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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dience 

 

   

 

 History 

2016년 4월 AF행사는 Self-Balancing Robot이었다. 

애당초 계획은 drone 이었는데, drone 자체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는 이를 조정하

는 SDK 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drone 을 바닥부터 만들기에

는 한 달이 짧은 것 같아 drone 전 단계인 Self-Balancing Robot을 선택하였다. 

 

Self-Balancing Robot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아울러 9팀이 2대를 번갈아 사용하느라 

팀원들이 사용한 다음에 작업하느라 밤을 3~4일은 샌 것 같다. 

다행히 행사는 잘 끝났다. 

 

로보트를 해체하기 전에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려 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국내에는 Reference가 거의 없고 또한 초보적 수준이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기로 한다. 

 

이 문서는 Self-Balancing Robot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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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rdware 구성 

 

Self-Balancing Robot의 package를 구할 수는 있었으나, AF의 테마는 도전인지라, 바닥

부터 구축하기로 한다.  다양한 실수를 거쳐 최종으로 선택된 부품들이다. 

 

Pololu 34:1 Metal Gearmotor 25Dx52L mm MP 12V with 48 CPR Encoder 

Pololu TB6612FNG Dual Motor Driver Carrier 

Adafruit 16-Channel 12-bit PWM/Servo Driver - I2C interface - PCA9685 

GY-521 MPU-6050 Module 3 Axis analog gyro sensors + 3 Axis Accelerometer Module 

Raspberry PI 2 Model B 

 

Pololu Wheel 90×10mm Pair - Black 

Pololu Universal Aluminum Mounting Hub for 4mm Shaft, #4-40 Holes (2-Pack) 

Pololu 25D mm Metal Gearmotor Bracket Pair 

40핀 커넥터 F-M 20cm (Female - Male), 점퍼케이블 / 점퍼선 

5V 충전 배터리 

 

 

 Motor 

 

Pololu 34:1 Metal Gearmotor 25Dx52L mm MP 12V with 48 CPR Encoder 

https://www.pololu.com/product/3240 

 

12V용 Pololu DC Motor이다.  

MP는 Medium Power의 약자로 LP, MP, HP 3단계 제품이 있는데 

각각 1.1A, 2.1A, 5.6A를 소모한다. 

HP가 좋기는 한데 Power도 커져야 하고, Motor Driver도 대용량을 써야 해서 

MP로 선택하였다. 

https://www.pololu.com/product/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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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은 '기어비'를 의미한다. Shaft앞쪽의 회색 부분이 Gearbox인데 

내부 모터가 34번 회전시 1회전 하도록 해 준다. 

결과적으로 속도를 낮추는 대신에 torque를 키우는 것이다. 

 

48 CPR Encoder는 오른쪽에 붙어 있는 초록색 PCB 부분이다. 

Encoder는 모터의 회전 속도를 읽는 부품이다. 

DC 모터의 속도는 Voltage 를 조정하면 되지만, 정확한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Encoder

의 값을 읽어야 알 수 있다. 

48 CPR는 한 바퀴 회전 시 발생하는 신호를 의미한다. (Cycles Per Revolution) 

34:1기어가 달려 있으니, 바퀴가 1회전하면 34 * 48 = 1632 신호가 발생함으로 

1/1632만큼의 움직임을 detect할 수 있다. 

 

 Motor Driver 

 

Pololu TB6612FNG Dual Motor Driver Carrier 

https://www.pololu.com/product/713 

 

DC Motor의 속도는 전압을 조정한다. (0~12V) 

반면 CPU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5V의 신호를 사용하는데, 

5V GPIO output을 이용하여 12V DC Motor의 속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Motor Driver이다. 

 

GPIO output은 0V 혹은 5V이기 때문에, PWM을 이용하여 0~5V를 만들어 내고 

Motor Driver는 이에 따라 0~12V를 DC Motor에 제공하게 된다. 

