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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본 논문은 이동하는 음원을 이용한 모바일 로봇의 음원

추종제어에 대하여 논한다 우선 마이크로폰 개를 일자형. , 3

배열로 구성하고 음원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 TDOA (Time

기반의 상호상관 알Difference of Arrival) (Cross- correlation)

고리즘을 적용하여 신호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 값을

이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찾는다 이때 실시간으로 이동[1-5].

하는 음원은 목표점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모바일

로봇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완만한 주행을 하는

곡률궤적 기법을 제안하고 연구를 한다[6-14].

최근의 로봇은 홀로노믹 조건을 갖고 일정 공간에서만

이동성을 갖는 의 로봇과 이동성이 용이하고 논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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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노믹의 조건을 갖는 모바일 로봇으로 구분하며 이 모,

바일 로봇이 이동성 및 기능적 다양성과 서비스 로봇 엔터,

테인먼트 로봇 등의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장 많이 연

구가 진행 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는 거리 센서와 관성.

센서 등을 이용한 방법 비전을 이용한dead reckoning ,

인식 방법과 거리 센서를 이용한 맵 기반passive landmark

의 위치 인식 방법 등을 혼합하여 로봇의 위치인식에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오차가 누적되거나 많은 계.

산량을 요구하고 장비가 고가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13-19].

또한 모바일 로봇에 대한 연구는 로봇 자체의 주행에 관련,

한 경로 계획 위치추정 주행제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

경로 계획 은 초기 현재 모바일 로봇의 위치(path planning)

와 방향 및 목표점의 위치와 방향이 주어졌을 때 현재 모,

바일 로봇의 위치에서부터 목표점까지 경로를 생성하게 하

는 방법을 말하며 위치 추정 은 모바일, (location estimation)

로봇의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주행제어

는 모바일 로봇이 주행 중 슬립 현상(navigation control) (slip)

을 보상할 수 있도록 구동력과 제동력을 제어하는 방법으

로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하여 로봇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6-14].

위에 언급한 방법을 고려하여 최소주행시간 최소주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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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최소주행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 ,

등속도 운동으로 주행하는 로봇의 주행거리와 주행시간은

비례하며 주행거리가 일정할 때는 주행속도와 주행시간은,

반비례 관계가 된다 주행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주행속도를.

높이면 주행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7,8-11].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경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모바일 로봇의 주행에 있어서 경.

로계획은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행오차나,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을 줄일 수 있는 주행궤적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기존의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

일 로봇에 대한 연구는 등을 통Kalman filter, Particle filter

한 위치추정이나 주행 중의 오차를 보정하는 신경회로망, ,

적응 제어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 Fuzzy

구를 많이 하고 있다[8-11,13-25].

본 논문에서는 음원을 인식하는 센서를 제외한 외부적인

위치 센서를 사용하지 않은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음원을

추종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며 음원의 목표점이 실,

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로봇의 슬립을 최소화하면서 완

만하게 주행할 수 있는 곡률궤적을 제시한다 하지만 실시.

간으로 이동하는 음원을 추종하기 위해서 곡률궤적주행 자

체만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비정상적인 속도와 주행의 변화

에 따른 슬립현상을 최소화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속도,

제어기를 이용하여 속도에 따른 슬립오차를 줄였고PID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위해 두 개의 궤적직선[6-11], ( ,

곡선을 두어 실제 실험을 통한 성능을 평가한다) [8-12].

먼저 장에서는 곡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에서는II , III

곡률 주행을 위한 모바일 로봇의 기구학적 모델링에 대하

여 알아보고 장에서는 에서 알아본 이론적 바탕으, IV II, III

로 실제 모바일 로봇에 실시간 이동하는 음원의 위치에 따

른 곡률궤적의 주행원리에 대해서 논하고 장에서는 실, V

제 실험을 위한 전체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장에서는, VI VII

장에서 알아본 곡률궤적 주행원리가 타당성을 가지는 실험

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함으로서 이.

논문을 마무리 한다.

곡률II.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곡률이라는 정의는 곡선이 휘어진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 곡률은 실제 곡선과. 3D

곡면의 모델링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

모바일 로봇이 한 점으로 일정한 속도로 곡선의 호를 따라

이동 할 때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량이라고 말한다.

