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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이 투입되기 어려운 재난 환경이나 전장 상황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부상자 구조 및 위험물 처리를 하기 위

해 다양한 형태의 구조로봇에 대한 개발이 전 세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에서 개최한 DARPA Robotics Challenge(DRC)는 이러한 

연구 동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1]G. Pratee, 2013). 

DRC는 재난 현장을 모사한 환경에서 구조로봇을 투입하

여 원격 조종을 통해 주어진 재난 극복 미션을 수행하는 

미션 수행 능력을 겨루는 대회였는데, 전 세계의 우수 연

구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및 훌륭한 기술 수

준들을 선보였다. DRC 이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구

조로봇 및 관련 핵심 기술 연구들이 더욱 활발해졌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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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n integrated Modeling & Simulation framework for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the 

rescue robot which rescues a wounded patients or soldiers and disposes a dangerous objects or explosive 

materials in the battlefields and disastrous environments. An integrated M&S(Modeling & Simulation) framework 

would have enabled us to perform the dynamic simulation program GAZEBO based Software-in-the-Loop 

Simulation(SILS) which is to replacing the robot platform hardware with a simulation software. An integrated 

M&S framework would help us to perform designing robot and performance validation of robot control results 

more efficiently. Furthermore, Tele-operation performance in the unstructured environments could be improved. 

We review a case study of applying an integrated M&S framework tool in validating performance of mobility 

stabilization control,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ol strategy in the rescu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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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장이나 재난 환경과 같은 인간이 투입되기 힘든 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부상자 구조 및 위험물 처리 

목적으로 개발된 구조로봇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통합 M&S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개발된 통합 M&S 프레임워크는 계층

화, 모듈화된 통합운동제어 소프트웨어의 구조에 기인하여 통합운동제어 소프트웨어 구조는 동일하게 이용하며 로봇 플랫폼

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SILS(Software-in-the-Loop Simulation) 개념의 M&S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활

용하여 로봇 설계 및 로봇 제어 기술의 성능 검증 등의 개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고, 비정형 환경에서의 원격 

운용성 향상도 가져왔다. 통합 M&S 프레임워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구조로봇의 성공적인 개발 및 성능 확인을 완료하

였으며, 구조로봇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변형상 제어를 통한 주행 안정화 기술 개발 과정에 적용된 통합 M&S 프레임워크

의 사례를 통해 효용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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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진도 Fig. 1과 같은 부상자 

구조 및 포탄과 같은 위험물 처리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구조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6,8]Hong, 2015, 

2018; [9]Lee.W, 2017; [7]Choi, 2018; [11]홍성일, 2017). 

Fig. 1. Rescue robot (HURCULES)

본 연구진이 개발 중인 구조로봇(이하 HURCULES 

(HUmanoid ResCUe robot for caLamity rESponse)은 

다양한 상황의 부상자를 고려하여 구조하기 위해 120kgf

라는 고하중의 기중력을 요구하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원

활한 위험물 처리를 위한 다자유도 동작 계획 및 제어 기

술을 요구한다. 또한 HURCULES의 상체는 휴머노이드 

형태이지만, 하체는 궤도형 주행부 및 가변 형상이 가능

하도록 관절을 갖는 구조로 설계하여 다양한 야지/험지를 

주행 안정성을 확보한 자세로 주행하는 로봇이다. 또한 

유압 구동기에 비해 다소 힘은 부족하지만 소음이 적은 

전기식 구동 모터를 사용하여, 유압식 구동 모터를 사용

하는 로봇에 비해 소음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소

개한 DRC에 참여한 로봇들은 대부분이 이족 보행 휴머

노이드 형태를 가지는 로봇이었는데 본 연구진이 개발 

중인 HURCULES와는 기본 운용 개념 및 로봇의 특징

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DRC에 참여한 로봇은 주로 재

난 실내 환경에 투입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맞춰진 인프

라에서 작업을 하도록 최적 설계되어 인간과 유사한 동

작을 생성하는 휴머노이드 형태로 대부분 개발이 되었

다. HURCULES는 주로 전장 환경 또는 야외 재난 환경

에서 활용될 목적으로 개발 중인 로봇이기에 앞선 로봇

보다 야지/험지에서 운용되더라도 강건성을 가지는 필드

로봇으로 개발 되어야한다. 이와 같이 비슷한 목적을 가

지는 필드로봇도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지만([16]Ding, 

2014; [12]정병진, 2018) 본 HURCULES와 유사한 아이

디어를 가지는 로봇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할만한 로봇 개발 과정이 없어서 로봇의 효

