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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족 보행 로봇의 장애물 회피와 축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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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 intelligent quadruped walking robot that can perform 

stable walking and a couple of intelligent behaviors. The developed robot has two sets of 

ultrasonic sensors and six sets of infrared sensors and can perform obstacle avoidance by 

detecting obstacles and estimating the distances and directions of those obstacles. The robot also 

has a stereo camera and can paly soccer by detecting a ball and estimating the 3 dimensional 

coordinates of the ball. In performing those intelligent behaviors, the robot needs to have the 

capability of generating its walking patterns, solving the inverse kinematics problem, and 

interfacing several sensors in realtime. Therefore we designed a hierarchical controller that 

consists of a main controller and an auxiliary controller. The main controller is a 32-bit DSP  

that can perform fast floating-point opertaion and the auxiliary one is a 8-bit micro-controller. 

We showed that the developed quadruped walking robot successfully perform those intelligent 

behaviors throug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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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능형 로봇은 이동 기능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센서 정보를 판단하여 필요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로봇이 이동하는 방법 중 다리를 이용한 

보행은 다른 방식에 비해 로봇의 안정성이 떨어진

다는 단점이 있으나 장애물 극복이 용이하고, 실내 

등 사람 중심인 환경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

점이 있다. 다리를 사용한 보행에서도 4족 보행 로

봇은 2족 보행 로봇에 비해 보행의 안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6족 보행 로봇에 비해서는 제작비

용이 저렴하고 유사한 정도의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4]. 

로봇에서의 지능이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주어진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동작의 예로서 임의의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보행을 

수행하고 자율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지능형 4족 

보행 로봇을 제안한다.   

기존의 연구로는 강아지 형태 4족 보행 로봇에

서 비젼 센서와 고휘도 LED 센서를 사용하여 장애

물과 절벽 인식을 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

는 최대 35cm 이내에서만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 

오차는 30cm 거리에서 최대 5cm 정도로 비교적 

정밀도가 낮은 편 이었다 [5]. 또한 유영국 등 [6]

은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환경정보를 판단하

여 바퀴로 이동하거나 다리로 이동할 수 있는 바퀴/

다리 하이브리드 형태의 로봇을 제안하였다. 초음파 

센서와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물체와의 거리를 

예측하고 1 대의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애물 회피를 수행한 시도도 있었으나 [7], 보행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었다. 한편 보행 로봇이 아닌 

바퀴형의 이동로봇을 대상으로 하여 초음파 센서에 

기반한 장애물 회피를 시도하거나 [8] 비젼 센서에 

기반한 자율 주행 [9]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보



144                          4족 보행 로봇의 장애물 회피와 축구하기

그림 1. 4족 보행 로봇의 외관

Fig. 1. The appearance of the 

quadruped walking robot

행 로봇 축구와 관련해서는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다수의 2족 보행 로봇을 제어하여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이 소개된 바 있다 [10].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4족 보행 로봇의 기구적 구조와 

제어기에 관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장애물 회피

와 축구하기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실제 실험 결과

를 통해 검증한다. 

Ⅱ. 지능형 4족 보행 로봇의 제어기

1. 전체 로봇 시스템

로봇의 전체 시스템은 기구부와 로봇 제어부, 호

스트 PC로 나눌 수 있다. 로봇의 몸체는 세부적으

로 로봇의 관절을 구성하는 각 다리별 4개의 모터

와 각 관절을 이어주는 링크인 프레임,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무선 스테레오 카메라로 나눌 수 있다. 영상인식을 

위하여 사용된 무선 스테레오 카메라는 로봇의 머

리 부분에 위치하며, 관절을 구성하는 모터는 스마

트 액츄에이터인 다이나믹셀(Dynamixel) [11]을 

사용하였고,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가공하여 제작

하였다. 그림 1은 제작된 4족 보행 로봇을 나타내

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림 1의 4족 보행 로봇

은 기존의 4족 보행 로봇과는 달리 전후 다리와 좌

우 다리를 갖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후 다리가 

지지할 때 좌우 다리를 이동시키고, 좌우 다리가 지

지할 때 전후 다리를 이동시킴으로써 기존의 4족 

보행 로봇보다 빠른 보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12].

로봇 제어부는 외부의 호스트 PC와 로봇에 탑재

그림 2. 4족 보행 로봇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

Fig. 2. The overall system of the robot 

되어 있는 주 제어기와 보조 제어기로 이루어진다. 

호스트 PC는 로봇의 머리부에 설치된 스테레오 카

메라로부터 전송되어 온 영상데이터를 처리하고 블

루투스 직렬통신을 통하여 데이터 처리 결과를 주 

제어기로 전송한다. 주 제어기는 실시간으로 로봇의 

보행경로를 생성하고 18개의 모터를 제어하며, 센

서와 스테레오 카메라의 영상데이터 처리 결과를 

사용하여 장애물 회피, 축구하기와 같은 지능적 동

작을 수행한다. 또한 보조 제어기는 로봇에 부착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주 제어기로 전송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는 전체 로봇 시스템의 구

성도를 나타낸다.

