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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정상가동시에 원자력발천소 주요시설의 점검 보수작업과 또한 벼상대웅

작업아 가능한 이동로보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총 3단계로 구성된 연구률

수행하고 있다.

우션 I단계에서는 1993년 7월에 발간된 “ 이동형 경작업 로보트 기술

개발 ” 에서 그때까지 캐발뒀거나 개발중인 로보트의 기술분석[1]율

수행하였다. 2단계에서논 판철형 크로라 이동 메카니즙과 페어시스댐의

상서1한 기술분석율 위하여 REMOTEC 사로 부터 ANDROS Mark VI 이동

메차니륨을 구입하였고， 트랙과 지변 사이의 거리와 로보트의 경사각도를

측정하여 계단 숭월시 자율척￡로 천후 보조 트랙율 처1어해 줄 수 있는

자율 트랙 져l어시스템율 개발하였다. 또한 상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높은

안정도를 갖고 자율척으로 계단율 승월할 수 있는 알고리릎율 깨발하였다.

향후 3단계에서는 현채까:xl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고유 모헬의

크로하형 이통로보트를 개발할 예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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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application of a mobile robot are to do the inspection

and maintenance tasks in the primary and auxi I iary bui lding , and to

meet with the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in nuclear power plant ‘

Our pr。‘ject to develope crawler-type mobile robot has been divided

into 3 phases.

In 1st phase. the-state-of-the-arts of mobile robot technology were

studied and~analyzed. And then the technical report. ’ development of

mobile i‘obot technology for the light work n was published on July ,

1993. In current phase , the articulated crawler type mobile robot

named as ANDROS Mark VI was purchased to evaluate deeply its

mechanism and control system. Then we' designed the autonomous track

control sy-stem to be able to measure the distance between tracks and

surface , to get the incl ination angle of robot , and to control the

front and ‘ rear auxi I iary track autonomously during cl imbing up and

down stairs.. And also , the autonomous stair-climbing algori thm has

been developed to going over stairs with high stability.

For the" final phase , the advanced model of articulated crawler

type mobile'robot is going to be developed.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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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창. 서 론

최근 공학의 눈부신 발전 맞 산업 구초의 다양화， 전문화， 자동화에 의해

인깐울 대신할수 있는 여러 기능의 다양한 로보트의 개발에 박차률 가하고

있다. 이첫은 인간 생활의 편리와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신 하

여 극한 환경 내에서 작업율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로보트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작업용 로보트는 여러가지 유도 방식의 산업용 AGV와는 탈리 쩨단야나 장

애물이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 내에서 작업율 할 수 있는 이동형 로보트가

요구되는데 륙히 기구척인 측면에서는 계단이나 장애물과 같은 예거치 않은

환경에서 승월이 가농한 기농율 갖추어야 하고 제어척인 측면에서는 사람이

직접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이 직접 이루어 질수 있도록 원격 무션

제어 기능율 갖추어야 한다.

여러 형태의 이통 로보트 중 무퀘도식에 숙하는 크로라 이동 로보트는 이통 범위

에 제한야 없는 륙정이 있는 반면 추행 체어가 어렵고， 승월가능한 계단의 경사도

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워하여 개발된 관철형 크로라 방식의 로보트는 다수의 크로

라률 연결함으로써 계단 및 장애물의 승월이 유용하다. 그러나 계단숭월시 주행성

과 안정성이 많이 향상됐으나 아직 인간이 여러개의 방향 초이스턱율 동시에 조작

해야 하고， 조종능력에 따라 불안정한 자세를 갖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단 승훨시 안정성을 높이고 인칸의 부탑을 렬어 줄 수 있도록

제어하기 위하여 조이스틱으로 제어 콘솔율 롱하여 관절형 크로라 로보트에 명령

을 주는 인간의 I차원척언 혜어률 개선하고자 관철형 로보트의 각 치차 충섬에 초

-7-



읍파 센서률 부착하고 관절 각의 변화에 의해 갑지되는 초읍파 센서 데이터률 관리

헤어부로 무션으로 입력받아 숭월알고리츰을 척용하여 제어 콘솔율 롱하여 관절형

크로라 로보트에 명령율 주는 자동 승월 시스템율 셜계하였다. 우선， 치차 중심과

지면(계단 포함)사이의 거리률 치차 충섬에 부착한 4개의 초읍파로 혹청율 하여 측

정된 거리데이터로써 무한퀘도간의 관철 각율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숭월알

고려츰율 개발하였고 3개(추 치차. 보초 치차)의 무한퀘도가 계단에 최대한 접혹함

율 로보트의 충심의 퀘척으로 계단 숭월의 안청성율 알아보고， 본 알고리즙을 사용

하여 2-D의 시률혜이션율 수행하여 치차 충심에 부착한 초읍파 센성으로 다각도의

계단율 안청척으로 승훨함율 보인다.

-8-



제 2 장. 객킬L 츠료
'-- '--

제 l 절 ANDROS Mark VI 기 술분석

1. 기구부

관철형 크로라 이동장치 ANDROS Mark Ser i es 는 미국의 REMOTEC 과

ORNL이 벨기에의 ACEC 에서 쳐읍 개발된 관철형 크로라 방식율 도입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현재 폭탄감져동의 군관련 분야와 경찰，

소방대원을 대신한 위험지역에서의 각종 작업율 위하여 많운 로보트가

사용되고 있다. 원자력시셜의 경우는 2년천부터 미국의 Indian Point-2

원자력발견소에 가동중 테스트를 북칙으로 개발되어 Mark 6-A 가 개발되어

있다. 이 이동시스템의 기능운 아래 표에셔 보여주는 것처럼 계단율

포함한 장애불 승월이 용이하고， 명지에서의 회천반경을 최소화되어 있다.

표 I-I , 1-2 는 이동부와 조작기부의 쩌l원율 보여준다.

-9-



표 1-1. 이풍부 째훨

I T E M Speci fiction

1. 트팩 크기 ( inch )
- 획대 폭 1 7
- 높이 3 0
- 질pl

- 최대 5 5
- 형균 4 5

-- 최소 3 0
‘

2. 무게 ( lbs ) 2 5 0

3. 이홀 축도 ( inch/sec ) o - 1 6 '

4. 동력원
- 핫데러 17 뻐 12 V ( 2 set )
- AC/OC 변환기 120 VAel 12VOC

5. 이동생
- 90。 회천- YES
- 180。 회천 YES
- 360。 회천 YES

6. 경사연 주행생

- 승훨 4 5 。

-횡단 3 5 。

9. 계단 송월생

- 최대 경사도 4 5 。

- 회천시 요구면척 ( inch2
) 3 6

10. 장애물 숭월성

- 최대 높이 ( inch ) 1 2
- 물의 깊이 ( inch ) 1 8

-10-



표 1-2. 조작기 쩌I원

I T E M Speci fiction

1. 베이스 ± 90 。

2. 어께 12 inch, 270。

‘:,

3. 팔북 25 inch. 270。

4. 그러퍼

- opening length ( inch ) 8 . 2 5
- squeeze Force ( lbs 8 8

- Continuos Rotation YES

- Easy Replaceable YES

5. 취급하중 ( lbs )

- Full Length 3 7

- 36 in. from center of vehicle 6 0

2. 제어 및 센성부

ANDROS Mark 6-A 의 페어시스템은 크게 로보트 제어장치와 헤어콘솔로

나누어 진다. 로보트 제어장치는 PHILIPS사의 80C552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이동기구와 조작기의 각종 모터와 센서툴율 제어하고， 제어콘솔은

8052 률 사용하여 단순하케 스위치와 조이스턱 데이터률 이동장치로

전송하는 방식율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간의 우선 롱신방식율 시리얼

RS 232C 방식울 사용한다. 또한 센서로는 2대의 차메라와 마이크로폰이

탑재되어 주변 환경을 감시하면서 주행하도록 되어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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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메라는 초작기 그러퍼 뀌에 부착되어 초작자가 로보트률 이동시킬얘

추위 환경에 대한 로보트 시스탬의 상대척인 방향 및 위치 청보를 주도록

되어 있고， 다른 1 대는 2축 팬/틸트 위에 창착되어 로보트가 계단이나

장애물율 승월할 얘 장얘물과 트렉간의 첩촉상태률 감시함으로서 원격에서

이 2대의 카메라 정보만으로 모든 주행이 가능하다.

가. 로보트 제어장칙

로보트 제어장치는 아래 그럽에셔 보여주는 것처혐 헤어 콘솔로 부터 무션모멜율

롱하여 구동명령이 추어지면 이 명령율 해석하여 이동기구와 조작기내의 각종

모터툴올 구동하고， 역으로 카메라 신호와 옵성 신호률 제어 콘솔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모든 동력운 24 V 배터리률 롱하여 공급된다.

-12-



Video Audi。 없ta

#2

#1camera

무선모랩 Light

Camera

RS 232C

8OC552

Mobile system Camera system Manipulator

Motor : 4 Motor : 2 싸)tol‘ : 4

Mic

S

그럼 1-1. 로보트 제어장치 구성도

(1) 80C552 마이크로 콘트롤러

80C552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인텔 8051 계열의 Embbeded Controller

로서 다양한 기능이 확장되어 있다. 주요 쳐l원은 표 1-3 에서 보여루는

것처럽 2개의 PWM 펄스 ， AID 변환기. Watchdog 타어머， 및 기능이 확대된

타이머/카운터 둥이 추로 추가된 가능률이다. 그러나 내부의 프로세서가

8051 의 경우와 동일하여 내부 클력 타이밍이나 프로그햄 언어 ( 어생블러 )

동에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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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 E M

표 1-3. 80C552 의 주요져l원

S PEe I FIe A T ION

1. Central processing uni t
2. 16 bit Timer/Counter
3. Read Only MelDOr‘Y
4. Random Access Memory
5. A/D converter
6. PWM output
9. lIO port

10. UART
11. 기타

(2) 액츄에이터

BOC51
4 Capture register , 3 compare register
8Kx8 ( standard ), 64kx8 ( Exp하ldable )
256x8 ( standard ), 64kx8 ( ex뻐ndable )
10 bit, 8 multiplexed input 、

two 8 bit resolution
five 8 bit , one 8 bit shared with
analog input
Full-duplex, 8051 compatible
on-chip watch-dog timer , 12c-bus

본 로보트시스텔은 이동부애 4 개 ( 화우트랙 구통， 천후암 구동 >.

초작기에 5 개 ( 베이스， 어께， 팔묵， 연속척 롤， 그리퍼 ) , 카메라에 2개 ( 팬/

틸트 ) 등 총 11개의 칙류 모터가 부착되어 있다. 이률운 워엄기어 (20-30:1)를

사용하여 l차 감숙이 되고， 유생치차(125: 1)률 서용하여 2차 감숙이·되어 놓은

잡숙비를 얻도록 되어 있다.

