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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첨단 산업이 발전할수록 우리생활에서 로봇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활용분야도 산업용에. ,

서부터 가정용 의료용 인명구조 테러진압 등 여, , ,

러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로봇의 구동 형태로 바퀴형 로봇과 함께 최근에

는 점차 인간을 닮은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

봇은 인간과 작업영역이 같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

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직접.

소형 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보다 간단하게 구2

현할 수 있는 족 로봇의 보행 알고리즘과 제어방2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족 로봇에 적용되는 보행 알고리즘을 개발하기2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사람의 보행 방법을 조사 분

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많은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은 보행 동역학Vukobratovic [1]

을 조사하여 안정적인 보행의 척도로 ZMP(Zero

를 제안하였다Moment Point) . 는Takanishi [2]

에 기초하여 보행 패턴 합성 방법들을 제안하ZMP

였고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들의 유효성을

보였다 최근에 개발되는 대부분의 족 보행 로봇. 2

들은 를 기초로 하여 안정적인 보행을 구현하ZMP

고 있으나 의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ZMP

을 로봇의 발바닥에FSR (Force Sensing Resistor)

부착하여 보행 시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소형의 족 보. 2

행 로봇에는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준다.

한편 족 보행 로봇의 역기구학을 닫힌 해를 구2

하여 이를 보행에 적용한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 방법은 닫힌 해를 구할 수 있지만 계산[3,4].

이 다소 복잡한 단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족 보행 로봇의 안정적 보2

행을 보다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로봇의 역기구학과 역진자 원리를 적용 시뮬레이터

의 개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전체 시스템 구성 및 동작개요.Ⅱ

로봇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무선 모뎀과 로봇의 기구부 그리고 기구부에,

탑재 된 제어기로 나눌 수 있다 에서 시리얼 통.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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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텍스트 형식의 명령을 입

력하여 무선모뎀으로 보내지면 무선모뎀은 노이즈

에 의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더미 데이터를 더해

서 로봇의 제어기로 송신한다 로봇은 송신된 명령.

에 따라 미리 프로그램 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Serial 
communication

program

modem

ATmega128
(controller)

22

RC servo

그림 전체 시스템1.

Fig. 1. Overall system

로봇의 보행은 오른발 내딛기 우로 기울임 왼, ,

발 내딛기 좌로 기울임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서 구,

현된다 발을 내딛을 때의 동작은 차원 모션 시뮬. 2

레이터에 의해서 얻어진 각 관절의 각도를 테이블

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한쪽

다리만 시뮬레이션해도 반대쪽 다리의 각도는 부호

만 반대이므로 그대로 적용가능하다 또한 무게중.

심에 관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좌우로 기울인․
후 한쪽다리를 들었을 때 까지 로봇이 지지하고 있

는 발목을 중심으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목과

골반의 최적의 각도를 구해서 적용하였다.

개발 및 설계 과정.Ⅲ

먼저 자유도를 정하고 각 관절이 유기적으로 결

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 순서를Yaw, Roll, Pitch

정한다 양 다리 골반의 중심을 기준 좌표계로 정.

의하고 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각 관절의 좌표계를Z

설정한다 개발된 로봇의 좌표계는 기구학의. D-H

표현 규약 (Denavit-Hartenberg representation

에 따라 설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convention)

과 같다.

축은 축에 수직이 되게 설정한다(DH 1) X1 Z0 .

축은 축과 만난다(DH 2) X1 Z0 .

그림 다리관절의 좌표계2.

Fig. 2. Coordinate of leg joint

그림 를 이용한 기구부 설계3. Auto CAD

Fig. 3. Design of mechanical part using Auto CAD

링크 aiα diθ

2(yaw) 0 -90 d2(-)θ *

3(roll) a3 90 0θ (90)*

4(pitch) a4 0 0θ *

5(pitch) a5 0 0θ *

6(pitch) a6 0 0θ *

7(roll) a7 -90 0θ *

표 규약에 의해 정의된 각 링크별1. D-H

파라미터들 는 변수(* )

Table 1. Each parameter defined by D-H

convention(* mea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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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 거리 두 축이 만나지 않ai : Zi-1 Zi ( Z

을 때 존재 축을 따라 결정, Xi )

와 의 각도 와 수직한 평면에: Zi-1 Zi (Xi

서 결정)

축과 의 교점과 원점 사이의d : Xi Zi-1 Oi-1

거리

축과 축 사이의 각도 축과: Xi-1 Xi (Zi-1

수직한 평면에서 측정된다.)