율적인 개발 프로세스와 안정적인 원격 운용, 안전한 연

구 개발 과정을 위해서는 M&S를 통한 사전 검증 및 해

석, 성능 분석 과정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

제로 DRC에서도 주최 측인 DARPA가 DRC를 개최하기 

전에 참가 팀들에게 재난 환경을 모사하여 다양하게 시

뮬레이션 할 수 있는 API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동역학 

시뮬레이션 툴 GAZEBO를 소개하였고 대회 환경을 미

리 제공해주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대

회 환경과 유사한 다양한 재난 환경과 관련된 모델을 제

공하였다. 이를 참가 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수행을 권장하여 실제 

대회에서 참가 로봇들의 미션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다. 

DARPA의 의도대로 각 참가 팀 로봇 컨셉에 어울리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이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발 

과정 및 로봇 원격 운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팀들이 결

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1]G. Pratee, 2013; [2,3]Lim, 

2015, 2017; [4]Johnson, 2015; [5]Feng, 2015). 이에 착안

하여 HURCULES도 DRC 로봇들과 유사한 목적과 컨셉

을 가지므로 개발 과정에 있어서 M&S의 활용을 중점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대표

적인 로봇 M&S 프레임워크 Neptus([17]Pereira, 2006), 

Moos_lvP([18]Benjamin, 2010)등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

고 있으나 적용 분야가 주로 차륜형 무인 플랫폼 또는 무

인기 등의 자율 임무, 또는 무인 해양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로봇에는 적용이 어려웠으며 구조 임무

와 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에 적합한 자체 프레

임워크 개발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자체 통합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개발 및 구축하여 설계 과정에서의 설계 

모델에 대한 사전 검증 및 해석, 개발된 제어 전략 모델

에 대한 성능 분석, 비정형 환경에서의 원격 운용 관점에

서도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원격 운용 능력 극대

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구조로봇 개발을 위해 제안된 통

합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

진 구조로봇 HURCULES의 효율적 개발 및 원격 운용 

능력 극대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2절에서는 통합 

M&S 프레임워크의 소개를 위해 HURCULES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조와 이와 연동된 소프트웨어 모

듈의 구조를 소개하여 다양한 모듈의 소프트웨어를 M&S 

할 수 있도록 하는 SILS(Software-in-the-Loop Simulation)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통합 M&S 프레임워

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개발 과정과 HURCULES의 원격 

운용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한다. 3절에서는 통

합 M&S 프레임워크의 활용 사례로서 HURCULES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변형상 제어를 통한 주행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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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M&S 결과와 실제 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4

절은 통합 M&S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

에 대해 설명한다.

2. 구조로봇 통합 M&S 프레임워크

구조로봇 통합 M&S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기 이

전에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조로봇 HURCULES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HURCULES 개발 전 과정에 적용

된 통합 M&S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한다. 

2.1 구조로봇 HURCULES 개요
구조로봇 HURCULES는 전장 상황 혹은 재난 환경에

서 부상자를 구조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고, 폭발물, 

잔해 등의 위험물을 처리하기 위한 다목적으로 개발된 

로봇이며, 2016년까지 초기 시제를 개발하여 시험을 완

료하였고 부족한 실용성/운용성을 보완한 보완 시제가 현

재 개발되었으며 운용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HURCULES 로봇의 기본 형상 및 개

요는 Fig. 2와 같다. 부상자 구조 및 위험물 처리 등의 다

소 상반되는 다목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에 

따라 교체 가능한 모듈형 매니퓰레이터 구조를 가진다. 

