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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모델링

 Marilou 로봇 제작을 위한 기본지식

 편집기 및 마우스 사용법

 모델링 단계

 형태정의

 로봇의 관절은 어떻게 제작하는가

 모터 및 엑츄에이팅 실린더 장착법

 센서 장착법

 시뮬레이션 준비 및 실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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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 키보드

 마우스 사용법
 왼쪽버튼/오른쪽버튼 : 관점의 회전 및 수평 이동

 왼쪽+오른쪽버튼: 관점의 상하 이동

 스크롤 : 화면의 확대 축소

( 스크롤 기능이 없는 경우 PageDown/PageUp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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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 키보드

 3개의 마우스 모드가 있다. 메뉴의 아이콘을 클릭하
거나 단축키로 전환가능
 Select [단축키S]: 개체의 속성및 위치등을 수정하기

위해 원하는 개체를 선택하는 상태.
 Move[단축키M]: 선택된 개체들을 이동. 방향벡터 화

살표를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키보드로 이동.
 Rotate[단축키R]: 회전벡터 안내 도넛형을 드래그하

거나 직접 하단부의 X,Y,Z각도 값을 입력하여 회전.

 Ctrl키, Shift키: 
 Move모드의 경우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시 이동단위

대/소 선택할때 이용
 Select모드의경우 마우스 드래그로 사각영역안의 개

체의 선택/선택취소 를 선택할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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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

 축의 회전각 방향은
왼손법칙 기준함

 Rotate모드에서 마우
스 드래그로 조정 or
하단의 X:Y:Z이용 직
접 회전각도 기입

 축방위는 모터등의 정
의 및 제어시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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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요소들

 모델링 형체
 단순형(Native Geoms) 

 삼각Mesh형

 외부3D모델: Direct X, Webot(*.wbt), VRML, WRL

 강체(rigid body)

 조인트(joints)

 디바이스(센서와 엑츄에이터)

: 모터, 거리센서, 가속센서, 엑츄에이팅실린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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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형체

기본형, 삼각메시형, 외부3D import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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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Rigid Body)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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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Rigid body) = 파란색박스

 물체는 기본적으로 정적인 속성(static)
 강체로 정의하면 동적(dynamic)인 속성을 갖게 됨
 강체로 정의하기위해 Add>Link>Rigid body를 선택하거나 물

체를 선택 후 메뉴상의 auto rigid body 버튼을 눌러서 생성

 강체는 하나 또는 여러 물체의 조합이될 수 있다.
 Rigid body[파랑색] 박스에 물체들을 링크시켜줘야함.
 방법: Rigid body 박스를 먼저 선택 후 함께 연결될 물체들을

선택한 뒤 Ctrl-L을 눌러서 링크시킴. 또는 속성창에서
Attached Geoms 를 선택하여 지정가능.

 Rigid body박스의 크기(anchor size)는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주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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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 static & dynamic

정적물체 속성:
질량
관성분포
위치
회전각
표면특성

*시물레이션이
시작되어도 움
직이지 않음

동적물체 속성:
질량
관성분포
위치
회전각
표면특성
+ dynamic속성:
.속도
.각속도

*시뮬레이션 가
동과 동시에 중
력과 충돌에 영
향 받음

물체를 강체(파란색 박스)에 링크하면 동적인 특성을 갖게된다

중력에의해 낙하함

허공에 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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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 비교예제

 A. 강체 미정의: 

정적인 물체로 허공에 떠있다.

 B. 물체 각각의 강체정의:

각각의 물체가 분리되어 동적으
로 움직임(3개의 강체)

 C. 물체3개를 하나의 강체로 정
의: 하나의 물체로 동적으로 움
직임(하나의 강체)

A. C.B.

Exec:시뮬레이션 실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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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Joints)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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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Joints) = 핑크색박스

 강체 두개를 연결시켜주며 강체
간의 움직임에 구속조건을 줌

 1축형, 2축형, 유니버셜형,볼형, 
슬라이더형 및 고정형 조인트
지원

 로봇의 관절, 바퀴휠(wheel)의
축 등에 적용됨.