그림 에 보면 일정속력으로 곡선위의 한 점 에서 다른1 (P)

점 으로 곡선을 따라 이동할 때 얼마나 구부러진 곡선을(Q) ,

회전하는 가를 말한다 곡률을. 로 표시했을 때 다음과 같,

다[7-11,15].

  lim
∆→

∆

∆  

  (1)

곡률반경은 일정한 곡률을 가진 원의 반경으로 회전반경

이라고도 한다 회전반경을. 는 식 와 같이 나타낸다(2) .

  이면  



(2)

그림 1. 곡률반경.

Fig. 1. The radius of curvature.

식 을 살펴보면 곡선을 따라서 총 이동한 거리인(2) , ∆

는 곡선의 호의 길이이므로 곡선의 반지름에 비례한다 곡.

률 는 ∆에 반비례 하므로 전체적으로 곡률 는 곡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게 된다 즉 곡률. ,   이면 곡률반경은,

무한으로 곡선이 구부러지지 않으므로 직선이라 생각하면.

된다.

모바일 로봇이 곡률궤적을 따라서 주행할 때 회전반경,

혹은 곡률은 주행오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 로( ) .

봇은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주행 할 때보다 곡선으로 주행

시에 많은 오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로봇이 곡선을 주행할.

때 모바일 로봇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로봇의 바퀴와 지면과의 마찰력이 로봇에서 회.

전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되어 곡선운동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미끄러짐으로 인하여 주행오차가 발생

하게 된다 즉 구심력과 원심력은 순간회전에 의하여 크게. ,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여기서,  는 구심력이고, 는 곡률, 는 중력가속도(9.8

), 은 모바일 로봇의 중량, 는 모바일 로봇의 속도

를 나타낸다.

모바일 로봇의 기구학적 모델링III.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동하는 음원을 추종하기 위해서

는 로봇의 기구학적인 부분과 모바일 로봇의 주행특성에

대하여 알아야 하므로 아래에 소개 한다[7-15].

모바일 로봇의 기구학 해석1.

모바일 로봇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주행특성을 고려한

궤적을 설정하기 위해 모바일로봇의 기구학적 해석을 먼저

한다 그림 와 같이 개의 바퀴가 같은 축 상에 위치해 있. 2 2

으며 각 바퀴는 모터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제어가 된다, .

여기서, 

은 왼쪽 바퀴의 속도, 


은 오른쪽 바퀴의 속도

를 나타내며 양 바퀴사이의 길이는, 로 표시한다 로봇의.

움직임은 두 바퀴의 속도, 

및 


에 의해서 결정되며,

바퀴의 속도 값과 로봇의 선속도,  및 회전각속도, ,  와,

의 관계를 식 에 나타내었다(4), (5)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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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바일로봇의기구학모델.

Fig. 2. The kinematics model of a mobile robot.

차원 좌표계 상에서 로봇의 위치는2 (cartesian coordinate)


와 

로 표시하며 방향은, 로 나타낸다. 


와 
은 로봇의 선형속도 성분이 되며, 은 회전각속

도이다 직교좌표공간의 위치 및 방향을 로 정의하면. P ,

      (6)

로 표시된다 그러면 직교 좌표상에서의 속도는. ,

   


 


(7)

로 나타내어지며, 
  cos ∙, 

  sin ∙ 및,

  로 정의된다 과 를 바탕으로 모바일 로봇의. (6) (7)

기구학 모델은 식 로 표시된다(8) .

























cos 

sin












 (8)

기구학 모델을 바탕으로 로봇의 양쪽 바퀴에 적절한 속

도 값을 주어서 원하는 방향과 위치로 이동하게 한다.

순간회전중심2. (ICR: Instantaneous Center of Radius)

일반적인 모바일 로봇은 양쪽 바퀴의 속도에 의해 운동

상태가 달라진다 직선주행을 할 경우에는 로봇의 양쪽 바.

퀴의 속도가 같아지는 반면 로봇이 회전운동을 하는 경우,

양쪽 바퀴 속도의 비에 따라 회전 방향 및 곡률이 결정된

다 모바일 로봇의 회전운동에는 중심점이 존재하는데 이. ,

를 순간회전중심 이라(ICR: Instantaneous Center of Radius)

한다[7-11].

그림 은 를 중심으로3 ICR 만큼의 곡률 반경으로 회전

운동하는 모바일 로봇의 위치 및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림에서 모바일 로봇이 지점 시간( =  에서) 지점 시(

간 = ∆ 으로 이동할 때) , 지점에서의 로봇의 위치를


 

 라 하고, 지점에서의 로봇의 위치를 


′  


′  ′

라고 하면 의 좌표는 식 과 같이 정의된다, ICR (9) .