Fig. 2 (a),(b)와 같이 목적에 따라 적절한 매니퓰레이터 

및 말단장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Fig. 2(a)는 부상자 구

조를 위한 매니퓰레이터 및 구난용 말단장치를 장착한 

형상이다. 말단장치에 해당하는 얇은 두께의 하박을 통해 

부상자와 지면 사이를 파고들어 누워있는 부상자를 매니

퓰레이터 위에 안착시키고 인계하여 로봇 하체 위에 위

치한 침상 위에 올려 후송 가능하도록 한다. Fig. 2(b)는 

위험물 파지 및 처리를 위한 매니퓰레이터 및 말단장치

를 장착한 형상이다. 부상자 구조형 매니퓰레이터는 4자

유도인 것에 비해 7자유도로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많아

서 다양한 모션을 생성할 수 있으며 양팔 독립 모션, 양

팔 협조 모션 등을 생성해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위험

물 처리 임무가 가능하도록 한다. 

몸통 및 매니퓰레이터는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있는 반

면, 하체에 해당하는 가변형상 플랫폼은 Fig. 2와 같이 허

리 yaw 관절 1개, 골반 관절 1개, 무릎 관절 각 1개해서 

총 4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4개의 자유도를 이용해 야

지/험지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세로의 형상 변

경이 가능하다. 기본 주행 자세는 Fig. 2와 같이 무릎 관

절을 펴서 하지 링크가 풀리퍼의 역할을 하며 지면과의 

접촉을 늘려 다양한 지형으로부터 전달되는 진동 충격을 

흡수하며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임무 시에는 

무릎을 꿇는 자세로 앉아서 부상자 구조 및 위험물 파지 

임무를 수행한다. 

HURCULES의 머리에는 광각카메라, IR 카메라, 스

테레오 카메라, Lidar 등의 감지장치가 장착되어 원격 주

행 및 원격 임무를 위한 환경 인식 정보를 제공해준다. 

HURCULES는 무선 원격 운용을 기본 운용 개념으로 가

지며, GUI 및 조이스틱, 햅틱장치 등으로 구성된 원격통

제장치를 통해 운용자가 원격에서 운용하게 된다. 

로봇의 동작을 계획하고 생성 및 제어를 수행하는 역할

은 통합운동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수행하며, 실시간 제어

를 위해 Linux 기반에 Xenomai 패치를 적용하여 1kHz

의 제어 주기로 로봇을 제어한다. 통합운동제어 컴퓨터는 

다양한 감지장치 센서, 약 20개의 관절제어기와 EtherCAT 

및 CAN, LAN 통신을 이용하여 통신한다. 통합운동제어 

          (a) Rescue Type                      (b) Grasp Type

Fig. 2. Configurations of a rescue robot (HUR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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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임무와 목적에 맞게 개발된 제어 

알고리즘 프로그램들을 모듈 형태로 병렬 처리할 수 있

도록 소프트웨어 구조를 구성하여, 다수의 개발자가 동시

에 접근하여 서로의 임무 알고리듬 충돌 없이 개발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종의 미들웨어 개념의 소프트웨

어 구조를 갖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소개하려는 통합 

M&S 프레임워크가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었으며, 단지 M&S의 적용뿐 

아니라 로봇에 ROS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외부 모듈 

프로그램들도 소프트웨어의 구조 변경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2.2 구조로봇 통합운동제어 소프트웨어 구조

통합 M&S 프레임워크의 구축 베이스가 될 통합운동

제어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통합운동제어 소프트웨어([13]Y.Lee, 2016)의 구조는 

Fig. 3과 같이 총 5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져있다. 그림의 

계층 5부터 순서대로 설명하면 계층 5는 로봇 플랫폼 디

바이스 계층이다. 이는 실제 로봇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로봇을 구동하는 각 관절의 구동 제어기 디바

