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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의 전방향 이족보행 원격제어를 위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Development of Android Application for Wireless Control of
Omnidirectional Biped Walking of Humanoid Robot

박 규 영, 윤 재 훈, 최 영 림, 김 종 욱*

(GyuYung Park1, JaeHun Yun1, YoungLim Choi1, and Jong-Wook Kim1,*)
1Dept. Electronic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Abstract: Humanoid robot is the most suitable robot platform for effective human interaction and various intelligent services. 
The present work addresses development of real time wireless control application of humanoid robot’s forward and backward 
walks, and turning in walking. For convenience of human users, the application is developed on Android OS (Operating 
System) working on his or her smartphone. To this end, theoretic background on various-directional biped walking is proposed 
based on joint trajectories for forward walking, which have been shaped with a global optimization method. In this paper, 
backward walking is scheduled by interchange of angles and angular velocities and additional change of signs in angular 
velocities at all the via-points connecting cubic polynomial trajectories. Turning direction in walking is also implemented by 
activating the transversal hip joint initially located in the support leg in two stages. After validation of the proposed walking 
schemes with Matlab simulator, a smartphone application for the omnidirectional walking has been developed to control a 
humanoid robot platform named DARwIn-OP interconnected via Wi-Fi. Experiment result of the present wireless control of a 
humanoid robot with smartphone is successful, and the application will be released in application market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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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신체구조와 외형을 모방하여 

제작 된 로봇 플랫폼으로서 교육, 엔터테인먼트, 지능 서비

스, 가정 보안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로봇 제

작비와 제한된 이족보행 능력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센서와 액추에이

터 등의 하드웨어 가격이 하락하고,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함수를 갖춘 소프트웨어 개발환경(development environment)
의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인 HRI (Human-Robot Interaction) 
기술도 병행되어야 한다[1]. HRI 기술 중에서 사용자의 의

도를 알리는 매개체로 음성이나 제스처, 단말기가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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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본 논문에서는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단말기로 이용해서 사용자의 명령을 무선으로 전달하여 휴

머노이드 로봇의 보행 방향을 제어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전자제품

과 장치,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

용한 홈네트워크 제어[2], TV나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기기 

제어[3], 모바일 로봇 제어[4][5], 영상처리[6]를 수행한 결과

들이 소개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RobotAppStore에서 Roomba, 
AIBO, Bioloid, NAO, AR.Drone 등의 다양한 로봇플랫폼을 

제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있다[7]. 특히 

Aldebaran Robotics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NAO를 원격으

로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인 NAO Remote Control 앱이 구

글 플레이에서 2012년 7월부터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데, 전
진과 후진 및 제자리에서 회전하기를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Press and Ti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기울여 보행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은 다소 불편하다[8].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마이크로소프

트의 윈도우 모바일, RIM의 블랙베리, 노키아의 심비안 등

이 있다. 가트너에 의하면 2012년 3분기의 모바일 장치 OS
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안드로이드 OS가 72.4%, 애플의 iOS
가 13.9%를 차지했으며, 두 OS간의 차이는 점점 더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다. 
안드로이드 OS는 세계 각국의 이동통신 관련 회사 연합

체인 Open Handset Alliance가 2007년 11월에 공개한 리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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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2.6커널 기반 모바일 운영체제이다. 안드로이드 OS는 다

양한 C/C++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바 

가상머신과는 다른 달빅(Dalvik) 가상 머신을 통해 자바로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들을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진과 후진 및 임의 

방향으로 굴절하여 보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원격으로 

제어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휴
머노이드 로봇의 전진을 위한 이족보행 방법은 영모먼트점 

기법(ZMP: Zero Moment Point) [9-11]과 수동 동보행(passive 
dynamic walking) [12,13]기법으로 크게 구분된다. 수동 동보

행 기법은 알고리즘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본 논문에서와 

같이 전진 방향을 자유롭게 회전하기에는 ZMP기법이 보다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보행과 유사하면서도 안정된 전진 