표 에서 링크 의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는 이1 1

유는 을 의 방식으로=Tans(d1) Rot(z,-90)

구했기 때문이다.

두 골반 사이의 기준좌표계를 중심으로 한 오른

쪽다리의 각 관절간의 변환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

다.

여기서 는 번째 관절 좌표계의 좌표를i

번째 좌표계에 관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매i-1

트릭스이다.

=

=

․
․
․
=

=

위의 ~ 를 구함으로 해서 각도 변화에

대한 각 관절의 좌표를 기준 좌표계에 대하여 표

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각 관절 간의 변환 매, .

트릭스를 구함으로 해서 여러 파라미터들의 변화에

대한 발끝의 좌표를 알 수 있다.

순기구학이 관절의 각도에 대한 발끝의 좌표를

얻는데 필요한 학문이라 하면 역기구학은 발끝이,

임의의 한 점에 오기 위한 각 관절의 각도를 얻는

데 필요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순기구학과는 달.

리 역기구학은 여러 개의 해가 존재할 수 있다 하.

지만 각 관절의 회전축에 동작범위 를 부여(range)

함으로써 하나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역기구학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서는 프로그램의 반복문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기

로 한다 즉 각 관절의 각도를 부여된 동작범위 내.

에서 변화시킴으로 해서 가장 근접한 해를 찾아내

는 방법이다 개발된 로봇은 오른발 내딛기 우로. ,

기울임 왼발 내딛기 좌로 기울임의 과정을 반복하, ,

는 정적인 보행을 하기 때문에 한쪽 발을 내딛을

때 나머지 발과 골반의 각은 변화하지 않는다 즉.

디딤 발의 에 해당하는pitch , , 만이 변

수로 남게 된다 이때. 을 지면에 대하여 항상

평행하다고 가정하면 을 와 의 조합으

로 표현 가능하다 즉 오직 , 만 변화 시켜

줌으로 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 즉 그림 로부터. , 4

다음의 수식을 얻을 수 있다.

(1)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권 제 호 년 월3 2 2008 06 85

90-θ4

θ4

θ5

90-θ4

θ6

90-θ4

그림 4.θ 의 소거 과정

Fig. 4. Elimination procedure of

θ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발끝의 궤적계획이다.

궤적은 단순히 차함수의 곡선으로 설정하였으며2

궤적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distance/2, peak)

(0,0) (distance, 0)

Z

X

peak

그림 궤적의 수식유도5.

Fig. 5. Equation derivation of trajectory

궤적의 중심점을 발끝으로 할 경우 아래의

=

변환행렬을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비효율적이다 따라.

서 궤적의 중심을 발목으로 설정함으로 해서

와 을 무시할 수 있다 발바닥이 지면과 항상.

평행하도록 설정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동일하다.

지금까지의 가정과 설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터

를 설계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얻어진 각

관절의 좌표를 저장해 놓았다가 순차적으로 디스플

레이 함으로써 올바른 해를 얻었는지 자연스러운,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다.

Z

X

그림 궤적 계획6.

Fig. 6. Trajectory plan

그림 시뮬레이션 알고리즘7.

Fig. 7. Simul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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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족 보행을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 즉 안정한 보행을 구현하는 것,

이다 정적인 보행 시 로봇이 가장 불안정해지는.

때는 한쪽 다리를 들었을 때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정한 보행을 위해 시행착오 의 방(trial & error)

식이 아닌 역진자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한다.

m_RL1 m_LL1

m_LL2m_RL2

m_RL3 m_LL3

m_RA

m_B1

m_LA

m_B2

m_RL1 m_LL1

m_LL2m_RL2

m_RL3 m_LL3

m_RA

m_B1

m_LA

m_B2

그림 로봇의 질량모델8.

