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vo 모터 제어] 

 

1. Enable 

$ cat /sys/class/cretures_motordriver/cretures_motordriver/servo_enable 

 

 

2. Disable 

$ cat /sys/class/cretures_motordriver/cretures_motordriver/servo_disable 

 

 

3. Test 

- 모든 모터를 -100%에서 100%까지 millisecond당 0.2% 움직여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 cat /sys/class/cretures_motordriver/cretures_motordriver/servo_test 

 

4. Set all velocity 

- 1~8까지 모든 모터들의 속도를 한번에 지정한다. 

Parameter 값은 순차적으로 1~8번의 모터에 할당되며, 값이 없는 모터의 경우에는 0값으로 지정된다. 

0의 경우 최대 속도를 의미하며, 1~255의 값이 주어질 경우 10%의 단위로 속도가 지정된다. 

 

반드시 슈퍼유저 모드에서만 값을 지정할 수 있다. 

 

# echo "1 10 20 20" > 

/sys/class/cretures_motordriver/cretures_motordriver/servo_all_velocity 

-> 1번 모터에 10%의 속도 

-> 2번 모터에 100%의 속도 

-> 3번 모터에 200%의 속도 

-> 4번 모터에 200%의 속도 

-> 5~8번 모터에 0의 속도(최대 속도) 

 

# echo "100" > /sys/class/cretures_motordriver/cretures_motordriver/servo_all_velocity 

-> 1번 모터에 1000%의 속도 

-> 2~8번 모터에 0의 속도 

 

 

5. Set all position 

- 1~8까지 모든 모터들의 위치를 한번에 지정한다. 

Parameter 값은 순차적으로 1~8번의 모터에 할당되며, 값이 없는 모터의 경우에는 0값으로 지정된다. 

값의 범위는 -1000 ~ 1000이다. 

 

# echo "0 1000 500 -1000" > 

/sys/class/cretures_motordriver/cretures_motordriver/servo_all_position 

-> 1번 모터를 0% 위치로 

-> 2번 모터를 100% 위치로 

-> 3번 모터를 50% 위치로 

-> 4번 모터를 -100% 위치로 

-> 5~8번 모터를 0% 위치로 



6. Set position, velocity 

- 각 모터의 위치와 속도 값을 개별적으로 지정한다. 

첫번째 parameter로 모터의 index(0부터 시작하여 7까지 할당)를 지정하고,  

나머지 parameter에 순차적으로 위치와 속도 값을 지정한다. 

 

# echo "0 1000 20" > /sys/class/cretures_motordriver/cretures_motordriver/servo_n 

-> 1번 모터(index가 0이기 때문)를 100%의 위치로 200%의 속도로 이동한다. 

 

 

7. Set initial position 

- 1~8까지의 모든 모터들의 초기 위치를 한번에 지정한다. 

Parameter 값은 순차적으로 1~8번의 모터에 할당되며, 값이 없는 모터의 경우에는 0값으로 지정된다. 

전원이 들어왔을 경우 주어진 값의 위치로 모터들이 초기화된다. 

 

# echo "0 1000 500 -1000 -780 -50 -5 -200" > 

/sys/class/cretures_motordriver/cretures_motordriver/servo_init_position 

 

 

8. 일반 1-2 모터 켜고 끄기 

- 일반 모터 1-2를 켜고 끈다. 

 

$ cat /sys/class/cretures_motordriver/cretures_motordriver/motor_12_on 

-> 켜기  

 

$ cat /sys/class/cretures_motordriver/cretures_motordriver/motor_12_off 

-> 끄기 

 

 

9. 일반 3-4 모터 켜고 끄기 

- 일반 모터 3-4를 켜고 끈다. 

 

$ cat /sys/class/cretures_motordriver/cretures_motordriver/motor_34_on 

-> 켜기  

 

$ cat /sys/class/cretures_motordriver/cretures_motordriver/motor_34_off 

-> 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