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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산업계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

자동화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로봇

의 국제 연맹(IFR)은 세계의 로봇 대수는 2013년대

까지 1,140만대 로 성장 할 것으로 추정[1]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로봇의 사용 증가에 따라 각 현장

정보에 맞게 적용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로봇 작업의 대부

분은 오프라인 프로그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의 대부분은 로봇 메이커에서 제공하

는 각자의 로봇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JOB이라는 사용자 레벨의 언어를 기준으로

로봇 작업을 프로그램 및 Teaching 하고 나서, 실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로봇이 점차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용자

가 좀 더 접근이 편한 프로그램 환경이 요구 된다. 
[3] 본 논문은 다중 매니퓰레이터의 동기화 제어

작업에 있어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기 위한 로봇 언어 해석기를 설계하고 동기

모션 제어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로봇언어 해석기 설계 및 구현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로봇 언어의 개발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언어는 보통

Lex/Yacc으로 기술이 되는 언어의 해석 기준을 만

들게 된다.[4] Fig.1와 같이 로봇 언어의 문법의

해석은 Lexical Analyzer를 통해서 미리 정의해

놓은 문법에 대한 스트링을 내부에서 다루기 쉬운

정수 형태로 바꾸고, 이후 Syntax Anlyzer(Parser)를
통해서 분리된 Token 형태의 Tree형태로 만들어준

다. 이 트리를 통해서 수행코드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작성한 JOB파일을 수행하게 된다.

 

Fig. 1 Block Diagram for Robot interpreter

 본 언어 해석기 개발에는 기본 언어 해석 뿐

아니라, 외부 로봇 제어에 필요한 함수는 사용자

함수 기능형태로 처리하여 외부C코드 로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서 로봇

제어 언어로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Fig.2 
그림에서 와 같이 STACK과 함수의 포인터를 활용

함으로써 기존 로봇 프로그래머의 C 코드를 그대

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Fig. 2 Execution code for usging stack memory

위와 같이 설계 단계와 구현 단계를 거쳐 , 기본적

인 로봇 해석기로의 구현 완성을 했다. 
현재 나온 대부분의 언어들은 1대의 로봇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중 매니퓰레이터의

동기 작업은 주기적으로 I/O모니터링을 하는 형태

로 프로그램을 함으로 서로 동기를 맞추도록 구성

하고 있다.  여기서 생성된 동기모션은 사용자 편의

적인 언어를 추가함으로써 사용자는 쉽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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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로봇의 동기를 맞출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3. 동기 모션 제어 구조 설계

먼저 언어 해석기에서 동기모션처리를 하기 위

한 명령어인 SYNCSTART와 SYNCSTOP 를 정의

한다. 그리고 동기모션을 관리할 수 있는 태스크를

하나 만들어서 하위 모션 태스크의 쓰레드를 관리

하도록 구성을 한다. 
언어해석 엔진은 SYNCSTART와 SYNCSTOP라

는 명령어를 추출하고, 로봇 언어 해석기는 해당

명령어를 처리하게 될 시점에, 모션동기제어 태스

크(MSCT : Motion Sync Cntrol Task)에 동기화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언어 해석 엔진으로부터 전달

받게 된다. 이 시점부터 모션 동기 제어 태스크는

동기화 기능을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모션

태스크 쓰레드의 개수는 미리 설정으로 추가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다축 매니퓰레이터로의 기능

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은 모션 제어

명령어의 개수가 많아져도 사용자가 확장 가능한

확장성을 보장한다. 

 

Fig. 3 The concept of th Motion Synchronized 
Control 

4. 시뮬레이션 

위와 같은 동기 모션 태스크 제어 구조를 양팔로

봇 형태의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검증 하였다. Fig.4
와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여, 언어해석기에서 동기

모션 시작/종료에 대한 명령어를 해석해서 MSCT
에 동기모션에 대한 명령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MSCT는 양팔 모션에 대한 동기 제어를 실행한다. 
이 때 동시에 양팔의 모션이 시작점에서 똑같이

시작되도록 제어하고 관리하면서 원하는 양팔의

직선과 원을 그리는 과정이 수행하였다. 양팔의

동기 모션의 시작과 종료를 명령어로 지시하고,  

수행하는 것은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처리할 수

있었다. 

 

Fig. 4  Simulation for Motion Sync Control

5.결론

 본 논문에서 다중 메니퓰레이터의 동기 모션을

사용자 측면에서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개념을

제안 하였다. 이 동기 모션 개념은 언어해석적인

측면과 MSCT을 모두 구현해야 하는 기능으로, 
개발된 로봇언어 해석기와 MSCT개념은 시뮬레이

션을 통해 실험상으로 효과적으로 구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실제 로봇 모델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

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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