(3) 카메라 시스탬

본 이통장치는 2개의 카때라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퍼에 부착된 카메라는

혹액으로 명지 추행사 추행경로 결청과 그리퍼가 불건을 파치할 때 주로

사용하고， 몸체 해편에 2 자유도률 갖는 칼라 카메라는 로보트가 계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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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애물을 승훨힐 얘 천후 트랙착 장애물과의 접혹상태률 감시하고， 또한 초착기가

어느 물혜를 향하여 움칙일 때 주위환경의 감시률 위하여 사용한다. 본

시스템의 2 대의 카메라는 조작자의 션택에 따라 멀티플렉성이 가농하고， 륙히

두번째 칼라 카메라는 줌(z∞m )， 휘커스(focus) , 조리개(iris )， 조명 풍의 초청이

원격에서 가능하도롤 되어 있다.

표 1-4. 카메라의 주요개l원

I T E M S P E C I F I CAT ION

1. Vehicle mounted - Color TV Camera

- Focus , Iris , Zoom lens

- Pan / Ti lt

- Hologen Lamp

2. Arm mounted - Black / 때li te TV Camera

- Wide-angle lens

- Automatic Iris

- IR capable

- Halogen lamp

나. 제어 콘솔

본 로보트 시스템의 헤어 콘솔은 아래 그립과 같아 각종 스위치와 조이스팀

데이터률 받아서 로보트 정해잔 데이터 형식에 맞추어 져I어시스템으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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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송하고， 로보트에 부착된 카때라 신호를 모니터에 디스플례이 하며 로보트

주위의 。I상읍율 스피커률 롱하여 률려주도북 되어 있다.

Vid∞ Audio Data

무션모댐 뻐nitor

RS 232C

8OC52

Mobile Control Camera Control Manipulator

-펀후화우 이동 -Pan/til t 구동 -3축 관절 구동

-천후관철 구풍 -조명장치 -그러퍼 개혜
‘
-축도조철 -Zoom, Focus -숙도조절

Spe

없ttery I

Mic

그림 1-2. 로보트 제어콘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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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철형 크로라 이동 로보트의 천쳐l 구성

로보트의 제어 장치 및 제어 콘솔로 구성된 관철형 크로라 전쳐}

구성율 그림 1-3에서 보여 준다.

/

4/
Articulated crawler type robot
-갖-

wireless
communication

Control Console

Control un"

그림 1-3. 관철형 크로라 이동 로보트의 전체 구성

η



처~ 2 절 자동 계단 승월 기법 개발

1. 시스템 구성

관철형 크로라 이동시스템이 현재 단순하게 초이스턱율 사용하여 원칙으로

초총하도록 되어 있어서 발천소에 직첩 척용할 때 조작자에게 많운 부답율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앞장의 전방향 유생~t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단이나

장애물의 자동송월 알고리츰융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로보트에서 제어 콘솔을

SUN 워크스테이션(판리제어부)으로 대체시키고 로보트 헤어장치와- 직접 시리얼

통신 ( RS ~32C ) 방식으로 인터페이스시켰다. 또한 로보트에 부착될 장애물

인식 첸서의 신호률 쳐리하여 그래픽에서 개l어가 가능하도룩 시스템율 개발중에

있다. 이동시스템율 껴1어하기 위한 몽신용 데이터 형식과 SUN 워크스테이션

(판리헤어부)와의 인터페이스 및 장애물 갑지유니트 셜계에 대하여 서술한다.

우선，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에 부착한 초음파 센싱 꺼리 측정부에서 천송되어진

데이터률 관려제어부에서 천송밭야 최척 승월 알고리즙율 수행시켜 판철형 크로라

로보트 쩨어 명령으로 천환하여 콘슐을 롱하여 로보트의 쩌l어부로 명령이 전송된

다. 야때 천송되는 방식운 RS232C( 낼 모댐 방식) 무션 방식으로 잔송 된다. 본 자

동 승월 시스탬운 크게 초읍파 센서 데이터률 받아 데이터률 판리쩨어부 전송하는

초읍파 송산부， 초음파 송신부에셔 천송되어진 센싱 데이터률 받아 승월알고리츰에

척용하는 데이터 수산부. 숭월알고리츰에 의해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에 척합한 명

령으로 로보트에 제어 명령율 주는 명령 송산부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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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Jq-결서 거리 측갱 II

@빼버 Con.ole

꽃뺀 AI1IeaI_d c._. Mabile Robol

그림 2-1. 천혜 자동 숭월 시스템

가. 초읍파 송산부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가 초작자로부터 추어지는 천후좌우의 주행명령만으로 트

랙의 자세률 최적으로 유지하며 자율척으로 계단이나 장애물율 승월하기 위해서

는 거러나 접혹센서률 사용하여 트랙과 장애물칸의 첩축상태률 캅지하고 이

률 롱하여 전후 트랙 암의 자세를 결정해야 한다. 본연구에서는 다수의 초

읍파 센서률 아용하여 장애물과 트랙간의 거리률 측정하고 이률 롱하여 천

후트랙의 자세를 판단한 후 천후의 트랙이 항상 장애불과 최대로 근접하도

록 제어하는 자율주행 기법율 연구하였다.

그림 2-2는 본 제안된 기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장애물의 종류률 보여

준다. 또한 그럼 2-3은 로보트 트핵에 초읍파 센서가 부착되는 위치를

보여준다.

본 장애물 갑지 유니트로써 초읍파 송산부는 로보트흘에 부착되는 장치로서 초음

파를 비롯한 각종 센서 구동부， 신호처리부 및 판라 쩌l어부로의 시러얼 천송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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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구성된다.

7數

/陽” '" '" 쨌

그럼 2-2. 장애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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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짜중심

Ps
주축

그림 2-3. 초융파 센서의 부착위치

그림 2-3에서 3개의 트랙애는 각각 4개의 초읍파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칼은 장애물 갑지 개넘을 토대로 장애물감지유나트률 설

계하였다. 여기서 천방향 및 중앙의 초음파 젠서률 40Cm높이에 배치한 갖은

초읍파의 최소 감지 거리인 30Cm보다 크게 함으로써 위치 변화시 센싱 능력

율 높혀 주기 위해서 이다.

본 장애물 감지 유니트는 로보트측에 부착되는 장치로서 초읍파를 비롯한 각종

센서 구풍부， 신호처리부 및 추첨퓨터 (워크스테이션)로의 시러혈 전송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2-4는 초음파 센서률 야용한 장애물 감지유니트악 구성도률 보여

준다. 거리감지시의 초읍파 첸서의 륙생과 초읍파 센서 구동 빛 신호처리률 위

한 하드웨어 설계에 대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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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DDR 메언오률

COmROL

초읍파센서 RS232C
8031 INTER- .1j!-서‘•

CPU 헤어신호 FACE
배D MODULE 모댐

MEMORY 발생회로

거리 측정 모률

초읍파 센서 l
ADDR잃S DECODER 빛

초융파 센서 션택 회로 .
.
.

초옵파센서 .
구동회로

초읍파 센서 |

그림 2-4. 장애물 갑지유니트의 구생도

(1) 초옵파의 거리갑지 륙생

초읍파는 주변 환경(면，쿄녀，애지)에 따라 초읍파의 컵색각도가

변함율 그립 2-5와 같이 알 수 있다. 륙， 면과 코녀에 대한 초음파와

검색각도는 연과 코녀의 수칙션 각도와 초읍파 첸셔의 각도가 90°일 경우

28.4°의 검잭각도률 갖고 어I지에서는 12.6° 의 검잭 각도률 갖는다.

2



또한 읍파의 돼턴은 그럼 2-6에 도시한 바와 갈아 빔의 형태가 원형을

유지하는 영 역 (near field zone Fresnel zone)과 밤이 발산하는

영역 (farfield zone:Fraunhpfer zone)으로 구분된다. 초읍파 트랜스듀서의

뚫
지 2a로 힐때 z만큼 멸어진 물체의 감지 폭율 계산해보연

2z tanS + 2a 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8는 초읍파 젠서 지향각의

1/2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초읍파 센서는 중심 주파수가 50KHz인

Polaroid 사의 체품으로 8는 14。 이다. 그러므로 이 센서를 사용하여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폭운 약 53.8cm이다.

Y
、， 、r

。x
i한훌011

x

그림 2-5. 면， 코녀， 에지에서의 검잭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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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2-6. 빔의 패턴

(2) 초읍파의 거리갑지기 하드웨어 셜계

- 메인 모률 : 천쳐l 헤어률 담당하고 거리데이터의 수집， 구통 명령，

PC와의 홍신율 담당한다.

- 거리혹정모률 : 8개의 초옵파 센서룰 션택척으로 동시에 구동하며

물처l와의 거리를 혹정한다.

고럼 2-7은 거리 혹정 보드의 획로도이고， 이률 각부분의 기농 및 파형은

다읍과 갈다.

® POWER(VSW) : 거 라 혹청의 시착과 끝율 알리는 신호로 4.9 V - 6V. 2.5A

의 천원이 훨요하다. 이 신호에 의해 초읍파 구동회로가

축율 시작하고 이 신호가 같나면 꺼리측정도 종료한다.

(꺼리측정모률로 부터의 입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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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Transmission(XLG): XLG신호는 송신신호률 처 리하기 위해 발생되는 디지

탈 신호이다. 초음파률 송신하는 순간 단일 주따수의

56개의 펄스가 발생된다. 모든 송산신호와 수신신호에

의한 타이밍은 이 신호의 시작에져(leading edge)와

관계된다.

(초읍파 센서와 거리측정모률로의 출력 신호)

~ Detcted echo(FLG): FLG신호는 압계치보다 큰 첫 에코가 수신되었을 경

우 그립 2-8과 같이 발생한다.

(거리훔청모률로의 출력 신호)

vee u‘

--

빼 1\많

료협홉 짧驚
다 i~짧

휴밭 룰

*ωl 魔「
=누 III빼 훌liIII"II!'lI'"..i ‘

L낸]t-
￥딛흩용훌

그럼 2-7. 초읍파 센서 구풍부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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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8. 초융파 첸서 구풍부의 신호 파형

(3) 메인 모률

천체 시스템의 페어률 답당하는 부분으로 구성도는 그럼 2-9과 같다.

여기에서 설혐의 연리률 위해 프로그햄올 다운로딩 밭고 데야터의 전송율

위한 시리얼 인터페이스 부분과 8031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RAM , ROM이

있고. 거리측정 모률과의 인터페이스 신호(거리혹정용 기준 클럭 발생，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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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신호)률 만률기 위하여 8253(COUNTER/TIMER)을 사용하였다. 또한

8031 의 내부 타이머 O률 사용하여 시스템 타이머(l msec)로 사용하였다.

