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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로봇의 협조제어를 위한 최적 경로 설계 

Optimal Trajectory Planning for Cooperative Control  

of Dual-arm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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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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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cooperative control algorithm for a dual-arms robot which is carrying an object to the desired 

location. When the dual-arms robot is carrying an object from the start to the goal point, the optimal path in terms of safety, energy, 

and time needs to be selected among the numerous possible paths. In order to quantify the carrying efficiency of dual-arms, DAMM 

(Dual Arm Manipulability Measure) has been defined and applied for the decision of the optimal path. The DAMM is defined as the 

intersection of the manipulability ellipsoids of the dual-arms, while the manipulability measure indicates a relationship between the 

joint velocity and the Cartesian velocity for each arm. The cost function for achieving the optimal path is defined as the summation 

of the distance to the goal and inverse of this DAMM, which aims to generate the efficient motion to the goal. It is confirmed that the 

optimal path planning keeps higher manipulability through the short distance path by using computer simulation.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this cooperative control algorithm experimentally, a 5-DOF dual-arm robot with distributed controllers for 

synchronization control has been developed and used for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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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제한된 공간 내에서 주어진 작업을 반복하는 산업용 로봇

과 달리, 인간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해

야 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보다 높은 지능과 환경의 인

식 기술이 요구된다. 그 동안의 지능 로봇 개발은 머니퓰레

이터의 조작 기술에 비해 환경인식과 인공 지능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 사

회에서 로봇이 인간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

스페이스 내에서의 접근성과 정밀한 팔의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임의의 시작점에서 목표점까지 머니퓰레이터의 공구단

(end-effector)을 이동시킬 때에는 그림 1의 A, B, C, D, E와 같

이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이들 경로 중에서 최적의 경로

를 찾고 또한 특이점을 효율적으로 회피 할 수 있는 가장 안

정적인 상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

서 접근하고 해결 하고자 노력 하였다. B. H. Cho는 머니퓰레

이터의 충격량 구속 조건과 토크가 존재 할 때의 최적 궤적 

계획에 대해서 연구 하였으며[1], Z. Shiller는 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경로계획에 대해서 연구하였고[4], K. G. Shin 은 시간 최

적화 경로계획 즉 이동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에 대

해서 연구 하였다[2,3]. 

로봇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능을 양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 기준 중에서 머니퓰

레이터의 형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조작성 지수(manipulability)

는 관절속도공간에서 작업공간 속도로의 전달비를 나타내며 T. 

Yoshikawa가 처음 제안하였다[5,6]. 그의 정의에 의하면 여유

자유도를 가지는 로봇에서 조작성 지수를 이용하여 워크스

페이스 내에서 임의의 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해 중

에서 조작성 지수가 최대가 되어 특이점을 최대로 벗어 날 

수 있는 궤적을 선택 할 수 있는 조인트 각도를 최적의 해라

고 정의 하였다. 그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Sobh T.M은 

머니퓰레이터 설계 시 링크의 길이 및 기구학적 연결 구조를 

결정하는데 조작성 지수를 이용하였고[7], B. Nelson은 조작성 

지수를 이용하여 작업공간에서 머니퓰레이터가 조립 공정을 

할 때 조립물을 놓기 위한 최적 위치 선정에 대한 연구를 하

였다[8]. 또한 S. H. Lee은 조작성 지수를 이용한 양팔 로봇의 

특이점 회피에 중점을 둔 연구를 하였다[9].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작성 지수를 양팔로봇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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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작업공간상의 다중 경로. 

Fig.  1. Multiple trajectories in the work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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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M (Dual Arm Manipulability Measure)이라는 양팔 로봇의 

조작성 지수 개념을 소개하고 이용하여 거리에 대한 최적의 

궤적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양팔을 가진 

머니퓰레이터를 제작하여 조작성 지수와 공구단(end-effector)

에서 목표지점까지의 거리를 하나의 최적화 함수로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최적 경로 계획을 함으로써, 높은 안정성과 

조작성을 유지하고 특이점을 회피하는 유연한 양팔의 움직

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머니퓰레이터 해석 

본 논문에서 사용된 양팔 로봇의 구조는 그림 2와 같고 어

깨부에 2자유도, 상박에 1자유도, 팔꿈치에 1자유도, 하박에 

1자유도로 구성하였다. 로봇 팔의 말단 좌표에 대한 각 관절의 

각을 알기 위하여 기구학적 해석을 그림 3과 같이 행하였다. 

