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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발전과 기구학의 역할

The Role of Kinematics in Robot Development

염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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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the survey paper on the role of kinematics in robot development. The robot is considered as a form of
mechanical systems which includes closed-chain loop system, open-chain loop system and closed and open switching system. To
analyze these systems, kinematic notations has been developed in kinematics of mechanical theory since 1955 and has been
applied in robotics. Several kinematic notations including Denavit-Hartenberg notations have been reviewed. The status of
development of the spherical motor which has a great impact on the future robot advancement has reviewed, and research
activity on a spherical motor and its application to 3-D spatial mechanisms at UNIST is introduced. For the open and closed
switching mechanical systems, the bipedal robots' walking theories using Zero Moment Point are reviewed. And current status
regarding bipedal robots based on newly developed passive dynamic walking theory is reviewed with the research activity at
UNIST on this subject.
Keywords: robot, kinematics, kinematic notations, biomechanics, human gait, bipedal robot, spherical motor, passive walking

I. 서론

(mechanics)의

한분야로

프랑스

물리학자

암페어(A.M

지난 20세기는 과학기술의 전성기였다. 그중에도 세기

Ampare)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현대적 기구학의

초반서부터 활기를 띈 모터나 엔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운송체의 등장 그리고 이들 생산과정에서

시작은 Franz Reuleaux(1875)에 의해서이며 그의 저서[26]에
서 링크나 기계요소간 관절대우(pair), 체인(chain), 그리고

나타난 제조공정의 자동화, 세기중반 이후부터 등장한 컴퓨

이들 기구에 대한 표기법등을 제시하였다.

터의 보편화와 인터냇 보급 등 수많은 과학기술발전이 있
었다. 1957년 구 소련(Soviet Union)이 세계 최초로 스프트

기구학은 일반적으로 운동학이라고도 불리 우며 움직임
의 변위, 속도, 가속도등을 의미하지만, 학문적인 의미의 기

니크(Spunik)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촉발된 우주개발

구학에서는 운동학은 물론 다물체 동역학등을 포괄적으로

경쟁에서, 1969년 7월 미국의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은 20세
기 과학기술의 정점을 알렸고, 로봇측면에서는 로켓에 들어

포함한다. 다만 운동학은 다물제 동역학 연구에서 제일 중
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줄여 기구학이라 부른다. 그리

간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기술, 로켓을 착륙지점까지 제

고 기구학 이론들은 자연적으로 기계시스템의 하나인 로봇

어해야했던 제어기술, 그 외 센서기술 등은 로봇발전의 원
동력이 되었다. 로봇에 요구되는 구동장치, 제어를 위한 컴

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2. 로봇이전의 자동기기

퓨터, 각종 센서 등과 소프트웨어 발전은 로봇이 과학기술

1574년에 만들어진 슈트라스부르그(Strasbough) 수닭시계

의 발전 연장선에서 필연적으로 발전 하리라는 것을 예견
했다.

(제작자미상)는 수탉 모양으로 만들어 졌으며 내부의 레버
나 벨로(bellow)를 이용 날개짓을 하고 닭입을 열고 세 번

1. 로봇발전의 배경

을 울어대는 정교한 기기였다. 1770년경 만들어진 새오르간

로봇발전의 배경은 흔히 18세기 유럽을 주목한다. 오늘
날 로봇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다 할 수 있는 자동기

(Bird Organ)은 캠과 레버를 이용 새소리를 냈다. Jacques de
Vaucanson이 1737년 파리서 개발한 플루트연주(Flute prayer)

기들이 당시에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로

기기는 인간크기에 음악가와 같은 복장을 입고 플루트를

봇이란 용어보다는 보편적으로 알려졌던 정밀기기나 기구
(mechanisms)로 불리워졌고 처음에는 장인들 손에 의해 시

입에 대고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플루트의 피리의 제어구
멍에 손가락이 움직이며 12가지 음악연주를 하여 사람들을

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졌지만 이는 곧 기구학이란 이론

놀라게 하는 기기였다. 그리고 1738년 배설하는 오리

적 학문을 탄생시켰다. 기구학(kinematics)은 그리스어
(kinimatiki)의 운동이란 의미에서 유래가 됬으며 역학

(digesting duck)도 개발을 하였다. 400여개의 기계요소로 만
들어진 이 기계오리는 날개 짓을 하고 물을 마시고 먹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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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며 따로 몸체안 보관함에 배설할 음식을 갖추고 배설
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Vaucanson의 작품은 당
시 유럽에 기계생체구조물 기기에 대한 유행을 불러 일으
켰다고 한다. 1774년 스위스의 자크 드로스 일가(Pierre, his
son Henri -Louis, and Jean-Frédéric Leschot Jaquet-Droz)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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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호’로 되어 있다. 4개의 파수호와 2개의 수수호 사이
에는 물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2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다.
물을 받는 원통형의 수수호는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부력
에 의해 ‘부전’이라고 부르는 긴 막대가 뜨도록 설계 하였
다. 떠오른 부전은 격발 장치를 건드려 쇠구슬을 떨어뜨린
다. 떨어진 쇠구슬은 지레의 원리에 따라 인형을 움직이고
종이나 북을 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격루의 종은 하루를
2시간씩 나눈 ‘십이지시’마다 울렸으며, 밤에는 북과 징이
울리도록 만들어 밤낮을 구분하였다. 십이지시의 각 시간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이 시보상자 안에서 나왔다.
일본은 18세기 말 에도시대에 가정용으로 개발된 움직이
그림 1. 1805 Henri Maillardet 가 만든 글쓰는 인형과 인형이 쓰

는 인형(카라쿠리) 중 하나인 ‘차 나르는 인형’은 손에 찻

고 그린 글과 그림.
Fig. 1. Henry Mailerdet's writing doll.

