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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Manipulator가 장착된 반자율 이동체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

션 플랫폼 구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제 하드웨어 개발은

고비용 및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기 오류 검출에 대하여 어

려운 부분이 있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실제 로봇과 유사하게 모델링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구성을 위해 ROS와 Gazebo 기

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ROS는 하드웨어 추상화, 프로세스간의 데

이터 인터페이스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물리 엔진을 탑재하여

실제와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Gazebo는 하드웨어에서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전 가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이다. 시뮬레이

션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URDF 기반으로 로봇의 좌표변환 시스템을 구

축을 하였다. RViz를 활용하여 로봇 시스템 및 센서 데이터 흐름을 가시

화하였다. 본 논문은 전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와 하위 작업 및 이

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에 중점을 두었다.

Manipulator는 오픈 소스 MoveIt! 기반으로 모션 플래닝 알고리즘을 구



현하였다. 제안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모델링한 로봇 시스템의 기본 동

작을 확인하였다. SLAM, Navigation 그리고 Motion Planning 등의 공

개 패키지를 이용하여 본 시뮬레이션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시뮬레

이션 기반의 로봇 시스템의 성능 확인을 통해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한

기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ROS(Robot Operating System), Gazebo, 로봇 플랫폼, 시뮬레

이션,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내비게이션, 모션 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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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배경 및 필요성

본 논문은 Manipulator가 장착된 반자율 이동체 구현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플랫폼 구축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로봇은 기계·IT 등 다양한 기술에 집적되

고,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융합산업으로 산업용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전

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로봇 공학 분야의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 옵션이 수요와 함께 성장하였다. 그 예로 시뮬레이터를

인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시스템, 플랫폼 또는 프로토 타입을 검증하는 간

단하고 경제적인 대안이다. 그로 인해, 제한된 자원이나 재정적 제한으로 인해 시뮬

레이션 없이 발생하는 로봇 연구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실제 구현되기 전

여러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요구가 충족되는 물리적

모델, 센서 및 기타 장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일부 시뮬레이터는 검증된 코드를 실제

로봇으로 전송하고 하드웨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컴퓨터 과학 분야의 발전으로 시뮬레이션과 시각화 도구의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개발되었다. 현대 로봇 시뮬레이터는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 3D 시각화, 가상 로

봇 모델링 그리고 새로운 연구 작업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자동차,

토목, 생물 의학, 로봇 공학 및 기타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과 상황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다.

ROS 호환 측면에서 Gazebo와 V-REP은 쉽게 통합할 수 있는 3D 시뮬레이터이

다. Gazebo와 V-REP 둘 다 좋은 물리 엔진 옵션을 가지고 있다. 또한, Gazebo와

V-REP은 로봇 프로젝트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Nogueira는 Gazebo와 V-REP 시

뮬레이터를 비교하였다. ROS repository에는 Gazebo를 위한 사용 가능한 패키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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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Gazebo는 ROS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되는 표준 시뮬레이터로 V-REP보다 우

수하다고 볼 수 있다. V-REP은 가상 세계 모델링 측면에서 Gazebo보다 우수하다.

V-REP은 높은 그래픽을 요구하고 Gazebo는 ROS 프레임워크에 더욱 통합되어 있

다. Ivaldi의 연구에서 로봇 툴의 가장 관련성 있는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참가자들

의 응답 분석하였다. 결론은 Gazebo가 연구 커뮤니티에 적합하고 산업 커뮤니티에

는 V-REP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로봇 플랫폼은 연

구 커뮤니티와과 ROS의 호환성을 더 요구함으로 Gazebo 시뮬레이터가 더 적합하

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로봇 플랫폼은 다양한 센서들의 기능을 이용하여 로봇에 대

한 제어 연구를 진행하였다[1]. 시뮬레이션 기반의 로봇 플랫폼을 적용하지 않은 기

존 로봇관련 응용 시스템은 비용 및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한다.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 재료 및 하드웨어에 투자하기 전 지적 비

용만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 절감과 같은 효과가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은 로봇관련 제어 시스템 개발에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실제

로봇과 유사한 시스템 모델링과 성능 테스트가 가능한 로봇 시스템의 해석 플랫폼

을 구현하고자 한다. 로봇 시스템의 개발 단계에서 해석 플랫폼은 새로운 로봇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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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론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로봇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Robot Operating System

(ROS)와 Gazebo를 기반으로 성능해석관련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ROS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하드웨어 추상화, 패키지 수집, 프로세스간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장비

간의 통신을 위한 Architecture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Middleware이다.

ROS는 로봇 공학 연구 및 개발 커뮤니티의 로봇 제어 기술을 통합하였다. ROS는

기본 컨트롤러, 모델에서 자율 탐색 기능까지 로봇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

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Stack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재사용 가능

한 코드 및 도구는 커뮤니티 간의 다양한 오픈 소스 기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

고 있다. 또한, ROS 기반의 로봇해석 플랫폼은 제어해석 SW 개발에 필요한 시간

과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준다[3][4]. ROS를 통해 개발자는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기능을 접근할 수 있다. Gazebo는 물리 엔진을 탑재하여 실제와 유사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는 3D 시뮬레이터이다. Gazebo는 ROS와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픈

소스이므로 다른 개발자들과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다. Gazebo는 다른 툴보다 ROS

프레임워크에 더욱 잘 통합되어 있다. 본 시뮬레이터는 로봇 시스템, 센서 및 환경

모델 등을 지원하고, H/W중심의 로봇 시스템 개발 이전에 성능을 조기에 가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다[5]. 새로운 로봇 시스템은 ROS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Gazebo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함께 사용하면 안정적인 고성능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6].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로봇 플랫폼은 ROS와 Gazebo를 통해

모델링을 실시하였고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내비게이션, 모션 플래닝을 사

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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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봇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로봇 플랫폼은 Husky, Manipulator-H, Velodyne LiDAR,

Depth Camera, 2대의 Camera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로봇 플랫

폼의 구조는 서로 다른 장치 간의 통신 및 연계운영이 가능한 운영체계 ROS와 시

각화가 가능한 RViz 그리고 로봇 성능해석이 가능한 Gazebo로 구성되어 있다.

Unified Robot Description Format (URDF)을 통해 로봇의 동특성관련 전체 정보를

형성하여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여 3차원 모델로 표현하고 로봇의 각 관절 및 센

서 사이의 연결 관계인 Transform을 설정하였다. 또한, Simulation Description

Format (SDF)을 이용하여 로봇, 정적 및 동적 객체, 조명, 지형 및 물리학의 모든

측면을 나타내었다.

이 시스템은 Ubuntu Linux 16.04 환경의 C++에서 ROS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개발 플랫폼의 시스템 구조를 구성하였다. 물리적

로봇 및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을 위해 Gazebo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였다.