이스나 환경 정보를 인식하는 센서와 디바이스로 이루어

진 계층이다. 계층 4는 로봇 디바이스와 공유 메모리 간

의 실시간 통신을 관장하고 실시간 제어 주기 명령을 처

리하는 디바이스 핸들러 계층이다. 계층 3은 공유 메모리 

계층으로서 모든 디바이스 및 프로그램 모듈에서 공통적

으로 사용해야하는 변수를 구조화하여 각기 다른 모듈에

서도 동일한 변수에 접근하여 다양한 모듈을 병렬 개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유 메모리 변수의 예시로는 실제 

관절 궤적 명령이나 센서 정보 변수, 운용 정보 변수 등

이 있다. 계층 2는 임무 수행이나 제어 전략 알고리듬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모듈이다. 예를 들면 다자유도 로봇의 

동작 계획 및 생성을 관장하는 전신제어 모듈이 있고, 뒤

에 3절에서 설명할 가변형상 제어를 통한 주행 안정화 제

어 모듈이 있으며, 로봇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모

니터링 모듈 등이 있다. 또 계층 1의 유저 인터페이스 프

로그램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TCP와 UDP 통신을 관장

하는 LAN 통신 모듈 등이 있다. 계층 1은 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계층으로서 운용 

GUI나 햅틱 운용 UI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계

층 3의 공유 메모리를 중심으로 하여 계층을 나누어서 개

발하였기 때문에 다른 계층의 모듈이 추가 또는 삭제, 수

정이 되더라도 다른 계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다양한 

개발자들이 로봇에 이용될 다양한 모듈을 개발할 때 병

렬 작업을 하며 디버깅 작업을 하는데 최적화된 구조라

고 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얘기하였듯이 효율적인 개

발을 위해서는 로봇 하드웨어를 통한 직접적인 성능 검

증보다는 M&S를 통해 사전 설계부터 성능 분석 및 검증

까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위의 통합운동제어 소프트

웨어의 구조를 유지되면서 M&S 환경이 연동되는 형태

로 M&S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서는 계층화된 통합운동제어 소프트웨어의 구조에서 계

층 5의 디바이스 부분을 M&S 시뮬레이터로 대체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계층 2의 제어 모

듈이나 계층 1의 외부 유저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시뮬

Fig. 3. Software architecture of a rescu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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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터에 직접 연결하여 확인해볼 수도 있고, 실제 개발

이 완성되기 전에 운용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Robot 

Operating System(ROS)등을 통해 실제 개발된 상용 모

듈을 연결시켜봄으로 제어 모듈이나 유저 인터페이스의 

성능 분석 등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수정 보완할 수 있다. 

통합 M&S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3 통합 M&S 프레임워크
통합 M&S 프레임워크가 적용된 통합운동제어 소프

트웨어 아키텍처는 Fig. 4와 같다. 계층 5의 로봇 플랫폼

이 M&S 시뮬레이터로 대체되며, 로봇 플랫폼과 M&S 

시뮬레이터는 디바이스 스위치 모듈과 공유메모리 플러

그인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 수정 없이 다른 계층

과도 모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로봇 플랫폼을 대체할 시뮬레이션 모델

인 시뮬레이터는 DRC에서 동역학 시뮬레이터로 주로 이

용되었던 GAZEBO 동역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으며, GAZEBO에서 구축된 로봇 모델은 로봇과 동

일한 공유 메모리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여 실제 로봇 플

랫폼과 동일한 소프트웨어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플러그

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GAZEBO를 선택한 이유는 

DRC 대회에 제공된 프로그램인 만큼 재난 환경과 관련

된 다양한 모델이 제공되고 실제 상용으로 사용되는 감

지 센서 모델 구축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HURCULES의 부상자 구난 환경이나 위험물 처리 환경

과 같은 시뮬레이션 모델 및 환경 구성에 유리하다. 또한 

유저 인터페이스나 임무 모듈 계층 단에서 ROS를 이용

한 상용 모듈을 적용할 시 GAZEBO와의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또한 통합운동제어 SW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1kHz 주기의 실시간 제어 구현에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제어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실제 시뮬레이