기구학 해석을 위하여 각 관절의 조인트 좌표를 DH 규칙

에 의해서 정의하고[10], 그로 인한 DH (Denavit-Hartenberg) 

링크 파라미터 테이블을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에서의 DH 파라미터 테이블에 의한, 기준 어깨 관절

에서 각 팔의 공구단까지의 동차행렬을 구하고 각 팔에 대한 

자코비안 행렬을 유도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정의된 자코비

안 행렬을 이용해 각 팔에 대한 조작성 지수(manipulability)를 

구하고, 양팔 로봇의 협동 제어를 위해 각각의 조작성 지수

의 교집합 부분을 양팔로봇 조작성 지수(DAMM)이라고 정

의하였다. 그리고 양팔로봇 조작성 지수를 이용하여 양팔 로

봇에 대한 최적 궤적을 제안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효율성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III. DAMM (Dual Arm Manipulability Measure) 

본 논문에서는 실험에 필수적인 항목인 DAMM (Dual Arm 

Manipulability Measure)을 양팔의 조작성 지수라 정의하였다. 

기구의 자코비안 행렬로부터 유도된 조작성 타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공구단이 원하는 속도와 힘을 얻기 위해 필요

한 각 관절의 속도, 힘 요구량은 적어진다. 또한 타원이 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구가 임의의 또는 특정한 방향과 위

치로 이동하는데 요구되는 각 관절의 속도와 힘이 실제 이동 

시 소요되는 각 관절의 속도와 힘과 거의 같아진다. 머니퓰

레이터의 운동을 분석할 때, 관절 속도벡터와 작업공간 속도

벡터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코비안으로부터 조작성 타원

(manipulability ellipsoid)을 유도할 수 있다. 한편, 로봇에 주어

진 작업은 공구단(end-effector)의 위치와 방향의 연속된 값으

로 이루어진 경로를 로봇이 추종한다. 일반적인 머니퓰레이

터에 대한 작업 공간의 좌표와 관절 변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f=X θ  (1) 

여기서 X는 공구단의 위치 및 방위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관절 각속도와 공구단의 속도 ( )θ� 와의 관계는 다음

과 같다. 

 ( )=X J θ θ��  (2) 

여기서 X� 와 ( )J θ 를 각각 작업공간 속도벡터와 자코비안이

라고 한다. 관절속도 공간에서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2

2 2 2

1 2
1

n
θ θ θ= + + + =θ� � � ��  (3) 

식 (3)을 자코비안을 이용하여 직교좌표 공간에서의 속도

로 변환을 하면, 

 
( )

( )

2
1 1

1

1

T
T T

T T

− −

−

= =

= =

θ θ θ X J J X

X JJ X

� � � � �

� �

 (4) 

가 된다. 잉여 자유도를 가지는 머니퓰레이터에 대한 조작성 

지수는 식 (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그림 2. 5자유도 양팔 로봇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5-DOF Dual-arm robot. 

 

그림 3. 5자유도 양팔 로봇에 대한 모델링. 

Fig.  3. Modeling of 5-DOF Dual-arm robot. 

표   1. DH 파라미터 표. 

Table 1. DH parameter table. 

관절 i
θ  

i
d  

i
a  

i
α  

1 
*

1
θ  65 0 90−

�

 

2 
*

2
θ  0 40 90

�

 

3 
*

3
θ  210 0 90−

�

 

4 
*

4
θ  0 40 90

�

 

5 
*

5
θ  16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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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det T
M θ θ θ= J J  (5) 

이는 조작성 타원(manipulability ellipsoid)의 부피를 나타내

며, 잉여자유도가 없는 로봇의 경우에는  

 ( )( ) detM θ θ= J  (6) 

로 되며, 보통 현재의 위치에서 말단장치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척도를 나타낸다. 즉, 조작성 지수 값

이 0으로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식 (2)에 의해 임의의 좌표로 

이동하기 위한 각 관절의 값을 구할 수 없고, 이는 머니퓰레

이터가 특이점의 난관에 빠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조작성 지수가 0이 되는 지점을 특이점의 