보행을 구현하기 위해 유각족(보행 시 들어올린 다리의 발)
의 목표궤적을 추종하는 것을 기존의 방법[11]에 새롭게 추

가하여 하지 관절각 궤적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했다. 또한 

이 관절 궤적들을 기준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후진 및 굴

절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하지 관절각 궤적 생성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고, 보행 방향 선택 기능을 갖춘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으

로는 TCP/IP 스택이 있는 내장 PC를 갖춰 Wi-Fi 통신이 가

능한 DARwIn-OP를 이용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전진과, 후

진, 굴절 보행을 위한 하지 관절 궤적 생성 방법에 관해 논

하고 제안한 방법들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다. III 장에서

는 휴머노이드 로봇 보행 제어를 위한 안드로이드 애플리

케이션의 소프트웨어 구성과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IV 장
에서는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으로 DARwIn-OP를 무선으로 

동작시키는 것을 구현한 내용을 설명하고, V 장에서는 결

론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전방향 보행 패턴 생성법 

1. 직진 보행을 위한 최적 관절궤적 생성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정적으로 보행하기 위해서는 지지

하는 발의 바닥면이 만드는 다각형 안에 영모먼트점이 최대

한 오랫동안 존재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보행을 위해 휴머

노이드 로봇이 원하는 보폭과 보행속도로 보행하면서도 모

든 관절 모터가 부드럽게 회전해야만 전력 소모가 최소화되

어 장시간 보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관절모터의 회전각 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산적(computational)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림 1은 DARwIn-OP의 구조에 맞춰 세 직교평면인 시

상면(sagittal plane), 관상면(coronal plane), 횡평면(transversal 
plane)상에서의 관절기하각과 관절모터각, 링크를 이용해서 

3차원 전신을 모델링한 것을 보인다. 인체를 옆에서 본 시

상면 상의 관절기하각 변수는 ∼이고, 앞에서 본 관

상면 상의 관절기하각 변수는 ∼, 위에서 본 횡평면 

상의 관절기하각 변수는 ∼이다. 관절기하각이 입각

(지지하는 다리)의 발목 관절을 기준으로 한 상대 각도라

면, 관절모터각은 각 관절에 고유하게 할당된 모터의 절대

각도로서 직립일 때를 로 간주한다. 

(a) Sagittal plane model.

(b) Coronal plane model.

그림 1. 휴머노이드 로봇의 3차원 전신 모델.
Fig. 1. 3-dimensional full-body model of the humanoid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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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된 혼합다항식 궤적.
Fig. 2. Trajectory of the blending polynomial made of two 

segments.

보행을 결정하는 하지의 주요 관절 모터의 회전각 궤적

은 부드러우면서도 다양한 굴곡을 만들 수 있어야 주어진 

보행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

로 고차 다항식을 사용해야 한다. 혼합다항식(blending 
polynomial)은 저차(5차 이하)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세그먼

트들을 몇 개의 경유점에서 연속성 있게 이어 붙임으로써 

전체 궤적을 생성하는 기법으로 이전의 이족보행 연구에서 

그 효율성이 입증되었다[10,11]. 
혼합다항식의 설명을 위해, 전체 궤적이 개의 세그먼

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i번째 세그먼트가 다음과 같

은 3차 다항식으로 표현된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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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각도와 각속도를 각각 의미한다. 그림 2는 식 (1)과 

같이 3차 방정식으로 표현된 두 개의 세그먼트 와 

를 이어 붙인 혼합다항식 궤적을 도시한 것으로서 세 

개의 경유시점   에서의 각도   와 각속도 

  를 정해주면 식 (2)를 이용해서 와 의 

식을 구할 수 있다. 변수명에서 아래첨자 은 중간에 위

치한 변수임을 나타낸다. 두 세그먼트로 표현된 궤적을 

라고 명명하면 그림 2는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3)