2. 지능형 4족 보행 로봇의 제어기

2.1 주 제어기

4족 보행 로봇이 안정되고 빠르게 보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로봇 제어기가 주변 환경의 변화

에 적응하여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보행패턴을 생성

하고 로봇 역기구학을 풀며 다수의 관절 구동부를 제

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소수점

(floating-point) 연산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의 8비

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부동 소수점 연산 기능이 없

어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기능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가 없

다. 즉 속도와 연산처리 기능 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호스트 PC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고속 연산이 가능하고 빠른 소수점 연산

이 가능한 TI사에서 개발된 32비트 MCU인 

TMS320F28335를 로봇의 주 제어기로 선정한다.

2.2 보조 제어기

로봇의 지능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다수의 초음

파 센서 및 적외선 센서, 온도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주기적으로 얻어야 한다. 제어기의 샘플링 타임을 줄

이고 주 제어기의 연산부담을 덜기 위해 8비트 MCU

인 ATmega128을 보조제어기로 채택한다.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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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현된 4족 보행 로봇의 제어기

Fig. 3. The controller of the 

quadruped walking robot

보조제어기는 측정된 각종 센서 값들을 SCI 인터페

이스를 통해 주제어기로 전송한다. 초음파 센서 인터

페이스를 위해서는 송신한 초음파가 장애물에 부딪

히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16비트 오버플

로 타이머 인터럽트와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하였다. 

적외선 센서와 온도센서는 내부의 10비트 ADC를 사

용하여 센서의 값을 측정하였다. 센서의 값들은 8비

트 오버플로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하여 주기적으

로 주 제어기로 송신하게 된다.

2.3 제안된 제어기의 적용

그림 3은 4족 보행 로봇을 구동하기 위해 제작

한 제어기를 보이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주 제

어기와 보조 제어기의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

림의 왼쪽 상단에는 보조 제어기와 외부의 센서와 커

넥터를 구성하였고, 오른쪽 아래에는 주 제어기의 회

로, 전원부와 통신을 위한 커넥터와 회로, 모터, 센서

의 전원공급을 위한 전원부를 구성하였다. 과전류로

부터 회로를 보호하기위해 전원의 공급부와 각 모터

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퓨즈를 장착하였다.

Ⅲ. 지능형 4족 보행 로봇

1. 장애물 회피

본 연구에서 제안한 4족 보행 로봇에서 장애물

을 회피하기 위해 거리를 감지하는 거리 센서로 2

조의 초음파 센서와 6조의 적외선 센서를 사용한다. 

그림 4는 로봇의 전면부에 장착된 거리센서들의 장

착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초음파센서는 로봇 몸체

의 정면의 좌우에 부착되어 있으며, 상단의 적외선 

센서는 정면에 비해 15° 기울어져 부착되어 있어 

측면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게 제작하였고 하단

그림 4. 4족 보행 로봇의 거리 센서 부착 위치

Fig. 4. The mounting positions for distance 

sensors of the robot

의 적외선 센서는 정면의 장애물의 유무를 판단하

여 초음파 센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표 1과 표 2는 각각 로봇에서 거리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2가지 센서인 적외선 센서와 초음파

센서의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적외선 센서는 발광부에서 발사되어 장애물에 

반사되어 돌아온 적외선을 수광부에서 받고, 그 각

도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적외선 센서의 측

  

항목 사양

타입 반사파 초음파

주파수 40KHz

초음파 송신부 N1076

초음파 수신부 N1081

I/O포트
2개의 디지털 PIN (1 output, 1 

input)

최소 범위 약 3cm

최대 범위 약 3m

감도 반경 3cm at > 2m

입력 트리거 10us min, TTL 레벨의 펄스

입력 전압 5V

소요 전류 30mA Typ 50mA Max

항목 사양

출력 Analog voltage

측정 범위 10 to 80cm

입력 전압 -0.3 to 7V (Vcc)

출력 -0.3 to Vcc+0.3

동작온도 -10 to 60°C

표 1. 적외선 센서 특성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rared 

sensors

표 2. 초음파 센서 특성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ultrasonic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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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삼각법을 이용한 장애물 위치 추정