Fig. 8. Mass model of robot

몸체의 각 부분을 하나의 점질량 으로 간소화m

시키고 링크의 무게를 무시하면 각각의 질량체들은

회전축으로 작용하는 발목에 길이 로 연결되어있ℓ

는 역진자들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회전축에.

해당하는 발목을 원점으로 하는 차원 좌표계를 생2

성함으로 해서 각 질량들의 중심점을 와 에 대x y

한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각 점질량의 중심 좌표.

가 정의되면 원점으로부터 점질량을 연결한 직선ℓ

과 축과 이루는 각y 를 얻을 수 있다 중력가속.

도 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토크는g m, ,ℓ 의

함수이다 을 상수로 두면 결과적으로 좌표만으로. m

점질량의 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축을 중심으로 좌반9 Y

부에 있는 질량들의 토크합과 우반부에 있는 질량

의 토크합이 같아지는 점을 평형점으로 볼 수 있

다 즉 관성을 무시 했을 때 무게중심의 축에 대. x

한 투영점이 원점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림 각 점 질량들의 토크9.

Fig. 9. Torque of each point mass

보행 과정에서 보면 로봇은 발을 내딛기 전에

두발이 바닥에 닿은 채로 좌측 혹은 우측으로 트랜

지션 하기위해 좌우 골반과 발목의 에 해당하는roll

각을 모두 까지 증가시키는데 이때 로봇이 정,

적으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각도를 찾아

야 한다 즉 최적의 각도를. 라 한다면 아래 수

식이 성립할 때의 가 바로 로봇이 가장 안정할

수 있는 값 라 할 수 있다.

(3)

m_RR1

m_RL1

m_RL2

m_RR2

m_RR3

m_RL3

m_B1

θ1

θ2
θ3

ℓ

ℓsinθ1

ℓcosθ1

m_RR1

m_RL1

m_RL2

m_RR2

m_RR3

m_RL3

m_B1

θ1

θ2
θ3

m_RR1

m_RL1

m_RL2

m_RR2

m_RR3

m_RL3

m_B1

θ1

θ2
θ3

ℓ

ℓsinθ1

ℓcosθ1

그림 오른쪽다리의 좌표 유도10.

Fig. 10. Coordinate derivation of right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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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건 및 가정을 바탕으로 각 관절의

각도변화에 따른 좌우토크의 변화를 알 수 있고,

또한 가장 안정할 수 있는 각도를 찾을 수 있는 시

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무게중심에 관한.

시뮬레이터는 보다 빠른 연산을 위해 관절간의 변

환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고 회전축으로 작용하는

발목을 원점으로 하는 차원 좌표계로 표현하였으2

며 발목과 골반의 각도의 변화에 따른 각 점질roll

량들의 좌표를 계산하는 과정은 그림 와10, 11, 12

같다.

m_RR1

m_RL1

m_RL2

m_RR2

m_RR3

m_RL3

m_B1

θ1

θ2
θ3A

A(x,y)

θ1

θ2
ℓsin(θ1+θ2)

ℓcos(θ1+θ2)

m_RR1

m_RL1

m_RL2

m_RR2

m_R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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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골반 및 허리의 좌표 유도11.

Fig. 11. Coordinate derivation of pelvis and

w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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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왼쪽다리의 좌표 유도12.

Fig. 12. Coordinate derivation of left leg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른쪽다리의 각 질

량들은 에 의해서 좌표가 결정되고 몸체는

과 에 의해서 왼쪽다리는, , , 에 의

해서 좌표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점질량들의 토크를 구하기 위해 토

크 에 관한 수식을 선형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T .

그림 에서 역진자에 걸리는 토크는 아래와 같다11 .

(4)

위의 식을 테일러 급수 의 차(Taylor series) 1

식만 이용함으로서 선형화 시킬 수 있다 을. m, g, ℓ

상수로 두고 토크를 만의 함수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

T

mg
θ

θ

그림 역진자의 토크13.