식에서 궤적 파라미터들은 같은 종류끼리 벡터로 표현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정되면서도 부드러운 이족보행 구현을 

위해 ZMP가 목표한 궤적을 따라가는 동시에 유각족의 궤

적이 인간과 유사한 모양을 이루도록 관절의 회전각 궤적 

형상을 최적화한다. 
먼저 목표 ZMP 궤적은 ZMP가 직진하면서 지지하는 발

의 중심부 가까이에 최대한 머무르도록 마름모꼴의 직선 

모양으로 설정했으며, 궤적의  좌표를 표현하는 수학

식은 다음과 같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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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유각족의 좌표 궤적은 인간의 경우와 유사하

게 발이 앞으로(축 방향) 나아가면서 정규분포 형태의 

고도(축 방향) 궤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축 함

수 
 와 축 함수 

   각각을 혼합다항식으로 표

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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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는 단일 세그먼트 혼합다항식으로 표현되며 

주기 는 한 스텝 전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와 

는 축 상에서 유각족의 최초 위치와 최종 위치

를 의미하며 두 값의 차이 값이 보폭(step length)이 된다. 

목표 고도궤적 
 는 3-세그먼트 혼합다항식으로 표현

되며, 는 원하는 최대 발 높이를 의미한다. 식 (4)와 (5)

의 파형은 다음 절의 최적화 된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일 것이다. 
PSO는 Kennedy와 Eberhart에 의해 제안 된 전역최적화기

법으로서 조류나 어류의 한 무리가 개별 지역해 정보와 집

단 최우량 지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전역해

에 조기에 수렴할 수 있게 하는 자연모방형 알고리즘이다

[14]. PSO로 최소화 할 비용함수를 설계할 때 생성된 이족

보행 패턴이 목표 ZMP 궤적과 목표 유각족 궤적 간의 오

차를 최소화시키면서도, 무릎 관절각이 제한각을 넘지 않아

야 하는 제한 조건(constraint condition)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다목적 최적화(multi-objective optimization) 문제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벌칙함수(penalty function)를 도입

한 전체 비용함수를 다음과 같이 수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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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적화 변수인 관절궤적 파라미터.
Table 1. Optimization variables for joint angle trajectories.

변수 변수 의미

∼ SAG_{AN,KN}_L_MID_{ANG,VEL}
∼ SAG_{HP,KN}_R_MID_{ANG,VEL}
∼ COR_AN_L_MID_{ANG, TIME1,TIME2}
∼ SAG_SH_{L,R}_MID_{ANG,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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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SO로 최적화 시 비용함수 감소 추이.
Fig. 3. Cost minimization aspect in running 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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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폭이 5 cm, 주기가 1초인 최적 전진 보행 시뮬레이션.
Fig. 4. Simulation of optimal forward walking with step length of 

5 cm and walk period of 1 s.

식에서  , 와 은 각각 샘플링 시간, i번째 시간과 총 

샘플 개수를 의미하고, 
    은 왼쪽과 오른쪽 무릎의 

관절모터각을 나타낸다. 와 , 와 는 현재 

해의 ZMP의 좌표와 좌표, 유각족의 좌표와 좌표를 

각각 나타낸다. 식에서   는 벌칙함수 와 비

용함수 , 에 곱해지는 가중치 계수를 나타낸다. 무

릎 관절각이 허용각을 넘을 경우 모터 고장을 유발할 수 

있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므로 벌칙함수에 곱해지는 가중치 

계수 는 100과 같이 큰 값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 최적화해야 할 변수는 다음의 조건을 설정

해서 최소화했다[11].