  
 ∙sin 

∙cos  (9)

그림 3. 모바일로봇의 ICR.

Fig. 3. The ICR of a mobile robot.

시간이 에서 ∆만큼 경과했을 때 모바일 로봇의 위치,




′  


′  ′는 모바일 로봇의 위치와 각속도 의 위치를, ICR

이용하여 다음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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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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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 ∆





 sin ∆



cos∆




















 





 






















∆






 (10)

또한, 지점에서 지점까지 모바일 로봇의 총 이동거

리 와 회전각도 의 수식적 표현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11)

















 ∆ 








∙





(12)

모바일 로봇의 곡률 궤적 주행 원리IV.

음원 위치에 따른 회전반경 및 이동 거리 결정1.

장에서의 이론적 바탕으로 모바일 로봇이 실시간II, III

으로 이동하는 음원의 위치를 인식하였을 때 목표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음원의 거리와 각도에 따라 곡률반경을 결

정해야한다 특히 모바일 로봇의 주행에서 회전반경이 클. ,

수록 이동거리가 증가하여 이동시간이 길어지며 작을수록,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회전반경을 선정하여 주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로봇이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음원의 발

생 위치로 이동할 때 거리와 각도에 따라 회전반경을 선정,

하고 목표점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15].

회전 반경 결정1.1

모바일 로봇의 회전 반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면에서



만큼 기울어진 방향에 임의의 거리 만큼 떨어진 위치D

에 음원이 위치한 경우 회전반경 과 순간회전중심, R ICR

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는 모바일 로봇과 음원 사이의 거리와 각도에 따4

라 회전반경을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는 모바일. I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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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양 바퀴와 동일선상에 존재하며 모바일 로봇의 현,

재 위치 목표 위치와 항상 이등변 삼각형을 이룬다 이 때, . ,

에서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한 변의 길이가 인ICR D/2

직각 삼각형이 되므로 정의를 이용하여 식 과 같이cos (13)

회전반경 을 유도할 수 있다R .

 
 ∙cos 





(13)

본 논문에서는 일자 형태의 마이크로폰 배열을 이용하여

로봇의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방향 각각 에서 사이의0° 90°

음원을 인식하므로 

의 범위는 에서 로 제한된다0° 90° .



가 일 때 식 에서 분모가 이 되므로 회전 반경이0° , (13) 0

무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즉 곡률이 인 직선운동을 한. , 0

다 반면. , 

가 일 때에는 식 에서 회전반경이 음원90° (13)

까지의 거리의 이 되면 와 목표점이 모바일 로봇의1/2 ICR

양 바퀴와 나란하게 되므로 모바일 로봇은 반원운동을 하,

게 된다.

이동 곡선의 길이 결정 이동 거리1.2 ( )

이번에는 그림 에서 보이는 곡률 궤적을 따라 이동 로4

봇이 실제 이동하는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바일 로봇은 음원을 인식하기 위.

한 마이크로폰센서를 제외한 외부 환경 인식 위치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모터의 엔코더 값만을 이용하여 이동 거리

를 계산하고 제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식 는 모바일. (14)

로봇이 이동해야 할 거리의 계산식을 나타낸다.

   ∙  ∙∙ 

 ∙ 
  (14)

식 에서 곡률궤적의 길이 는 회전반경 과 모바일(14) S R

로봇의 정면과 목표점이 이루는 각 

로 표현된다 본 논.

문에서는 좌우바퀴를 각각 제어하기 위해 모바일 로봇의

양 바퀴가 이동해야 할 거리를 다음 식 와 같이 구한(15)

다 회전각이 같을 때 이동 거리는 각 바퀴의 회전반지름. ,

에 비례하므로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 ±


 ∙ 

 ∙ 
  (15)

식 에서(15) 
은 좌우바퀴 각각의 궤적이고 은 모바L

일 로봇의 폭의 길이이다.

로봇의 속도 및 가속도 제어2.

회전 반경에 따른 속도 결정2.1

모바일 로봇의 곡선 주행은 양 바퀴의 속도 비에 의해

결정된다 각속도가 일정할 때 각각 바퀴의 선속도는 회전. ,

반경에 비례한다 따라서 일정 곡률에서 좌우바퀴의 속도를.

