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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차륜형 로봇에 비교하여 족형 보행로봇의 다자유도 시

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형에 대한 극복능력이 우수하다

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필
요로 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으로서 미래의 군사 작전 시 
산악지형 및 차륜형 로봇의 진입이 어려운 지형에 투입되

어 보병의 진군을 돕거나 적진에서 전투 및 정찰을 위한 
환경에서 활용되어 군사의 안전을 보장하며, 상업적 측면

으로서 대규모 산업단지의 정찰·감시근무를 통하여 사회

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차륜형 로봇의 진입이 어려

운 지형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대해 적응을 하며 극복하

기 위해서는 족형 보행로봇의 구동 시 발생되는 다양한 데
이터를 이용하여 지형 및 지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보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평지에서 
구동되던 중 비 평탄 지형으로 구동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지형에 대한 구분 없이 구동된 다면 로봇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지면의 상태를 구분하여 지면의 
미끄러움, 거칠기 등에 대해 로봇의 중심을 잡기 위한 방
법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족형 로봇의 보행 시 능동적

인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형 및 지면에 대한 구
분을 통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1]. 

로봇을 통한 지형구분에 관한 연구는 외부환경에서 구
동을 위한 차륜형, 족형 로봇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차륜형 로봇의 경우 지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전과 레이더스캔을 이용하여 지형의 모양, 
형태를 구분하여 회피와 진행방향을 판단하며 DuPont 과 
Iagnemma 의 경우 구동 시 바퀴가 항상 지면에 접촉하여 
구동하는 특징을 통해서 로봇에 진동센서를 장착하여 지면

에 따른 FFT(Fast Fourier Transform)값을 산출하여 분류알고

리즘을 통하여 지형을 구분하였다[2]. 하지만 족형 로봇의 
경우 지면에 항상 접촉하지 않으며 시스템의 중심점이 항
상 변화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연구사

례로는 지면의 함몰을 감지하기 위해 touch sensor 를 사용

한 Hirose 와 pressure sensor 를 이용하여 지면의 미끄러운 
경향을 측정하여 보행 패턴에 대한 변화를 통해 족형 로봇

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Lewis 가 있으

며, 센서 신호의 FFT 을 산출하여 각 지형의 고유 주파수를 
분석 학습알고리즘, GA(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여 지형

을 구분하는 사례가 있다[3].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노면판별을 위하여 힘

센서, 토크센서, 엔코더 등으로 구성된 1-leg platform 을 개
발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성된 평지, 모래, 자갈, 
잔디 환경에서 보행 실험 방법을 설명하며, 보행실험 진행 
중 지면접촉 순간에 1-leg platform 에 장착된 로드셀, 토크

센서의 신호를 획득하여 통계적 방법을 통한 지형 별 특징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산출된 특징 값을 사용하여 입력과 
출력을 정의한 인공신경망을 통한 4 가지 지형에 대한 지
면 분류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통한 실험 및 성능평가

를 통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한다.  
 

2. 1-Leg Platform 개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형에 따른 보행로봇의 특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Fig.1 과 같이 1-leg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다족형 보행 로봇 중 한 개의 다리만을 모사

한 것으로서 다양한 보행 패턴알고리즘과 보행에 영향을 
주는 속도, 지면 접촉 각도 등의 변화를 용이하도록 구성

하였으며 또한 각 링크는 길이의 조절을 통해서 다양한 보
행을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다족형 보행 로
봇보다 정적, 동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
양한 장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1-leg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4] 
각 구동부는 모듈형태로 제작되어 교체가 용의하며 링

크는 길이 가변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각 구동

부의 하위제어기와 상위제어기는 CAN 통신을 이용하여 연
결되어 있다. 로봇의 본체는 Linear guide 가 부착된 스테이

지와 연결되어 로봇이 직선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 Linear 
guide 와 로봇의 본체는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지면에서 도
약 시 로봇의 무게를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한다.  

지면 정보의 획득을 위한 센서 시스템은 지면 반력 측
정을 위한 1 축 로드셀과 각 관절의 토크를 측정할 수 있
는 토크 센서, 그리고 하위 제어기에 연결된 Hall sensor 로 
구성되어 있다. 보행 패턴은 어깨 관절을 기준으로 지면까

지의 거리를 고려하였으며, 다리 끝 부분의 경로는 타원형

을 그리는 일반적인 보행 패턴을 사용하였다. 진행 거리는 
한 걸음당 약 0.2m 이며 패턴의 주기는 24sec 로 실험하였

다. 노면의 구분을 위한 실험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조건의 보행패턴을 사용하였다. 다음 장 
에서는 보행 시 발생되는 다양한 센서정보를 이용하여 통
계학적 방법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분류 방법을 통하여 
지형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의 가능성을 검증 할 것이다. 