∙ 보행 시작 및 종료 자세의 관절 각도들은 역기구학

이나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미리 계산된 값을 

이용

∙ 부드러운 보행 시작과 착지를 위해 각 관절의 초기와 

최종 각속도는 모두 0으로 설정

∙ 보행 중 유각족이 시상면과 관상면 모두에서 지면과 

항상 평행을 유지하게 설정

 
표 1에 최적화 변수를 정리했으며 변수들은 관절모터각 

명칭으로서 SAG는 시상면에서 회전하는 관절을, COR는 관

상면에서 회전하는 관절을 각각 의미한다. 그리고 AN, KN, 
HP, SH는 발목과 무릎, 엉덩이, 어깨에 위치한 관절임을 각

각 의미한다. L과 R은 해당 관절이 신체의 왼쪽 또는 오른

쪽에 위치함을 의미하며, MID는 관절변수가 혼합다항식 경

유점 중 중간에 위치한 것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ANG
과 VEL은 해당 변수가 관절각 또는 관절각속도임을 각각 

의미한다. 
PSO로 전진 보행용 관절궤적 최적화 시 에이전트 수는 

40,반복 횟수는 200으로 설정했으며 이족보행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보폭( ): 5 cm
∙ 보행 주기(): 1초
∙ 목표 발높이(): 1.5 cm

∙ 가중치 계수 설정:     

그림 3은 개체수를 40, 반복횟수를 200회로 설정하고 

PSO를 실행하는 동안 식 (6)에 표현된 비용함수를 감소시

키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4는 PSO로 최적화한 15개의 관

절궤적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Matlab으로 전진 보행 시뮬

레이션한 것을 보인다. 그림 5는 최적 보행 시뮬레이션 시 

매 샘플타임에서 계산 된 ZMP와 유각족 좌표가 목표 궤적

들을 동시에 적절히 추종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림 6은 전

진 보행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하지의 시상면 관절 궤적들

을 도시한 것으로 이 궤적을 이용하여 후진과 굴절 보행을 

구현한다.
2. 후진 보행을 위한 최적 관절궤적 생성

후진 보행은 혼합다항식으로 표현한 전진 보행 시 관절

궤적을 최종각도로부터 시간의 역순으로 추이를 따라가면 

된다. 즉, 그림 2가 전진 보행 시 특정 관절의 궤적이라 하

면 시간은 →→로 진행될 때 궤적 각도 는 

→→의 각도로 회전하며 각속도는 →→의 

순서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궤적을 시간의 역순

으로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간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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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된 역시간축 혼합다항식 궤적.
Fig. 7. Trajectory of the blending polynomial made of two 

segments with respect to reverse time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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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후진 보행 시 하지 시상면 관절모터각 궤적.
Fig. 8. Sagittal joint motor trajectories in the lower extremity for 

backward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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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wing foot’s trajectories.

그림 5. 최적 보행 시 목표 ZMP 궤적, 목표 유각족 궤적과 실제 

궤적과의 비교.
Fig. 5. Comparison of optimized ZMP and swing foot trajectories 

against reference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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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적 보행 시 하지 시상면 관절모터각 궤적(위에서부터 

좌측 족관절, 좌측 슬관절, 좌측 고관절, 우측 고관절, 
우측 슬관절, 우측 족관절).

Fig. 6.  Optimized sagittal joint motor trajectories in the lower 
extremity.

′  (7)

후진 보행을 위해서는 시간변수 ′이 →  →

로 진행될 때 각도 ′ 은 →→로 변화하면서 각속

도는 → →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각속도에 

음의 부호가 붙는 것은 식 (7)에서 볼 수 있듯이 ′의 부호

가 와 반대이기 때문이며 그림 7에 이 궤적을 도시했다. 
그림 7의 궤적을 식 (3)과 같이 2-세그먼트 혼합다항식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8)

그림 8은 후진 보행을 위해 전진 보행 시 하지 관절궤적

(그림 6)을 전술한 방법으로 재구성한 관절궤적을 보이며, 
그림 9는 이 관절궤적들을 이용해서 후진 보행을 시뮬레이

션한 것을 보인다. 
3. 굴절 보행을 위한 최적 관절궤적 생성

제자리에서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의 횡평면 

관절에서 두 번의 회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15]. 
예를 들어,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횡평면 상에서 