Gazebo내에 물리적 로봇에 대해 URDF와 SDF을 이용하여 제작한 모델을 구축하

였다. 로봇과 센서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전송 시스템은 C++와 Python

을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Gazebo를 이용하여 물리적 로봇과 센서 그리고 시나리오

환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Fig. 1] System structure of developmen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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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OS(Robot Operating System)

ROS는 2007년 5월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인공지능 연구소가 진행하던 Stanford

AI Robot (STAIR) 프로젝트를 위해 Switchyard라는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 2008

년 Willow Garage사에서 ROS라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개설한 이후 OROCOS를

흡수 통합하였고, ROS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소개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했으며 전 세계 로봇 개발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7].

ROS는 광범위한 라이브러리 및 도구를 통해 다른 로봇 플랫폼을 통합하는 로봇

응용 프로그램의 작성을 단순화하여 관리하는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유연한

프레임워크이다. 또한, 오픈 소스로 다른 개발자들과 함께 작업 및 통합하여 커뮤니

티의 지속적인 성장과 그에 맞는 연구개발을 유지할 수 있다.

ROS의 구성 요소는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인터페이스,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데이터 통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로보틱스 응용프

로그램의 작성을 돕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가상공간에서 로봇을 제어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툴로 나눌 수 있다.

ROS 프레임워크는 여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과 여러 장치의 실행을 연결하기

때문에 ROS 프레임워크는 광범위하게 여러 작업에서 사용되고 있다[8]. 이 프레임

워크는 토픽(Topic), 서비스(Service), 액션(Action), 메시지(Message), 패키지

(Package) 그리고 노드(Node)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Fig. 2]는 노드 간의 통신 과

정을 보여준다. 노드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 및 메시지 통신을 위한 네임 서버

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마스터를 이용하여 통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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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OS communication method

∙ 노드는 로봇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다른 노

드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이동하는 정보는 메시지라

고 한다.

∙ 메시지는 단방향 메시지 송수신 방식의 토픽과 양방향 메시지 요청/응답 방식

의 서비스를 사용한다.

∙ 패키지는 ROS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하나의 패키지는 최소한 하나 이상

의 노드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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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azebo

Gazebo는 2002년 Nate Koenig에 의해 개발이 시작된 이래, 최근에는 ROS와 함

께 Open Source Robot Foundation (OSRF)의 대표적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다.

DARPA는 OSRF를 통해 ROS와 통합된 Gazebo 시뮬레이션 프레임 워크의 업그레

이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9]. DRC Finals의 23 개 팀 중 18 개 팀은

ROS를 사용했으며, 14 개 팀은 Gazebo를 기본 시뮬레이션 프레임 워크로 사용하였

다.

Gazebo는 ROS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시뮬레이터로 3D 동적 멀티 로봇 환경

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거나 직접 설

계한 새로운 로봇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ROS와 함께 사용 시 실제 로봇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Gazebo에서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ROS

토픽을 발행하기 위해 플러그인을 사용한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센서들로는 초

음파 센서,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GPS 센서, IMU 센서, 영상센서 등을 지원한다.

특히 Gazebo는 Open Dynamics Engine(ODE), Bullet, Simbody 및 Dynamic

Animation and Robotics Toolkit (DART)와 같은 다양한 물리엔진이 제공되어 실

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10][11][12][13]. 이러한 시뮬레이터는 복잡

한 실내 및 실외 환경에서 로봇 시스템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기

능을 제공한다[14].

[Fig. 3] Robotics simulation Gaz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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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Viz

RViz는 3차원 시각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로봇 개발에 필요한 개발 도구를 직접

개발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된 센서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ROS 환경을 위해 개발된 시뮬레이터이다. RViz는 노드 간에 통신되는 토

픽을 표시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로봇을 구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GUI가

있다. 3차원 거리 정보는 점군을 나타내는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 형태로 쉽

게 변환하여 보여준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데이터를 로드하여 여러 실험할 때의 상황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Gazebo는 동

일한 환경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반면, Gazebo는 삽입된 환경에서 로봇이 실제

로 인식하는 것을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Gazebo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보완하

는 도구이다. 로봇 센서의 정보 외에도 모든 유형의 마커를 표시하거나 로봇의 궤

적을 시각화 할 수 있다. 제안된 로봇 플랫폼을 RViz 화면에 삽입하여 GUI에서 로

봇의 궤적을 계획하고 시각화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서 동작한다.

[Fig. 4] ROS 3D robot visua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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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봇 시스템 구성

3.1. Husky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센서 및 로봇을 탑재할 수 있는 중형 로봇 개발 플랫폼인

Husky를 사용하였다. Husky 로봇은 Clearpath Husky 플랫폼에 속하는 4륜 모바일

로봇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기 때문에 연구 프로젝트에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Husky는 견고한 구조와 높은 토크 드라이브 트레인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Husky의 길이는 99cm, 너비는

67cm, 높이는 39cm, 무게는 50kg이며 최대 Payload는 75kg이다. 또한, Husky의

Clearance는 13cm , 전력은 480W, 최대 1.0m/s 속도로 부드러운 모션을 제공한다.

Husky 메타 패키지는 현재 실제 환경과 Gazebo 및 RViz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Husky를 시뮬레이션하고 작동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여 여러 ROS 패키지

를 사용할 수 있다. [Fig. 5]은 Husky UGV 모델을 나타내고, Husky에 대한 상세

스펙은 [Table 1]과 같다.

[Fig. 5] Husky UGV model

Name Husky UGV

Max Speed 1.0 m/s(2.2 mph)

Size 990mm x 670mm x 390mm

Weight 50kg(110lbs)

Max Payload 75kg(165lbs)

[Table 1] Husky UGV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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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anipulator-H

Manipulator는 산업 응용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Manipulator는 주로 3

Degrees Of Freedom (DOF)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Manipulator는 다양한 분야에

서 사용되고 복잡한 동작이 필요하다. Husky에 장착될 Manipulator는 ROBOTIS사

의 Manipulator-H를 사용하였다. Manipulator-H는 6 DOF를 가지고 있다. 무게는

5kg, 최대 Payload는 3kg, Reach는 654mm 그리고 Repeatability는 ±0.05mm이다.

다른 6 DOF의 Manipulator보다 가볍기 때문에, Manipulator-H는 다른 장치들의

무게를 고려한 Husky Payload에 용이하다. Manipulator-H 모델은 [Fig. 6]과 같고,

[Table 2]은 Manipulator-H 상세 스펙을 표기하였다.

로봇 Manipulator는 다이나믹셀 H54-200-S500-R, H54-100-S500-R,

H42-20-S300-R 모델로 구성되었다. 다이나믹셀 모델의 경우 모터와 엔코더, 회로

보호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실험 도중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각도에 대한 Feedback 제어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위치 이동 및 자세 제어

가 가능하다. 속도 제어와 각도 제어 기능이 따로 있다. 다이나믹셀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사용함으로써 작고 가벼우면서도 감속비가 높은 감속 장치를 실현하였다.