회전반경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전,

개한다.




 











(16)

식 을 양 바퀴의 속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여 다음(16)

식 을 유도할 수 있다(17) .

 


 









  (17)

위의 식을 통해서 


 

이면   ∞이므로 모바일 로

봇이 직선운동을 하고, 


≠ 

이면 로봇은 원 궤적을 그

리며 곡선 주행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 

과



의 차이가 클수록 이 작아지므로 동일한 거리를 이동할R

때 보다 곡률이 큰 곡선주행을 한다 식 을 정리하. (4), (17)

여 좌우바퀴의 속도를 모바일 로봇의 선속도로 표현하면

다음 식 와 같이 표현된다(18), (19) .




  


 ∙ (18)




  


 ∙ (19)

이동 로봇의 제한조건2.2

이동물체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로봇

이 경로를 잘 세워야한다 최적으로 경로를 계획하고 최소.

로 주행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안정성을 고려

한 조건을 정의 한다.

모바일 로봇의 양 바퀴의 속도를  , 이라 하고 가,

속도는  , 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 
max (20)




≤ 
max (21)

여기서, 
max
는 모바일 로봇의 설계상 최대허용속도를 나

타내고, 
max
는 최대허용가속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최대허용속도는 0.6 이고 최대허용가속도는, 0.6 

로 정하였다.

속도 제어2.3 PID

모바일 로봇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음원의 위치에 따라

곡률로 주행하기 위해 양 바퀴의 속도비가 정해진 값이 되

도록 속도 및 가속도를 제어해야한다 모바일 로봇이 정지.

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도착점에서 정지할 때까지 일정한

곡률로 주행한다고 할 때 속도가 인 상태에서 임의의 속, 0

도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임의의 속도에서 정지할 때까지

속도의 비가 일정해야하므로 가속도의 비도 일정하게 유지

되어야한다 또한 가감속 등속 구간의 시간이 같아야 한다. , .

그림 4. 음원위치에따른회전반경.

Fig. 4. The radius of rotation according to sound sourc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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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감속 구간에서 양 바퀴의 가속도 비는 등속 구간

에서 양 바퀴의 속도 비와 같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속도.

를 제어하기 위해 좌우바퀴 각각에 속도 제어기를 적PID

용하였으며 그림 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제어기의 구조를, 5

보여준다.

그림 에서 제어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5 . Reference

속도를 생성하는 부분과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Reference

를 통하여 제어량을 생성하는 부분이다 제어기 구조에서.

나타는 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이다 정지PLANT DC motor .

한 상태에서 목표하는 속도까지 바퀴의 속도를 빠르게 증가

시키는 동안 오버슈트가 발생하면 모바일 로봇의 궤적이 순

간적으로 틀어지게 되고 정상 상태 오차가 크게 발생하면,

곡률 주행 시 회전 반경이 달라져 위치 오차가 크게 발생

하게 된다 이것을 속도 제어를 통하여 잡아주게 된다. PID .

본 논문에서는 


 , 


 , 


 을 선정하였다.

곡률궤적 실험3.

정지 상태에서 목표점에 멈출 때까지 특정 곡률을 일정

하게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실험을 통하여 속도 제어가PID

곡률 주행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곡률. ,

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실제 주행에서의 속도 변화와 속도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도록 한다PID .

case 1) 정지 상태의 곡률 주행

모바일 로봇이 정지한 상태에서 거리 오른쪽 각도2m,

떨어진 목표점을 향해 속도로 일정한 곡률로45° 0.3mm/s

주행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때 양 바퀴의 속도 및 가속도와.

각각의 이동 거리를 표 에 정리하였다1 .

표 에 따라 속도 프로파일을 작성하며 주행한1 Reference

실험 결과를 그림 에서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은6 . 6, 7

속도 제어를 적용 전과 후의 고정 및 동적인 주행에PID

관한 경우를 모바일 로봇의 왼쪽 바퀴만을 속도 프로파일

로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속도 제어를 적6 PID

용한 경우 성능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고 제어기를 적용하

지 않은 경우에 가속 구간에서 속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

며 특히 등속도 운동에서 오버슈트와 정상상태 오차를 많,

이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case 2) 동적상태의 곡률 주행

다음은 일정한 곡률로 주행하는 도중에 새로운 목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실험이다 모바일 로봇이 정지한.