하나의 모듈은 2개의 DC Motor를 control한다. 

 

 

https://www.pololu.com/product/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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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M Driver 

 

 

Adafruit 16-Channel 12-bit PWM/Servo Driver - I2C interface - PCA9685 

https://www.adafruit.com/product/815 

 

Motor Driver에 PWM 출력을 Control해준다. 

라즈베리에는 1개의 하드웨어 PWM만 있어서 2개의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Software PWM을 사용해야 하는데, 물론 가능하지만 반응 속도가 걱정되어 

Hardware PWM을 사용하고 있다. 

 

I2C로 명령을 내리면 PWM output이 변경 유지된다. 

16-Channel은 총 16개의 PWM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2개만 사용한다. 

12-bit는 4096에 해당하는데, PWM 출력을 4096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DC Motor의 속도를 0..4095 단위로 조절 할 수 있다. 

 

 

https://www.adafruit.com/product/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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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U Module 

 

GY-521 MPU-6050 Module 3 Axis analog gyro sensors + 3 Axis Accelerometer Module 

http://www.amazon.com/Kootek-MPU-6050-MPU6050-sensors-

Accelerometer/dp/B008BOPN40 

 

3축 가속도 센서와 3축 자이로스코프를 내장한 InvenSense MPU-6060 module이다 

I2C로 연결되며, 해당 값을 읽어 올 수 있다. 

Raw값을 processing하여 Robot의 기울기를 계산해 낸다. 

 

(자체 제작하는 경우) 

IMU Module의 축을 Robot의 축과 일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Raspberry Pi 

 

Raspberry PI 2 Model B 

https://www.raspberrypi.org/products/raspberry-pi-2-model-b/ 

 

Robot의 CPU인 Raspberry PI이다. 

Debian Linux인 Raspbian이 설치되어 있다. 

3B가 최신이나 2.5A를 사용하기 때문에 2B에 무선 LAN을 추가해서 사용한다. 

 

http://www.amazon.com/Kootek-MPU-6050-MPU6050-sensors-Accelerometer/dp/B008BOPN40
http://www.amazon.com/Kootek-MPU-6050-MPU6050-sensors-Accelerometer/dp/B008BOPN40
https://www.raspberrypi.org/products/raspberry-pi-2-mod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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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el 

 

 

Pololu Wheel 90×10mm Pair - Black 

https://www.pololu.com/product/1435 

 

지름이 90mm인 바퀴이다. 

 

 Wheel 

     

Pololu Universal Aluminum Mounting Hub for 4mm Shaft, #4-40 Holes (2-Pack) 

 

바퀴와 DC Motor의 Shaft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해당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아래를 사용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 주었다. 

 

 

Shaft Connector 4mm (Pair) 

https://www.eleparts.co.kr/EPXC4BT7 

https://www.pololu.com/product/1435
https://www.eleparts.co.kr/EPXC4B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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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or Driver 

 

Pololu 25D mm Metal Gearmotor Bracket Pair 

https://www.pololu.com/product/1569 

 

DC Motor를 프레임에 고정하기 위한 부품이다. 

 

 케이블 

 

 

40핀 커넥터 F-M 20cm (Female - Male), 점퍼케이블 / 점퍼선 

http://mechasolution.com/shop/goods/goods_view.php?goodsno=514&category=062002 

 

한쪽이 Female이고 다른 한쪽이 Male인 점퍼케이블이다. 

F-F, M-M도 있으며, 원하는 만큼 끊어서 사용하면 된다. 

 

https://www.pololu.com/product/1569
http://mechasolution.com/shop/goods/goods_view.php?goodsno=514&category=0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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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일반 휴대용 배터리이다. 

버튼을 누르면 현재 충전 상태가 LED로 표시된다. 

이 모델은 충전과 사용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주의한다. 

충전시에는 왼쪽 microUSB를 사용하면 된다. 