Fig. 13. Torque of inverted

pendulum

위 식의 을 으로 두면 맥클로린 급수0

가 되고 이를 전개하면 다음과(Maclaurin series)

같다.

(5)

지금까지 얻어진 수식들을 시뮬레이터에 적용하

여 좌우반부에 토크를 계산해 내었으며 가장 안정․
할 수 있는 기울임 각 를 구하였다.

개발된 로봇의 실제 모양은 그림 와 같은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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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 사용된 모터는 디지털 서보모터로서 일정한

주기의 듀티를 보내줌으로 해서 각도를 제어하게

된다 한정된 개수의 타이머로 다수의 모터에 이러.

한 신호를 인가하려면 타이머의 신호를 각 포트에

시분할해서 출력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개발된 족 보행 로봇14. 2

Fig. 14. Developed biped walking robot

로봇의 제어부에 쓰인 마이크로컨트롤러는 AVR

의 한 종류인 이고 이것에 대한 구체ATmega128

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모터 구동 알고리즘에 대해

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에는 개의. ATmega128 2

비트 타이머와 개의 비트 타이머가 있는데 이8 6 16

중 개의 비트 타이머와 개의 비트 타이머를1 8 2 16

이용하여 다리에 각각 개 허리에 개 총 개를6 , 2 14

구동하고 개의 비트 타이머를 이용해서 팔에, 1 16

각각 개씩 총 개를 구동한다 결과적으로 개의4 8 . 4

타이머를 이용하여 개의 모터를 구동시킨다 타22 .

이머의 출력을 시분할하여 포트에 비트단위로 주기

적인 신호를 내 보냄으로써 서보모터를 구동한다.

그림 모터 구동 알고리즘15.

Fig. 15. Algorithm driving motors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IV.

그림 길게 내딛기 결과 화면16.

Fig. 16. Display for the result of long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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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뒤로 내딛기 결과 화면17.

Fig. 17. Display for the result of back step

θθθθθθ

Δ

Δ

Δ

Δ

Δ

Δ

Δ

Δ

Δ

Δ

표 모션 시뮬레이션 결과2.

Table 2. Result for motion simulation

그림 무게중심 시뮬레이션 결과 화면18.

Fig. 18. Display for the simulation result of

center of gravity

모션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표 와 같고 발목과2

골반의 균형각을 찾는 무게중심 시뮬레이션의 결과

로 를 얻을 수 있었다 위의 데이터들을 실=14 .〫
제 로봇에 적용했을 때 약간의 오차가 있었다 이.

러한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기구부적인 유격과 모

터내부의 백래쉬 였다 특히 발목과 골반(backlash) .

의 경우 과도한 토크가 걸림으로 해서 유격이 커지

고 보행이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유격 문제.

는 플라스틱 혼을 금속 혼으로 교체 한다든지 각

관절 연결부위의 조임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을 하

였고 모터 내부의 문제인 백래쉬는 프로그램 상으

로 보완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결과들을 좌우 다리에 적용하여

보행을 구현하였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시뮬레.

이션 결과를 로봇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구적

인 안정성 신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

다.

결 론V.

본 논문은 자유도를 가지고 정적인 보행을22

할 수 있는 족 보행 로봇의 개발 방법을 제안하였2

다 개발된 로봇은 전후진 및 좌우 방향전환이 가. ․
능하며 를 이용하여 텍스트 형태의 명령을 무선PC

으로 송신 및 수신함으로써 조종된다 개발된 모션.

및 무게중심 시뮬레이터는 크기가 다른 로봇에도

적용가능하다 자유도와 의 순서만. Yaw-Roll-Pitch

같다면 몇 가지 파라미터 과 만을 바꿔줌으로 해(m )ℓ

서 시뮬레이션 가능하며 따라서 로봇의 동작을 구,

현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향후 실시간적으로 무게중심을 산출해 내고 자

세를 보정할 수 있도록 이나 기울기 센서 등과FSR

같은 여러 센서를 이용한 제어 알고리즘에 관한 연

구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모션과 무게중심을 통합

한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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