션 월드에 시뮬레이션 시간을 제공하고 실시간 제어 동

기화가 가능한 GAZEBO를 적용하였다. GAZEBO를 이

용해 계층 5의 디바이스 부분을 시뮬레이터 모델로 대체

하고 ROS에서 제공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과 관련

한 툴을 활용해 계층 1의 일부 외부 유저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계층 2의 임무제어 모듈에서도 제

어 관련한 ROS 모듈을 연동하여 기능을 보완하였다. 나

머지 2,3,4 계층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계층 1의 유저 인

터페이스 부분은 실제 로봇 하드웨어에서 사용되는 소프

트웨어를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이 통합 M&S 프레임워크 하에서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통합 M&S 프레임워

크를 통해 실제 로봇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그대로 장착하여 전 로봇 구동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 

하여 성능 검증을 수행하는 SILS 개념의 시스템을 구성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4 통합 M&S 활용 방안: 효율적 개발 프로세스
위와 같이 개발된 통합 M&S 프레임워크는 로봇 설계 

및 성능 분석 등 연구 개발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효율적

으로 개선시켰다. 먼저 설계 과정에서 개발 요구조건에 

따라 주요 설계 파라미터들을 결정하고 상충하는 파라미

Fig. 4. Integrated M&S framework based robot softw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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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들을 최적화하여 선정하는 어려운 과정들이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 M&S는 주요 파라미터의 선정 과정에 있어

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예를 들어 HURCULES의 경우 부상자를 들어 올

리는 기중력이 중요한 요구조건 중 하나인데 이를 만족

하기 위해서는 하체 관절 구동기의 토크가 충분해야 한

다. 하지만 과도하게 구동 파워가 큰 구동기를 선정하면 

구동기의 부피와 무게가 커져 하체 설계가 비대해지고 

이에 따라 플랫폼의 무게가 중가하여 주행부 구동기나 

상체 관절 구동 등이 커져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

다. HURCULES는 다자유도를 모션 생성이 가능한 로봇

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자유도 전신제어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기중 모션을 찾고 각 관절에 필요한 필요 토크

를 최적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제작 단계 이전인 설계 

단계에서 찾기 위해서는 M&S 과정이 필수이며, 개발된 

통합 M&S 프레임워크는 실제 설계 CAD 모델을 직접 

이용하여 모델을 생성하기 때문에 전신제어 알고리듬 동

역학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었고, 각 링크의 길이, 필요

한 각 관절 토크, 요구 구동기 토크 등을 비교적 간편하

게 도출할 수 있었다. M&S를 통해 결정된 파라미터들은 

실제 하드웨어 제작 이후에 구성품 테스트 단계에서 실

험을 통해 검증하였는데 시뮬레이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줘서 통합 M&S 프레임워크의 신뢰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다자유도 모션을 갖는 로봇 특성 상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 상에서 링크 간 충돌 방지를 고려한 설계

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합 M&S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충분한 임무 시나리오 검증을 통하여 충돌방지를 위한　

알고리듬 검증 및 링크 길이 및 오프셋과 같은 설계 파라

미터 보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HURCULES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탑재된 

다양한 제어 전략 알고리듬들의 성능 분석 및 사전 검증

을 통합 M&S를 통해 수행하여 알고리듬 디버깅 등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성능 시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다자유도 전신제어, 로봇-인

간 상호작용 제어, 햅틱 양방향 원격 제어, 가변형상 제어 

등의 기구학적 모델 시뮬레이션만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복잡한 제어 알고리듬을 실제 로봇을 대체한 통합 M&S 

프레임워크에서 성능 분석 및 검증하여 효율적으로 개발

하였다. 

