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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Depth 카메라보다 가격이 렴한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Marker 인식을 하 으며 한 

Marker의 크기에 따른 거리 측정을 하 다. 이를 통해 Manipulator를 제어하는데 있어 부피가 큰 Depth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 부피가 작은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어하는데 용이함을 Simulation으로 확

인을 하 다. Depth 카메라처럼 상 속에 깊이를 통해 거리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닌 Marker의 크기에 

따른 거리 측정을 하 다. 

1. 서론

로 이 외부 환경을 측하는 기술은 요하다.

변화하는 환경을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정보가 크기 때문

에 의미 있는 정보를 분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ROS(Robot Operating System)에서 Depth 카메라

를 이용한 Ar Marker 거리 측정에 한 자료를 올려놓아

서 자는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Ar Marker 거리 측정

을 해보려고 한다.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리 측정을 

할 때 Depth의 깊이를 이용 하지 않고 Marker의 크기에 

따른 거리 측정을 하 다.

 

2.본론

2.1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에서는 USB 카메라 앞에서 마커를 앞에 치하

도록 한다. USB 카메라가 인식한 후 마커에 한 정보를 

화면에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 정보로부터 상 치, 카

메라로부터 거리 x,y,z 축에 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1]

(그림 1) matrix 구조

 ArToolkit으로부터 받은 이미지에 한 정보  마커의 

치 정보를 통하여 x,y,z축 방향을 표시하는 이미지를 드

로잉 할 수 있다. 마커의 치에 한 정보를 그림 1과 같

이 4*4 matrix로 받아 올 수 있다. 

수식 1

       (1)

그림 1로부터 받아온 matrix로부터 회 은 수식 1로 

나타낼 수 있다. 의 식을 각 축에 한 회 으로 

                       (2)

                        (3)

                        (4)

(2),(3),(4)으로 계산되어진다.

2.2 ROS에서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Marker와

의 거리 설정법 

Depth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 USB 카메라를 이용  하

기 때문에 ROS에 있는 Ar_track_alvar Depth 카메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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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안에 있는 라미터 값들을 수정하 으며 RGBD 정보

가 아닌 Usb_cam의 Image데이터를 받아와야 하므로 

라미터 값들을 수정하 다. <arg 

name="cam_image_topic" default="/usb_cam/image_raw" 

/>

  <arg name="cam_info_topic" 

default="/usb_cam/camera_info" />

  <arg name="output_frame" default="/usb_cam" /> [2]

그림2 Usb 카메라의 Topic들의 이동하는 순서도이다.

(그림 2) rqt_graph 정보

Usb_cam에서 Image_raw 정보를 Ar_track_alvar로 보내

다. 여기서 Ar_track_alvar에서 Tf(transform)하여 사용

자에게  Output_frame으로 보여 다. 아래 실험을 통해 

Ar Marker의 크기에 따른 거리 측정을 하 다.

3.실험

3.1 Usb 카메라 Calibration  거리 측정

ROS에서 Calibration을 하기 해 size 8 *6(가로 * 세로)

흑백 칸이 교차하는 하는 교정 시트를 만들어 주었다. 시

트 체를 촬 하게 되면 교차 에 동그라미가 표시되며 

이상태의 이미지가 장 되고 실제 공간의 시트의 교 의 

치와 그 교차 에 응 하는 화상 좌표를 사용하면서 

카메라 보정이 된다. 좀 더 정 한 보정을 해 교정 시트

를 움직여서 실 공간과 이미지의 응 을 많이 만들었다.  

 그림3의 빨간 박스와 같이 x축 y축 skew size 록색이 

되면 Calibration이 정확도가 오른 것이다.[3] 

(그림 3) ROS Calibration

Ar Marker 거리측정을 해 에 사용된 Calibrationdata

가 필요하므로 라미터를 수정하 습니다. Ar Marker의 

치 변화에 따른 카메라 인식을 해 사용하 으며  x축 

y축의 변화에도 Marker의 크기에 따라 거리 측정이 가능

하다. 한 Marker 일부분이 안 보이더라도 Marker 측정

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림 4) Ar Marker 가까울 때

그림 4는 Ar Marker를 카메라와 거리를 가까이 했을 

시 Usb 카메라와의 원 과의 거리가 가깝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Ar Marker 멀 때 

그림 5는 Ar Marker 거리를 멀게 하면 Usb 카메라 원

에서 Marker와의 거리가 멀어짐을 확인을 할 수 있다.

3.2. 로 팔을 이용한 사물 습득 Simulation

로 팔과 Ar Marker를 이용하여 사물을 잡는 로 을 만

드는데 사용 되어질 것 이다. 한 Depth 카메라에 비해 

가격이 3배 이상 렴하고 자리를 Depth 카메라 보다 작  

게 차지함으로써 로  부품 배치하는데 용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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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r Marker를 이용한 사물 획득

(그림 7) Usb 카메라 Marker 발견

에 그림6,7은 Simulation을 통해 로 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Ar Marker를 인식하여 Manipulator를 통

해 물체를 잡는 것을 수행 해보았다. Ar Marker와의 거리

를 로그래  되어있는데 거리만큼 정확하게 거리가 떨

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결론

가격이 3배 이상 비싼 Depth 카메라를 아용하지 않고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Marker 인식을 하는데 문제없이 

사용 되었으며 거리에 따른 Marker 거리측정이 원활이 

이루어졌다.  한 Simulation에서 Ar Marker를 이용하여 

Manipulation 제어를 한 결과 거리 측정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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