 고정형조인트는 강체의 한 부위
를 한장소에 고정할때 이용.



15

조인트:: 정의방법

 Add>Link>Joints에서 선택하여 생성

 핑크색 박스

 두개의 강체를 묶어준다. 

(링크방법은 강체와 동일함 Ctrl-L )

 축(axis)의 개수 만큼의 화살표 축이 있으며 각 축 마
다 name이 있음.(프로그래밍에 이용됨)

 슬라이딩 실린더는 스프링 특성을 지정가능

 축에는 모터나 서보모터를 지정하여 구동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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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정의 예
[강체 Yellor-stick]과 [강체green-stick]을 [Joint_hinge1]으로 연결한 예

1축 조인트
Joint_hinge1

강체yellow-stick 강체green-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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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축과 엑츄에이터

 조인트 축(화살표)에 구동기를 장착하면 동력을 가
해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축과 같이 축에 정의된 디바이스에도 name이 있다

(가령 /robot1/joint1/axis1/servomotor)

 기본지원:직류모터, 서보모터, 엑츄에이팅실린더

 엑츄에이팅 실린더는 슬라이드 조인트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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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엑츄에이터 정의방법
 1.축(화살표)을 선택 후 Modify>Properties

를 선택 (속성아이콘)

: 축의 name, rotation limits, 

break torque, spring 계수 등 설정.

주의: 조인트 (핑크색 박스)가 아닌 그 안에
있는 축(화살표)을 선택해야 함.

 2.축 선택 후 Modify> Core Device chain
선택 (번개아이콘)

: 디바이스의 name, 

Type(직류모터,서보모터…), 

Motor의 toruque, speed설정

또는 디바이스 목록에서 미리정의된 디
바이스를 선택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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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단위
 힘과 토크(참고URL http://www.societyofrobots.com/mechanics_statics.shtml#momentarms)

 토크(torque, 회전력): 단위[Nm] 

 힘(Newton): 단위[N]:

 힘(N)의 실예: 중력가속도 a 가 9.8일 경우, 질량
1Kg인 물체가 받는 힘이 9.8N임
 F = ma

 토크의 실예: 1Kg질량의 물체가 1meter 길이의
막대에 매달려있을때 중심축에서 받는 회전력이
9.8Nm임

1Kg

9.8m/s2
9.8m/s2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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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물리적 특성

 물체를 선택 후 Modify > Properties를 클릭

 또는 물체를 더블클릭

 물체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설정할 수 있다.

(초기위치, 내부관성특성, 질량, 충돌해석 여부 및 마
찰력 적용 방식, 표면특성)

 표면특성: 
 탄성도(0:hard ~ 1:maximum bouncyness )

 마찰계수(µ) 

 빛,초음파,레이져에 대한 반사, 투과 노이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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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 특성 및 표면특성 세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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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Sensor)

 기본형: 접촉센서와 거리센서

 일반적인 물체들(Geoms)에 접촉
센서를 장착할 수 있다.

 거리센서는 Ray Geom에 장착

 Geom을 선택후 디바이스정의
탭(번개표)을 선택

 목록에있는 디바이스 선택하거나
직접 수치를 입력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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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거리센서 적용예

1. 장착 위치(물체) 
선택

2. 디바이스속성
창에서 디바이
스 지정

3. 필요시 세부사
항변경 및 직접
정의한 디바이
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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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순서 요약

 Shape: 물체(로봇 등)의 모양을 정의

 Rigid body: 움직이는 물체는 강체로 정의

 Joints: 두 강체간의 구속조건을 정의

 Properties: 질량, 탄성도 및 표면특성 정의

 Device: 물체나 조인트에 센서와 엑츄에이터 정의

 기타:
 좀더 복잡한 3D모델링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그래밍을 위한 디바이스 이름 지정

 라이브러리 구성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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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순서도

5. 기타설정
- 질량, 탄성도, 표면특성 등 물리특성 정의
- 조인트, 디바이스의 이름정의

1.형태 정의 2.강체 정의 3.조인트 정의 4.디바이스 정의

Kg

µ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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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시뮬레이터 실행) 준비

 어떤 가상환경(World)을 어떤 조건
(Configuration)에의해 실행할 것인지를 정의
해야함.