위치로 판단하고 양팔 로봇의 협업제어를 위하여 앞서 한팔 

로봇에 대한 조작성 지수를 DAMM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

여 양팔 로봇의 협업 제어시의 특이점을 회피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양팔에 대한 직교좌표에 대한 각각

의 관절 속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 )
1

1 1 1 1
1: 1

T T
Arm

−

=X J J X� �  (7) 

 ( )
1

2 2 2 2
2 : 1

T T
Arm

−

=X J J X� �  (8) 

식 (7)과 식 (8)에 따른 양팔의 조작성 타원은 그림 4에 나

타내었다. 양팔의 조작성 지수를 그리고 그 중에서 겹치는 

부분을 DAMM에 의한 영역으로 정의하고, 로봇 팔의 작업 

공간의 척도를 안정적으로 넓히고 최적의 경로와 이동시간

을 보이도록 하였다. DAMM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기구학을 

이용하여 각 관절의 위치와 방위각을 구하고 미리 지정된 평

면상의 좌표계에서 여러 이동경로에 대한 DAMM을 구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값들을 합하여 DAMM의 누적되는 평균

을 구하고, DAMM이 0에 수렴하여 특이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율성을 높은 최적의 경로계획을 수행하였다. 양팔 로

봇의 말단장치가 목적하는 위치 및 방위각이 되도록 하는 관

절 벡터를 찾기 위해서 계산량이 적고 결과가 항상 수렴하는 

장점이 있는 Pieper의 해법을 적용하여 말단장치의 위치와 

방위각을 분리하여 역기구학 해를 구하였다. 

 

 

그림 4. 양팔로봇에 대한 조작성 타원. 

Fig.  4. Manipulability ellipsoid for the dual arm robot. 

IV. 최적화 함수 및 각 공구단의 충돌 방지 

1. 최적화 함수 

로봇 팔의 안정적인 움직임이 본 논문의 목표이자 동시에 

공구단(end-effector)의 이동경로 역시 중요한 안건이다. 기계

적인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단장치의 이동경로에 있

어서 최적의 궤적을 그리며 이동을 해야 한다. 최적의 궤적

을 그리기 위해서 머니퓰레이터의 조작성 지수와 공구단과 

목표지점까지의 거리의 합을 하나의 최적화 함수로 만들어

서 높은 조작성을 유지하고 안정성 있는 최적 궤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링크의 길이, 연결 구조 등에 의한 파라미터 값들을 K라

고 하면 조작성 함수를 ( ),M K θ 로 나타낼 수 있고 공구단 

P1과 목표점 P2까지의 최단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를 
1

( ,D p  

2
)p 라고 하면, 

 ( )
( )

( )1 2

1
, ,

,
F D

M
= +K θ p p

K θ
 (9) 

와 같이 최적화 함수를 정의 할 수가 있다. 식 (9)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작성 지수는 Jacobian 행렬의 절대 값이므로, 이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 현재 로봇의 좌표 값은 특이

점이 되고, 반대로 Jacobian 행렬의 절대 값이 작아 지게 되

면, 그 좌표에서 로봇은 특이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즉 

조작성 지수가 커질수록 안정성은 좋아지지만 그 함수를 역

수로 두어 0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최적화 함

수는 최단거리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양팔 각 공구단의 충돌 위험 방지 

임의로 지정한 목표점에 대하여 양팔의 각 공구단은 하나

의 점을 향해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구단

을 점으로 인식하여 양쪽 공구단이 한 점을 향하므로 기구부

가 충돌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관절의 θ에서 α 만큼의 기준치를 빼줌으로써 식

(10)과 같이 목표점에 여유공간을 두어 공구단간의 충돌 위

험을 해결하였다. 

 ( )
( )

( )1 2

1
, ,

,
F D

M
α

α

− = +

−

K θ p p
K θ

 (10) 

위의 최적화 함수를 최소화하는 경로가 양팔 각 공구단의 

충돌 위험을 고려하고 조작성 지수와 거리를 고려한 최적궤

적 설계가 된다. 

 

V. 실험 환경 

1. 머니퓰레이터의 실험 환경 

머니퓰레이터의 관절 구성은 표 2와 같다. 각 관절은 DC

모터로 구성 되어 있고, 양팔의 협조제어를 하기 위한 한 방

법으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gripper를 servo모터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초기 home position의 반복 정밀성을 높이

기 위하여 EL-1KL2, ST-1KLA 적외선 센서와 potentiometer를 

사용하였다.  