상태에서 거리 오른쪽으로 각도 떨어진 목표점을1 m, 45°

그림 5. 제어기구조PID .

Fig. 5. The structure of PID controller.

표 1. 정지상태의곡률의속도프로파일.

Table 1. The velocity profile of curvature of static state.

wheel

method

Left Right

속도
()

가속도
()

거리
()

속도
()

가속도
( )

거리
()

case 1 0.342 0.342 2.528 0.258 0.258 1.9

그림 6. 정지상태의곡률주행의속도프로파일.

Fig. 6. The velocity profile of curvature drive of static state.

표 2. 동적상태의곡률의속도프로파일.

Table 2. The velocity profile of curvature of dynamic state.

wheel

method

Left Right

속도
()

가속도
()

거리
()

속도
()

가속도
()

거리
()

case 2
Sec. 1 0.384 0.384 2.214 0.216 0.216 0.785

Sec. 2 0.216 0.216 0.785 0.384 0.384 1.413

그림 7. 동적상태의곡률주행의속도프로파일.

Fig. 7. The velocity profile of curvature drive of dynamic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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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속도로 일정한 곡률로 주행 후 거리 왼0.3mm/s , 1 m,

쪽으로 각도 떨어진 목표점을 인식하여 주행하는 경우45°

이다 처음 속도가 이 아닐 때에는 처음 속도와 목표 속도. 0

의 차이를 가속도로 설정하여 가감속 구간이 초가 되도록1

하였으며 실험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이동거리를 표 에, , 2

정리하였다.

은 정지 상태에서 일정한 곡률로 주행하는 중이Section 1

며 는 동작 상태에서 곡률이 변하여 주행하고 멈, Section 2

추는 과정이다 속도 제어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주. PID ,

행 경로가 바뀔 때 가감속 이후 오버슈트가 발생하고 등속

구간에서 속도 출렁거림이 발생한다 이러한 속도 변화는.

실제 궤적을 추종할 때 위치 오차를 발생시킨다, .

그림 에서는 속도 제어를 통하여 실제 궤적을 추종했을8

때 추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의 경우에 대하여, Case1, 2

실제 주행 궤적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속도 제어를 적용한 경우8 PID

에 위치 오차가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고정 곡률의 회전 반경은. 1.414 이며,

이동 거리는 2.214 이고 는 이다 동적 곡률의 회, K 0.451 .

전반경은 1) 0.707 2) 0.707 이며 이동거리는, 2.198 이

고 는 이다 실험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K 0.454 . 3 .

전체 시스템구성V.

시스템 구성1.

전체 시스템은 를 중심으로 구성MCU(MyCortex-LM8962)

되면 그림 와 같이 나타내었다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는9 .

블루투스 모듈을 통하여 로 에게 전달된다UART Com(PC) .

실험을 위하여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나누어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마스터 시스템1.1

슬레이브 시스템은 이동물체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MCU

로 핀을 통하여 스피커를GPIO 10 주기로 음원을 방

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불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100

의 주기로 데이터를 에게 보내주게 된다Com(PC) .

슬레이브 시스템1.2

우선 마스터에는 개의 를 사용하여 하나는 음원의2 MCU

데이터를 처리만 하는 목적으로 설계하였고 다른 하나는,

음원 분석이 완료된 후 제어신호를 통신을 이용하여SPI

보내게 되면 제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블루.

투스 모듈을 100 의 주기로 데이터를 으로 보Com(PC)

내준다.

그림 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위한10

흐름도를 나타낸다 파트 과 로 나누었으면 파트 에서. 1 2 1

음원의 분석이 완료 후 거리와 각도 값을 얻게 되면 파트

로 넘어가서 모바일 로봇을 제어하게 된다2 .

그림10. 전체시스템의흐름도.

Fig. 10. The flowchart of the overall system.

그림 8. 고정및동적곡률궤적의거리비교.

Fig. 8. The distance comparison of static and dynamic curvature

trajectory.

표 3. 고정및동적곡률궤적의실험결과.

Table 3. The experiment result of static and dynamic curvature

trajectory.

Curvature Control Distance(m) Time(s) Error(m)

Case 1
P 2.35 8 0.146

PID 2.33 7.92 0.044

Case 2
P 2.25 8.36 0.198

PID 2.25 8.11 0.085

그림 9. 전체시스템.