2.5 통합 M&S 활용 방안: 운용성 향상
통합 M&S 프레임워크는 개발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

상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 운용 단계에서 로봇 운용성 향

상에도 기여를 하였다. HURCULES는 전장 상황이나 재

난 환경과 같은 비정형 환경에서 주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빈번하

다. 이런 비정형 환경에서 운용 시 구축된 통합 M&S 프

레임워크를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모션에 대

한 확인 및 검증을 미리 수행하면 임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실제 운용 시 상황

에 맞게 대처하여 임무 수행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축된 통합 M&S 프레임워크를 SILS 개념의 

시스템에서 감지장치 등의 센서 정보는 실제 하드웨어 

정보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환경 인식 정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HILS 개념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통합운동제어 소프트웨어 구조가 계층화 되어 

있기 때문에 GAZEBO 모델에서 생성해주던 감지장치 

정보를 실제 센서 디바이스의 정보로 치환해주면 비교적 

간단히 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비정형 환경에서 위험

물을 파지할 때 Lidar와 스테레오 카메라 등의 3차원 환

경 인식 정보를 스캔하여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실제 임무 수행 직전에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사전 시

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임무 수행 능력 및 원격 운용성을 

향상시켰다. 

3. M&S　활용 사례 분석: 가변형상 제어

위에서 살펴본 통합 M&S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제어 

전략 알고리듬 개발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결과를 분석

하여 통합 M&S 프레임워크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보겠

다. 사례로 분석할 제어 알고리듬은 HURCULES의 야지

/험지 주행 안정성을 위한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변형상 

제어를 통한 주행 안정화 제어 알고리듬이다.

3.1 가변형상 제어 기술을 통한 주행 안정화

야지/험지 등의 험난한 지형 환경을 극복하고 부상자 

및 위험물을 안정적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주행 자세 

안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차륜형 플랫폼이 아닌 무

릎 및 골반 관절을 가지는 가변형상 플랫폼 구조를 채택

하여 지면 상황에 따라 적응적으로 안정적인 자세로 변

형시켜 자율적으로 주행 안정화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

면 정보는 로봇의 몸통 부위에 장착된 관석 측정 장치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센서 및 관절각도 정보

를 활용하여 기구학적으로 현재 로봇이 주행 중인 지면

의 각도 정보를 추정한다. 추정된 지면 각도에 따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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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무게중심 위치를 지지다각형(Support Polygon) 

내에 위치시키고 무게 중심을 낮추는 방향으로 무게중심

의 목표점을 생성하고 지면 정보에 따라 실시간으로 기

구학을 계산하여 추종 제어함으로써 로봇의 전복 등을 

방지하며 주행 안정성을 증대시킨다. Fig. 5는 로봇의 자

세를 지면 정보에 따라 안정화된 자세로 제어하는 가변

형상 제어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로봇의 무릎 및 골반 관

절 2자유도를 이용하여 로봇의 무게중심의 x(주행방향)

축, z(높이방향)축 방향의 위치를 지면 정보에 따라 안정

(a) Longitudinal test road, (b) Rough terrain road

Fig. 6. GAZEBO simulation environments

화된 무게중심의 위치로 자세 제어한다. 가변형상 제어를 

통한 주행 안정화 제어 기술의 설명은 다음 논문에 상세

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14]Choi, 2016; 
[15]Alipour, 2015).

Fig. 7. Test environment for mobility stabilization control 
(30% Longitudinal slope) 

3.2 시뮬레이션을 통한 주행 안정화 성능 분석
가변형상 제어를 통한 주행 안정화 성능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면 정보를 추정하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IMU를 통해 얻어지는 관성정보

가 모델에 제공되어야 한다. GAZEBO에서는 IMU 센서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로봇에 장착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은 아니지만 실제 로봇의 관절 구동 속도 제한 상 

1Hz의 LPF(Low-Pass Filter)를 통과시켜 관성정보를 활

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센서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가변형상 제어의 성능 시험

은 30%의 종경사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Fig. 6(a)와 

같이 GAZEBO 상에서 유사 시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Fig. 5. Overview of integrated mobility stabilization control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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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timated slope and IMU data, (b) The simulation results of control of CoM(Center of Mass) component of the X-axis, 

(c)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control of CoM(Center of Mass) component of the Z-axis