) 만큼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텝에서 입각

의 골반에 있는 횡평면 관절을 왼쪽으로(→) 회전시

켜서 그 반작용으로 로봇 몸통이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한

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직전 스텝에서 회전이 발생한 유각

의 골반관절이 반대로 회전하여(→) 원위치가 되며 

그 결과로 양쪽 발이 평행한 관계가 된다. 왼쪽으로 굴절 

보행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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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보폭이 5 cm, 주기가 1초인 후진 보행 시뮬레이션.
Fig. 9. Simulation of backward walking with step length of 5 cm 

and walk period of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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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versal hip joint angle trajectories (upper: left hip 
joint, lower: right hip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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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imulation of turning in walking. 

그림10. 좌로 굴절 보행을 위한 횡평면 관절모터각 궤적 

과 보행 시뮬레이션. 
Fig. 10. Transversal hip joint angle trajectories and its simulation 

result for turning to the left during walking.

본 논문에서는 굴절 보행을 위해 2.1절의 전진 보행 시 

시상면과 관상면 관절궤적을 그대로 사용하고, 였던 횡

평면 관절 
 과 

 만을 상기 규칙에 의해 변화시킨다.

그림 10은 오른발로 지지하는 상태에서 좌측으로 

(횡평면 상에서 ) 굴절하며 두 발자국 전진하기 위한 

횡평면 고관절 모터각 궤적과 이를 이용한 보행 시뮬레이

션 결과를 나타낸다. 오른발 지지 상태에서 보행을 시작했

으므로 오른쪽 고관절 모터각이 로 변화했다가 다시 

로 복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그 반대의 경우로서 왼발로 지지하는 상태에

서 우측으로 (횡평면 상에서 ) 굴절하며 두 발

자국 전진하기 위한 횡평면 고관절 모터각 궤적과 그에 따

른 보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같은 원리로, 왼발 

지지 상태에서 보행을 시작했으므로 왼쪽 고관절 모터각이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로 복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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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versal hip joint angle trajectories (upper: left hip 
joint, lower: right hip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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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imulation of turning in walking.

그림11. 우로  굴절 보행을 위한 횡평면 관절모터각 궤적 

과 보행 시뮬레이션. 
Fig. 11. Transversal hip joint angle trajectories and its simulation 

result for turning to the right durin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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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뷰와  통신 환경설정 뷰. 
Fig. 12. Main view and configuration setting view for wireless 

communication of the developed application.

그림13. 휴머노이드 로봇 보행제어 뷰.
Fig. 13. Humanoid robot walk control view.

그림14. 휴머노이드 로봇 보행의 제어 흐름도.
Fig. 14. Flow chart of humanoid walking control.

III.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구현 

본 논문에서는 서버로 설정 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클라

이언트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 간의 무선통신 방법으로서 

TCP/IP를 기반으로 한 Wi-Fi 통신을 사용한다. TCP/IP는 서

로 다른 운영체제를 쓰는 컴퓨터 사이에도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으므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 폰과 리

눅스 OS를 사용하는 DARwIn-OP 간의 통신에 적합하다[16]. 
본 논문에서 개발한 무선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 안드로

이드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세 가지 액티비티로 구성되어있

는데, 메인 액티비티, 통신 환경설정 액티비티와 보행제어 

액티비티이다.
그림 12는 메인 액티비티와 통신 환경설정 액티비티의 

실행 화면인 뷰를 보여주고 있다. 메인 뷰는 애플리케이션

의 이름과 제작 연구실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면을 터치하

면 통신 환경설정 뷰로 연결된다. 통신 환경설정 뷰에서는 

스마트폰과 DARwIn-OP가 공유할 IP 주소와 PORT 번호를 

입력 받는 두 개의 에디트 텍스트(EditText) 위젯이 있다. 