 프로젝트 (*.mdsp)파일 구성요소
 물체라이브러리(*.mphx파일)

 가상환경정의파일(*.mworld)

 Configuration: 시뮬레이션 가동 조건

참고: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에는 다수의 worlds와
configuration을 등록해놓고 수시로 조건을 바꿔
가며 모의실험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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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구성도

*.mphx
(Physics:PHX)

*.mworlds

Configurationsexec

설정파일들:
중력가속도,
시뮬레이션상수,
world선택,
제어프로그램,
중계서버(MODA,URBI)

가상세계들:
등장사물과 배경
을 구성해놓음

라이브러리들:
미리 제작해놓은
물체(로봇, 가구, 
지형 등)

로봇 제어 프로그램

URBI
Server

MODA
Server

시뮬레이터 실행기(Ex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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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 단계

1. World제작
2. Configuration

생성 및 설정
3. Configuration

에서 실행하려
는 World선택

4. Exec 선택란
에서 실행하려
는Config.선택

5. 실행 Exec:
재생버튼 or 
Ctrl-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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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 부가기능

 관측점 전환: 시뮬레이터 가동 중 마우스로 관측점
이동

 개체 이동: 시뮬레이터 가동 중 로봇이나 주변 물체
들의 위치 이동이 가능
 이동중 시뮬레이터 Pause

 메뉴에서 이동중 시뮬레티터 Pause기능을 끌 수 있다.

 랜더링 모드 조정

 동영상 녹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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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실습

 진자운동(Pendulum): 축의 정의 및 축의 부
가기능(스프링계수, 파괴조건)

 마찰력: 물체들의 마찰력 설정 및 비교

 탄성력: 물체들의 탄성력 설정 및 비교

 직류모터 축회전: Motor on / Auto On

 서보모터: 서보모터 관절제작 및 라이브러리
구성 및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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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프로그래밍 기본

 디바이스 경로와 네이밍

 디바이스 탐색기

 MODA(Marilou Open Device Access)

 부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환경

 Virtual Serial Port

 RTMap

 UR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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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경로와 네이밍

 제어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로봇에 장착된 디바
이스의 “전체경로를 포함한 이름”을 알아야함

 제어에 필요한 이름:

 phx: library에서 불러온 로봇의 이름

 Joint: 관절의 이름

 Axis: 관절내 축의 이름

 Device: servo motor, 직류모터, 센서등의 이름

예: /robot_phx/arm_hinge1/arm_axis1/servomotor

 제어와 무관한 이름: geoms, rigid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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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탐색기

 디바이스들의 전체 경로명을 손쉽게 파악

 시뮬레이션 가동(Exec)후에 사용

 메뉴>Tools>Device Explorer선택

 Connect 연결(localhost)

 기준 위치 선택(/루트로 선택하면 됨)

 기준 위치와의 상대위치 목록이 출력됨

 디바이스 선택후 MODA코드 예제도 참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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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탐색기 이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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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

 Marilou 시뮬레이터상의 센서와 엑츄에이터의 제어를 손
쉽게 하도록 기본제공되는 SDK

 MODA 마법사 기능지원

 네트워크 기반: 원격제어, 다수 로봇 제어, 다수 시뮬레
이터의 제어 가능.

 Open Source

[MARILOU_INSTALL_DIR]\SDKs\에서 소스 확인가능

 제어프로그램 예제: 기본 설치되는 예제들(*.mdsp)의 하
위디렉토리에 포함되어있음.
예) C:\Program Files\Marilou2008\Samples\Scenes\Vaccum\Navigate\VC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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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 개발환경

 MODA is OPEN-SOURCE and compatible Windows/Linux (native C++ version 
only).

 MODA is available for C, C++, C++ CLI (.net FrameWork), C#, VB # and J #, 
for several compilers.