Fig. 8. Simulation results of the mobility stabilization control

(a) Estimated slope and IMU data, (b) The test results of control of CoM(Center of Mass) component of the X-axis,  
(c) The test results of the control of CoM(Center of Mass) component of the Z-axis

Fig. 9. Test results of the mobility stabilization control



효율적인 구조로봇 개발을 위한 통합 M&S 프레임워크

제28권 제2호 2019년 6월 157

Fig. 6(b)는 종경사로가 아닌 일반 야지/험지 지형에서의 

주행 안정화 성능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환경

이다. 주행 중인 지면의 각도에 따라 무게중심의 목표점

이 정해지고, 이를 추종하여야 하는데 제어 추종의 성능

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제어 게인을 찾는 튜닝 과정이 필

요하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하드웨어의 구동 노력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

에 시행착오 방법을 통해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실제 로

봇에 적용 가능한 최적화된 제어 게인 값을 찾을 수 있었

으며, 선정된 제어 게인을 실제 로봇 하드웨어에 그대로 

적용시켜 제어기를 이용하였다.

Fig. 8은 시뮬레이션 상에서 종경사 주행 시 도출된 가

변형상 제어 결과 그래프이다. Fig. 8(a)는 로봇이 주행 

중인 지면의 추정된 경사 정보를 보여주며, Fig. 8(b)는 

X축 방향 무게중심의 제어 성능, Fig. 8(c)는 Z축 방향 

무게중심의 제어 성능을 보여준다. 결과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어 오차가 정상 상태 뿐 아니라 과도 상

태에서도 1cm이내 수준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보

여주었다. 관절 구동 제어 시험 시에도 시뮬레이션 결과

와 실제 시험 결과가 거의 유사하고 관절 구동기 제어 게

인 값도 유사하게 이용되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용된 가변형상 제어기를 그대로 하드웨어 시험에 직접 

적용해도 유사한 성능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시

험에 적용하였다. 시험 결과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3.3 시험 결과와의 성능 비교
실제 가변형상 제어 성능 시험은 Fig. 7과 같은 30%의 

종경사로 시험장에서 진행되었다. 시뮬레이션에서 성능 

검증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제어기 성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시험에서도 종경사로 진

입함에 따라 안정적인 자세로 안정화하여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 그래프를 보면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 검증이 

매우 효용성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a)는 로봇

이 주행 중인 지면의 추정된 경사 정보 그래프이다. Fig. 

8(a)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지면을 주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b),(c)는 각각 X축, Z축 방향 무게중심의 

제어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실제 시험 데이터에는 

노이즈 성분 때문에 제어 성능 결과에 약간의 채터링이 

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의 양상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변형상 제어를 통한 

주행 안정화 기술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어

기 게인을 튜닝하고 성능을 사전 검증해보는 하나의 사

례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제어 전략 알고리듬의 성능 검

증을 통합 M&S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수행하였고 그

에 따라 로봇의 성능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조로봇의 효율적 개발 프로세스를 위

해 통합 M&S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개발 전 과정

에 적용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기술들의 

성능 분석 및 적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로봇 개발 트렌드가 ROS를 기반으로 로봇 디바

이스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모듈을 앱 스토어 형

태로 공유하는 개발 환경 추세로 변화해 감에 따라 전 세

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만든 다양한 기술 모듈들을 자유

롭게 접근하여 사용해 볼 수 있고, 로봇 플랫폼도 시뮬레

이션 모델화하여 공개 및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M&S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으

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 M&S 프레

임워크는 이런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 프레

임워크를 갖췄고, 추후 유사 로봇 추가 개발 시 동일한 

프레임워크가 활용되어 유사 로봇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본 연구의 확장으로 ROS

와의 연동성을 더욱 보완하여 ROS에 제공되는 다양한 

기술 모듈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

를 보완할 예정이다. 통합 M&S 프레임워크가 ROS와의 

연동성 및 확장성을 강화한다면 앞으로 개발될 구조로봇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셉의 로봇 개발에 있어서 방법론

적으로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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