ADOR
DRTll

CONTROL'

그립 2-9. 메인 모률 블럭도

(4) 거리 측정 모률

이 모률은 메인 모률로 부터 발생한 어드레스률 이용하여 소자를

선택하는 어드레스 다코더와 8개의 초음파 센서률 선택하는 초음파 선택

휘로{그림 2-10}와 FLG신호를 이용하여 윈도우률 발생시키는 회로(그림

2-11 )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작은 초기에 vsw에 신호가 가해지면 잠시후 초읍파가 송신되면서

XLG단에 56개의 펄스가 발생한다. 곧 수신모드로 천환하고 발생된 초음파가

반사되어 롤아와 엔서에 감지되면 FLG에 펄스가 발생한다. 또한 초읍파

센서가 수신모드로 전환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폭기의 이묵율 증가

시킴으로서 반사되어 툴아오면서 약해진 초음파 강도률 보상한다.

위의 신호률을 이용해서 송신과 수신사이의 시간을 혹정하면 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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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정할 수 있다. 우션 XLG에 발생한 펼스률 단일안정 F/F(74LS123)률

이용해서 약 lmsec의 구형파로 정형하고 D형 F/F(74LS74)의 클력으로

연결된다. D형 F/F의 데이터 단자와 프리셰트 단자는 논리 입력율 HIGH로

고청사켰으므로 단일 안정 F/F으로 부터 신호가 발생하면 출력값은 HIGH가

된다. 초읍파가 수산되면 FLG애 그립 2-8과 갑운 신호가 발생한다. 이

신호률 이용해셔 D형 F/F율 클리어 시킨다. 이로서 송신과 수신사이에

창(WINDOW)률 만들어 댄다. 이 신호는 8253의 게이트로 연결되어 메인

모률에셔 발생시키는 률력융 이용해 창의 길이를 륙정한다.

이 초옵파 모률에셔는 최대 8개의 초옵파 센서률 동시에 륙정할 수

있도록 셜게하였다. 구동시킬 초읍파 센서의 션택은 메연 모률에서 초읍따

모률에 있는 래치 (LATCH: 74L5573)에 구동 시킬 초음파 센서어} 대웅하는

비트률 셰트함으로 이루어진다.

r_ ’~.. -‘-
To “”‘t…ac_

그럼 2-10. 초옵파센서 션택 및 구동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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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 WINDOW 발생획로

나. 초읍파 젠싱 데여터의 입력 현송

이동로보트와 관리제어부와의 인터혜이스는 기존의 무션통신장치률 사용하여

RS 232C 률 통한 데이터 및 카메라 신호률 첩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제어부를 앞철에서 설명한 데이터 형식대로 롱신할 수 있도록

OIS 에서 져l공하는 시스템 콜율 사용하여 시리얼 통신용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파라메타률 변경하여 기존의 로보트 헤어부와 인터페이스 시켰다.

(1) 개 요

SUN 워크스테이션은 2개의 서러얼 라얀융 기본척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툴은 RS

232C 와 RS423 의 2가치 모드률 갖고 있어서 내부 스위치률 롱하여 RS 232C 모드로

설정이 가능하다. 일반척으로 웨크스테아션의 시랴얼 포트는 여러 유저의 텍스트

터미낼율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DIS 포팅시에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통신형식이 미리 셜정된다. 표 2-1은 미리 셜청되어 있는 파라메타와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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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트와 통신하가 위하여 요구되는 파라메타률 비교하였다. 또한 RS232C에서는

라인펀송 방식인 Canonical 방식과 비라인 천총 방식인 noncanonical 방식으로

나눌수 있는데 라인천송 방식인 Canonical 방식운 라인상의 데이타률 얽어서

터미날 드라이버어l셔 입훌력율 헤어하는 일반척인 방식이고， 본 연구에서는 비라인

천송 방식인 noncanonical 방식율 채택 SUN 워크스테이션과의 인터페이싱올

무션으로 쩨어하였다.

표 2-1. 터미날 모드 짜라메타

류 미러 셜정된 변수 통신율위한변수

용페앉대쳐‘송潤뺑뻐도띤비드버트트(뻐수……
9600 Bps 9600 Bps

2. 7- Bit 8 Bit
3. CREAD(Receive mode) CREAD OFF
4. EVEN PARITY NO PARITY
5. Stop I Bit 1 Bit

(2) 터미날 디바이스의 업훌력 구조

표 2-1에서 보여추는 것쳐렴 터미날용 디바여스 드라이버의 파라메타률 변경하기

위왜서는 SUN 운용시스랩에서 쩨공하는 터미날 디바이스의 압출력 구초 및

파라때타 변경율 위한 시스템 콜의 고찰이 필요하다.

디바이스에셔 업출력 queue 논리 구성도를 보여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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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12. 터미날 디바이스에서 입출력 queue 논리 구생도

여기서 에코(echo)가 enable 되면 입력 큐(queue)와 출력 큐(queue)가 렁크

줬읍율 의미 하고， 입력 큐의 크기는 최대입력(뻐)LInput)으로 제한 되어 있다.

이것은 입력 라인혜 있어 최대 바이트수률 나타낸다. 또한 사용자 쳐리 부분과

입출력 디바이스 사이에는 커낼(Kernel)이 존재하여 통산율 답당하고 있고 이러한

입출력 모률을 터미날 라인 다서플린(discipline)이라 한다. 커낼의 각 발단

부분에는 사용자와 터마날 라인 다서플린 사이에 얽기 (r않d)와 쓰기 (wri tel 함수가

자리하고 있고 디바이스와 터미날 라인 디서플련 사이에는 터미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다. 그림 2-13는 터미날 연관 함수률의 관계률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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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터미날 연관 함수사이에서의 관련성

(3) 터미널 디바이스의 파라메타 셜정

또한 터미날 디바이스의 모든 파라메타률은 <termios.h> 에서 정의되고 있다

termios 의 데이터 구조는 아래와 갈다.

struct termios{

tcflag...t

tcfla응_t

tcflag...t

tcfl ag...t

tcfl ag...t

cc_t

c_iflag: J* input modes *J

c_of1ag: 1* output modes *1

c_cflag: 1* contr‘01 modes *J

c_lf1ag: 1* line disciplane modes *1

c_line: 1* line disciplane XXX *1

c_cc[NC(정]; 1* control char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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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_i flag는 입력 문자를， c_of1ag는 출력 문자률， c_cflag는 RS232C

직렬라인율. c_cc는 륙수 문자들율 정의할 수 있다. 각 플래그의 기능중에서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noncanonical RS-232C 신호 테이타의 통신율 탐당하는 c_c f1ag ,

신호데이타의 입력율 담당하는 c_i f1 ag, 신호 데이타의 출력율 담당하는 c_oflag의

내부 변수률은 각각 표 2-2 , 표 2-3 , 표 2-4와 같다.

따라서 상기 표에서 보여추는 파라메터륨 변경함으로서 통신 하드웨어의 상태와

일치하도록 셜정할 수 있다.

표 2-2. c_cflag 의 내부변수

류 ON/OFF 기 농

1. CLOCAL SET 모랩의 현재 라인 상태를 무시

2. CREAD SET 수신상태로 대기

3. CSIZE SET 설정된 입력 문자의 bit률 mask시킴

4. CSTOPB SET 두개의 스톱 bit로 세팅

5. PARENB SET 패리티 bit률 enable시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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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c_i flag 의 내부변수

분 류 ON/OFF 기 1L-r

1. IXON SET start-stop 상태시 항상 출력 대기

2. IXOFF SET start-stop 상태시 항상 입력 대기

3. IGNBRK SET 입력시 break 기능이 무시

4. ISfRIP RESET 모든 bit률 8bit로 인정

5. BRKINT SET IGN뻐K과 상반된 기능융 가정

표 2-4. c_oflag 의 내부연수

류 ON/OFF 기 능

1. OrOST SET 출력 처리 상태률 e떠bIe시킴

2. ONLRET SET 출력시 Carriage return율 시킴

3. ONOCR SET CR시 col때n 로 툴아가지 않읍

상기의 개념옳 사용하여 noncanonicaI 터미날 디바이스의 파라메타률 변경하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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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날 디바이스 파라메타 변경 프로그램 *****

#include <sydio.‘v
#include <termios.h>

#include <sys/ttydev.h)

#include <unistd.h>

#define DEFJ)EVlCE2 ’ dev/ttyb ’

#define DEF_DEVlCEl ’ dev/ttya ’

#define DEF_BAUD B9600

#define STDIN-F lLENO 0

#define STDOUT-F ILENO 1

void seem여e()

static struct termios term;

int psfdl = STDIN-F lLENO;

int psfd2 = STDOUT_FlLENO;

i f«psfdl = 。홈n(DEFJ)EVlCEl ， O퍼ONBLOO< » < 0)

printf(’ tty_，。야n:。뿜n errol‘’) ;

if(tcgetattr(psfdl , &term) < 0)

printf( ’ tty_o홈n :tcgetattr eπ。r’ ) ;

1*** 파라메타 변경하는 부분 ***1

term.c_cflag := CS8 : CREAD : CLOCAL;

term. c_cflag &= "'( CSTOPB : PARENB );

term. c_oflag &= "'DPOST;

term. c_i flag &= "'( BRKHIT : ICRNL : INPCK : ISfR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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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c_i flag := IXON : IXO얀. : IGNBRK : I메CR:

term.c_lflag &= 0:

term.c_cc[VMINl = I:

term.c_cc[vrIME] = 0:

/000 RS232C 없UDRATE 셜정하는 부분 000/

cfsetispeed(&term, D타'J)AUD):

cfsetos홈ed(&term ， 0얀J)AUD):

if(tcsetattr(psfdl , TCSNOW, &term) <0)

printf9 ’ tty_open: tcsetattr error ’ ) ;

(4) Noncanonical 방식

φ MIN, TIME에 의한 T댄MIOS구조

noncanonical방식은 입출력율 담당하는 플래그충 c_lflag안에 ICANON 플래그롤

러셋 해줌으로씩 륙생화 시킬수가 있다. 또한 륙성 플래그인 댄ASE ， KILL. EOF.

NL , EOL, EOL2 , CR , REPRINT , SfA'π15 ， WE뻐SE률율 처리할수 없다.

비라인으로 천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타를 읽기전에 얼마나 많은 데이타가

전송되었는지률 알수가 없으묘로 한번에 많은 바이트률 천송할수가 없게된다.

이것율 얽혀진 데이타의 양과 천송된 시간율 matching 함으로써 해결할수가 있다.

이 부분의 플래그는 c_cc안에 있는 변수 MIN, TI맨이고 각각 VMIN , VfI뻐으로

인펙스 되어격 있다. VMIN과 vn맨악 조합으로 나타나는 4가지 경우률 살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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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 MIN >O. TIME >0

첫 바이트가 입력되어겼율때 TIME 이 륙성화된다. 만약 timer가 분기되기전에

MIN 바이트가 입력되면 read함수는 MIN과 바이트률 려헌하고. MIN 바이트가

받아틀이기 전에 timer가 분기된다면 read합수는 MIN만율 리헌한다.