또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진동 충격에 강한 내구성과 작은 백래쉬를 나타내고,

다이나믹셀의 정밀 제어는 1회전 당 최대 1,003,846(0.0004[℃]/pulse)의 높은 분해능

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각도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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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nipulator-H model

Name Manipulator-H

DOF 6 DOF

Payload 3kg

Weight 5kg

Reach 645mm

Resolution

Joint 1 ~ 4 :

-π(rad) ~ π(rad) / -251,961 ~ 251,961(pulse)

Joint 5, 6 :

-π(rad) ~ π(rad) / -151,875 ~ 151,875(pulse)

Operating Range

Joint 1 : -π(rad) ~ π(rad)

Joint 2 : -π/2(rad) ~ π/2(rad)

Joint 3 : -π/2(rad) ~ 3π/4(rad)

Joint 4 : -π(rad) ~ π(rad)

Joint 5 : -π/2(rad) ~ π/2(rad)

Joint 6 : -π(rad) ~ π(rad)

Communication RS485

[Table 2] Manipulator-H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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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VLP-16

Veldyne VLP-16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저전력 경량(590g)이

고, 초고속(최대 20Hz)으로 3D 환경을 스캔하여 초당 약 300,000 포인트를 생성하

는 멀티 빔 3D LiDAR이다. 고급 디지털 신호 처리 및 파형 분석은 고정밀도, 확장

거리 감지 및 보정된 반사율 데이터를 제공한다. 2005년 DARPA Grand Challenge

에서 발전한 미국 기반 회사인 Velodyne사에 의해 제조되었다. 이 회사는 동급 최

고의 LiDAR 기술로 명성을 얻었으며, 선도적인 개발자 및 제조업체로 선전되었다.

Velodyne사의 VLP-16은 [Fig. 7]과 같고, [Table 3]은 VLP-16 모델의 상세스펙을

표기하였다. VLP-16은 Angular resolution 2.0°, Vertical Field Of View (FOV)

+15.0°에서 -15.0°까지 정렬된 16개의 레이저 빔을 보낸다. 헤드 회전은 Horizontal

FOV는 360°, Angular resolution 0.1°에서 0.4°까지이다. 측정 범위는100m로 넓고,

출력되는 레이저의 파장은 905nm이다. VLP-16은 근거리 탐지 및 다양한 기능

(SLAM, Navigation)에 사용하였다.

[Fig. 7] Velodyne VLP-16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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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VLP-16

Sensor

- Time of flight distance measurement with

calibrated reflectivities

- 16 channels

- Measurement range up to 100 meters

- Accuracy : ± 3cm

- Dual returns

- Field of view (vertical) : 30° (+15° to –15°)

- Angular resolution (vertical) : 2°

- Field of view (horizontal) : 360°

- Angular resolution (horizontal) : 0.1° - 0.4°

- Rotation rate : 5 – 20 Hz

Laser
- Class 1 –eye safe

- 905nm wavelength

Weight 830g

Size 103mm x 72mm

Output

- Up to 0.3 million points/second

- UDP packets containing(Distances/ Calibrated

reflectivities/ Rotation angles)

[Table 3] VLP-16 LiDAR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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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봇 시스템 구축

4.1. 시스템 아키텍처

이 소프트웨어는 Linux의 C++에서 ROS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

현하고자 하는 로봇 플랫폼관련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Fig. 8]에 나타냈다. 플랫폼

시스템의 구조는 서로 다른 장치 간의 통신 및 연계운영이 가능한 운영체계 ROS,

시각화가 가능한 RViz, 로봇 성능해석이 가능한 Gazebo로 구성되어 있다[15]. 제안

하는 로봇 플랫폼은 ROS를 중심으로 하여 Husky, Manipulator-H, Velodyne

LiDAR, 뎁스 카메라, 2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RViz는 ROS 응용 시

스템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3D 시각화 Tool이다. 전체 로봇

모델의 구성, 장애물과의 거리 및 센서 정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는 RViz를 통

하여 표시하였다. 이동 로봇은 LiDAR 센서 데이터를 통해 지형정보를 획득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고 Gmapping 패키지를 활용하여 대상 지형에 대한 지도를 생성시켰

다. 그리고 뎁스 카메라를 이용하여 객체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로봇이 획득

한 영상 정보, 로봇 상태 정보, 지도 정보 및 지도상의 로봇 위치 등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가시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획득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정확한 목표

추종이 가능하도록 Manipulator 제어를 실시하였다.

[Fig. 8] Overall architecture of robo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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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델링

로봇 시스템의 상태를 모델링을 위하여, 3차원 모델링이 가능한 시각화 도구로서

URDF를 이용하였다. 다양한 로봇에 따라서 자유도가 가변되기 때문에 이를 정량적

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로봇 플랫폼을 통하여 구현된 로봇 동특성관련 전체 정보

는 URDF 파일로 형성하여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발생된 URDF 파

일을 통하여, 대상 로봇의 움직임을 3차원 모델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로봇의 각

관절 및 센서 사이의 연결 관계인 Transform (TF) 설정도 가능하게 하였다[16]. 따

라서 대상 로봇의 각 관절 및 센서에 대한 상대적/절대적 위치를 획득하여 대상 로

봇의 시스템 제어를 용이하게 하였다. URDF 파일은 Extensive Markup Language

(XML) 태그를 통해 쉽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XML 태그를 이용하여 로봇의 각

구성 요소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로봇의 이름, 기저의 이름, 기저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는 URDF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로봇의 구성 요소는 링크와 관절을 정

의하기 위한 Link 태그와 Joint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링크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링크의 이름과 크기, 무게, 관성 등을 표현하였다. 또한, 관절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관절의 이름, 종류, 각 관절이 연결된 링크 등을 표

현하였다. 더구나, 로봇 구성 요소에 대한 동역학적 요소, 시각화 그리고 충돌판단

에 대한 모델을 추가하였다. 로봇의 관절과 액츄에이터 간의 관계는 ‘Transmission’

태그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설정하였다. 로봇 모델의 색상 정보는 RGBA (Red

Green Blue Alpha) 형식이 포함된 Material 파일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Fig. 9],

[Fig. 10], [Fig. 11]은 링크, 관절, 트랜스미션 태그의 요소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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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deling elements of link

[Fig. 10] Modeling elements of joint

[Fig. 11] Modeling elements of transmission

로봇 플랫폼의 기본 구성은 링크와 관절로 나눠서 설명하였다. 로봇 플랫폼을 구

성하는 관절을 표현하기 위하여 로봇과 센서의 링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링크는

상위 링크와 하위 링크로 나눌 수 있다. 모든 링크에는 고정된 자신의 좌표 프레임

이 있어 상위 링크와 하위 링크의 변환 정보를 관절 정보에 입력하였다. URDF 파

일은 Base link의 운동학 및 동적 세부 사항과 상위 링크와 관절 세부 사항을 설명

할 수 있다. 설계한 부분들은 URDF파일 형식에 맞춰 제작하였고, 이를 RViz를 통

하여 확인하였다. RViz는 사용자가 로봇을 구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Grap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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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Interface (GUI) 기능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로봇 및 센서에 대한 노드의 통신

은 토픽을 사용하였다. [Fig. 12]는 RViz상에서의 전체적인 로봇 플랫폼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Fig. 12] Robot platform model in RV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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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UGV 모델

본 논문은 Huksy UGV가 Skid-steered 구성에서 2차원 평면으로 이동한다고 가

정하였다. 관성 프레임의 원점은 로봇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리고 로봇

의 바디 프레임은 초기 조건과 관성 프레임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Unmanned ground vehicle (UGV) Kinematic은 다음 [Fig. 13]과 같다.