 MODA works over TCP/IP and UDP, port 13000.

 플랫폼 별 설정 방법은 기본 포함된 help문서 참고

[]VS2005의 경우
 Directories of additional include files:

$(MARILOU_INSTALL_DIR_SDKS)\Moda\Includes

Directories of search for additional libraries files:

$(MARILOU_INSTALL_DIR_SDKS)\Moda\Libs

 Recommended options of compilation :

- Runtime:"Multi-Threaded [ Release/Debug ] DLL"

- Alignment of the structures: 8 bytes (It is the default option)

mk:@MSITStore:C:/PROGRA~1/MARILO~1/DOCUME~1/MARILO~1.CHM::/Moda.html
mk:@MSITStore:C:/PROGRA~1/MARILO~1/DOCUME~1/MARILO~1.CHM::/Mo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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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 제어 예제 (1/2)

 \samples\Scenes\AvoidObstacles의
MODA에의한 4륜 자동차 제어 예

 Configuration > Excute tab을 선택하면 시뮬레이
터 가동과 동시에 실행될 제어프로그램(실행파일)
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음

 체크박스의 체크를 해제하면 제어프로그래밍이 가
동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는 정지한 상태로 있음

 제어프로그램은 시뮬레이터 가동후 별도로 실행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서도 실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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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 제어 예제 (2/2)

Default로 지정되어 자동 실행될 제어용 프로그램의 지정을 해제 후, 
직접 컴파일 한 제어프로그램으로 로봇의 제어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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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 마법사
 MODA 프로젝트파일을 자동생성해주는 기능

 메뉴: File>New>New… 선택

 현재 VC++6.0, VS2003, VS200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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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 기본 사용법
#include "ModaCpp.h"
#include "MyRobot.h"
#define ROBOT "/robot"
#define MODASERVER "localhost"

//MODA 서버에 접속
ModaCPP::Connection *connection=new ModaCPP::Connection(true);
if(connection->Connect(MODASERVER)){

// 제어 하려는 로봇에대한 쿼리(정의)
ModaCPP::RobotPHX *robot=connection->QueryRobotPHX(ROBOT);

...
// 로봇내에 장착된 거리센서와 모터 디바이스의 쿼리(정의)
pIRLeft =robot->QueryCoreDeviceDistance("irright/ray/device_ir");
pFrontLeftMotor = robot->QueryCoreDeviceMotor("joint_front_left/axis/motor");

float irleft =pIRLeft->GetMeasure();  //센서의 값 측정 예
pFrontLeftMotor->SetVelocityDPS(left); //모터에 각속도를 부여 예

...
connection->Disconnect();
delete connection;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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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 응용 실습 예제1
 /* 
 * 예제설명:  Wolrld상의 /(root)에 있는 ball0의 위치를 지정된 위치로 재 설정 후 실시간 위치를 출력한다.
 */
 #include "ModaCpp.h"
 #include "conio.h"
 #define SIMROOT "/"
 #define MODASERVER "localhost"

 int main(int argc, TCHAR* argv[]){
 ModaCPP::Connection *connection=new ModaCPP::Connection(true);                // 접속 인스턴스 생성

 //Connect to MODA server
 if(connection->Connect(MODASERVER))  //접속 인스턴스로 moda서버접속
 {_cprintf("Connexion to %s ok\r\n",SIMROOT);


 //Find the robot
 ModaCPP::RobotPHX *robot=connection->QueryRobotPHX(SIMROOT); // 접속 인스턴스로 로봇 검색
 ModaCPP::Geom *pGeom=robot->QueryGeom("ball0"); // 접속 인스턴스로 Geom 검색

 if(pGeom){ _cprintf("robot & geom found in this world\r\n");
 float x,y,z;
 x=y=0,z=2;
 pGeom->SetPosition(x,y,z);  // Geom객체의 위치설정
 while(1){ pGeom->GetPosition(x,y,z);                   // Geom객체의 위치값 알아내기
 printf("geom x,y,z = %f, %f, %f\n", x,y,z);} 
 }else{
 _cprintf("robot or geom not found in this world\r\n");
 }
 }else _cprintf("Unable to connect to moda server : be sure Exec is running and MODA TCP/UDP ports are open\r\n"); 
 connection->Disconnect();
 _getch();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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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 응용 실습 예제2

