더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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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측정된 위치, 방향값 만을 피드백으로 사
용하여 모션 제어한 경우 sampling time 제약과 바
퀴의 슬립 현상 등으로 인해 Case 2, 3에 비해 위
치 및 각도 에러가 상당히 컸으며 이로 인해 자세 
안정화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Case 2: 카메라값만 피드백으로 사용한 경우 
카메라 영상만 제어 피드백으로 이용하여 목표

위치(2 m, 2 m)로 자세 안정화한 경우, 실험결과 

Fig. 9(b)에서 보듯이 모바일 로봇의 실제 최종 위
치는 (1.939 m, 1.971 m)였으며 최종 위치에러는 C
ase 1보다 약 93 % 줄어든 0.069 m였다(Fig. 10 참
조). 각도 에러도 Case 1에 비해 30% 감소하였다. 
엔코더와 달리 카메라 센서는 로봇의 슬립과 같은 
동적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아 비교적 정확한 위
치측정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로봇은 최종목표에 
비교적 작은 오차를 보이며 수렴하였다.  

 
Case 3: 칼만필터를 피드백으로 사용한 경우 
칼만필터로 카메라와 엔코더 측정값을 융합하고 

그로부터 계산된 모바일 로봇의 위치값을 피드백

으로 사용하여 자세 안정화를 수행한 실험결과, 
Fig. 9(c)처럼, 모바일 로봇의 최종 위치는 (1.968 m, 
2.003 m)였으며, 세가지 케이스 중 목표 위치에 가
장 정확히 수렴하였다. Fig. 10에서 보듯이, Case 3에
서 로봇의 최종 위치에러는 0.032 m로 Case 1보다 
약 97 %, Case 2보다 약 45 % 줄어들었다. 각도 에
러도 Case 1보다 70 %, Case 2보다 55 % 줄어든 
0.0476 rad이었다. 이와 같이 칼만필터 기반 센서 
데이터 융합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 위치 및 방
향 에러가 더 정확해지고 상대적으로 더 부드러운 
제어를 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칼만필터를 사용하여 카메라 영
상과 엔코더 측정값을 융합하였으며 그 값을 피드

백으로 사용하여 모바일 로봇의 자세 안정화를 수
행하였다. 실험 결과, 각 센서들을 단일로 사용하

여 제어한 경우보다 칼만필터로 융합된 센서 측정

값을 사용 경우, 더 정확하고 부드러운 제어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공장이나 실
험실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카메라를 통해 모바일 
로봇을 정확히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카메

라가 없는 실내 또는 실외 환경에서 가속도, gyro, 
GPS 센서  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융합 알고리즘과 모션 제어 연구를 수행

할 계획이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9 Posture regulation experiments 

 (a) Position error   (b) Orientation error 

Fig. 10 Comparision of final posture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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