[Fig. 13] Kinematics of the UGV model














·










 (1)

여기서  , 는 로컬 프레임에 대한 UGV의 이동 속도이고, 는 Yaw angle이

다. 과 은 각각 좌우 바퀴 쌍의 선형 속도를 나타낸다. Kinematic 관계 행렬

M을 얻기 위해, UGV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 (ICR)을 사용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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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로컬 좌표를 고려하면 회전 중 UGV 의 ICR은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바퀴의 ICR은   
 

,   
 

로 표현된다.

UGV의 회전 중심 및 왼쪽과 오른쪽의 ICR은 UGV x축에 평행한 동일한 라인에

위치한다. UGV의 기하학적 중심에서 이 평행선까지의 거리는 
이므로





이다.

질량 중심의 위치는 왼쪽 및 오른쪽 ICR의 위치에 영향을 준다. 이 작업에서, 두

ICR 사이의 거리는 Slip track (B)으로 정의된다.




(2)


값의 범위는 ±∞이다. 

가 변하더라도 
, 

, 
값은 Maneuver에

상관없이 특정 지형의 경계 영역 내에 남아 있다. 따라서 슬립 트랙은 UGV의 전체

미끄러짐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슬립 트랙이 클수록 측면 움직임에 기여하는

바퀴 속도가 증가하고 종 방향 변위에 기여하는 바퀴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스키딩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다음 관계를 얻었다.

 

·
· ·

·
(3)

 

·
· ·

·
(4)

 

· · (5)

Kinematic 관계 행렬 M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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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Manipulator 모델

Manipulator의 각 관절이 특정한 각(q)을 이루고 있을 때, 말단 장치의 위치()

는 각의 크기와 링크 길이(l)의 함수로 식 7과 같이 나타낸다.

  (7)

본 논문에서 사용된 Manipulator는 6 DOF인 Manipulator-H이다. 로봇의

Kinematic 계산에 대한 연구는 많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Denavit-Hartenberg

분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Denavit-Hartenberg 방법은 복잡성

에 상관없이 직렬 Manipulator의 모든 Joints 및 Links 모델링을 위한 다양성과 수

용성 때문에 로봇의 Kinematic 모델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었다[18]. Manipulator 모

델의 D-H 구성 및 D-H 파라미터 값은 [Fig. 14]과 [Table 4]과 같다.

[Fig. 14] D-H Configuration of the Manipula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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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  (mm) (mm) (rad)

1 -π/2 0 0 

2 0 265.69 0 

3 -π/2 30 0 

4 -π/2 0 258 

5 -π/2 0 0 

6 0 0 0 0

[Table 4] D-H parameter for Manipulator

 ,  , , 은 각각 Link twist, Link length, Joint offset, Joint angle이다.

주어진 관절 각도로 End effector의 위치와 방향을 계산하는 것을 Forward

kinematics이라고 한다. Forward kinematics 방정식은 변환 행렬로 생성하였다. 행

렬의 처음 세열은 End effector의 방향을 나타내고 마지막 열은 End effector의 위

치를 나타내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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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뮬레이션 환경 설정

Gazebo를 이용하여 로봇이 적용되는 운영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Gazebo에서 URDF 파일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로봇에 대한 시뮬레이션관련 특정

태그를 추가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SDF는 로봇 시뮬레이터, 시각화 및 제어를

위한 물체 및 환경을 표현하는 XML형식의 언어이다. 또한, 로봇, 정적 및 동적 객

체, 조명, 지형 및 물리학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형식이 되었다. 로봇, 환경 및 제어는 SDF를 통해 객체에 대한 여러 속성을 추가적

으로 나타내었다[19]. 로봇 모델에 대한 정보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Gazebo 파일

인 SDF 형식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URDF 모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Gazebo plugins을 사용하여 ROS와 직접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또한, 이것

은 시뮬레이션 된 로봇을 제어하는데 사용하였다. 센서 출력 및 장치의 입력은

ROS 메시지 및 서비스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World 파일은 Gazebo가 실행될 때

초기 환경을 설정하는 파일이다. World 파일은 로봇, 조명, 센서 및 정적 객체를 포

함한 시뮬레이션의 모든 요소가 포함하였다. World파일에는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

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였고,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작한 후에 Launch 파일에 추가

하였다. Gazebo에서 생성된 로봇 및 환경의 모델은 [Fig. 15]에 보여주고 있다.

[Fig. 15] The robot and environment model created in Gaz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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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봇 플랫폼 성능 검증

Gazebo를 통해 로봇과 환경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실제 로봇을 제어하도록 설

계된 코드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테스트하였다. RViz는 링크의 상대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고, Gazebo는 가상 세계에서 실제 로봇을 대신하여 실험 테스트를 실시하

였다. 로봇 성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 위하여, 로봇 및 센서는 Husky,

Manipulator-H, Velodyne LiDAR, Depth Camera, 2대의 Camera 모델을 이용하였

다. 로봇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SLAM, Navigation, Motion Planning과 같은

응용측면의 성능해석을 시뮬레이션 및 실제 환경에서 실시하였다. 특히, 2개의 카메

라를 활용하였는데, 첫 번째 카메라는 환경 모니터링에 사용하여 상황을 인지하였

고, 두 번째 카메라는 Husky 로봇 앞에 장착하여 작업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5.1.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은 특정 Map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지도 생성

을 수행하기 위하여, Gmapping와 Hector SLAM 패키지를 적용하였다[20][21].

Gmapping와 Hector SLAM 패키지는 SLAM 구현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패키지이

다. Gmapping은 레이저 기반 SLAM 알고리즘으로 Rao-Blackwellized Particle

Filter SLAM 방식을 사용한다. Gmapping 패키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LiDAR 센

서와 Odometry 데이터가 필요하다. Gmapping는 가장 최근의 센서 관측 값과

Odometry 데이터를 통해 Particle filter의 예측 단계에서 로봇 위치에 대한 불확실

성을 감소하여 정확한 로봇 위치를 계산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Gmapping 알고리즘

실행으로 그리드 맵을 생성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Gmapping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맵은 TF (Laser, Base 그리고 Odometry을 위한 프레임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변환)

데이터와 Laser scan (지도 생성을 위한 Laser scan)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하였

다. [Fig. 16]은 본 논문에서 SLAM 수행을 위한 Gmapping 알고리즘의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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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nceptual diagram of Gmapping

Hector SLAM은 Odometry 정보 없이 거리측정으로 그려진 맵 기반으로 지도를

제작한다. Hector SLAM은 Laser scan형식의 2D LiDAR 데이터만 필요하다.