 키보드를 통한 로봇제어 예

 AvoidObstacle + keyboard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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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가상시리얼포트:
 시뮬레이터상의 로봇에 가상의 시리얼 포트를 장착할 수

있음

 물리적 시리얼 포트와 동일한 속성제공

 응용예: 하나의 시리얼 포트 기반 로봇제어용 프로그램으
로 코드의 변경없이 가상로봇과 실제로봇을 제어가능.

 RTMap:
 RTMap 커넥션 지원

 실시간 멀티센서와 멀티소스 에플리케이션과의 연동

 데이터 취합, 신속한 프로토타입, 데이터 융합

 모든 센서와 엑츄에이터 타입 지원

 URBI: 제 3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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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Universal Real-time Behavio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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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URBI

 URBI 개요

 URBI for Marilou

 URBI Development Kit

 URBI Development Studio

 URBI Motion Editor

 URBI Remote Pro

 URBI SDK / URBI Pack
 주의: 본 소개자료는 URBI의 대략적 개요를 설명하기위해 저자의 개인적 견해가 반

영된 문서이므로 다소의 기술적 표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Gostai사의 공식적
인 URBI 소개자료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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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Universal RB Interface)

 목적:AI(인공지능)컴포넌트 및 다종 로봇간의 통합

 Middleware

 운영체제의 호환성
 현재 Linux, Windows, MacOS지원

 RT-OS등 준비중

 개발환경의 호환성
 현재 C++ 버전 SDK제공

 현재 Java, Matlab, C++ 용 LibUrbi 오픈소스 제공

 Python, RUBI 등 기타 언어 중비 중

 로봇제어 전용 스크립트언어 제공
 병렬처리, 이벤트처리 등 로봇에 특화된 기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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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호환성

Hardware

OS/Driver

Application

개발환경

Hardware

OS/Driver

Application

개발환경

Hardware

OS/Driver

Application

개발환경

…
Robot-1 Robot-2 Robot-n

N

L

다양성 ∝  L*N       : 다종로봇으로 다양성충족
호환성 ∝ (L*N)-1 : 반면, 호환성이 문제

이기종 로봇간
통합이용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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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향상방법 예

 컴퓨터 시스템 예
 하드웨어의 표준화: IBM PC

 운영체제의 표준화: Microsoft Windows

 개발환경의 표준화: .NET Framework

 상용솔류션
 MSRS: Mircorsoft Robotics Studio 

 DevBot Suite: 리눅스기반 로봇전용 OS 및 개발환경 슈트
로 제공

 국가단위 프로젝트
 RT Middleware (Japan)

 RUPI (한국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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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RS

이종 운영체제 및 개발환경과는 원천적으로 분리된 상황
이종 개발환경을 포기하거나
이종 환경과의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하는 상황

Hardware

OS/Driver

Application

개발환경

Hardware

Windows
/Driver

Application

.NET기반

Hardware

OS/Driver

Application

개발환경

…
Robot-1 Robot-2 Robot-n

N

L

M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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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유니버셜 로봇제어 인터페이스

Hardware

OS/Driver

Application

개발환경

Hardware

OS/Driver

Application

개발환경

Hardware

OS/Driver

Application

개발환경

…
Robot-1 Robot-2 Robot-n

N

L

U R B I

UObject URBI engine

MIDDLE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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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유니버셜 로봇제어 인터페이스

Robot-1

MS윈도우

윈도우개발환경
음성인식

어플리케이션

Robot-2

리눅스

리눅스기반
비젼처리

어플리케이션

U R B I

다종개발환경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컴포넌트들

Robot-x

기타 OS

한번 개발된 인공지능 컴포넌트는 코드의 수정없이 재사용된다.
운영체제 및 개발환경 무관한 호환성 제공
컴포넌트 및 이기종 로봇들을 공통의 스크립트 언어로 연결

UObject

URBI engine

URBI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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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의 구성요소

◇ URBI언어
C++스타일의 스크립트기반 언어이며 간결성, 신규성, 응용성, 접근성 등에
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병렬처리를 &연산자 하나로 구현
해낼 수 있다.