2. 제어기 구조 

5자유도의 양팔을 가진 머니퓰레이터를 제어하기 위하여

10개의 모터 드라이브를 가진 분산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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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제어기는 통합 제어기에 비해서 각각의 관절을 독립적으

로 제어하기 때문에 개별 제어가 가능하고 향후 관절의 추가 

등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또한 고장 시에도 고장이 

난 부분의 제어기 및 모터 드라이브만 교체하면 되므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Host PC에서 궤적 계

획을 통한 각 관절의 위치를 마스터 제어기에 송신하면, 마

스터는 이를 개별적으로 관절 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슬레이

브 제어기로 보내게 된다. 또한 슬레이브 제어기에서는 관절

의 위치 및 속도 PID 제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엔코더 정

보를 10ms 마다 마스터로 전송하게 되고 마스터에서는 30ms 

주기로 Host PC에 이 값을 보내게 된다. 그림 5는 분산제어

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3. PID 제어 

관절각을 제어할 때에는 위치 및 속도 PID 제어를 이용하

였다. 단순히 위치 PID 만을 적용하면 관절각 오차가 큰 경

우에 매우 큰 토크가 발생하여 오버슈트가 커지며 기구부에 

파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의 목표각과 현재각 사이의 

오차가 3o 이상일 때는 속도 PID 제어를 하여 정속도로 회

전하게 하고, 오차가 3o 이내에 들어오면 위치 PID 제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어 흐름도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VI. 실험 결과 

1. 최단 거리 궤적 이동 실험 

그림 7은 말단장치의 위치를 P1=[400,400,0]인 초기 위치에

서 P2=[-100,500,-100]으로 최단 거리 궤적으로 이동 시킬 때

의 머니퓰레이터 공구단의 이동 궤적을 나타낸다. 거리가 선

형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공구단이 초기위치에서 목표점까

지 가장 짧은 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림 8는 최단 거리 이동 시 관절각 궤적을 나타내고 있으

며 (a)는 오른쪽 팔에 대한 각 관절의 관절각을 (b)는 왼쪽팔

에 대한 각 관절의 관절각을 나타내고 있다. 목표점인 P2에 

도달까지 1.932초가 소모되었다.  

그림 9에서 최단 거리 궤적 이동에서의 각 관절 속도를 나

타내었고 양팔의 3번째 5번째 관절이 제한 속도인 60o/sec를 

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목표점에 도달

하는 시간을 짧지만 특정 관절에 무리가 가해져 진동 등 불

안한 요인이 될 수 있다. 

2. 관절 속도를 제한한 최단 거리 궤적 이동 실험 

그림 10은 관절 속도를 60o/sec를 넘지 않도록 제한 했을 

때의 속도 파형을 보여준다. 관절 속도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의 목표점 도달시간인 1.932초보다 1.716초가 더 걸린 

표   2. 머니퓰레이터 구성. 

Table 2. The specifications of manipulator. 

항목 모델 명세 

DC 모터 

(머니퓰레이터의 

관절) 

Maxon W10 
Shoulder (2 DOF)

24V, 150W 

Maxon W06 
Elbow, Elbow-up

24V, 70W 

Maxon W01 
Elbow-down 

24V, 20W 

서보 모터 

(로봇핸드의 관절) 
HSR-5995TG 30.0Kg.cm at 7.4V

엔코더 HEDL-5540 1000 Counts/turn

 

그림 5. 분산 제어기 구조. 

Fig.  5. Distributed controller. 

 

 

그림 6. PID 제어기의 흐름도. 

Fig.  6. Signal flowchart of the PID controller. 

 

그림 7. 최단거리 경로계획. 

Fig.  7. Short path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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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초에 목표점에 도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각 

관절의 최대 속도가 관절의 제한 속도를 초과 하지 않기 때

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이동,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다. 