。Case B : MIN >0 • TI뻐R :::= 0

MIN바이트룰 받아 률일때까지 read 함수는 리헌하지 않는다.

。Case C: MIN == O. TIMER >0

read합수가 call 되었을때 timer‘가 시작된다. single 바이트가 받아들인다먼지

timer가 분기 되었율때 read함수는 리헌한다.

。Case D: MIN == O. Tl뻐R == 0

데이타가 틀어올때 바이트의 수만큼 read 함수는 리헌을 해야 한다. 만약

데이타가 툴어오지 않율때 read합수는 륙시 O율 리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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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noncanonical 입력의 4가지 캉우

MIN) 0 MIN == 0

TIME>O

TIME :== 0

A: read returns (MI~ nbytesl C:read return[l.nbytes]
before timer expires; before timer expires;

read return(l. MIN] read return 0

If timer expires If timer expires
(TIMER =interbyte timer

Caller can block tndefinely.) (TIMER;: read time)

B:read returnlMJN. nbytes]
D:read return(O. nbytes]

when available.
(Caller eRa block Indefinitely

immediately.

양 CB표AI< MODE와 RAW ~DE

o CBREAK MODE

。I 모드는 사용자가 inp.Lt character processing율 off 시킴으로써 항상

터미날에서 발쩡되는 압력신호률 catch하는 방식이다- 이때 ruea는 reset 되어야

하고 (MIN:: I , TIME :: 0)으로 셜정 되어 있어야 한다.

int tty_cbreak(int fd)

struct termios term:

if(tcgetattr(fd. &term) <이
return( -1};

term.c_lflag &= ~( E대o : ICANON ): /* echo off , canonical

m여e of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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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c_cc[때IN] =1: 1* Case B: lbyte at a time , no timer *1

term.c_cc[VflME] =0;

if(tcsetattr(fd , TCSAFLUSH , &term) <0)

return( -1);

。 RAW MODE

이 모드는 signal generating character (ISIG) , extended input character

processing(1많rEN)율 off시키고 발생하는 신호로 부터 BREAK 문자를 불가능하케

만든다. 이 모드에서도 ECHO를 reset사키고 입력상에서 나타나는 CR-NL( ICRNL) ,

입력 페리티률 검~J하는( INPCK) , 입력시 8번째 bit률 제거하는( ISTRIP) ,

start-stop의 출력 흐름의 헤어하논(IXON)올 reset시키고 물론 (MIN = 1, TI뻐 =

0)으로 설정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출력 처리 (OPOSf)률 reset 사켜야 한다-

int tty_raw(int fd)

struct termios term:

if(tcgetattr(fd, &term) <0)

return( -1 ):

term.c_Iflag &= ~(E(꺼o : ICANON : IEXTEN : ISIG);

1*** echo off, canonical mode off, extended inpu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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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 signal chars off ***1

term.c_iflag &= ~(BRKINT : lCRNL : INPα( : IXON):

/*** no SIGINT on BREAK, CR-to-NL off, input parity check

。ff. don ’ t strip 8th bit on input , output flow control off***/

term.c_cflag &= ~(CSlZE : p때ENB):

1*** clear size bits , parity checking off ***1

term.c_cflag := CS8: 1*** set 8 bits/char ***1

term.c_oflag &= ~(OPOST): 1*** output processing off ***1

term.c_cc[VMIN] = 1; 1* Case B: lbyte at a time , no timer *1

term.c_cc[VflME] = 0:

if(tc똥tatt r( rd , TCSAFLUSH , &term) <0)

return(-l);

다. 제어 Console을 통한 로보트 제어 명령 송산부

관리쩨어부와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의 〔잉NTROL 때IT로 초읍따 혹정부에서 측정

되어진 초음파 센서악 데이터률 통신힐 수 있도룩 드라이버의 파라메타률 변경하

여 기폰의 로보트 쩌l어부와 인터페이스 샤켰다.

우션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가 받는 RS-232C형식에 따른 명령의 전송 형태를 알

아본다.

이동장치는 아래와 같은 통신용 데이타 형식을 가진 RS 232C 률 롱하여 제어

-40-



명령율 받는다.

- 통신속도 : 9600 Baud rate

- 데아터 형식 : 8비트 데이터， 1 Stop Bit , No Parity

- 데이터 팩키지 : 25 바이트

포한 상세한 데이터 형식은 총 25 바이트로 구성되어 아래 그럼과 같이 2번의

Fl 이 틀어오면 데이터의 입력율 시작하여 CHECK-SUM 바이트가 일치하면 입력된

데이터를 쳐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Cl正CK-SUM 바이트는 단순히 22 바이트

데이터률 오우버훌로우 없이 더한 값아다.

I F냐 Fl lBπE liBπE 21BπE 31BπE 41 BYTE siBπE 61BπE 71 BYTE 81

IBπE 91 BYTElOIBπE111BπE121BπE131Bπ£14 1 8πE1518πE161BπE빼πEtSI

IBπE1918π£20 1 8πE2118π£221 8π얀31 C맨CK-S뻐1

그림 2-14. 통산용 데이터 형식

2 6 msec I 2 2 . 4 msec
<-----------------)1<-----------‘-----)

그림 2-15. 제어 명령의 샘프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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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제어 명령 내용

1. Front Track up

L s B 2. Front Track down

B Y T E 1 3. Rear Track up

4. R잃r Track down

M s B LSB가 10이상이면 4, 아나면 3

(a)

1. Weapon EnahIe 2

L s B 2. Safety / Vehicle

BYTE 2 3. Dr ive Brakes

4. Vehicle High Speed

M s B LSB가 10이상이면 4, 아니면 3

(b)

1. Focus Near

L s B 2. Focus Far

BYTE 3 3. Iris 야:len

4. Iris Close

M S B LSB가 10이상이면 4, 아니면 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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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n Left

L S B 2. Pan Ri양lt

B Y T E 4 3. Tilt up

4. Ti lt Down

M S B LSB가 10이상아면 4 , 아니면 3

(d)

1. Light Low

L S B 2. Light Medi때

B Y T E 5 3. Cab le Reel Neutral

4. Cable Reel Take-up

M S B LSB가 10이상이면 4 , 아니면 3

(e)

1. Zoom In

L S B 2. Zoom αlt

B Y T E 6 3. Camera Select 112

4. Li ghts Off

M S B LSB가 10이상이면 4. 아니면 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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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rist Pitch Up

L S B 2. Wrist Pitch Ib뼈

BYTE 9 3. Wrist Roll CCW

4. Wrist Roll CW

M S B LSB가 10이상이면 4, 아니면 3

(g)

1. 앙'\oulder Up

L s B 2. 않'\oulder Down

B Y T E 10 3. Tors。 Left

4. Torso Right

M S B LSB가 10야상이변 4 , 아니면 3

L
u

t,.‘‘

1. Grip Open

L S B 2. Grip Close

B Y T E 12 3. ElbolV Up

4. Elbow Down

M S B LSB가 10이상이면 4. 아니면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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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하l/Ti 1t Extend Up

L s B 2. P없l/Tilt Extend Down

B Y T E 22 3. Grip Extend out

4. Grip Extend in

M s B LSB가 10이상이면 4, 아니면 3

(j)

여기서 모든 데이터 값은 공히 HIGH ( 1 ) 에서 Active 되고 바이트 13 에서 16

까지는 이동율 위한 전후화우 속도 명령이고， 바이트 17에서 21 까지는 4축

조작기와 카메라 2축 위치기 및 천후 트랙동의 숙도 명령율 추도록 되어 있다. 축

바이트 13 , 14 는 로보트의 회전율 위한 값이고. 반면 바이트 15, 16 은 로보트의

전후진 속도와 관련된 값이다. 표 2-7은 로보트 이동율 위한 숙도값 명령 형식을

보여준다.

표 2-7. 속도 명령 내용

V e h i c 1 e 1 3 LSB 1 4 LSB 1 5 LSB 16 LSB

FOR WAR D 0 0 X X

REVERSE F F X X

RIG H T X X F F

L EFT x X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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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단 송월 알고리즘

본 알고라츰에서는 계단 승월시 안정생을 높이기 위하여 계단면과 3개의 무한궤

도가 최대한 접촉하도록 승월 알고리를율 개발하였다

[가정] -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의 치차 중심에 부착한 4개의 초읍파 센서는 항상

지면과 수직을

유지 한다.

- 계단 숭월시 로보트의 몸체와 계단면은 수직율 유치한다.

지짜충성

그림 2-16. 관철형 로보트의 작용 힘 백타

[원~n 각 치차 면에 작용하는 벡터 (pr ， PI', Ps)의 힘의 크기률 일정하게 함으로써

안정척 주행 및 여러 장애물율 승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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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는 6가지의 기본척 자세률 가질 수 있는데 대칭척인

자세를 생략하고 아래의 그럼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a) (b) (c) 3가지의 기본적

자세를 찾아서 각 자세에서 얻울 수 있는 Ha，뻐에 대한 의 조건을 찾아 보았다.

<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의 기본적인 자세 >

，센:판，L--------"""'"
'5 = ala괜않]

그럼 2-17.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의 기본 자세 (a)

그럼 2-17의 기본자세에서 얻울 수 있는 각 파라메타의 수식은

Ha =R1 , Hb =R1

-1 , Rl-R2 ‘

a > π - SIn ‘ l r'\ )
I , Rl-RIi > 1t - SIO - 1 ( --:..:..느·→-)

U2

(2-1)

(2-2)

이고 몸체치차가 바닥면과 닿았율 때 치차 중심과 바닥면과의 거리 Ha, 뻐는 동

일한 R1의 값율 가지고 또한 R1과 R2의 반지름의 차에 의해서 생기는 률 빼 주어야

크로라의 보초 휠율 최대로 내렸을 경우 최대치차각율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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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찌짧斷P1 ( D~ζ/

vtνr" A !H. ~

그럼 2-18.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의 기본 자세 (b)

그림 2-18에서는 코사인 헤2법칙율 척용하여 빗금 친 부분의 삼각형 내에서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R1과 R2 의 반지름의 차에서 a , β 각율 얻율 수 있다. 이

때 혈운 각들로의 조합으로부터 a. β각을 보면

? 82 1- COS82 1 A 2+D1 2 -m 2

sin :l 정-:: 2 :: 정-(1- 2*A*D1 ) (2-3)

= 1 (2*A*DI-A 2 -D1 2+m 2
)

4*A*Dl

= 1 (A+Dl-m) (m-Dl+A)
4*A*D1

:: A~ln~ (S-A)(S-DU . S::+(A+Dl+m)
A*D1

(S-A)(S-D I> 82 J (s-m)*s
... ‘ - …

A*Dl • ιV~ 2 , A*Dl (2-4)

(2-5)

IJ
1

때
*

끼
ι

nn 잊
흐
E

/bi

qg

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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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84 = sin-l[캘쯤뒤 85 - sin-l[펴뿔ζ] (2-8)

Hb = Rl Ha = D2sin(83+84)+R2

a < n-85 B> π+82- 84- 85

(2-9 )

(2-10)

다읍과 같은 Ha. Hb에 의한 치차 판절 각인 a. β 각의 조건을 가질 수 있다.