◇ URBI엔진(URBI서버)
JAVA가상머신과 유사한 역활을 하여 의존성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URBI언어
의 해석과 디바이스 구동 및 UObject 연동을 지원한다.

◇ UObject 아키텍쳐
UObject(C++ Object)를 이용한 “위치와 플랫폼에 무관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한다.

URBI는 이들 기본구성요소들의 융합을 통해 운영체제 및 개발환경들 사이의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고, 어플리케이션들의 호환성을 제공하며, 프로그래밍
방법을 간소화하여 좀더 상위 레벨의 지능형 로봇 설계방법을 제시 하였다.

본 문서는 개요와 기본적인 이용 방법의 소개를 위한 것이므로 자세한 URBI
기술정보는 본사의 공개된 기술문서를 참고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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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for Marilou

 기본 환경

 특정로봇의 URBI호환을 위해선 URBI engine이
필요함( URBI Server라고도 함)

 URBI engine for Marilou를 이용하면 Marilou내
로봇을 URBI환경으로 제어할 수 있다

 URBI 엔진의 평가버젼은 Marilou에 이미 설치되
어 있음(단, 매 시뮬레이션 실행시마다 5min 제한)

 Aibo, lego NXT등의 공개형 URBI engine을
이용한 실습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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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Device정의방법
 특정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제어하기위해, 새로운 디바이스를 정의

 정의문 예)

 myServo1 = new Servo(“/robot1/arm1/axis1/servo”);
 정의시점: 로봇(URBI엔진)의 구동과 동시에 참조되는 std.u 파일이나 로봇별로 별도

의 robot.ini 파일을 작성해둔 뒤 std.u에서 loading 문을 이용하여 로딩

 정의된 디바이스 명칭은 하드웨어 제어 드라이버의 역할을 한다. 가령 아래와 같이
사용 가능

 가령 서보모터의 현재 상태(회전각도)값을 알고자 할때

 myServo1.val;
(결과를 리턴받는다)

 가령 서보모터를 각도 30도로 회전하고자 할때

 myServo1.val=30;
(결과를 리턴받는다)

myServ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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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for Marilou 속성

 기본 디렉토리

“(Marilou2008_DIR)\Compatibility\urbi4marilou”

-> std.u파일 및 자동실행 스크립트의 기본 위치임

 디바이스 종류
서보모터, 직류모터, 거리센서, 카메라, 접촉센서…

 디바이스 속성 및 메소드 예 (Reference문서 참조)

 urbi::UVar val  (see speed)  

 urbi::UVar speed  [in/out] 

 urbi::UVar encoder  [out]

 URBI engine 가동을 위해서는 configuration에 추가설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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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엔진 plugin 설정(1/4)

[1] Physics(PHX)리스트에서 URBI엔진을 장착하려는 로봇(mphx)를 더블 클릭하여
open한다.
( open된 phx는 이름 좌측에 “+”표시가 보인다.)  

[2] 우측 마우스버튼을 눌러 Properties를 선택
( “+”표시가 없으면 선택이 안됨. )

[3] Compatibility탭 선택 후

[4~6]Plugin Add > Gostai선택 OK > Anykode plugin URBI for Marilou선택 OK

[7] URBI Plugin 설정 갱신
Configurations 목록에서 >
사용중인 config.파일선택 > Data Servers 탭 선택 > F5누름
(설정이 바뀔때마다 F5를 눌러서 변경된 설정의 재 반영을 확인 권장)
결과: Config.관여된 World에 등록된 로봇들에 등록된 URBI엔진의 설정목록이 뜬다. 