 

 

2.1 회로도 

Appendix B. 회로도 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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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즈베리 접속하기 

 

3.1 WIFI 설정 변경 

 

 무선 AP 설정 

아래를 입력하고, 해당 file의 노란색 부분을 수정한다. 

ssid가 SSID이고, psk가 암호이다. 

암호방식이 WPA-PSK가 아닌 경우에는 key_mgmt도 변경해 준다. 

 

잠깐) Console을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는 Appendix C. Console 접속하기를 참조한다. 

 

% sudo nano /etc/wpa_supplicant/wpa_supplicant.conf 

 

ctrl_interface=DIR=/var/run/wpa_supplicant GROUP=netdev 

update_config=1 

 

network={ 

        ssid="Novo" 

        psk="g..." 

        key_mgmt=WPA-PSK 

} 

 

% sudo re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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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SH 접속 

 

 SSH 접속 

라즈베리로 접속한다 

SSH client가 없다면 putty를 다운 받는다. 

http://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download.html 

 

ssh pi@192.168.0.178 (1호기) 

ssh pi@192.168.0.179 (2호기) 

 

암호는 raspberry 

 

 

 Folder 만들기 

AF/<myfolder> 만들기 

AF/ 아래 자신의 folder를 만든다 

예) cd AF; mkdir steve 

 

참고) shell은 bash로 되어 있다. 

 

 

 라즈베리 끄기 

 

% sudo halt 

 

10초 후에 전원을 끈다. 

(초록 LED가 깜빡 거리다 꺼진다) 

 

 

http://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downl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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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ython 

 

 

 

 Version 

python 2.7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 

 

필요한 library가 있다면 직접 설치해도 좋다. 

단, python 3 설치는 제외 

 

 

 Hello World 

% cd AF 

% cd <myfolder> 

% vi hello.py 

 

#!/usr/bin/env python 

print "hello, world" 

 

 

 실행하기 

% chmod +x hello.py 

% ./hello.py 

hello, world 

 

혹은 

 

% python hello.py 

hell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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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Library 복사하기 

 

 Library 복사 

% cd AF 

% cd <myfolder> 

% cp -r /AF/samples/* . 

 

 

 Library 구조 

 

Adafruit_I2C.py

Adafruit_PWM_Servo_Driver.py

motor.py motolib.py(pwm.py) imu001.pyimulib.py

datalib.py tcplib.pyPID.pymotor_speed.py

 

 

 

  외부에서 가져온 library이다. 

  예제 코드이다. 

  AF를 위해 만든 library이다. 

 

example code는 참조하고, 

AF library를 사용하여 (PID.py 포함) 코딩하면 된다. 

 물론 자신만의 library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진정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imported

examples

AF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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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MU 읽기 

 

 Example 

% ./imu001.py 

 

x는 앞뒤, y는 좌우의 angle을 표시한다. 

각각 -90~90도가 표시된다.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I2C연결을 확인한다. 

Appendix D. I2C 연결확인 참조 

 

 

 imulib.py 

위의 example을 library로 만든 것이다. 

 

# return (x, y) 

def get_orientation(): 

- x, y각도를 tuple로 return한다 

x는 앞뒤, y는 좌우의 angle을 표시한다. 

각각 -90~90도이다. 

 

오랜 시간이 (0.006초)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불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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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otor Control (PWM) 

 

DC Motor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hardware PWM driver를 사용한다. 

 

 PWM이란? 

PWM = Pulse Width Modulation 

Digital output으로 전압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10%

50%

90%

4.5V

2.5V

0.5V

 

 

5V logic level에서  

10% 동안 1을 주면 0.5V, 

90% 동안 1을 주면 4.5V가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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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M용어 

 

 

출처) http://www.zembedded.com/avr-introduction-to-pwm-part-i/ 

 

Amplitude는 5V이다 (라즈베리 파이) 

Period는 하나의 주기를 말하고 

Duty Cycle은 period내에서 1의 길이(시간)를 나타낸다. 