고림 2-19. 관절형 크로라 로보트의 기본 자서I} (c)

그림 2-19에서도 코사인 꺼~2법칙을 척용하여 Ha. Hb에 따른 a. β 각을 보면

B = { (A2 +Dg- Z*A *Dz cos «(}-8 2) (2-11)

(2-12)82 = 2* tan l . (s-m)

IJ1S%캉1)(S g) l
(2-13)83 = 2* tan l . (s- m)

(2-14)84 = 2* tan l . (S- DO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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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sin-i[ 펙쯤~] 86 • sin -l[펴않감] (2-15)

Hb = A sinB3 + R2 . Ha = D2sin(84 +8s)+R2 (2-16)

a < π-86 6 < π+82-86- 85 (2-17)

또한 그립 2-20와 같이 앞쭉 보초 휠이 계단에 걸치면서 몸쳐l 부분이 숭웰할때

받쳐 주는 뀌쭉 보조 휠과 몸체의 β각율 구할 수 있다.

、\ D1

Ha

Ll A

그림 2-20. 승월시 β각 계산

다음 그림 2-21에서 계단 송월 알고리즘을 보여 준다.

먼저， 그립 2-17의 명;;tl 주행자세에서 각 치차 중심의 초음파 센서로 바닥면율

센싱하며 주행하다 51에서 계단율 갑지 한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52(Ha)와

53(뻐)의 변화률 보고 Ha의 변화가 있율 때 계단 승월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51을 계단변에 접촉 시키며 그림 2-20과 같이 발생되는 로써 치차 윗 휠을 제어 로

보트를 받쳐 주며 β각이 가 될 때까지 밭쳐 주며 승월율 한다. 승월중 51이 계단

의 한 높이 보다 크겼율때 51 치;l:}률 내려 계단연과 접촉시키고 그림 2-7과 같은

Ha. 뻐조건으로 a 각율 유지하다 최소 a 각어 되었올 때 a 와 β 각율 로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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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하며 송월이 완성되고 초기 명지 자세률 갖춘다.

START

t.tAXX -

cz - 11' + 45
IJ - 1t + 45

N

av+
IJ

IJ

Rv

av
-I

x
-=a

RF

N

CJ

rS

AV

A‘

-I

I

-=a
aF

씨

”t
av

FS

r3

av

av
---*-=

β
a

N

cz + 45
IJ 1( + 045

END

그럼 2-21. 계단 승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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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률례이션 및 결과

가. 승월 알고리즘율 적용한 시률례이션 결과

먼쳐 본 시률례이션에 척용한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의 실쩌1 쩌l원을 표 2-8에서

알아 보고 그림 2-22 에서 보여추는 시률레야션 결과에서는 4개의 상태창율 열어

상태를 보면서 셔률혜이션을 하였다. 첫번째 창에서는 주 축과 각 앞휘의 보조 축

간의 각도인 a. fJ 의 변화률 나타내었고， 두번째 창에서는 판절형 크로라 로보트

의 충심점인 P(뻐xx， MAYY)의 변화률 보면셔 로보트가 계단 송월시 화표축의 변화

률 나타내었다. 세번째창은 치차 충심에 부착한 초읍파 젠서 (SI. 52 , S3)의 감지률

나타내었다. 네번째창은 승월하는 계단각의 상태률 보여 주케 하였다.

표 2-8. 시률핵이션에 사용된 로보트의 실제원

파라메타 실 혹 값

Rl 13 ( Cm )

R2 11 ( Cm )

Dt 38 ( Cm )

D2 43 ( Cm )

200
계단각시 쩨단놓이 16 ( Cm )

300
계단각시 계단높이 18 ( em )

450
계단각시 계단높이 23 ( Cm )

앞 치차 각 ( a ) +450
'" -900

뒷 치차 각 ( β ) +500
'"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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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계단 송월 시률레이션

다음의 그립 2-23에서는 판철형 크로라 로보트가 30° 계단의 승월 과정을 5단계

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초기의 명지 추행자세부터 숭월이 같난시점까지 일련의 과

정율 나타내었다. 1단계 (a)에서는 계단 및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올 경우 앞튀 축

율 들고 주행하는 자셰이며. 2단체 (b)에서는 51에 계단이 겁지될 경우 판절을 계

단에 진입 하는 숭월 초겨과정율 보여 춘다. 3단계 (c)에서는 계단과 접촉변을 최

대로 함으로써 승월시 안정생올 극대화 해주기 위해서 앞뒤 보조 축울 계단에 최대

로 접혹하며 숭월 하는 것을 보여 준다. 4단계 (d) 에서는 설정된 51의 검지거리보

다 커졌을 경우 승월 의 끝부분으로 간주하고 앞 보조 축율 내리면서 로보트가 승

월이 끝난 상태로 륜어 올린다. 5단계 (e)에서는 I단계의 초기 형지 주행자세로 되

롤린다. 이로써 대략적으로 계단 송월 단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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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a)

2 단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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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c)

4 단계 (d)

-55 -



5 단계 (e)

그립 2-23. 계단 승월 과정

냐. 승월시 로보트의 충섬 변화 빛 at a 의 변화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의 안정척인 계단의 숭월운 각 축간의 각의 변화률 최소화

하고 또한 로보트의 중삼점이 계단과 거의 첩혹한 상태로 승월이 이루어 졌율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4 에서는 계단각율 각각 20° ’ 3ll. 45°로 변화시켜 주었올때 치차각인

a, a 각의 변화와 또한 로보트의 충심점이 그리는 승월 쿼l척을 비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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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월시 알고리즘 분석다.

비교

(b)

척용한 송월 알고리품과 다른 알고리톰과의

(a)

그럽 2-25.

‘ 5 degree

놓젠二a텍§홉람융---빼

---뼈 |

업 R
-
。N

Fiw
-

--‘
F

..
g

250

200
i 160

훌 100

so
o

변화비교«1, a척용한 송월 알고리츰과 다른 알고리즘과의그립 2-26.

--•- 45 stair
climbl때

Yp。‘nt

200

240

20。

훌 280

홈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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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360Ff ←蠻듀二40。

척용한 송월 알고리춤과 다른 알고리츰과의 중심점의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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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에서는 본 연구에서 척용한 알고리즘 (a)와 승월시 각 간철간의 측의

각 ( <1, 6 )율 줄일수 있는 알고리를 (b) 와의 비교률 해 보았다.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가 계단 승월 융부분에서 로보트의 몸체의 구조상 생기는 유통율 최소화 하

기 위해 비교해 보았다. 그림 2-26 에서 보여 추는 바와 같이 a, 6 간의 변화는

기촌의 방법 보다는 다른 (b) 알고리츰이 더 척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 2-27 에

서는 계단 과의 최대한 첩혹을 고려해 불때 (b)의 다른 알고리즘 보단 (a)의 척용

한 알고리즘이 계단 송월시 치차면과 몹체가 계단에 최대로 접촉함으로써 안정척인

면에셔 더욱 효과 척인 것융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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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3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이동형 경작업 로보트 충 우퀘도식의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아칙 인간이 여러개의 방향 초이스틱올 동시에 초작

해야 하고. 조종능력에 따라 불안쩡한 자세를 갖는 분페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

쩔형 크로라 로보트 시스뱀의 치차 충섬에 초음파 첸서를 부착하여 초읍파 갑지 데

이터륨 받아 관리헤어부로 데야터를 천송하고 이 데이터률 바탕으로 계단 숭월 알

고리츰율 척용하여 자동으로 계단율 승월할수 있는 자동 승훨 관철형 크로라 로보

트 시스탬율 셜계하였다. 먼저 관철형 로보트의 기본척인 자세와 a , β 각의 초건을

찾고 각 혹틀간의 관철 각융 제어하는 계단 승월 알고리즘융 개발하였다. 또한 -*1

차 중심의 초읍파 첸서 (SI. S2. S3. S4)와 승월시 변확하는 치차각과 로보트의 중

심 P(뻐xx. MAYY)의 변화률 창으로 연 서물혜이터를 개발하였다. 계단 승월시의 안

정생은 판철형 크로라 로보트의 최대 숭월능력이 spec상 45도임율 감안 45도 계단

경사각 이하의 계단면과 치치면 과의 첩혹율 로보트의 중심 변화 빛 치차 각의 변

화를 여러 계단 경사로 버교해 본바 계단 경사각이 낮율수록 더욱 안정된 계단 숭

월율 이롤융 알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 시율레이션은 압력되는 센서 데이터로 관

절형 로보트의 판철 각율 쩨어함으로써 계단율 승월할수 있는 자동 승월 알고리를

의 개발에 중점융 두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츰올 자동 승월 관철형 크로라 로보트 사스템에 척용

올 하여 알고리를의 효과를 입충해야 하고. spec상 최대 승월각 보다 큰 각얼때 천

북함율 알수 있는 기구학척 인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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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부

1. 주 프로그램 소스 리스트

#include (graphics.h)
#include (dos.h)
#include (stdlib.h)
#include (stdio.h)
#include (conio.h)
#include (math.h)
#include (ctype.h)
#include ’ hginit.h’
#include ’h방11 ib. h ’

#include ’ hgquick.h ’

#include ’ hwindow.h ’
#include ’ key.h ’
#include ’ hgvir.h ’

#define CIRCLEl 20
#define CIRCLE2 16
#define THETA- INC (1*3.141592/180)
#define PI 3_141592
#define TIME 20
#define STAIRCOLOR RED
#define ROBOTCOLOR 빠UTE

#define ROBOTCOLORB BLACK
#define ROBOTCOLORCIR YELLOW
#define ARMJ..ENG1뀌 70
#define BODY_LENσrn 50

void Draw_robot(double theta-f , double theta_r , double theta-h, int maxx)
void Draw_robotl(double theta_f , double theta_r , double theta-h, int maxx);
void Draw_stair45(void);
void Draw_stair30{void);
void Draw_stair20(void);
void cal_dd45(double al뼈a， double beta);
void cal_dd30 (double alpha, double beta);
void cal_dd20(double al야a ， double beta);
void save(~oid);

void navigation-45(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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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navigation-30(void):
void r필vigation-20(void):

void setscreen(void);
void endscreen(void):
void display_input_window(int xx , int yy):

int gdriver =DlπE(π. gmode , errorcode:
int maxx, 뼈"Y， [뻐x， may:

double theta-f.theta-r‘, theta-b.cc.dd:
int ex, f...,y, r-x, r• Y. b_x , b...,y. i:
double alpha, beta:
int slx. s2x, s3x, sly , s2y , s3y, 빼point ， mypoint:

void main(void)

char ch:
int x, y , a , b, gury, i , j:

initgraph(&gdriver. 힐!tJIlode. ..’) :

errorcode =graphresult():
set∞lor(get빼xcolor() ):
if (errorcode != ~‘Ok) /* an error occurred *1

m‘ intf( ’ Graphics error: Us\n’.
grapherrormsg(errorc여e» :
π‘intf( ’Pr‘ess any key to hal t: ’) ;
getch( ):
exit(l );