[8] 위치에 robot이름이 표시될 수 있음.  로봇별로 URBI Server의 Port번호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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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엔진 plugin 설정(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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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엔진 plugin 설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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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엔진 plugin 설정(4/4)

 DataServers의 Plugin목록[8]에 나오는 정보는 world내에 등록된
로봇의 경로명이며 /를 기준으로 한다.

 URBI 디바이스 등록시 사용되는 정보이므로 중요

 가령)  /robot1

 실물 로봇들의 경우 IP번호를 바꿔가며 여러대의 로봇을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제어할 수 있게됨.

 시뮬레이터의 경우는 다수의 로봇이 하나의 가상환경에서 작동될 경
우라도 실제로는 대부분 한대의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므로, 로봇이
여러대일 경우 로봇 각각에 URBI엔진을 설정하는것 보다는 world파
일 한곳에만 URBI엔진 Plugin을 등록하는것이 효과적이다.

 World에 설정한 경우 [8]에 뜨는 로봇의 경로명은 “/” 루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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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o Telecommande

 Aibo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제작된 URBI 리
모트 클라이언트 예

 URBI의 호환성을 보여주는 좋은예(Aibo외의
다른 URBI호환 로봇의 제어에도 이용가능)

 본 프로그램으로 Marilou내 가상로봇의 제어
를 할 수 있다.

 로봇 상태확인, 로봇가동, 카메라 영상 획득

 Marilou와 함께 URBI실습환경 구성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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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원격제어실습

1. 로봇 디바이스 설정파일 작성

2. 로봇(URBI엔진)을 가동

3. URBI엔진의 IP와 port번호를 입력한 뒤 접속

4. 접속에 성공하면, 제어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실습>

 Aibo와 유사한 관절구조를 가진 Bowbot을 제어
해본다.

 로봇에 장착된 Camera에서 획득된 영상을 전송
받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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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원격제어실습 (1/5)

 로봇 디바이스 설정파일 작성
 Std.u 파일에 제어하려는 로봇의 디바이스 정의
 4륜구동 형 3개의 거리센서를 장착한 로봇의 예

// 4개의 바퀴 구동용 모터정의
wheelFL = new Motor("/car/joint_front_left/axis/motor");
wheelFR = new Motor("/car/joint_front_right/axis/motor");
wheelBL = new Motor("/car/joint_back_left/axis/motor");
wheelBR = new Motor("/car/joint_back_right/axis/motor");

// 카메라 장착되었을 경우
camera = new Camera("/car/camerabox/viewpoint0/camera");      

// 전방에 2개, 후방에 1개의 IR 거리센서 디바이스의 정의
irleft = new Distance("/car/irleft/ray/device_ir");
irright = new Distance("/car/irright/ray/device_ir");
irback = new Distance("/car/irback/ray/device_ir");

// 디바이스들의 이름을 사용시 기본적으로 val속성으로 인식하게함. Alias(약칭)을 통한 코딩 간편화
alias irleft irleft.val;
alias irright irright.val;
alias irback irback.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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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원격제어실습 (2/5)
 로봇 디바이스 설정파일을 불러오는 예
 하나의 파일에 모든 디바이스 정의를 하는 것 보다

Std.u 파일에서 제어하려는 로봇의 디바이스 정의를 include하면 더 효과적

/****************************************************!
*   \file  std.u
*   @brief This file defines all standard functions
*          and constants used by the server.
****************************************************/

echo "Loading std.u";
load ("quadbot.ini"); // 4족 형 로봇의 디바이스 정의
load (“4wd_car.ini"); // 4륜 구동 자동차의 디바이스 정의
load ("bowbot.ini"); // 강아지 로봇의 디바이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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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원격제어실습 (3/5)

 URBI엔진 설정 및 등록여부 확인

 URBI Plugin 설정 후 configuration > Data 
Server tab에서 목록을 확인.

 urbi plugin 등록여부

 Port번호

 체크박스 (사용 여부선택)

 기준 경로명(주의: 기준 경로에 따라 디바이스설
정에 사용되는 디바이스 경로명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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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원격제어실습 (4/5)

 시뮬레이터 가동 Ctrl-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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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원격제어실습 (5/5)

접속버튼은 접속에 성공하면
“Green” 실패하면 “Red”로 바뀜

시뮬레이터상의 로봇의 관절을
스크롤로 직접 조작하거나
카메라 영상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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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언어 기초 실습

 직접 URBI스크립트언어를 입력하며 로봇을 제어해본다

 시뮬레이터 상의 로봇에 URBI서버 세팅

 시뮬레이션 가동

 Aibo Telecommande로 URBI서버에 접속

 URBI Tutorial문서를 참고하여 URBI 언어를 실습해본다.