 

Adafruit 16-Channel 12-bit PWM/Servo Driver는 

1초에 40~1000개 period를 설정할 수 있다. 

 

Period수가 많아 지면 period가 짧아지기 때문에,  

DC Motor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여기서는 1000을 사용한다. 

 

 

http://www.zembedded.com/avr-introduction-to-pwm-p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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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ty Cycle 설정 

 

0 4095on off
 

 

위의 그림은 하나의 period를 표시한 것이다. 

Adafruit 16-Channel 12-bit PWM/Servo Driver는 총 2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 

1) 0부터 시작해서 on까지의 길이, 

2) on부터 off까지의 길이 

 

0 4095
 

 

> 1) 0부터 시작해서 on까지의 길이 

이 부분을 0으로 하면 맨 앞의 duty cycle의 모양과 같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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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 

% ./pwm.py 

 사용하지 않는다 

 

% ./motor.py 

2초 전진, 정지, 2초 후진, 정지하는 예제 코드이다. 

Control-C를 누르는 경우, 자동으로 멈추도록 되어 있다. 

 

 

 motorlib.py 

Motor control관련 interface이다. 

 

def stop(): 

- Motor를 정지한다. 

 

def forward(): 

- Motor를 전진시킨다 

 

def backward(): 

- Motor를 후진한다. 

 

# left, right : + = forward, - = backward, 0 = stop 

def set_power_and_direction(left, right): 

- 회전을 위해 왼쪽과 오른쪽 motor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 

위의 stop(), forward(), backward()를 대체할 수 있다. 

 

def set_power_cutoff(power): 

- power값이 설정 값을 넘으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초기에 한번 설정하면 된다. 

*** Motor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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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ncoder 

 

Encoder는 DC Motor의 실제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DC Motor에 동일한 전압이 주어지더라도, 

로봇의 무게, 바퀴의 크기, 바닥면의 재질 등에 따라서  

바퀴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ncoder의 동작 원리 

Motor의 encoder는 2개의 GPIO input을 사용한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Rotary_encoder#Incremental_rotary_encoder 

 

회전에 따라 GPIO input의 값이 변경되는데 

시계 방향의 경우, 0 0  0 1  1 1  1 0  0 0 순으로 값이 변경되고 

반시계 방향의 경우, 0 0  1 0  1 1  0 1  0 0 순으로 변경된다. 

 

 Polling의 한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interrupt를 사용해야 하는데, 

Linux의 경우에는 kernel mode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AF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application level에서 polling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Polling 방식의 문제점은 polling 속도가 느릴 경우 GPIO input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

다는 것이며, 잘못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0 0  0 1  1 1  1 0 (시계방향 3 step) 을 느리게 읽어 

0 0  1 0으로 판단하면 반시계 방향 1 step 이동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된다. 

 

0 0  1 1은 error로 처리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Rotary_encoder#Incremental_rotary_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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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 

% ./motor_speed.py 

 아래 motorlib.py를 이용하여 motor를 앞뒤로 움직이고 encoder의 값을 표시한다. 

 

 motorlib.py (encoder부분) 

Encoder관련 interface이다. 

 

# period in sec (you can use 0.1) : default = 0.01                                                             

def set_speed_period(period): 

- 속도의 단위를 설정한다. PWM의 period와는 다른 개념이다 

encoder의 count를 저장하는 단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0.01초로 설정하면 speed 값은 지난 0.01초 동안의 encoder 값이 된다. 

period가 작으면 속도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period가 크면 좀 더 정확하게 값을 읽게 된다. 

 

def speed_poll(): 

- 주기적으로 불러 준다. 

 

def get_speed(): 

- 지난 period에 발생한 left 및 right의 encoder 값을 return한다. 

 

def get_encoder_error(): 

- 0 0  1 1과 같이 invalid한 값의 count를 return한다. 

encoder error가 많다는 것은 speed_poll()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def clear_encoder_error(): 

- encodr error값을 0으로 clear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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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PID Control 

 

 PID Control 

Self-Balancing Robot의 핵심인 PID control이다. 