Hector SLAM에 사용된 스캔 매칭은 알고리즘에서 제안된 Gauss-Newton 접근 방

식을 기반으로 하였다[22]. 이 알고리즘은 LiDAR가 스캔하는 것과 동일한 빈도로

2D 지도 및 지역화를 구축하였다[23]. 아래의 그림은 Hector SLAM 알고리즘 실행

으로 그리드 맵을 생성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Hector SLAM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맵은 Odometry 데이터 없이 Laser scan 데이터를 입력 받아 생성하였다. [Fig. 17]

은 Gmapping 알고리즘과 비교하기 위한 Hector SLAM 개념도이다.

[Fig. 17] Conceptual diagram of Hector 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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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M 실험은 Gazebo에서 제작한 공간(7.78m×7.62m)에서 수행하였다. 실험은

Gazebo에서 제작한 공간의 치수와 SLAM으로 생성된 지도의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Gmapping 알고리즘과 Hector SLAM의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에

필요한 Odometry 데이터, Laser scan 데이터는 ROSbag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다음, Gmapping과 Hector SLAM은 기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2D 그리드 지도 생성을 위하여, Velodyne의 3차원 LiDAR Point를 2차원으로 바꾼

LiDAR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또한, 로봇의 속도는 0.3m/s로 제어하였다.

[Fig. 18]은 ROSbag을 이용하여 Gmapping과 Hector SLAM으로 생성된 지도를

비교를 한 것이다. A room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B room은 하나의 원기둥 장애물을 가진 Room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C room은 하나의 벽 장애물이 있는 Room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미지공간에 대한 지도 생성을 위하여, 로봇은 전체 작업 공간에 대하여 이동시켰다.

로봇을 이동하며 지도상에 장애물이 없는 지역과 장애물이 있는 지역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 작업 공간에 대한 주행 가능한 영역 및 주행 불가능한

영역을 2D 지도로 생성하였다.

Hector SLAM에 대한 A room에서 얻은 지도는 실제 치수와 크게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큰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Laser scan 데이터만 이용하여

부정확한 스캔 일치 계산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B room에서 얻은 지도는

두 SLAM 알고리즘 모두에 대하여 정확하게 생성하였다. Hector SLAM 알고리즘

은 원기둥 장애물로 인하여 더 정확한 계산을 하여 시뮬레이션 환경과 비슷한 지도

를 생성하였다. C room에서 얻은 지도는 Gmapping 알고리즘만 정확하게 생성하였

다. Hector SLAM은 방에 벽 장애물이 존재하지만 오직 Laser scan 데이터로 지도

를 생성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지도를 생성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큰 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은 Gmapping 알고리즘이 Hector SLAM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지도를 생성되었다. 지도 생성은 큰 장소에서 시뮬레이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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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 Laser scan 데이터만 이용하여 지도를 생성하였던 Hector SLAM은

한계가 있었다. 반면 Gmapping은 Laser scan 데이터와 Odometry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환경과 비슷한 지도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8] Comparison of maps generated using Gmapping and Hector SLAM

in A, B, C room

시뮬레이션 기반의 로봇 플랫폼이 실제 환경에서도 SLAM의 정상동작 확인을 위

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로봇 플랫폼을 실제 로봇 플랫폼에 인터페이스를 실시하여

해석결과의 실증기반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Gmapp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LAM 동작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Fig. 19]는 실제 환경에서 SLAM을 수행한 그림으로 인터페이스를 실시한 실제 플

랫폼에서도 SLAM을 이용하여 지도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9] Performing SLAM in a re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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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Navigation)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Mapping, Localization 그리고

Planning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SLAM 기능을 이용하여 점유 격자 지도 생성을

수행한 후 생성한 지도를 기반으로 탐색을 위한 Move Base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이 패키지는 Global planner, Local planner 그리고 Global/ Local planner에 대한

Cost map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24].

∙ Global planner은 Navigation 작업 내에서 글로벌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

하였다[25]. Global planner은 Dijkstra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로봇의 현재 위치에

서 현재 할당된 목표까지 글로벌 맵을 통해 경로를 계산하였다.

∙ Local planner는 최종적으로 로봇의 경로가 주어지면 로봇의 이동속도를 계산

하였다. Local planner는 Global planner가 생성한 정보와 Local cost map의 정보를

받아 속도 명령을 생성하여 로봇으로 정보를 전달하였다.

∙ Cost map는 점유 격자 지도 기반으로, 로봇의 자세와 센서로부터 얻은 주변

정보를 이용하여 각 픽셀을 장애물, 이동 불가 영역, 이동 가능 영역을 계산하는데

사용하였다. Global planner는 Cost map을 사용하여 글로벌 경로를 생성하고, Local

planner는 Cost map을 사용하여 충돌을 확인하였다.

Move Base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부 이동 경로 계획에서 사용하는

Odometry 데이터, 로봇 구동을 위한 센서 값, 목표위치 데이터, 점유 격자 지도 기

반 데이터를 통합하였다.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 Navigation 기능은 Move Base 패

키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Move Base 패키지는 Particle filter 기반의 위치 추정

알고리즘인 Adaptive Monte Carlo Localization (AMCL)를 사용하여 목표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26]. AMCL은 Monte Carlo Localization (MCL) 알고리즘

에서 적은 수의 샘플 수를 사용하여 수행 시간을 줄여서 실시간성을 높인 알고리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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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단계에서는 로봇의 이동 모델      과 이전 위치에서의 확률

  , 엔코더로부터 받은 이동 정보 u를 이용하였다. 다음 시간에서의 로봇의

위치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9)

보정단계에서는 센서 모델  , 다음 시간의 로봇 위치 ′ , 정규화 상수

에타 를 이용하였다.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올린 현재 위치의 확률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0)

샘플링 과정은 이전 위치에서의 확률   에서 로봇의 이동 모델

     을 이용하여 새로운 샘플 집합인 
′를 추출하고, 이 샘플 집합 

′ 중

샘플 i인 
′와 거리 센서로부터 얻은 거리 정보  , 정규화 상수 에타 를 이용하

였다. 가중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1)

마지막으로 리샘플링 과정에서는 샘플 
′와 가중치 

를 이용하여, N개의 새

로운  샘플링 집합을 정의하였다.