Fig. 5. Position estimation for an obstacle 

by trigonometry

정범위는 약 10cm부터 80cm 이며, 아날로그 전압

값이 출력된다. 이 출력값은 거리에 비례하는 선형

값이 아니어서, 거리에 따른 전압값을 직접 실험을

통해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초음파 센서는 송신부와 수신부로 나뉘어져 있

으며, 송신부에서 출력한 초음파가 장애물에 반사되

어 수신부에서 검출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이용하

여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측정 범위는 약 3cm부터

3m이다. 초음파의 속도는 온도에 따른 영향이 있으

므로 보조 제어기의 온도센서를 통해 값을 보정하

게 된다. 초음파의 속도는 식 (1)과 같다. 여기서 

는 온도 센서를 통해 측정된 온도,  는 음속,  는 

측정된 시간,  은 대상물체와의 거리를 나타낸다.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왕복한 시간을 측정하므로 

실제 장애물과의 거리를 구하는 식은 식 (2)와 같이 

초음파의 왕복거리를 2로 나눈 값이 된다.

  (1)

 

·
 (2)

전면의 초음파 센서 2조가 모두 동일한 장애물

을 감지하였을 경우 그림 5에서와 같이 삼각법을 

이용하여 장애물의 x, y축 상의 위치를 추정한다. 

초음파 센서 사이의 거리 a와 각각의 초음파 센서

가 측정한 거리 b와 c를 알게 되면 이 값들로부터 

로봇으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dist)와 각도를 헤

론의 공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그

림 5에서 a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E와 삼

그림 6. 거리센서를 이용한 장애물 회피 

Fig. 6. An algorithm for obstacle avoidance 

by using distance sensors

각형의 높이 H를 구하는 식을 식 (3)에 나타내었다.

 
  

      

  · 


(3)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면 초음파센서의 중앙으로부

터 장애물까지의 x, y 좌표를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초음파센서의 중앙으로부터의 거리 dist와 각

도 를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초음파 센서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

들까지의 거리를 감지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며 보행

하는 알고리즘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or

  


 

  

  

   

(4)

장애물 회피 과정에서 로봇의 직진, 후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플래그와 장애물들의 위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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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거리센서를 이용한 장애물 회피 동작

Fig. 7. The robot avoiding obstacles by using 

distance sensors

직진, 좌회전, 우회전 중 어떤 보행을 선택할 것인

지를 판단하기 위한 회전 변수를 사용한다.

두 초음파 모두에서 장애물이 검출된 경우에는 

거리, 각도에 따라 회전 변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킨

다. 장애물이 로봇의 좌측에 있으면 우회전 변수를 

증가시키고 우측에 있으면 좌회전 변수를 증가시킨

다. 또한 거리가 가까우면 변수를 많이 증가시키고 

거리가 멀면 조금 증가시킨다. 초음파 센서 둘 중 

한 개의 센서만 장애물을 감지하였을 경우에는 각 

초음파 센서 별로 측정된 거리가 가까울수록 회전 

변수를 증가시킨다. 전방/측방 적외선 센서의 값을 

통해서도 각 거리별로 회전 변수를 증가 또는 감소

시키게 된다. 

초음파 센서와 적외선 센서 중 단 하나의 센서

라도 장애물이 매우 가까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는 후진 플래그를 셋 하게 된다. 장애물에 갇혀 빠

져 나오지 못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전

진했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 변수를 최

댓값으로 설정하고, 후진 플래그를 셋 하여 후진하

여 빠져 나온다.

이와 같이 로봇이 보행을 하면서 장애물을 감지

하여 얻어지는 회전 변수는 장애물의 방향과 로봇

과의 거리에 따라 좌, 우 회전 여부와 회전의 양을 

나타내게 된다. 이 회전 변수의 값과 전 후진 플래

그의 상태를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보행방법을 결정

하여 장애물 회피 보행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7은 초음파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장애

물 회피 동작을 하는 로봇의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a)에서 로봇의 좌측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한 후 그림 (b), (c)에서 우회전 보행을 통해 피

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고, 로봇이 진행함에 따라 

(c), (d)에서는 우측의 벽을 감지하여 좌회전 보행으

로 벽을 회피하는 동작을 보이고 있다. 좌회전 보행 

도중 (e) 사진 상 우측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여 

(e)와 (f)에서 추가로 좌회전 보행을 하여 장애물을 

그림 8. HSV 색공간 분할, 라벨링 결과

Fig. 8. The results of  splitting HSV color 

space and labelling 

회피하면서 보행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장애물 회피 실험에서 장애물은 4족 보행 로봇

의 높이보다 높게 제작하여 초음파와 적외선 센서

가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로봇이 임

의의 장애물을 피하면서 보행할 수 있도록 장애물

을 무작위로 배치한 후 실험하였다.