3. 관절 속도를 고려한 최적 궤적 이동 실험 

현재 공구단의 위치에서 전 방위각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 대해 최적함수를 계산하고 이 중에서 최적함수가 최

소가 되는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식 (10)의 최적함수

를 이용하여 최적 궤적 계획을 할 때, 공구단의 방위각은 고

정된 상태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위치를 이동하도록 

구속조건을 주었다. 이는 3차원 공간상에서 말단장치를 이동

시킬 때, 한 스텝 이동 시에도 비교해야 할 최적함수의 계산

량이 매우 많으며, 비선형 방정식들로 이루어진 역기구학의 

계산식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구단을 

어떤 대상물에 이동시킬 때에는 방위각이 고정된 경우가 많

고 전체 머니퓰레이터의 길이에 비해서 방위각을 결정하는 

공구단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공구단의 자세가 전체 조작성

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은 공구단의 위치를 P1=[400,400,0]에서 P2=[-100,500, 

(a) Shortest trajectory for right arm 

(b) Shortest trajectory for left arm 

그림 8. 최단 거리 이동 궤적에 대한 관절각. 

Fig.  8. Joint angles for the shortest trajectory. 

 

(a) Angular velocity for right arm 

(b) Angular velocity for left arm 

그림 9. 최단 거리 이동 궤적에 대한 관절 속도. 

Fig.  9. Joint velocity for the shortest trajectory. 

 

(a) Angular velocity for right arm with restriction 

(b) Angular velocity for left arm with restriction 

그림 10. 제한된 관절 속도시의 최단 거리 관절 속도. 

Fig.  10. Shortest moving trajectory for the limited Joint velocity. 

 

그림 11. 최적경로계획. 

Fig.  11. Optimal path planning. 

 

(a) Optimal trajectory for right arm 

(b) Optimal trajectory for left arm 

그림 12. 최적 경로 이동 궤적에서의 관절각. 

Fig.  12. Optimal trajectory for the join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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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적 경로 설계 알고리즘을 

적용 시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시작점에서 목표점까지 선형

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조작성 지수가 큰 지점, 즉 특이점으

로부터 멀어지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

험에 대한 관절각 궤적과 관절 속도 궤적 실험 결과는 그림 

12과 13에 나타나 있다. 최적 경로에서의 관절 각은 최단 거

리 궤적에서의 관절에서 이동각이 큰 특정한 관절에 대한 이

동 각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이동각이 작은 관절의 이동 각

을 증가 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관절에 걸리는 

부하는 분산시키고 좀더 유기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목표점 도달 시간 또한 최단 거리 궤적의 목표점 도달 

시간인 3.648 보다 0.176이 줄어든 3.472로 더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는 각 관절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의 최단 

거리 궤적 경로와 DAMM 알고리즘에 의한 최적 거리 궤

적 경로시의 조작성 지수 지표를 나타낸다. 최단 거리 궤적 

경로에 의한 조작성 지수 값이 최적 거리 궤적 경로에 의

한 조작성 지수 값 보다 작기 때문에 궤적이 워크스페이스 

내의 특이점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양팔을 가진 머니퓰레이터의 조작성을 높

게 하여 특이점을 회피하고 유연한 작업을 위하여 조작성 함

수와 목표점과의 거리 함수를 하나의 최적화 함수로 만들어

서 최적 경로 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적 경로 계획에 의해 생

성된 경로는 최단 거리 경로에 비해서 높은 조작성을 유지함

을 확인하였으며, 큰 조작성으로 인하여 머니퓰레이터 공구 

단의 이동성능이 우수하고, 특이점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리

고 DAMM (Dual Arm Manipulability Measure)을 정의하고 역기

구학을 이용한 각 관절의 위치와 방위각을 파악하고 미리 지

정된 여러 가지 경우의 경로 중 최대의 DAMM 값을 갖는 

경로를 구하고 이것을 양팔에 동시에 적용하여 DAMM에 따

른 최적 경로를 설계 하였다.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한 팔이 5자유도를 가진 양팔 로봇과 분산제

어기를 개발하였다. 최적 경로 실험을 한 결과, 최단 경로에 

비해서 이동시간은 다소 오래 걸렸지만, 양팔의 높은 조작성

을 유지하고 특이점 회피와 보다 유연한 동작을 양팔에 적용 

시 키고 이를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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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gular velocity for right arm with restriction 

(b) Angular velocity for left arm with restriction 

그림 13. 최적 경로 이동 궤적에서의 관절속도. 

Fig.  13. Optimal trajectory for the joint angle velocity. 

 

그림 14. 양팔 조작성 지수. 

Fig.  14. DAMM (Dual-Arm Manipulabilit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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