 
  ∼

′ 
 (12)

[Fig. 20]은 본 논문에서 내비게이션 성능 검증을 위한 Navigation 시스템의 개념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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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onceptual diagram of navigation system

SLAM을 통하여 점유 격자 지도 생성을 수행한 후 Navigation 기능은 생성한 지

도를 기반으로 탐색을 위한 Move Base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지도 데

이터는 Gmapping이 정확한 지도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탐색은 Gmapping으로 생성

된 지도를 사용하였다. [Fig. 21]은 생성된 지도 환경에서 목표 지점까지

Navigation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Navigation의 검증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10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과 목적지까지 도착에 대한 성공 횟

수를 측정하였다.

A room에서 성공 횟수는 10회 모두 성공하였고 평균 도착 시간은 22.63초이다.

가장 빠른 도착 시간은 17초이며, 가장 늦게 도착한 시간은 33.96초이다. B room에

서 성공 횟수는 7회이며 그리고 평균 도착 시간은 27.42초이다. 가장 빠른 도착 시

간은 15.74초이며, 가장 늦게 도착한 시간은 45.81초이다. C room에서 성공 횟수는

6회이며 그리고 평균 도착시간은 88.19초이다. 가장 빠른 도착 시간은 35.12초이며,

가장 늦게 도착한 시간은 116초이다.

전체적으로, 원기둥과 벽처럼 제한적인 영역의 장애물이 있는 방에서의

Navigation 기능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로 생성은 로봇의 자세와 센서

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동 가능한 영역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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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Navigation execution in the generated maps to the target point:

Performance in the A room; Performance in the B room; Performance in the

C room

A room B room C room

Success 10/10 7/10 6/10

Time(s) 22.63 27.42 88.19

[Table 5] Navigation success and execution time to the destination

시뮬레이션 기반의 로봇 플랫폼이 실제 환경에서도 Navigation 기능의 정상동작

확인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로봇 플랫폼을 실제 로봇 플랫폼에 인터페이스를

실시하여 해석결과의 실증기반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환경

에서 사용한 Navig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작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Fig. 22]

는 실제 환경에서 Navigation 기능 수행으로 첫 번째 그림은 초기 패스 생성 및 추

종, 두 번째 그림은 패스 추가 생성 및 추종, 마지막 그림은 최종 위치 도착에 대한

그림이다. 인터페이스를 실시한 실제 플랫폼에서도 Navigation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2] Performing navigation in a re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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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모션 플래닝

Manipulator의 여러 기능을 다루고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MoveIt은 오픈 소

스 라이센스로 플러그인을 통해 Forward kinematics solver, Inverse kinematics

solver, 계획 기술 및 충돌 감지 방법을 접근하기 위한 ROS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

레임워크이다[27]. 본 프로그램은 역기구학 해석, 모션 플래닝, 동역학, 제어기 등에

대한 다양한 로봇관련 응용 SW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MoveIt은 진보된 로봇 공

학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로봇 모델을 평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MoveIt은 산업, 연구, 개발 및 다른 영역에 대한 통합 로봇 공학 모델의 구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한다. MoveIt의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은 [Fig. 23]과 같다.

[Fig. 23] MoveIt system architecture

MoveIt의 주요 장점은 장애물을 고려하여 궤적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궤적을 감

지하고, 환경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물체를 고려하여 궤적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러한 방식으로 로봇 충돌은 궤적 계획이 어려운 환경 조건을 피할 수 있다. MoveIt

은 경우에 따라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광범

위한 플래너를 포함하여 로봇을 동작하도록 설계되어있다. MoveIt에서 역기구학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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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얻어진 각 관절 값은 가상 환경의 Manipulator로 전달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절 값을 전달해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패키지를 제작하였다. 인터페이

스 컨트롤러 패키지를 사용하여 Manipulator의 컨트롤러와 통신을 하였다. 가상 환

경 Manipulator를 동작하기 위한 각 관절의 값들은 ROS 토픽, 서비스, 액션을 통하

여 명령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Manipulator 상태 정보는 Joint states 토픽을 수신하

여 결정하였다. 그리고 변환정보는 TF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모니터링을 하였다.

충돌 없는 궤적은 Fast Collision Library(FCL)를 사용하여 계획하였다. 모델의 각

링크 간의 허용되는 충돌을 정의하는 Allowed collision matrix를 통해, 모델의 각

링크간의 충돌 확인에 대한 필요성인 이진 값을 인코딩하였다. Self-collision

matrix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Sampling density를 지정하였다. 높은 Sampling

density는 로봇의 여러 자세에서의 링크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계산이 많아진다.

[Fig. 24] Robot platform MoveIt in simulation

Open Motion Planning Library (OMPL)은 광범위한 최신 샘플 기반 모션 플래닝

을 구현하는 오픈 소스 궤적 계획 라이브러리이다. OMPL 플래너는 추상적으로

OMPL의 정의 및 구현에 로봇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MoveIt은 로봇

문제에서 작동하는데 필요한 Back end로 OMPL을 구성하여 동작한다. 이 라이브러

리는 MoveIt에서 모두 지원된다.

Stochastic Trajectory Optimization for Motion Planning (STOMP)은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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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with Path Intergrals (PI2) 알고리즘 기반으로 플래너를 구현한다. 장애물

을 회피와 제한을 최적화하여 로봇 팔의 부드러운 궤적을 계획한다.

Search-Based Planning Library (SBPL)는 공간을 분리하여 탐색하는 방법 기반

인 플래너를 제공한다. 최신 버전의 MoveIt에 통합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 중이다.

Covariant Hamiltonian Optimization for Motion Planning (CHOMP)은 간단하고

훈련된 다양한 움직임을 Gradient 기반으로 한 궤적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다차원

플래너는 계획 단계와 최적화 단계에서 궤적 생성을 분리하지만, CHOMP 알고리즘

은 최적화를 기반으로 궤적 계획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 최적화 단계에 대한 공

변량 및 기능적 Gradient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MoveIt의 OMPL을 기반으로, 로봇 플랫폼에 다양한 샘플링 기반 모션 플래닝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조작하였다. 기하학 계획 알고리즘은 Rapidly exploring Random

Tree (RRT), RRT Connect, RRTstar, Single-query Bi-directional probabilistic

roadmap planner with Lazy collision checking (SBL), Expansive Spaces Tree

(EST), Kinodynamic motion Planning by Interior-Exterior Cell Exploration

(KPIECE), Probabilistic RoadMap (PRM), Lazy PRM 등을 포함하는 OMPL으로

구현된다. 그 중 RRT, RRT Connect, RRTstar 알고리즘을 실행하였다

[28][29][30][31][32][33].