애플리케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기 전에 서버인 DARwIn- 
OP를 Wi-Fi망에 연결하고 소켓을 생성한다. IP 주소는 

ifconfig 명령어로 검색할 수 있으며 PORT 번호는 임의의 

네 자리수를 DARwIn-OP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동일

하게 입력한다. 이렇게 수동 설정 후 ‘Enter’ 버튼을 누르면 

Wi-Fi 망을 통해 스마트폰과 DARwIn-OP가 무선으로 연결

된 상태가 되며 보행제어 뷰로 화면이 전환된다.
그림 13은 보행제어 뷰를 나타내며 상단에 ‘Stand up’, 

‘Sit down’, ‘Wow’, ‘Clap Please’와 같은 간단한 모션에 대

한 버튼과 함께 하단에 ‘Stop’, ‘Go Forward’, ‘Go 
Backward’, ‘Turn Left’, ‘Turn Right’ 등의 버튼이 보행방향

과 일치하게 배치되어 있다. 사용자가 이 중의 한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해당되는 정수 값이 메시지 형태로 

DARwin-OP에 전송되며, 직전 명령 값을 참고하여 명령된 

보행 패턴을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보행을 수행한다. 
그림 14는 보행제어 뷰를 통해 입력된 사용자 명령에 반

응하기 위해 DARwIn-OP가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제어 루틴

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Walk Manager라는 

함수를 두어 전방향 보행을 wdir 변수와 turn_ang 변수만을 

이용해서 효율적이며 직관적으로 제어하게 했다. Walk 
Manager는 전진 시 2.1절에서 얻은 최적 관절궤적을 사용하

고 wdir(식 (3)과 (8)의 앞에 곱해진 부호값)을 +1로 설정

하며, 후진할 때는 전진 관절의 시작/최종 각도/각속도의 위

치를 바꾸고 wdir을 –1로 설정한다. Walk Manager는 굴절 

보행 명령이 들어올 경우 turn_ang 변수를 0이 아닌 해당 

각도 값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고관절 각도궤적을 2.3절
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생성한 후 보행을 실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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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DARwIn-OP의 전진 중 후진 보행 구현.
Fig. 15. Backward walking experiment during forward walking 

with DARwIn-OP.

그림16. DARwIn-OP의 전진 중 좌회전 보행 구현.
Fig. 16. Experiment of left turning during forward walking with 

DARwIn-OP.

그림17. DARwIn-OP의 전진  중 우회전 보행 구현.
Fig. 17. Experiment of right turning during forward walking with 

DARwIn-OP. 

IV. 전방향 이족보행 구현

그림 15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앱으로 ‘Go 
Forward’ 버튼을 한 번 눌러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어가는 

중에 ‘Go Backward’ 버튼을 누른 경우를 연속사진으로 보

인 것이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마찬가지로 전진 중에 

‘Turn Left’ 버튼과 ‘Turn Right’ 버튼을 한 번씩 눌렀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후 스텝에서 굴절 보행을 하는 것을 

실험한 것을 연속사진으로 보인 것이다. 아직 제어 알고리

즘을 추가하지 않아 다소 불안정하긴 하지만 사람처럼 자

연스럽게 방향을 전환함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인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행 방향을 무선으로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보다 자연스러운 전

진 보행을 위한 최적 관절궤적 생성법을 제안하고, 이를 기

반으로 전진 보행 중 후진, 좌회전, 우회전 보행으로 부드

럽게 전환하기 위한 관절궤적 생성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직관적으로 보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기반 애

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DARwIn-OP에 대해 성공적으로 구

현했다. 향후에는 보행 속도와 보폭도 조절 가능한 애플리

케이션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FSR 센
서를 이용해서 비평지 노면에서도 안정적으로 걷는 보행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보행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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