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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매니퓰레이터의 내부 링크 간 자가 충돌을 방지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알고리즘은 해의 불연속성 없
이 작업의 삽입이나 삭제가 가능한 작업 전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알고리즘은 매니퓰레이터의 내부 링크
간 거리 값에 따라 일정 거리 이하부터 서로 멀어지는 방향의 작업을 삽입하여 충돌을 회피한다. 알고리즘의 검증은 7자
유도 매니퓰레이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실험 영상은 https://youtu.be/FH2wKkQfCIc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서론

작업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0
에서 1사이의 실수 값을 갖는 활성화 지표
(Activation parameter)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각
작업에 부여한다. 작업을 삽입하는 경우, 활성화 지
표를 0에서 1로 연속적으로 변화시킨다. 작업을 삭
제하는 경우에는 활성화 지표를 1에서 0으로 변화
시킨다. 선행 연구[1]에서 제안하는 식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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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퓰레이터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
경로를 생성해야한다. 목표 경로를 생성할 때에는
시작점과 목표점 사이의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 조건들을 반영해야한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한 조건을 반영하는 경로 계획(Path planning) 방
법은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외란이나 환경 변화
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작업
중에 제한 조건을 회피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1][2]. Han and Park[1]은 작업 공간 제어
프레임워크 기반 작업 전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특이점과 관절 한계를 회피하였다.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2]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장애
물까지 고려하여 회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 1저
자의 다른 논문[2]에서 제안한 장애물 회피 알고리
즘을 여러 개의 링크 쌍의 충돌을 고려해야 하는 자
가 충돌 방지 알고리즘으로 확장한다. 이 알고리즘
은 링크 간의 거리가 일정 이하가 되면 서로 멀어지
는 방향의 작업을 삽입하여 링크 간 충돌을 회피한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작업 전이 알고리즘과 자가
충돌 방지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7자유도
매니퓰레이터로 알고리즘을 검증한 결과를 정리한
다. 4장에서는 본 논문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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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 (1)과 (2)은 1번 작업의 우선순위가 2번 작업
보다 높을 경우, 전체 토크 입력  을 구한 식이다.

 은 n번 작업의 활성화 지표이고,  
 은 n번 작

업을 제외한 토크 입력 값이다.
2.2 자가 충돌 방지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링크
간의 충돌을 예측하는 단계와 충돌이 예상되면 회피
작업을 제일 높은 우선순위로 삽입하는 단계이다.
링크 간의 충돌을 예측하기 위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링크 쌍을 추려낸다. [그림 1]은 7자유도 매니
퓰레이터의 각 링크를 타원체로 모델링한 그림을 나
타내었다.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링크 쌍은 총 4개로,
링크 1과 5, 링크 2와 5, 링크 1과 6, 링크 2와 6
이다.
다음으로,
Flexible
Collision
Library(FCL)[3]을 이용하여 링크 간 거리 값과

2. 본론
2.1 작업 전이 알고리즘
작업 전이 알고리즘[1]은 해의 불연속성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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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두 점을 계산한다.
회피 작업을 삽입하기 위해, 각 링크 쌍의 회피
가속도와 자코비안을 식 (3)과 (4)을 통해 정한다.
  
  
     

∈    ⋯ (3)



   
∥  ∥

 은 i번째 링크 쌍에 대한 회피 가속도이고,
     은 링크 간 거리, 거리에 대한 하한치, 상

한치이다.   ,   은 링크 쌍의 가장 가까운 두 점
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이다.

    

∈  ×  (4)
  
∈  ,   

    





 

   은 링크 1과 2가 링크 5을 밀어내는 회피

가속도이고    은 각각 링크 6을 밀어내는 가속

4. 결론

도이다.    은 회피 가속도 합의 단위 벡터이고,

   은

각각

회피

가속도의

크기에

본 논문에서는 작업 전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
니퓰레이터의 자가 충돌을 방지하는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FCL을 이용하여 로봇 링크 간의 가장 가
까운 점과 거리를 계산한 후, 거리에 따라 회피 작
업을 삽입하여 충돌을 방지하였다. 본 논문의 후속
연구로는 자가 충돌 방지의 적용 범위를 양팔 모바
일 매니퓰레이터로 확장하고 이에 따라 알고리즘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대해

(      )와 (      )의 가중 평균점까지의 자코
비안이다.
마지막으로, 링크 간 거리가 0.1m이하부터 회피
작업의 활성화 지표를 0에서부터 1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도록 정하였다.

3. 실험 결과
후기

알고리즘은 [그림 1]의 7자유도 매니퓰레이터의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로봇의 제어 입력은 토크 값
이고, 제어 주기는 2000Hz 이다.
1번 작업은 자가 충돌 회피 작업이고, 2번 작업은
말단 장치가 목표 경로를 추종하는 작업이다. 식
(3)의      은 각각 10, 0.0m, 0.1m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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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경로 추종 작업은 비례-미분 제어기로 설계하
였고, 활성화 지표는 항상 1로 두었다. 목표 위치는
[그림 1]와 같이 말단 장치를 기준으로 X축으로 –
0.35m에 위치한다. 경로는 3차 스플라인 함수를 이
용하여 10초 동안 이동하도록 생성하였다.
실험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는 회피 작업이 없이 목표 경로만 추
종하면 자가 충돌이 일어나지만 회피 작업을 삽입하
는 경우에는 자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은 링크 간 거리가 0.1m이하부터 활
성화 지표 2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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