RRT는 잘 알려진 단일 쿼리 플래너로, 트리를 만들고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RRT는 초기 구성을 기반으로 경계가 있는 여유 공간과 탐색되지 않은 영역 방향

으로 트리 구조로 확장한다. 이 알고리즘은 자유 구성 공간에서 무작위로 샘플링

노드를 추출하며, 트리의 특정 거리에 있는 샘플된 노드는 Edge에 의해 트리에 추

가된다. 트리에 노드와 Edge의 작업은 노드가 목표 위치까지 도착할 때까지 반복된

다. 목표 영역에 노드가 생성되거나 한계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RRT Connect는 고차원 구성 공간에서 단일 쿼리 경로 플래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RRT Connect 알고리즘은 RRT의 확장으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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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표 위치를 향해 하나의 트리가 아닌 서로를 향해 성장하는 두개의 트리가

생성된다. 하나의 트리는 초기 구성 상태에서 성장하고 다른 하나는 목표 구성 상

태에서 성장한다. 트리는 프로세스의 반복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RRT*는 최적화된 RRT 버전의 알고리즘이다. 노드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이 알고리즘은 목표에 가능한 가장 짧은 경로를 제공한다. 샘플링 된 노드가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고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샘플링 된 노드가 낮은 Cost 노드

를 찾으면, 이 노드는 다른 근거리 노드에 다시 연결한다.

모션 플래닝 실험은 모션 플래닝 알고리즘들의 궤적 생성과 계산 시간을 수행하

였다. Manipulator는 MoveIt의 RViz상에서 GUI환경으로 제어를 실시하였다. End

effector는 충돌 없이 장애물을 통과하여 대상 위치로 물체를 동작할 필요가 있다.

[Fig. 25], [Fig. 26], [Fig. 27]은 Manipulator의 장애물 회피 계획을 위한 RRT,

RRT Connect, RRT*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경로를 보여준다. 이것은 Manipulator가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회피한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초록색 Manipulator는

모션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며, 주황색 Manipulator는 목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MoveIt에서 생성된 궤적 출력 값을 관찰하기 위해, Joint position 곡선은 Rqt plot

을 통해 MoveIt에서 추출한 Joint position의 구성 요소를 표시하였다. 모션 플래닝

에 의해 출력된 각 Joint position의 그래프는 [Fig. 28], [Fig. 29], [Fig. 30]에 보여

지고 있다.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Joint position을 나타냈다.

또한, 모션 플래닝 알고리즘들의 평균 계산 시간들을 측정하였다. RRT 알고리즘

은 평균 계산 시간은 0.449초이다. 가장 빠른 시간은 0.134초이며, 가장 느린 시간은

0.797초이다. RRT Connect알고리즘은 평균 계산 시간은 0.051초이다. 가장 빠른 시

간은 0.038초이며, 가장 느린 시간은 0.091초이다. RRT* 알고리즘은 평균 계산 시

간은 5.016초이다. 가장 빠른 시간은 5.007초이며, 가장 느린 시간은 5.028초이다. 결

과적으로, 알고리즘 계산 시간 및 궤적 경로는 RRT Connect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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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Trajectory motion of the RRT algorithm

[Fig. 26] Trajectory motion of the RRT Connect algorithm

[Fig. 27] Trajectory motion of the RR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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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Joint positions according to the motion planning of the

RRT algorithm

[Fig. 29] Joint positions according to the motion planning of the

RRT Connect algorithm

[Fig. 30] Joint positions according to the motion planning of the

RR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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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RT RRT Connect RRT*

Time(s) 0.449 0.051 5.016

[Table 6] Calculation timetable of motion planning algorithms

설계된 장애물 회피 모션 플래닝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션 플래닝에 관한

Real world 실험이 수행되었다. [Fig. 31]과 같이 실험을 구현하기 위한 장애물, 로

봇, Operation controller가 필요하다. 모션 플래닝 알고리즘은 3가지의 알고리즘 실

험 후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진 RRT Connect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RRT Connec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충돌 감지를 위한 Manipulator 구성 계산은 Forward

kinematics를 사용하였고, 목표 지점으로 가는 계산은 Inverse kinematics를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Manipulator의 장애물 회피 궤적을 얻었다. [Fig. 31]에서, 목표

지점은 (872, 118, 393) 좌표에 위치하였다. End effector의 초기 지점은 (713, 0,

825)이고, 실제 환경에서 End effector는 (860, 120, 395)의 좌표에 위치하였다.

[Fig. 31] The obstacle avoidance motion planning: The real scene of

experiment and trajectory motion of the obstacle avoidance

[Fig. 32] Joint positions according to the mo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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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계획

본 논문의 목적은 Manipulator가 장착된 반자율 이동체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은 ROS

를 통해 로봇 및 센서를 통합하고, 로봇 플랫폼의 모델과 환경은 물리 엔진이 탑재

되어 있는 Gazebo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해석 플랫폼을 이용

하여 실제 로봇개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지의 영역에 대한 지도 생성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Gmapping과 HectorSLA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된 지도의 정확성을

비교하고, Gmapping 알고리즘이 시뮬레이션 환경과 비슷한 지도를 생성함을 확인

하였다. 제어대상을 설정한 목표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최적경로 설정하기 위하

여, 최적경로안내를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할 수 있었다. 빈 공간에서 실험은 목표지

점까지 정확하게 이동하였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는 방에서는 제한적인 영역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모션 플래닝 실험을 통해 로봇 플랫폼의 계획

기술, 충돌 감지 방법, 모션 플래닝 및 다른 기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모션 플래닝

실험을 통해 RRT Connect 알고리즘이 빠른 계산과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내비게이션, 모션 플래닝 기능을 통합

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제어 모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본 통합해석 플

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로봇 시스템에 적용하여 실증을 통한 성능향상 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 39 -

참고문헌

[1] L Minho., C Jongsun., C Jaeyoung. A Relay System for Supporting the

Execution of Context-Aware Robot Services on ROS, Vol.6, pp. 211-218,

KIPS Tr. Comp. and Comm. Sys 2017.

[2] Wei Qian., Zeyang Xia., Jing Xiong., Yangzhou Gan., Yangchao Guo.,

Shaokui Weng., Hao Deng., Ying Hu., Jianwei Zhang. Manipulation task

simulation using ros and gazebo.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Biomimetics, Bali, Indonesia, 5-10 Dec. 2014.

[3] Ruijiao Li., Mohammadreza A. Oskoei., Klaus D., McDonald-Maier.,

Huosheng Hu. ROS Based Multi-sensor Navigation of Intelligent Wheelchair.

2013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Security Technologies,

Cambridge, UK, 9-11 Sept. 2013.

[4] M. Quigley., K. Conley., B. Gerkey., J. Faust., T. Foote., J. Leibs., R.

Wheeler., A. Ng. ROS: an open-source Robot Operating System. ICRA

workshop on open source software. 2009.

[5] N. Koenig., A. Howard. Design and use paradigms for Gazebo an

open-source multi-robot simulator. 2004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IROS), Sendai, Japan, 28 Sept.-2 Oct.

2004.

[6] Kenta Takaya., Toshinori Asai., Valeri Kroumov., Florentin Smarandache.