파일명: urbi-tutorial-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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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Development Studio

 상태기계 기반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로봇행동의 프로그래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Aibo Telecommande대신 Studio를 하여 좀더 복잡한 제어프로그
래밍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 

 지능형 모듈(UObjects)과 연동할 수 있다.

 하나의 Circle(원)은 하나의 행동패턴을 표현함

 모션 에디터와 연동: 모션에디터로 행동패턴을 정의하고 Studio에
서 이용

 상태별 실행되는 행동패턴은 URBI Script로 정의됨

 원안에 다시 여러 개의 원(행동)을 정의가능

 레벨별 최초 실행될 상태는 이중선 원으로 표현

 현재 실행중인 상태 원에 노란색 불이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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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응용예:: 영상인식

영상처리
Uobject component

Face detection

현재 State의
행동패턴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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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기계

빈둥거린다

공을갖고논다

상태 전이조건
Ball.visible == true

상태 전이조건
Ball.visible == false

일어선다

상태속 상태를
지원함
공을굴린다
공을잡는다

초기 상태

완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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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Studio실습

 원하는 디바이스를 선택한다

 World를 구성하고 URBI엔진 설정

 Std.u파일에 디바이스 정의문 삽입

 Studio를 이용하여 상태와 상태 전이조건을 명시
한다.

 시뮬레이터 가동 및 Studio를 통한 접속

 Studio접속확인 후 Play버튼 실행

 상태 전이에 따른 그래프 변화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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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제품들
 URBI Pack for Robot Manufacturers 

:로봇제조사 및 개발자용
 URBI for your robot

:특정로봇 및 시뮬레이터용 URBI
 Plug & Play Components 

:URBI호환 영상처리 및 음성인식 같은 인공지능 모듈(UOject)들. 
Gostai사는 인공지능 솔류션 제공업체 및 로봇제조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있음.

 URBI Development Studio
:상태기계 및 GUI기반의 직관적인 로봇행동 제어프로그래밍 환경제공

 URBI Motion Editor
: 로봇의 모션을 직관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환경에서 제작(URBI 
Development Studio환경과 호환)

 URBI Remote Pro 
: 로봇과 연관 컴포넌트들의 원격 상태 감지 및 제어와 기본적인 로봇
제어 UI개발이 가능

http://www.gostai.com/integrators.html
http://www.gostai.com/urbiengines.html
http://www.gostai.com/urbiengines.html
http://www.gostai.com/urbiengines.html
http://www.gostai.com/studio.html
http://www.gostai.com/motioneditor.html
http://www.gostai.com/urbiremotep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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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SDK

URBI-Remote-SDK
 to build remote UObjects or use liburbi

 released under the Gnu GPL.

 URBI SDK includes liburbi and UObject lib to build your 
own UObjects and plug them in the URBI Server or run 
them remotely:

 지원환경:Windows (minGW/ VC++), Linux , mac power 
PC, source package

URBI-Engine-SDK
 URBI Engine 및 플러그인 형 Uobjects 제작

 Aibo및 일부 특정 로봇 용 및 범용

 용도별 라이센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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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Marilou Robotics Studio

 http://anykode.com

 URBI

 http://www.gostai.com

 http://www.urbiforge.com/

 물리엔진 ODE

 http://ode.org

http://anykode.com/
http://www.gostai.com/
http://www.urbiforge.com/
http://www.urbifor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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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 Technology

 참고 문서자료

 URBI Technology.pdf

 URBI Tutorial for Urbi 1.0

 URBI Language Specification v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