Fig. 9. The overa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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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로봇 시스템2.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두 개의 차륜구륜 형태의

로봇을 두 개를 구성하여 시스템 구성 에서 설명한 개념(1)

으로 마스터 로봇이 선두에서 음원을 방출하여 이동하게

되면 슬레이브 로봇이 방출된 음원을 감지하여 마스터 로

봇을 추적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과 는 이. 11 12

동 물체마스터과 모바일 로봇슬레이브로 구분되어 나타( ) ( )

낸다.

이동물체 마스터( ):•

이동물체는 에서 제작한1) NTRexLAB NT-Commander-1

을 구매하였고 차량형의 개의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4

양쪽의 앞과 뒤의 바퀴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구성하여

실제로는 자유도가 되도록 하였다 모터는 디엔지위드2 . DC

사의 이다 의 감속비를 가지고 모터를 회전RB-35GM . 50:1 , 1

하면 가 출력된다 또한 자기식 를 가지2600 Pluses . Encoder

고 있어 모터의 위치 정보를 얻는다 이동물체에는 음원을.

방출하는 스피커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일정한 소리를 방

출하도록 하였다 스피커는 롯데전자 사의 로 최대. LS-705

로 음원의 크기를 방출하게 된다 스피커 소리를 방출30W .

할 수 있도록 사의 파워엠프 를 구성하FunnyKIT 5W (R002)

였다.

모바일 로봇 슬레이브( ):•

마스터인 음원을 추적하는 이동로봇은 자유도를 가1) 2-

지는 차륜구륜 형태의 로봇으로 제작하였고 두 개의, DC

모터는 디엔지위드 사의 이다 의 감속비를IG-32PGM . 14:1

가지고 모터를 회전하면 가 출력된다 또한 자, 1 728 Pluses .

기식 를 가지고 있어 모터의 위치 정보를 얻고 제Encoder

어한다 모터드라이버는 엔티렉스 사의 이며. NT-DC20A , 200

급의 모터드라이버이다 정격전류가 에 동작 레벨은W DC . 7A

로 신호를 로 출력 할 수 있다3.3 ~ 5 V PWM 8 ~ 24 khz .

마지막으로는 뒤 부분에는 한 개의 볼 캐스터를 보조바퀴

로 부착하여 자세를 안정화 하였다 모바일 로봇 전방에는.

에듀티지 사의 콘덴서 마이크로폰 개를 부착하ETM-001 3

여 전방환경에 대한 음원의 위치정보를 얻는다 은. ETM-001

이며 감도는 이고 최소 에서 최대Omni-directional , 23dB 50hz–

까지 주파수에 대한 응답에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콘18khz .

덴서 마이크로폰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증폭해주는 장치가 있어야하므로 우리는 Velleman

사의 를 사용하였다K2372(universal stereo pre-amplifier kit) .

측정되는 주파수의 범위는 까지 고려40 hz ~ 30 khz(-3dB)

하며 최대 까지 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모바, 40 dB gain .

일 로봇이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얻어진 음원의 위치 정보를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동하게 된다.

여기서 마이크로폰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계열2) ARM

의 를 이용하여 의 분해능으로MyCortex-LM8962 10bit ADC

각각의 세 마이크로폰으로의 샘플링 주파수는 100 kHz(10

로 하여 신호를 측정하였으며 각 마이크로폰에 입력usec) ,

되는 신호의 시간차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을 고려하여

음원이 처음 인식된 순간에서 후에 음원의 위치2500 usec

를 추정하게 하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

를 두 개 사용하여 하나는 음원만MCU(MyCortex-LM8962)

분류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분류된 음원으로부터 모터나

센서를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하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그림12. 모바일로봇슬레이브( ).

Fig. 12. Amobile robot (Slave).

표 5. 모바일로봇의하드웨어제원.

Table 5. The hardware specifications of a mobile robot.

List Specification

Size(mm) 350(W)*820(L)*260(H)

Weight(kg) 3.94

Distance between wheels(mm) 410

Radius of wheel(mm) 60

그림11. 이동물체마스터( ).

Fig. 11. Moving object (Master).

표 4. 이동물체의하드웨어제원.

Table 4. The hardware specifications of moving object.

List Specification

Size(mm) 352(W)*326(L)*320(H)

Weight(kg) 5.3

Distance between wheels(mm) 290

Radius of wheel(mm)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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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용된부품.

Table 6. Used the component.