 
3. 통계학적 데이터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특징점 검출을 위해 통계학적 방법을 이
용하였다. 1-Leg Platform 을 이용하여 로드셀로부터 획득한

지면반력 데이터는 확률 분포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며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는 통계학적 분석 방법으로 특징점을  

Fig. 1 Development of 1-leg system for walk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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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할 수 있고 현재 통계학 분야에서 그래프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통계학적 분석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3 개의 특징 값
을 이용한다. 분산(variance), 첨도(kurtosis), 왜도(skewness)를 
통해 그래프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분산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퍼져있는 정도이며, 첨도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리고 왜도는 평균값을 기준

으로 데이터가 치우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3 개의 특
징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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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전파 신경망을 이용한 지형분류  

역전파 알고리즘 (backpropagation algorithm)은 LMS(Least 
Mean Square) 알고리즘의 확장으로 비선형적 문제를 다룰 
수 있다[5]. 기본원리는 입력층에 패턴을 주면, 이 데이터는 
연결강도(weight factor)를 통해 출력층으로 변환되어 전달되

고 출력층의 결과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델타 규칙을 이용

해 계산하고 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연결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갱신된 연결강도를 적용해 다시 출력값을 하며 
연결강도를 갱신하는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최적의 연결강

도를 찾아낸다. 
1) Steepest Gradient Method 
델타 규칙을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안되어 있으

나 기본적으로 최급하강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델타 규
칙은 네트워크에 대하여 모든 입력패턴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과 목표출력과의 오차의 제곱의 총합을 최소로 하도록 
연결강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차의 제
곱을 각각의 연결강도로 미분한 것이 델타 규칙에서의 연
결강도 변화량에 비례하는 것을 나타내면 된다. 
2) Conjugate Gradient Method 
steepest descent 기법은 예측방향성을 보정하는 매개변수를 

첨가하여 반복회수를 줄이고 수렴속도를 획기적으로 증가

시켜 성능을 향상한 CGM(conjugate gradient method)기법으로 
수정되었다. CGM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방향성이 
Newton 기법을 통한 2 차 도함수로부터 측정되는 목적함수

의 Hessian 행렬과 켤레화되어 이차 수렴성의 특징을 가진

다는 것이다. 이 CGM 기법을 통한 steepest gradient method
의 성능 향상은 해를 구하기 위한 방향성을 업데이트하는 
반복과정에서 이전단계의 과정을 포괄하는 반복을 수행하

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최급하강법

을 이용한 결과 지역 최소점에 빠져 안정화 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다음의 CGM [6]를 이용하여 이를 극복했다. 

Fig 2 Scatter Plot (Variance, Skewness, Kurtosis) 

Table 1 Results of Classification Using SCG Algorithm (%) 

 
또한 CGM 은 Steepest Gradient Method 보다 수렴 속도가 빠
르다는 장점이 있다. 
 

5. 실험 및 결과 
 로드셀로부터 샘플링 타임이 10ms 이고 한 걸음당 195

개인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앞 장에서 설명된 4 가지 지형 
별 40 회의 걸음 데이터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특징점을 검
출하여 차원을 축소하였으며 이 특징 데이터들을 3 개의 
데이터세트(학습(60%), 검증(5%), 테스트(35%))로 분리하였

다.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는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를 통해 반복학습을 하고 검증 데이

터를 정확히 분류하면 학습을 끝내도록 하였다. 테스트 데
이터는 학습과 관련 없는 데이터로 분류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Table 1 은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성능을 
평가한 결과이다. 

 
6. 결론  

 실험을 통하여 4 가지 지형 보행 시 지면 접촉구간의 
통계학적 센서 특징값을 도출하였으며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형에 대한 분류방법을 제시하였다. Fig.2 와 같
이 각 특징값을 도출하였을 때 간략한 지형구분이 가능하

며 인공신경망의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한 정확한 지형분류

를 위하여 지역 최소점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CGM 기법

을 사용하였으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성공률

은 약 78.6%의 결과를 얻었으며 실험결과를 통하여 잔디의 
경우 가장 뛰어난 성공률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유사지형에 대한 인식오류를 보강한다면 충분한 지형 
분류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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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t Sand Gravel Grass Average

Flat 66.7 11.1 16.7 5.6 •  

Sand 0 78.6 7.1 14.3 •  

Gravel 14.3 0 85.7 0 •  

Grass 10 0 0 90 •  

Success Rate 66.7 78.6 85.7 90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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