}

setscreen( ):
display_input_window(lOO , lOO);

set∞lor(get뼈X∞lorO) :
max =getmaxx( )12;
may =get떠xy()/2:

maxx =max+200 :
maxy =may+140:
theta_r = -0.645772:
theta_f =-0. 785398:

ch =get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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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oll-20( ):
save( ):
navigati oll-30( );
save( ):
navigatioll-20( ):
getch() ;

endscreen( ):

closegraph() ;

void Draw_robot(double theta_f, double theta-r , double theta-b, int 빼xx)

Lx =ARMJ,..ENGTH * cos( thetCLf);
f-y = ARMJ.ENGTH * sin( thetCLf):

r -y = Am.μENG!‘H * sin(thetCLr):
rJ =ARM--LENGTH * cos( thetCLr) :

b-y =BODY_LENG'깨 * sin(theta_b);
bJ =BODYj.ENG짜 * cos( theta-b):

h양.ine(maxx， 뼈xy， maxx + f-'C,뼈xy + f-y, ROBOTCOLOR) ;
hgC ircle(maxx , maxy , CIRCLEl , ROBOTCOLORCIR);

hgCircle(뼈xx + f←x ， m앓y + f-y.CIR다E2. ROBOTCOLORCIR):

hgLine(maxx , maxy, maxx-b-x, maxy+b-Y, ROBOTCOLOR);

h화‘ine(maxx-b_x ， 빼xy+b-y， 뼈xx -b_x-r.->c,빼xy+b-y+r-Y， ROBαrCOLOR)

hgC ircle(maxx-bJ , maxy+b-Y, CIRCLEl , ROBOTCOLORCIR);
hgC ircle(maxx-bJ-r_x ,maxy+b-y+r-Y, CIRCLE2.ROBOTCOLORCIR):

}

void Draw_robotl(double theta_f , double theta_r , double thet8.-b, int maxx)

fJ =ARM--LENG깨 * cos( thetCLf) ;
f-y = A뻐--LENGTH * sin(thet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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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l =뻐MLLENGTH * sin(theta-r):
r ...x = 뻐κ파N따~ * cos(theta-r):

b...::l = BODYj£NG1lf * sin( theta_b):
b...x = BODYj£NG'재 * cos( thetaj):

h화‘ine(maxx， maxy,빼xx + Lx , maxy + t .Y, ROBOTCOLORB) ;
hgCirc1 e(뼈XX. maxy. CIRCLEl , ROBOTCOLORB);
hgCircle( 뼈xx + f..x.뻐xy + f ...::l, CIRCLE2 , ROBOTCOLORB):

h방‘ine(maxx. maxy,뼈xx-b...x. maxy+b...::l, ROBOTCOLORB):

hgLine(빼xx-b..x. maxy+b...::l, maxx -b...x-r.-X.빼xy+b...::l +r...::l .ROBOT∞LORB)~

hgCircle(뼈xx-b..x.빼xy+b...::l. CIRCLEl. ROBOTCOLO밟) ;
hgCircleh떠xx-b..x-r..x.maxy+b...::l+r...::l， CIRCLE2 ， ROBOTCOLORB):

void cal_dd45(double alpha,φubne beta)
{

double tl.t2.cc.dd;

Draw_stair‘45(}:

cc· =sqrt(pow(«빼xx-b..x-r.-X)-빼xx) ， 2)+ pow(«뼈xy+b...::l +r..:j)-빼xy) ， 2»~

ttl
«pow(ARMJ.[NGTH， 2)+pow(BODYJLNG'재， 2)-pow(cc， 2»/(2*BODY_LI꾀하H*뻐MJ.ENGTH) )

if‘{따ooc:-b...x-r.-X(260) 8t8t (빼xx-b..x-r...x>181»

alpha = acos(tl)/Pl*180;

else

alpha = 360 - acos(tl)/PI*180:
}

dd = sqrt(pow«maxx+f..x-(뼈xx-b_x» ， 2)+pow« 빼xy+Ly-(maxy+b-y»， 2»;
t2

=( (pow( AmLLENGTH , 2)+pow( BODY....LEt따대 .2}-pow(dd ， 2»/(2*BODY_LENG재*A뻐_LENGTH)

if«maxx-b_x-r_x(260) 8t& (빼xx-b_x-r_x>181»

beta = acos(t2)/PI*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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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x+maxx-b_x)/2, (maxy+m없y+b-y)I2)

else

beta = 360 - acos(t2)/PI*I80:
}

mxpoint = (maxx+maxx - b_x)/2: II center point x axisll

mypoint =(뼈xx뼈앓y + b-y}/2; II center point y axis/I
sIx =maxx-b-x-r_x;
sly =maxy+b-y+r-y:
s2x =maxx-b-x:
s2y =maxy+b-y:
s3x =maxx;
s3y = maxy;

hgSetπ’color( BLACK) :
hgSetTBcolor(째lTE);

h명verTextXy(95 ,80. ’ .. ) ;

hgOverTextXy(95 , 105. .. ’ ) :

hgSetTFcolor(BLUE):
hgPrintfXy(40 , 80. ’ Us ’, ’ alpha : ’) :
hgPrintfXy(40.105 , ’ %s ’, ’ beta : ’) ;
hgSetTFcolor(BLACK);
hgPrintfXy(95 , 80. 갱4.3f ’. alpha);
hgPrint fXy(95.105 , "%4 .3f’. beta);

hgSetTFcolor(BLACK);
hgSetTBcolor(WHlTE);
h명verTextXy(225.90 ，

hgPrintfXy(225 , 90, .%d. %d’,

’%d. %d’, maxx-b_x-r_x , maxy+b-y+r-y);
’%d, %d’, maxx-b-x,뼈xy+b-y) :
’%d, %d’ •빼xx， maxy):

’ %s. ’
"\l6s ’,
’ Us ’,

hgSetTFcolor(BLACK):
hgSetTBcoIor(쩨UTE);
벌OverTextXy(430 ， 80.

hgOverTextXy(430.95.
h맹verTextXy(430.110. •
hgSetTFcolor(BLUE):
hgPrint fXy(385 , 80 ,
hgPrintfXy(385.95 ,
hgPrintfXy(385.110.
hgSetTFcolor(BL~CK);

벌PrintfXy(430 , 80.
hgPrint fXy(430 , 95.
hgPrintfXy(430.1IO ,

·SI : ’ );
’ S2 :’) ;
’ S3 :.);

-67-



h명etπ’color{때lTE):

hgPrint fXy(370.430. ’ !¥s’, ’ ### 뼈de by J. H. Shin ###’) ;

void caLdd30(double alP1a. double beta)

double tl.t2.cc.dd:

Draw_stair30( ):
cc =sqrt(pow«(빼xx-b-x-r-x )-maxx).2)+

pow(«빼xy+b-y+r-y)-뻐xy )， 2»:
t1

({pow(AmμENG!귀.2)+pow(BODY-LENGTH.2)-pow(cc.2»/(2*BODY_냥N따H*뻐κLENGTH))

if«maxx-b-x-r_x<162) && (빼xx-b.->c -r.-X>48) )

alpha = acos(tl)/PI*180:

else

alpha = 360 - acos(tl)/PI*180:

dd = sqrt(pow( (뼈xx+Lx-(뼈xx-b-x) ).2) +pow( (뼈xy+f-y-(뼈xy+b-y ) ). 2) ) ;
t2

=( (pow( ARM...LENσ깨.2)+pow(BODY -LENσ재.2)-pow(dd.2»/(2*BODY -LENGTH*ARM-LENGTH)

if«maxx-b.->c-r.-X<162) && (malα-b->c-r.-X>48»

beta = acos(t2)/PI*180:

else

beta = 360 - acos(t2)/PI*180:

mxpoint = (maxx+maxx - b-x)I2: II center point x axisll
mypoint = (maxx+maxy + b-y )/2: II center point y axisl1
s 1-x = maxx-b.->c-r_x:
sly = maxy+b-y+r-y:
s2x = maxx-b.->c:

s2y = maxy+b-y:
s3x = ma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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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y = maxy:
h횡etTFeolor(BLACK) :
hgSetTBeo1or (쩨UTE):
h명verTextXy(95.80 ， ’ ’ ) :
h멍verTextXy(95 ， 105. ’ ’ ) :
hgSetTFcolor(BLUE):
hgPrint fXy(40 , 80, ’ "s’, ’ alpha: -):
hgPrint fXy(40 , 105, ’"s’, -beta : -):
h옳etTFcolor(BLACK) :
hgPrintfXy(95 , 80. -u4.3f’, alpha) :
hgPrintfXy(95 , 105, ’"4.3f ’ , beta) :

hgSetTFcolor(BLAα ) ;
hgSetTBcolor(때IrE);

h방verTextXy(225 ， 90. ’
hgPrint fXy(225 , 90. ’<J«i. 7«1’. (maxx+maxx-bJ: )/2 , (maxy+maxy+b-y )/2);

hgSetTFcolor( BLACK) ;
h횡etTBcolor(때lTE):

h명verTextXy(430， 80 ， ’
hgOverTextXy(430, 95 , 
hgOverTextXy(430, llO , ’

hgSetTFco1or(BLUE):
hgPrint fXy(385 , 80,
hgPrint fXy(385.95.
hgPrint fXy(385 , llO ,
hgSetTFcolor(BLACK):
hgPrint fXy(430 , 80,
hgPrint fXy(430 , 95,
hgPrint fXy(430.110 ,

’ Us ’,
’9f;s ’,
’Sl6S ’,

’ SI : ’ ) :
’ S2 : ’) :
’ S3 : ~):

’%째.16d’， maxx-bJ:-r_X , maxy+b-y+r-y) :
-16d. 16d’,뼈xx-bJ:， 뼈xy+b-y):