PID control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해야 하는데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오류도 많으니 주의) 

 

가장 괜찮은 article이라면 이것을 추천한다. 

 

Making a two-wheeled self-balancing robot 

http://robocv.blogspot.kr/2013/03/making-two-wheeled-self-balancing-robot.html?m=1 

 

PID control 엔진에 대해서는 library에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자체 보다는 동작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P는 proportional이니 단순하다. 기울어진 만큼 motor의 힘을 주는 것이다. 

I는 오차를 계속 더하는 것이다. 오차란 목표와 현재 값의 차이이다. 

더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팍' 하고 움직이는데 이를 Kick이라고 부른다. 

D는 기울기의 속도에 반응하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가속도) 

빠르게 쓰러지는 경우와 느리게 쓰러지는 경우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다. 

 

Control하는 입장에서 보면, 

P는 오차의 반대로 하는 것이니 별거 없다. 

 

I는 특정 boundary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더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엄청 커지기 때문이다 

마치 half pipe를 바닥에 깔아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D는 중심을 잡아 중앙지역에 왔을 때, 부드럽게 정지하도록 해 준다 

중앙으로 향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 가속도가 발생하는데 

이 특징으로 속도를 지워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http://robocv.blogspot.kr/2013/03/making-two-wheeled-self-balancing-robot.html?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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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D.py 

Ivmech PID인 ivPID에서 한 부분만 수정한 버전이다. 

https://github.com/ivmech/ivPID 

 

def update(self, feedback_value): 

- 이 function에 return True/False를 추가하였다. 

update()는 sample time 주기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sample time이 아니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return True를 할 때만 motor control을 하면 된다. 

 

 사용방법 

(초기 설정) 

pid = PID.PID(KP, KI, KD) 

pid.SetPoint = TARGET_ANGLE_INITIAL 

pid.setWindup(WINDUP_GUARD) 

pid.setSampleTime(SAMPLE_TIME) 

  

(주기적 호출 x는 angle) 

if (not pid.update(x)): return;                   # not sample time yet  

output = pid.output 

 

참고로 PID 결과는 attribute를 직접 access하도록 되어 있다. 

 

 

 windup이란? 

PID에서 I는 integral, 즉 더하기 이다. 

더하다 보면 숫자가 너무 커지게 되어 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Max값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windup이상으로 더한 값이 커지지 않게 된다. 

 

 

https://github.com/ivmech/iv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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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datalib (Graph 분석) 

 

Data를 모아 graph로 보여 주는 기능이다. 

 

 datalib 추가 

PID control 동작을 보는 방법이다 

 

(초기에 불러 준다) 

datalib.init(4) 

datalib.desc(["output", "P", "I", "D"]) 

 

4개의 graph를 그리는데, 이는 각각 output, P, I, D 값이라는 의미이다. 

datalib.desc()는 사람을 위해 graph에 표시되는 description이다. 

 

pid.datalib_on = True 

 

이제 자동으로 output, P, I, D 정보가 datalib에 쌓인다. 

이를 file로 만들어 주려면 def on_exit(): 부분에 아래를 추가한다 

 

def on_exit(): 

  datalib.save("data.js") 

 

실행을 종료하면 data.js가 생긴다. 

 

 

 graph 보기 

Chrome, Firefox를 권장한다. 

 

http://192.168.0.178/<myfolder>/chart  1호기 

http://192.168.0.179/<myfolder>/chart  2호기 

예) http://192.168.0.179/steve/chart 

 

좀 시간이 걸린다. 

이전 data가 보인다면, ctrl-shif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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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 data 보기 

이번에는 PID정보가 아닌 임의의 data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pid.datalib_on = True 

이 부분을 삭제한다. 