로봇이 직진 할 경우에 매 보행주기의 처음마다 

보행주기를 감소시켜 보행 속도를 증가시켰다. 즉 

피할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로봇이 보행 속도를 

높여 최대한 빠른 속도로 보행한다. 로봇이 장애물

을 발견하여 급격한 회전, 혹은 후진이 필요한 경우

에는 로봇 보행 주기를 최댓값으로 초기화하여 보

행 속도를 낮추고 장애물 회피에 중점을 두게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로봇은 주어진 장애물 환경 내

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으

면서 보행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전방과 좌, 우가 장

애물로 막혀 있는 경우에는 로봇이 전진하지 못하

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에는 로봇의 진입방향과 반대되는 방향

으로 후진을 반복하여 교착 상태를 해소하도록 하

였다.

2. 축구 동작

개발된 4족 보행 로봇은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

용하여 특정 색상의 공을 인식하고 3차원 상의 거

리를 측정하여 물체를 추적할 수 있다. 무선 스테레

오 카메라로부터 획득되는 영상은 카메라 내부에서 

MJPEG포맷으로 압축되어 2.4GHz의 무선신호로 전

송된다. 두 대의 카메라로부터 전송된 무선신호는 

PC에 장착된 한 쌍의 수신기로 수신된다 [13].

수신된 영상은 HSV 색공간을 분할하여 추적할 

물체의 색을 선택하고 이진화를 거치게 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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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영상처리 과정

Fig. 9. The sequence of image 

processing

고 라벨링 과정을 거쳐 영상내에서 물체의 위치를 

찾게 된다. 그림 8은 영상처리 과정을 거쳐 물체의 

위치를 찾은 모습이고 그림 9는 영상처리 과정을 

나타내었다.

2.1 물체의 3차원 정보

그림 10에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한 거리인식에 

필요한 변수를 보였다[14]. 물체 P가     위

치에 놓여 있을 때, 좌, 우 카메라 영상에 투영되는 

 좌표를  ,  , 카메라의 초점거리를  , 두 카

메라 사이의 거리를 라 하면  , 과 카메라와 

물체와의 거리 는 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5)

그림 11은 로봇 및 카메라에 설정된 좌표계를 

나타내고 식 (6)은 각 좌표계 사이의 변환행렬을 나

타낸다. 로봇의 몸체 중심에 설정된 기준 좌표계

(body)로부터 첫 번째 목 관절 위치까지의 좌표계 

변환 행렬은 
이고, 

 , 
는 첫 번째 목관절

과, 두 번째 목관절에 대한 좌표계 변환을 나타낸

다. 
은 두 번째 목관절로부터 카메라에서 발견한 

그림 10.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한 거리 인식

Fig. 10. Distance estimation by a stereo camera

물체까지의 좌표계 변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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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 로봇 축구

식 (6)의 변환행렬을 사용하여 로봇 몸체로부터 

물체까지의 3차원 거리를 계산한 후, 로봇의 앞다리

에 대한 역기구학을 사용하여 로봇의 현재 위치에

서 앞다리를 사용하여 공을 찰 수 있는지를 판단한

다. 로봇의 앞다리가 닿을 수 있는 거리이면 공을 

차고 닿을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로

봇의 현재 위치와 방향을 고려하여 공이 로봇의 전

면에 놓이고 앞다리를 이용하여 찰 수 있도록 실시

간으로 보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을 수행한 후 공

을 찬다. 

그림 12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로봇 축구 

실험결과를 보이고 있다. (a)에서 로봇은 빨간색 공

을 발견하고 3차원 위치 정보를 계산한다.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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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카메라의 좌표계 설정

Fig. 11. Coordinates for a stereo camera

그림 12.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축구 동작

Fig. 12. Playing soccer by using a stereo 

camera

공의 위치가 찰 수 없는 위치임을 판단하고 현재의 

로봇 위치에서 공을 차기 위해 이동해야할 거리와 

방향을 계산하여 (b)~(d)에서와 같이 이동한다. 그

림 (e)에서 공을 찰 수 있는 위치임을 판단하고 앞

다리의 역기구학 해를 구해 (f)에서 공을 정확히 차

는 축구동작을 수행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4족 보행 로봇을 설계하

고 제작하였다. 제안된 로봇의 제어기는 호스트 

PC, 주 제어기, 보조 제어기의 계층적 구조로 설계

되었다. 호스트 PC는 로봇에 부착된 무선카메라로

부터 수신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 

제어기로 송신한다. 주 제어기는 실시간으로 매 샘

플링 시간마다 보행 경로 계획을 하고 역기구학을 

풀어 로봇의 목표 관절값을 생성하고, 호스트 PC로

부터 영상처리 결과를 수신하여 지능적 동작을 수

행한다. 보조제어기는 로봇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온도 센서 등 각종 센서의 정보를 처

리하며, 처리한 정보를 주 제어기로 송신하는 역할

을 한다.

제안된 로봇은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및 스

테레오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센서

들을 활용하여 장애물 회피, 공을 찾아 차는 축구하

기와 같은 지능형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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