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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 각 이동 로봇 바디 좌표계(body frame)

에서의 선속도

 : 관성 좌표계(inertial frame)에 대한 이동 로

봇 바디 좌표계의 회전각도

  : 이동로봇의 회전 각속도

   : 관성 좌표계의 대한 이동 로봇 바디 

좌표계의 z축 회전 행렬

  : 바퀴에서 기하학적중심까지 거리

 : 바퀴의 반지름

 : 바퀴의 기어 비

 : 바퀴의 RPM (  )
  : 상태 오차 벡터

 : 시스템의 추정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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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의 노이즈 입력 행렬

 : 시스템의 노이즈

 : 시스템의 공분산 행렬

 : 시스템의 노이즈 공분산 행렬 

 : 칼만 게인 

1. 서 론

이동 로봇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정확한 

위치추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추

정하기 위해 이동 로봇은 여러 센서를 통해 자신

의 움직임을 측정한 정보와 외부에서 자신의 위

치 변화를 측정한 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GPS를 

수신불가 환경처럼 센서로부터 이동로봇이 자신

의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스스로 주행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와 

자세에 관한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치 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CL(Cooperative Localization, 협동 위치 추정)과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동

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이 연구되어 왔다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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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opose cooperative localization scheme based feedback control for the multiple 
omni-directional mobile robots. Using the proposed cooperative localization scheme,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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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koning.  Implementation results are also provided to validate th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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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이동로봇 시스템에서는 이동로봇이 서로

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여 서로간의 상대적인 위

치와 자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인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이동로봇은 절대적인 

측정정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모두 이전보다 

자신의 위치와 자세를 더욱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1]. 지금까지 이러한 협동 위치 추정에 관

해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전 방향 카메

라를 이용한 협동 위치 추정방법 [3]이 제시되었

지만, 위치추정보다는 이동로봇을 이용한 조작과 

이동로봇의 대형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야외에서 한 팀의 이동로봇의 위치를 확장 칼만 

필터에 기반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4].
본 연구에서는 [1]에서 제시된 협동 위치 추정 

방법을 참고하여 전 방향 이동로봇

(Omni-directional mobile robot)에 맞게 수정된 협

동 위치 추정 방법과, 이 방법을 통해 추정한 상

태 정보를 바탕으로 피드백 제어한다. 실험을 통

해 바퀴의 슬립이 큰 전 방향 이동로봇을 가지고 

제안한 협동 위치 추정 방법이 유효함을 보인다. 
하나의 이동 로봇만 모션 캡처 시스템으로부터 

위치 측정 정보를 얻고, 나머지 이동 로봇은 부

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얻어 협동 위치 추정 알고리즘으로 상태를 추정

하여 정해진 궤도를 돌도록 실험한다. 

2. 시스템 서술

 2.1 전 방향 이동 로봇

 본 연구에서는 전 방향 이동 로봇을 사용하

여, 협동 위치 추정 방법을 검증한다. 연구에 사

용된 전 방향 이동 로봇의 기구학식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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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커 탐지

마커를 탐지하여 인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카메라에서 이미지 파일을 얻어와 이를 

그레이 이미지로 바꾼 후, 노이즈를 제거한다. 이
후 적응형 임계값 방법(adaptive threshold method)
을 이용하여 영상분할(segmentation) 과정을 거쳐, 

바이너리 이미지로 변환한다. 그 다음 변환한 바

이너리 이미지 파일에서 4개의 선으로 닫혀있는 

사각형 윤곽선을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일직선

상의 연속된 점들을 직선으로 근사한다. 이후 찾

은 윤곽선들을 사각형인지 검증하여 후보군으로 

저장한다. 바이너리 이미지 파일 전체에서 마커

의 후보군을 전부 찾아내었다면, 이후 정해진 마

커의 특성을 가지고 찾아낸 윤곽선이 마커인지 

판별한다. 이와 같은 모든 마커 탐지 과정은 오

픈소스인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7]

2.3 협동 위치 추정 방법

[1] 논문에서 확장 칼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를 이용한 협동 위치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

다. 먼저 상태 오차 추정(error-state propagation)은 

다음과 같다. 

 
 (2)

공분산(covariance)의 추정은 다음과 같다.


  

 (3)

자세 추정 보정(pose estimation update)단계는 

다음과 같다.