 

datalib.data(time,time(), [ data1, data2, data3, data4 ] 

 

이렇게 적어 주면 끝이다. 

data1~data4는 number type이어야 한다. 

 

 

 

그래프에 description을 변경하려면 아래를 바꾼다 

datalib.desc(["angle", "left", "right", "error"]) 

 

data의 개수도 변경 가능하다 

datalib.ini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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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tcplib 

 

원격에서 Robot을 조정하기 위한 library이다 

 

 tcplib.py 

(초기 설정) 

tcplib.init() 

 

(주기적으로) 

tcplib.command() 

return값이 ""이면 명령어가 없는 것이다 

명령어가 있으면 처리하면 된다. 

명령어는 대문자로 변경되어 도착한다. 

 

 

 Client 

명령을 보내는 controller script이다. 

 

% vi SBR 

 

#!/usr/bin/python                                                                                              

import socket 

import time 

 

DEST_IP = "192.168.0.178" 

 

print "connecting", DEST_IP 

tcp = socket.socket(socket.AF_INET, socket.SOCK_STREAM) 

tcp.connect((DEST_IP, 3000)) 

print "connected" 

while True: 

      command = raw_input("SBR# ") 

      tcp.send(command.upper()) 

tcp.close() 

 

SBR# 에서 명령어를 치면 Robot에 도착한다. 

2호기의 경우에는 DEST_IP를 변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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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pilog 

 

여기까지이다. 

 

모든 programming이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특히 PID control은 더더욱 그런데 

스스로 해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행운을 빈다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 Helen Keller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Helen_Keller#/media/File:Helen_KellerA.jpg 

 

 

 

https://en.wikipedia.org/wiki/Helen_Keller#/media/File:Helen_Keller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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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문서정보 

 

A.1 문서이력 

 

 문서 목적 

Self-Balancing Robot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문서이다. 

 

 작성자 

제임스 / james@novonetworks.com 

 

 도움주신 분 

신 병주, 이 정목, 김 용석, 

그 외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작성이력 

최초작성 : 2016-5 

 

 

mailto:james@novonet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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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회로도 

 

 

 

 

PWM 1번 채널이 오른쪽 Motor이고, 2번이 왼쪽 Motor이다. 

왼쪽 Motor는 의도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있다. 

(앞으로 갈 때, 같은 값을 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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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Console 접속하기 

 

C.1 유선 LAN 연결 

 

1. Raspberry Pi에 유선 LAN을 연결한다. 

2. 아래의 IP로 SSH접속한다. 

 

ssh pi@192.168.0.178 (1호기) 

ssh pi@192.168.0.179 (2호기) 

 

암호는 raspberry 

 

 

C.2 Console 연결 

 

유선 LAN 접속이 안 되는 경우에 Console을 접속하는 방법이다. 

HDMI 케이블 연결을 위해 부분적으로 Robot을 해체해야 한다. 

 

1. HDMI 케이블을 연결한다. 

2. USB키보드를 연결한다 

 

Login은 pi /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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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D. I2C 연결확인 

 

 I2C 동작 확인 

% sudo i2cdetect -y 1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00: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40: 40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60: -- -- -- -- -- -- -- -- 68 -- -- -- -- -- -- --  

70: 70 -- -- -- -- -- -- -- 

 

0x68이 GY-521 MPU-6050 이며 

0x40과 0x70이 Adafruit 16-Channel 12-bit PWM/Servo Drive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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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 References 

 

Using Complementary Filter to combine 

http://blog.bitify.co.uk/2013/11/using-complementary-filter-to-combine.html 

 

MPU-6050 Datasheet & Register Map 

http://www.invensense.com/products/motion-tracking/6-axis/mpu-6050/ 

 

 

 

Adafruit 16 Channel Servo Driver 

https://learn.adafruit.com/adafruit-16-channel-servo-driver-with-raspberry-pi/overview 

 

PCA9685 datasheet 

https://cdn-shop.adafruit.com/datasheets/PCA96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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