모바일 로봇

품목 제조사 품명

모바일로봇 PNU_IRL-LAB IRL_Robot

모터드라이브 NTRexLAB NT-DC20A

모터DC D&J IG-32PGM

MCU TI LM3s8962

Amplifier kit Velleman K2372

블루투스모듈 Sena_Tech PARANI-ESD200

배터리 애니알씨 11.1V-LiPo-Battery

이동물체

품목 제조사 품명

이동물체 NTRexLAB NT-Commander-1

MCU TI LM3s8962

모터DC D&J RB-35GM

배터리 애니알씨 11.1V-LiPo-Battery

스피커 INKEL INKEL 6K28G

주행로봇용

통합보드
NTRexLAB NT-ControllerBv1

블루투스모듈 펌테크 FB100AS

실험에 사용된 부품은 표 에 나타내었다6 .

실험 및 결과VI.

실험환경1.

장에서 설명한 곡률궤적 기법을 통한 위치추II, III, IV

정 방법과 이를 통한 제어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환경

을 그림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13 .

조건: 가로 세로 로 이루어지게 하고 음원의7.0m, 7.0m ,

소리는 스피커로부터 데이터 값을 얻었다.

궤적 추종 실험2.

본 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는 로봇과 이 음원을 실시간으로 따라Master

가면서 곡률 궤적 주행 특성을 고려한 로봇이 초기Slave 0

에서 까지 직선과 곡선 궤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제안m 7m

한 방법이 타당성을 가지는지 실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고자 한다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음원의 위치를 찾고 움직.

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주행을 통해 누적되는 오차(point to

에 대한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로point) . Slave

봇은 다른 위치추정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로봇의

엔코더 값만을 이용하여 의 로봇의 위치를 추종하게Master

한다.

직선궤적 추정실험2.1

그림 는 실시간 직선으로 움직이는 음원에 대한 추종14

실험이다 직선 상황에서 와 가 그래프 상에서. Master Slave

차이는 조금 보이지만 잘 추종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직선 궤적으로 목표지점에 가게 하였

을 때 로봇이 오차를 조금 보이는 것은 음원이 실시, Slave

간적으로 변화하면서 이동하므로 위치변화가 발생하기 때

문이다 즉 값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에서 로. , Curvature Master

봇을 부드럽게 직선적으로 따라감을 실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 부분에서 로봇이 조금 더 나온 것. Master

은 로봇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소리는 나

지 않게 하였다.

그림 는 직선 궤적에서의 로봇의 속도 프로파일15 Slave

을 나타낸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준 속도에 대하여 속.

도 제어하므로 오차를 많이 가지지 않고 잘 따라 감을 그

래프에서 볼 수 가 있다.

곡선 궤적 추종 실험2.2

그림 은 실시간 곡선으로 움직이는 음원을 추종하는16

실험이다 곡선궤적추종 실험의 경우 역시 와 가. Master Slave

그래프 상에서 차이는 조금 보이지만 잘 추종 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가 변위 내외에서도. Curvature ±90°

그림13. 실험환경.

Fig. 13.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그림14. 직선곡률궤적추종.

Fig. 14. The straight curvature trajectory estimation.

그림15. 직선곡률궤적의속도프로파일.

Fig. 15. The velocity profile of straight curvature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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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궤적을 부드럽고 정확하게 잘 움직이면서 추종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실험에서 의 경우 직선이 아닌 곡선. Master ,

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가 로봇이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도 오차를 줄Slave Master

이면서 잘 추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곡선 궤적에서의 로봇의 속도 프로파일17 Slave

을 나타낸다 여기서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준 속도에.

대하여 속도 제어하므로 오차를 많이 가지지 않고 잘 따라

감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

결론VII.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사용하여 이동 음원

의 위치를 인식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선행 모바일 로봇이,

실시간으로 소리를 내면서 주행하면 후행 모바일 로봇이

이를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추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러한 연구는 험지의 탐사나 이동을 위하여 대열을 이루고

이동하는 군집로봇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바일.

로봇이 정확한 궤적 추종을 위하여 곡률의 궤적주행 기법

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였다 향후에는 기법을 적용하여 다수의 로봇이. platooning

선두 로봇을 추종하는 연구를 진행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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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 대학원 석사 년1982 . 1990 USC

공학박사미국 남가주 대학교( ). 1992

년 현재 부산대학교 정교수 관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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