’7«1, !¥d’ , maxx , maxy) :

hgSetTFcolor(때lTE):

hgPrint fXy(370.430 ,
x

’ Us ’ , ’ ### made by J. H. Shin ###’ ) :

void cal_dd20(doub1e a1야a， double beta)
-
‘
‘
、

double tl.t2.cc,dd:

m‘aw_stair20() :
cc =sqrt( pow( ((뼈xx-bJ:-rJ)-maxx) , 2)+ pow(«빼xy+b-y+r-y )-m앓y )， 2}):

t1
( (pow(ARMJ.ENG'깨， 2)+pow(BODY_또Nσ대， 2)-pow(cc ， 2»/(2*BODY-L핍GT.H*AR~LLENG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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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 (maxx-bJ:-rJ:(260) && (뼈xx-bJ:-rJ:)181»

alpha = acos(tl)/PI*180:

else
{

alpha = 360 - acos(tl)/PI*180:

dd =sqrt(pow((빼xx+fJ:-(빼xx-bJ:»， 2) +pow( (빼xy+Ly-(maxy+b -y»， 2»:
t2

:::((pow(AR빠.LENG'재，2)+pow(BODY-LENG깨， 2)-pow(dd， 2»/(2*BODY-LENGTl뀔때MJ.ENGTH)

if( (뼈:xx-b_x-rJ(15l) && (maxx-b.-X-r_x)70»

beta = acos(t2)/PI*180;

else

beta = 360 - acos(t2)/PI*180;
}

mxpoint =(뼈:xx+뼈:xx - bJ: )/2: II center point x axis/I
mypoint =(뻐xx+m없y + b-y )/2: II center point y axisll
sIx =maxx-bJ-rJ::
sly =maxy+b-y+r-y:
s2x =빼xx-bJ:

s2y =maxy+b-y:
s3x =maxx:
s3y =maxy:

hgSetπ’co Ior( BLACK) :
hgSetTBcolor(뻐11£):

h횡verTextXy(95 ， 80 ， ’ ’ ) :
h웰verTextXy(95 ， 105 ， ’ ’ ) ;
h혈etTFcolor(BLUE) :
hgPrint fXy(40 , 80, ’ 96s’, ’ alpha : ’) :
hgPrint fXy(40, 105, ’96s’, ’ beta : ’) ;
hgSetTFcolor( BLACK) :
hgPrint fXy(95, 80, ’ 964.3f’, alpha):
hgPrintfXy(95, 105, ’ 964.3f’, beta);

h횡etπ’coIor( BLACK) :
hgSetTBcolor(째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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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OverTextXy(225.90. ’ ’ ) ;
hgPrintfXy(225.90 , ’Ud. ll6d’, (maxx+maxx‘ b-X )/2 , (maxy+maxy+b-y )/2)

hgSetTFcolor(BLACK);
hgSetTBcolor(WHlTE);
hgOverTextXy(430, 80 ,
hgOverTextXy(430, 95.
hgOverTextXy(430.110. ’

hgSetTFcolor(BLUE);
hgPrintfXy(385 , 80,
hgPrintfXy(385 , 95 ,
hgPrintfXy(385 , 110,

hgSetTFcolor(BLACK);
hgPrintfXy(430.80 ,
hgPrintfXy(430.95 ,
hgPrintfXy(430 , 110.

.,

..
‘ll·-
‘‘.,,

’
’

’ 16S ’,
’ 16S" ’
’ 16S ’,

’ 51 : ’ ) ;
’ 52 : ’) ;
’ S3 :’) ;

’ll6d, ud ’ , maxx-b• x-r-x, maxy+b-y+r-y):
’16<1, 16<1’ , maxx-b_x,매xy+b-y):

갱d ， 16<1’， maxx， m양y);

hgSetTFcolor(WHITE):
hgPrint fXy(370 , 430, ’ 16S’, ’ ### made by J. H. Shin ###’) ;

void Draw_stair45(void)
{

hgL ine(380, 400 , 608 , 400, STAIRCOLOR):
hgL ine(380.400 , 380, 370, STAIRCOLOR):
h혈‘ine(380.370 ， 350 ， 370 ， STAIRCOLOR);

hgL ine(350.370 , 350.340.STAIRCOLOR);
h화.ine(350 ， 340 , 320, 340, STAIRCOLOR):
h릴‘ine(320 ， 340 , 320. 310. STAIRCOLOR);
hgL ine(320, 310, 290 , 310,S1’AIRCOLOR):
hgl. ine(290, 310.290, 280, STAIRCOLOR):
h화‘ine(290 ， 280.30 ， 280 ， STAIROOLOR):

void Draw_stair30(void)

hgL ine(350.400 , 608.400.STAIRCOLOR):
hgL ine(350.400 , 350.370.STAIRCOLOR);
hgL ine(350, 370.278, 370.STAIRCOLOR):
hgL ine(278.370 , 278 , 340.STAIRCOLOR):
hgL ine(278 , 340 , 206 , 340.STAIR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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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밍‘ine(206.340.206.3l0.STAIRCOLOR):

h방.ine(206.310.30.310.STAIRCOLOR);

void Draw_stair20(void)
{

hgL ine(350.400.608.400.STAIRCOLOR);
hgLine(350.400.350.370, STAIRCOLOR):
hgLine(350. 370 , 268. 370. Sl’AIRCOLOR):
h양.ine(268.370.268.340.STAIRCOLOR):

hgL ine(268.340 , 186.340,STAIROOLOR):
hgL ine(186.340.186.310.STAIRCOLOR):
hgLine(186.310.186.310.STAIR 띠LOR);

h방.ine(186.310.30.310.STAIRCOLOR);

void save(void)

FILE *fol;
char

*datal.*data2 .*data3.*data4.*data5. *data6.*data7.*data8 .*data9.*datal0

foI = fo야n( ’dist.OOt ’. ’ w+ ’) ;

sprintf( datal. ’1l64 .2f’. al야a);

fprintf( foI.datal);
fprintf( fol. ’ ," ):
sprintf( data2. ’1l64 .2f’. beta);
fprint f( fol , OOta2):
fprintf( fol .... ’ ) ;
sprintf( data3. ’%d’· six):
fprintf( fol.data3);
fprintf( fol , ’, ’ ) :
sprintf( data4. ’%d’· sly);
fprintf( fol , data4):
fprintf( foI. ’, • ) ;
sprintf( OOta5. ’%d’ .s2x):
fprintf( foI.OOta5);
fprintf( fol. ’, ’ ) ;
sprintf( data6. ’%d’ •s2y):
fprintf( fol.data6):
fprintf( foI. ’ , ’ ) :
sprint f( data7. ’%d’· s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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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rintf( fol.data7):
fprintf( fol , ’, ’ ) :
sprintf( data8 , ’96d’, s3y);
fprintf( fol , data8):
fprintf( fol , ’ . ’ ) ;

sprintf( data9 , ’96d’， m자)Oint) ;
fprintf( fol , data9):
fprintf( fol , .. , ’ ) :
sprintf( datalO , ’96d’, mypoint) ;
fprintf( fol , dataIO):
fprintf( fol , "\n’ ) ;

fclose( fol );

void navigation_45(void)

IIDraw_stair4511
hgSetTFcolor(BLACK):
hgColorWindowXy(15， 35 ， 170.148，때ITE) :
hgColorWindowXy(16.152 , 622.465, BLACK):
hgC이 orWindowXy(172 ， 35, 350. 14B.째UTE);
hgColorWindowXy(352.35.523， 148，聊ITE):

for{빼xx=519:maxx)475:maxx -=2)

Draw_robot(theta-f , theta-r , thetaJb, maxx);
cal_dd45(alpha.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f , theta_r , theta-h, maxx)

for(i =O :i(4:i++)

theta_b -= THETA-INC*2.8:
theta-r += THETA- INC:
maxx -=1:
Draw_robot(theta-f.theta_r.theta_b , maxx);
cal_dd45(alpha , beta):
delay(TI맨) ;
Draw_robotl(theta_f , theta_r , theta-h, ma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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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i =O ;i(16:i++)

theta-f += THETA-INC*3:
Draw_robot(theta-f.theta_r.theta_b.maxx);
cal_dd45(al빼a ， beta);
delay(TlME) :
Draw_robotl(theta_f.theta_r.thetaJb. 뼈.xx) :

for(i =O :i(25:i++)

ma.xx -=1. 5;
thetu -= THETA-INC*1.3:
theta-r -= 까-lETA-INC*0.355:

R ‘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h.maxx);
cal_dd45(alpha , beta):
delay(TlME) ;
Draw_robotl(theta_f , theta-r.thetaJb, 뼈.xx)

for(i =O ;i(35;i++)

뻐.xx -=0.3:
maxy -=1:
theta-f += 까IETA-INC*0.9:

Draw_robot(theta-f , theta-I‘. theta-h, maxx):
cal_dd45(alpha.beta):
delay(TlME) ;
Draw_robotl(theta_f, theta_r , theta-h .maxx)

for(i =O ;i(13:i++)

maxx -=0.3:
maxy -=1:
theta-f += THETA-INC*l.I;
Draw_robot(theta-f. theta_r , theta_b , ma.xx);
cal_dd45(alpha.beta);
delay(TlME) ;
Draw_robotl(theta_f.theta_r.thetaJb, maxx)

for(i =O :i(2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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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x -=0.3;
maxy -=1;
Draw_robot(theta‘ f.theta_r.theta_b.maxx);
cal_dd45(alpha.beta);
delay(TlME) ;
Draw_robotl(theta_f. theta_r , theta-h, maxx)

for(i =O ;i(ZO;i++)

maxx -=0.3;
maxy -=1;
theta_r += 까ffiTA.- INC*2.3;

Draw_robot(theta-f.theta_r.theta_b.maxx);
cal_dd45(alpha.beta);
delay(TlME) ;
Draw_robotl(theta_f.theta_r.theta-h .maxx)

for(i =O ;i(31;i++)

maxx -=0.3;
maxy -=1;
theta-r += THETA.-INC*0.9;
Draw_robot(theta-f.theta-r‘. theta-b. maxx) ;
cal_dd45(alpha.beta):
delay(TlME) ;
Draw_robotl(theta_f.theta_r.theta-h .maxx)

for( i쾌 ;i(26:i++)

theta_b += THETA.-INC*1.65:
theta_r -= THETA.-INC*1.15:
Draw_robot(theta-f.theta_r.thetaJb.maxx);
cal_dd45(alpha.beta);
delay(TlME) ;
Draw_robotl(theta_f. theta_r , theta-h .maxx)

for(i =O :i(3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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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x -=1;
theta_f -= THETA-INC*l. 7:
Draw_robot(theta-f. theta_r , theta_b.maxx);
cal_dd45(alpha.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theta_r, thetaJb .maxx)

for(i =O ;i<40;i++)

뼈xx -=1:
theta-f -= THETA-INC;
thetCLr -= THETA- INC;
Draw_robot(theta-f.theta-r.thetaJb.maxx);
cal_dd45(alpha.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 , theta_r.thetaJb.maxx)

for(i =O :i<60:i++)

maxx -=1:
Draw_robot(theta‘ f.theta_r.theta_b, maxx):
cal_dd45(alpha.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f.theta_r.thetaJb .maxx)

}

Draw_robot(theta-f.theta-r , theta_b.뼈xx):