Simulation environment for mobile robots testing using ROS and Gazebo.

2016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Theory, Control and

Computing (ICSTCC), Sinaia, Romania, 13-15 Oct. 2016.

[7] David C. Conner., Justin Willis. Flexible Navigation: Finite state

machine-based integrated navigation and control for ROS enabled robots.



- 40 -

SoutheastCon 2017, Charlotte, NC, USA, 30 March-2 April 2017.

[8] Manuel González Ocando., Novel Certad., Said Alvarado., Ángel Terrones.

Autonomous 2D SLAM and 3D mapping of an environment using a single

2D LIDAR and ROS. 2017 Latin American Robotics Symposium (LARS),

Curitiba, Brazil, 8-11 Nov. 2017.

[9] ROS & Gazebo at the DRC Finals. Available online:

https://www.osrfoundation.org/

[10] (2016) Open Dynamics Engine. Available online:

https://bitbucket.org/odedevs/ode/.

[11] BULLET Physics Library. Available online:

http://bulletphysics.org/wordpress/.

[12] Simbody: Multibody Physics API. Available online:

https://simtk.org/home/simbody/.

[13] DART (Dynamic Animation and Robotics Toolkit. Available online:

http://dartsim.github.io/.

[14] Gazebo. Available online: http://gazebosim.org/

[15] Ros.org rviz. Available online: http://wiki.ros.org/rviz.

[16] Ros.org tf. Available online: http://wiki.ros.org/tf.

[17] J. Pentzer., S. Brennan. Model-based prediction of skid-steer robot

kinematics using online estimation of track instantaneous centers of rotation,

Vol. 31, pp. 455-476, Journal of Field Robotics, 2014.

[18] De Xu., Carlos A., Acosta CalderonJohn Q., GanHuosheng HuMin Tan. An

analysis of the inverse kinematics for a 5-DOF manipulator, Vol. 2, pp.

114-124,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ation and Computing, 2005.

[19] Thomio Watanabe., Gustavo Neves., Rômulo Cerqueira., Tiago Trocoli.,



- 41 -

Marco Reis., Sylvain Joyeux., Jan Albiez. The Rock-Gazebo Integration and

a Real-Time AUV Simulation. 2015 12th Latin American Robotics

Symposium and 2015 3rd Brazilian Symposium on Robotics, Uberlandia,

Brazil, 29-31 Oct. 2015.

[20] G. Grisetti., C. Stachniss., W. Burgard. Improved Techniques for Grid

Mapping with Rao-Blackwellized Particle Filters, Vol. 23, pp. 34-46,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2007.

[21] Stefan Kohlbrecher., Oskar von Stryk., Johannes Meyer., Uwe Klingauf. A

flexible and scalable SLAM system with full 3D motion estimation. 2011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afety, Security, and Rescue Robotics,

Kyoto, Japan, 1-5 Nov. 2011.

[22] Lucas, B.D.; Kanade, T. An iterative image registration technique with an

application to stereo vision.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Vancouver, Canada, 24–28 August 1983.

[23] Ilmir Z. Ibragimov., Ilya M. Afanasyev. Comparison of ROS-based visual

SLAM methods in homogeneous indoor environment. 2017 14th Workshop on

Positioning, Navigation and Communications (WPNC), Bremen, Germany,

25-26 Oct. 2017.

[24] Ilya Shimchik., Artur Sagitov., Ilya Afanasyev., Fumitoshi Matsuno., Evgeni

Magid. Golf cart prototype development and navigation simulation using ROS

and Gazebo, Vol. 75,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asurement

Instrumentation and Electronics (ICMIE 2016), 2016.

[25] Robert Reid., Andrew Cann., Calum Meiklejohn., Liam Poli., Adrian Boeing.,

Thomas Braunl. Cooperative multi-robot navigation, exploration, mapping

and object detection with ROS. 2013 IEEE Intelligent Vehicles Symposium



- 42 -

(IV), Gold Coast, QLD, Australia, 23-26 June 2013.

[26] Available online: http://wiki.ros.org/amcl.

[27] By Dina Youakim., Pere Ridao., Narcis Palomeras., Francesco Spadafora.,

David Ribas., Maurizio Muzzupappa. MoveIt!: Autonomous Underwater

Free-Floating Manipulation, Vol. 24, pp. 41-51, IEEE Robotics & Automation

Magazine, 2017.

[28] S. M. LaValle., J. J. Kuffner. Randomized kinodynamic planning, Vol. 20, pp.

378-400, Intl. J. of Robotics Research, 2001.

[29] J. Kuffner., S. M. LaValle. RRT-Connect: An efficient approachto

single-query path planning. Proceedings 2000 ICRA, San Francisco, USA,

24-28 April 2000.

[30] Gildardo Sanchez-Ante., Jean-Claude Latombe. A Single-Query

Bi-Directional Probabilistic Roadmap Planner with Lazy Collision Checking,

pp. 403-417, International Symposium Robotics Research, 2001.

[31] D. Hsu., J.-C. Latombe., R. Motwani. Path planning in expansive

configuration spaces, Vol. 9, pp. 495-512, Intl. J. of Computational Geometry

andApplications, 1999.

[32] Ioan A. Şucan., Lydia E. Kavraki. A Sampling-Based Tree Planner for

Systems With Complex Dynamics, Vol. 28, pp. 116-131,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2012.

[33] L.E. Kavraki., P. Svestka., J.-C. Latombe., M.H. Overmars, Vol. 12, pp.

566-580,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and Automation, 1996.

[34] Y. DeukKyoung, L. Ming, K. ByeongWoo. Construction of Simulation-Based

Robot Platform to Apply Various Algorithms, Vol. 15, pp. 217-225,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Engineering Research(IJAER), 2020.



- 43 -

ABSTRACT

A Study of Construction Method of

Simulation-Based Robot Platform

DEUK KYOUNG YOON

Graduate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A method of constructing a simulation-based robot platform was investigated for

the development of a semi-autonomous vehicle with a manipulator. Hardware

development is expensive and time-consuming, and timely detection of errors is a

challenge. Therefore, we conducted a system modelling test with the help of

simulation, similar to a real robot. For this simulation, the robot platform was built

on Robot Operating System (ROS) and Gazebo. ROS provides a variety of features

including hardware abstractions and data interfaces between processes. Gazebo is a

3D simulator with a physical engine that provides realistic results and allows users

to perform virtual tests before testing algorithms in hardware. A robot coordinate

transformation system was constructed based on URDF to build the simulation

platform. The robot system and sensor data flow were visualized using RViz. For

manipulators, we implemented a motion planning algorithm based on the open

source MoveIt. The robot system was modeled based on the proposed simulation

and its basic operation was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is simulation model was

verified using open packages such as SLAM, Navigation, and Manipulation. The

functionality of the integrated platform was demonstrated through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of the simulation-based robo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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