  

  (4)

각 이동로봇은 부착된 센서를 통해 자신의 움

직임을 측정한 정보와 외부에서 자신의 위치 변

화를 측정한 정보를 얻게 된다. 다중 이동 로봇 

시스템을 centralized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협동 

위치 추정 방법은 각 이동 로봇의 센서로부터 얻

은 데이터들을 퓨전 한다. 만약 이동로봇 두 대

가 서로 보게 되는 경우, cross correlation term이 

두 이동로봇의 공분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후 

추정(propagation)과 예측(prediction)과정을 통해, 
칼만 필터 방정식은 각 이동 로봇에서의 과정으

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1]에서 

nonholonomic constraint 가 있는 wheeled 이동로봇

에 맞춰 제시된 알고리즘의 추정 모델을 본 연구

에서 사용할 전 방향 이동로봇에 맞추어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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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3.1 실험 준비 
실험을 위해 각 이동로봇에 서로 마커를 탐지

하기 위해 카메라를 장착하였다. 사용된 카메라

는 PSeye 카메라로 60Hz의 framerate로 640x480 
픽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각 이동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와 마커는 고유의 ID를 가

지고 있으며, 각 이동로봇은 상대적인 측정값을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모션 캡처 시스

템(Vicon)을 사용하여 얻은 위치정보를 각 이동로

봇의 위치 기준 값으로 사용하였다.
Fig.2에서 이동로봇 3은 위치정보를 Vicon에서 

얻고 이를 절대적인 값으로 사용하였다. 이동로

봇 3은 정해진 궤도에서 나머지 이동로봇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둘 다 볼 수는 없다. 이동로봇 

1, 2는 서로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마주칠 수 없

고, 오직 이동로봇 3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이동로봇1, 2, 3은 Vicon에서 

얻은 위치, 자세 정보를 이용해서 정해진 원 궤

적를 돌면서, 협동 위치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상태정보를 추정한다. 두 번째 실험에서 이동로

봇 1, 2는 Vicon에서 얻은 정보 없이 협동 위치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상태정보로 정해진 

원 궤적를 돌게 된다. 이동로봇 3은 첫 번째 실

험과 마찬가지로 Vicon에서 위치와 자세정보를 

얻고 이를 자신의 위치 정보로 사용하여 정해진 

원 궤도를 따라간다.

3.2 실험 결과

전 방향 이동로봇은 모든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퀴에서 슬립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슬립 때문에, 각 바퀴의 회전정보를 바탕으로 상

태를 추정하는 추측항법(Dead Reckoning)으로는 

이동로봇의 상태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Fig. 
3는 첫 번째 실험에서 협동 위치 추정 방법과 추

측항법으로 위치를 추정한 결과이다. 빨간색 점

선을 보면 이동로봇 1, 2, 3 모두 추측항법으로 

추정한 위치가 실제 위치랑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를 보면, 빨간색 점선은 추

측항법을 이용한 것으로 금방 발산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초록색 선은 위치 추정 

방법으로 추정한 위치 오차이며 그 값은 약 5cm
이다. 

Fig. 1 The omni-directional mobile robot 
used in trajectory following experiment

Fig. 2 Experiment Setting

Fig. 5는 Vicon으로부터 절대적인 상태 값을 얻

지 못하는 경우에, 협동 위치 추정 방법으로 상

태를 추정하고 피드백 제어하여 궤적을 따라가도

록 한 결과이다. 이동로봇 3의 경우, 첫 번째 실

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모두 Vicon에서 절대 위

치 정보를 얻는 로봇으로 사용되었다. Fig. 6의 
이동로봇 1, 2의 파란색 점선을 보면, Vicon없이 

협동 위치 추정 방법으로 추정한 상태 값으로 원 

궤도를 도는 오차는 약 7~10cm 정도이다. 이동로

봇 1, 2의 빨간색 선은 Fig. 4에서의 초록색 선과 

동일한 것으로 협동 위치 추정 방법으로 추정한 

상태 값이다. 
협동 위치 추정 방법은 다른 이동로봇이 이동

로봇의 시야에 있지 않으면 카메라로 마커를 인

식하지 못해 상대적인 위치 및 자세 정보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다른 이동로봇을 시야에서 잃어

버리는 경우, 협동 위치 추정 방법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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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sition estimation of CL and 
Dead Reckoning

Fig. 4 Tracking error with Vicon, with Dead 
Reckoning and CL estimation error

못하여 위치 추정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다시 

시야에 다른 이동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협동 위

치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하고 오차

가 다시 줄어들게 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전 방향 이동로봇 시스템

에 대하여 협동 위치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 추정

된 상태를 피드백 하여 원하는 궤적을 따라가는 

Fig. 5 Tracking results with Vicon and 
with CL estimation 

Fig. 6 CL estimation error with Vicon and 
CL tracking error without Vicon

제어를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전 방

향 이동 바퀴의 특성상 발생하는 슬립으로 인해 

추측항법으로 위치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이동로봇의 상태를 협동 위치 추정 방법 

을 이용해 추정할 수 있었다. 한 대의 이동로봇

만의 상태를 알고 나머지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에도, 제안한 협동 위치 추정 방법으로 각각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른 이동로봇

에 대한 상대적인 상태 정보를 통해, 각각의 이

동로봇이 주어진 궤적을 안정적으로 따라가도록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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