}

void navigatio"-30(void)

II stair30 display//
hgSetTFcolor(BLACK):
hgColorWindowXy(15. 35. 170. 148，째ITE):

h양olorWindowXy(16.152.622.465.마ACK):

hgCo lorWindowXy(172.35.350.148 ,짜UTE):
h훤。lorWindowXy(352.35.523.148.때ITE):

for(maxx=519:maxx>447:maxx -=2)

Draw_robot(theta_f.theta-r‘ .thetaJb,뼈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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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_dd30(alph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 theta_r, theta_b, maxx):

for(i =O :i(8:i++)

the taJ> -= π-lETA...J NC*2:
thetCLr += THETA-INC*2:
빼xx -=1;
Draw_robot(theta-f.theta_r.theta‘ b.maxx):
cal_dd30(alph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theta_r.thetaJb.maxx)

for(i =O :i(16:i++)

theta_f += THETA-INC*3:
Draw_robot(theta-f.theta_r.theta-b.maxx);
cal_dd30(alph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CLf.thetCLr.thetaJb .maxx)

for(i =O ;i(22;i++)

maxx -=2;
thetaJb -= THETA- INC;
thetCLr += THETA-INC*O.l;
Draw_robot(theta-f.theta_r.theta_b.maxx);
cal_dd30(alph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f.theta_r.thetaJb .maxx)

for(i =O ;i(25;i++)

maxx -=1:
maxy -=1;
thetCLr -= THETA-INC*O.08;
theta_f += THETA-INC*O.9:
theta-.b += THETA-INC*O.65;
Draw_robot(theta- f , theta_r.thetaJb.ma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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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_dd30(alph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theta_r.thetaJb .maxx)

for(i =O ;i(10:i++)

maxx -=2.1:
maxy -=1;
Draw_robot(theta-f , theta-r , thetaJb.maxx):
cal_dd30(al빼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theta_r.thetaJb .maxx)

for(i =O :i(20:i++)

빼xx -=1. 8:
maxy -=1:
theta-f += 까ffiTA.... INC*O.2;

Draw_robot(theta-f , theta_r.theta_b.maxx):
cal_dd30(alph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theta_r.thetaJb .maxx)

for(i =O;i(lO:i++)

maxx -=2.3:
maxy -=1:
theta-r += THETA....INC:
theta_f -= 까ffiTA....INC*O.3:

Draw_robot(theta-f.theta_r.thetaJb.maxx):
cal_dd30(alpha. beta):
delay(TI~뾰) :
Draw_robotl(theta_f.theta_r.theta-h .maxx)

for(i =O :i(8:i++)

maxx -=2:
maxy -=1:
theta-r += 까ffiTA.... INC* 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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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h, maxx):
cal_dd30(alpha , beta):
delay(TI~또) :
Draw_robotl(theta_f , theta_r , thetaJb, maxx);

for(i =O :i(8:i++)

maxx -=2:
maxy -=1:
theta_r += THITA...JNC*0.05:
theta-h += 까{ETA.... INC* l. 29: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Jb, maxx):
cal_dd30(alpha, beta):
delay(Tl뻐) :
Draw_robotl(theta-f , theta_r , thetaJb, maxx)

for(i =O :i(4:i++)

maxx -=2:
maxy -::0.3:
theta_r += 까{ETA.... INC*0.00055:

theta-h += 까lETA.... lNC* l. 29: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_b, maxx):
cal_dd30(alpha , beta):
delay(TI뻐) :
Draw_robotl(theta_f, theta-r , thetaJb, maxx)

for(i =O :i(4:i++)

maxx -=2:
maxy -=0.3:
theta_r -= π{ETA....INC*0.5:

theta-h +:: 까뾰fA....INC* l. 29: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Jb, maxx):
cal_dd30(alpha ,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 theta_r , thetaJb, maxx)

for(i =O :i(2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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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xx -=2;
theta-f -= THETA-INC*O.8;
Draw_robot(theta-f.theta-r , theta_b.maxx);
cal_dd30(alph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theta_r, thetaJb .maxx)

for(i =O :i(25;i++)

뼈xx -=1:
theta-f -= THEI’A-INC*1. 9;
theta-r -= TI뾰rA-INC*1.5;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b, maxx):
cal_dd30(alpha , beta):
delay(TlME) ;
Draw_robotl(theta_f, theta_r.thetajb, maxx)

Draw_robot(theta_f.theta-r , theta_b ,뼈xx);

}

void navigatio"-20(void)
{

II stair2011
hgSetTFcolor( BLACK) :
hgColorWindowXy(15.35.170.148，때lTE);

hgColorWindowXy(16, 152.622 , 465.BLACK);
hgColorWindowXy(172. 35, 350. 148，때ITE);

hgC이orWindowXy(352， 35 ， 523 ， 148， 때ITE) ;

for(maxx=519:maxx)447:빼xx -=2)
{

Draw_robot(theta-f.theta_r.theta_b.maxx);
cal_dd20(alpha , beta);
delay(TlME) ;
Draw_robotl(theta_f , theta_r.thetaJb, maxx)

for(i =O ;i(4:i++)

theta_r += THETA-INC*1.2;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_b.maxx):
cal_dd20(alpha. 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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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TIME) ;
Draw_robotl(theta_f , theta_r , thetajb , maxx)

for(i =O ;i(12;i++)

theta_r += THETA-INC*1.2:
thetaJ> -= 까표TA-INC*I.3;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_b, maxx):
cal_dd20(alph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 , theta_r , thetaJb, maxx)

for(i =O ;i(16;i++)

theta_f += 까-IETA- INC*3: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_b.maxx);
cal_dd20(alph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 , theta_r , thetaJb, maxx)

for(i =O :i(20:i++)

maxx -::1. 5;
theta_r += THETA-INC*0.03;
theta-b -= THETA- INC*O. 7: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_b , maxx);
cal_dd20(alpha ,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 , theta_r , thetaJb, maxx)

for(i =O ;i(8;i++)

maxx -::1;
maxy -=0.8:
theta_r -= 까ffiTA-INC*0.03:

theta_b += 까ffiTA- INC*0.3:

theta_f += 까ffiTA- INC*0.9;

Draw_robot(theta- f , theta-r‘. theta_b, maxx};
cal_dd20(alpha , 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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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TI~또) :
Draw_robotl(theta_f , theta_r.theta-h, maxx)

for~i =O :i(20:i++)

maxx -=1. 25:
maxy -=0.8:
theta-r += 까-lETA...JNC*O.15:
theta-h += π-lETA- INC*0.3:

theta-f += 까-lETA- lNO~O. 9: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h, maxx):
cal_dd20(alpha , beta);
delay(TI~正) :
Draw_robotl(theta_f , theta_r , theta-h, maxx)

for(i =O :i(5:i++)

maxx -=1.5;
maxy -=0.5;
theta-r -= πfETA-INC*0.15;

theta_f -= n않rA-INC*0.9;

마‘aw_robot(theta-f. theta-r , theta_b, maxx):
cal_dd20(alpha ,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theta_r.thetaJb .maxx)

for(i =O :i(5:i++)

maxx -=2.5;
maxy -=0.5:
theta_f += π-lETA- INC*0.5: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_b, maxx);
cal_dd20(alph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theta_r , thetaJb.maxx)

for(i =O :i(10;i++)

max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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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y -=0.5:
Draw_robot(theta-f , theta_r.theta_b, maxx):
cal_dd20(alpha. beta);
delay(TI~또) :
Draw_robotl(theta_f.theta_r, thetaJb, maxx)

for(i =O :i(lO:i++)

maxx -=2.5:
maxy -=0.5:
theta-f -= THETA-INC*0.45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Jb, maxx);
cal_dd20(alpha, beta);
delay(TI~또) :
Draw_robotl(theta_f, theta_r , thetaJb, maxx)

for(i =O :i(lO;i++)

maxx -=2.5;
maxy -=0.5:
theta_r += THETA-INC*1.45;
Draw_robot(theta- f , theta-r , thetaJb .maxx):
cal_dd20(alph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 theta_r , thetaJb .maxx)

for(i =O :i(lO:i++)

maxx -=2.5:
maxy -=0.5:
theta_r += 까fETA- INC*0.6:

theta_b += T마TA-INC*0.6: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_b , maxx);
cal_dd20(alpha,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 theta_r , thetaJb, maxx)

for(i=0:i(1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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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x -=2:
maxy -=0.9:
theta-r -= THETA-INC*O.l:
theta_b += πlET，L INC* l. 2: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_b , maxx):
cal_dd20(alpha. beta);
delay(TH뾰) :
Draw_robotl(theta_f.theta_r.theta-h, maxx)

}

for(i =O :i(20:i++)

maxx -=1:
theta_r -= T뾰T，LINC*2;

theta‘ f -= 까lET，LINC*2.9:

Draw_robot(theta-f , theta_r , theta_b , maxx);
cal_dd20(alpha, beta):
delay(TlME) :
Draw_robotl(theta_f , theta_r , theta-h, maxx)

for(i =O :i(20;i++)

뼈xx -=1;
Draw_robot(theta- f , theta_r , theta_b , maxx);
caLdd20(al때a ， beta):
delay(TIME) :
Draw_robotl(theta_f , theta_r , theta-h, maxx)

Draw_robot(theta_f, theta-r , theta_b,뼈xx);

void setscreen()

벼AutoChi pSet( );
hgSetDisplay(hgVGA640x480x256):
hgSetMode(hgGRAPHICS):
hgSetH하1Font (HMAPPLE_HAN ) :
hgSetEn양on t (SMALL_ENG) ;

hgQuickSOutl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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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Quicklnlnit();
hgQuickSGraphlnit();

hgTextAttrlnit();
hgSetTextAttrOff();
hgTimerlnstall();

void endscreen()

hgTimerUninstall();
hgSetMode(hgT앉r);

void display_input_window(int xx , int yy)

int x, y.j;

hgPrtWindowXy(O , 0, 639. 479. ’Articulated Crawler Type Mobile Robot")
hgPrtWindowXy(15 , 150.623, 466. ’ The State of Climbing Stair W

);

hgPrtWindowXy(15 , 35 , 170.148, ’ ALPHA BETA’ ) ;

hgPrtWindowXy(172.35.350 , 148. ’ Center Point ’) ;
hgPrtWindowXy(352 , 35.523.148. ’ Senso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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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융파 송신부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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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절형 크로라 로보트의 외관

사진 1-1. 뼈RK VI 의 외관

사진 1-2. 빼RK VI 의 주행 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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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뼈RK VI 의 주행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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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뼈RK VI 의 오염물질 취급

사전 1-6‘ 뼈RK VI 의 트랙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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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뻐RK VI 의 계단 숭월

사진 1-8. 뻐RK VI 의 장애물 승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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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사진 1-10. MARK VI 의 장애물 승월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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