잔과 받침을 들고 손님에게 다가가 손님이 잔을 받을 때
멈추고, 마신 찻잔을 올려놓으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만든 ‘글 쓰는 인형’의 그 첫모델 화가(draughtsman)에서는
각기 다른 4장의 그림을 그리는 인형이다. 이 인형은 글을
쓰는 동안 눈을 깜박이고 머리를 끄덕이며, 손을 움직여 탁
자에 놓인 종이 위에 글씨나 그림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의자를 움직이고 먼지를 불어내는 시늉까지 할
정도였다고 한다. 다음모델 작가(writer) 는 첫 모델과 비슷
한 개념이지만 원하는 40자의 길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정
교함을 갖추고 있으며 이 글자들은 작동 전 글자를 고를
수 있게 한 바퀴에 입력을 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이모든
것이 캠, 기어등 기계요소들과 에너지로 태엽을 이용한 장
인의 혼이 녹아있는 자동기기 이다.
Henri Mailardart는 1805년 런던서 글과 그림을 그리는 자
동인형을 선보였는데 5분간 글과 그림을 그렸다 한다. 그후
화재로 손상이 됐으나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프랭크린
연구소(Franklin Institute)의 자연박물관에서 불탄 인형을 구
매하여 복원에 성공 하였다. 복원 후 첫 시동에서 인형은
그림 1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우리나라의 경우 1434년 세종 16년에 장영실이 만든 자
동물시계 자격루도 유럽이나 일본 인형에 비해 훨신 이전
에 제작한 훌륭한 자동화된 물시계였다(그림 2). 자격루는
물을 흘려보내는 항아리인 ‘파수호’와 물을 받는 항아리인

태엽으로 제어되는 자동화된 인형이었다.
1938년 미국의 Willard Pollard와 Harold Roselund 가 데빌
비스(DeVilbiss)회사를 위해 만든 최초의 프로그램 작동이
가능한 패인트 분사(paint-spraying) 기구도 로봇이라 할 만
한 좋은 예이다.
이들 대부분은 기어를 이용한 시계부품, 캠등 기계요소
와 태엽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교한 기계제품으로 로봇
출현 이전에는 기계의 역사에서 흔히 거론되던 기구학의
대표적 작품들이었다.
3. 머니퓰레이터(Manipulator)
로봇이 현실화되기 이전 구조면 에서는 로봇과 동일하나
인간이 제어하는 머니퓰레이터가 일찍부터 등장하여 위험한
환경에서 적용되어왔으며 원자력 방사성물질, 위험성이 있
는 화학물질 등 또는 무거운 금속물질을 다루기 위한 여러
종류의 머니퓰레이터가 개발되었다[9]. 이러한 마스터-슬레
이브(master slave) 머니퓰레이터 기술은 훗날 인간의 힘과
조작성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유압이나 서버모터를 사용하기
도 하였다. 마스터를 제어기로 바꾼 것이 로봇초기의 산업
용로봇의 모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조면에서
는 인간의 팔을 모방한 2-링크에 집게(end effector)를 단 회
전관절(revolute joint) 구조이거나 이에 변화를 주어 한 링크
가 연장되어질 수 있는 선형관절(prismatic joint)이 대세였다.

그림 2. 장영실의물시계(국립박물관에 있는 복원모델).

그림 3. 최초의 마스터-슬레이브 머니퓰레이터.

Fig. 2. Water clock developed by Jang Young Sil in 1434.

Fig. 3. The first master-slave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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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 Man-mate나 아르곤 머니퓰레이터(Argonne Manipulator)
(그림 3)는 잘 알려진 인간이 제어하는 마스터-슬레이브 기
기들이다.
이들을 해석하는 이론적인 토대도 역시 기구학이 였다
[23]. 특히 이 분야 연구는 훗날 원격제어 로봇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4. 로봇의 작업공간(Workspace)
1980년 전후해서 로봇은 학계에서 대중적 관심을 불러
왔고 미국의 대학들도 공식적으로 공학교육과목으로 채택
하기에 이르렀으며 연구도 활발해졌다. 이당시만해도 로봇
을 학계에서 제작하기엔 경험과 재정적 부담으로 많은 학
술지 발표 중에 소프터웨어로 할 수 있는 로봇의 작업공간

그림 5. 노동자 시간당 비용과 최초 로봇 설치비용.

연구가 있었다. 무게를 갖고 있는 로봇은 작동시 인간에게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봇을 제작하기

Fig. 5. Hourly cost for human operators and initial cost for robots.

이전 기구학적 연구 특히 작업공간 연구들이 기구학자들

1961년 GM은 미국 뉴져지에 있는 자동차 생산라인에

(Roth&Shiman:1977, Kumar&Waldron:1981, Soni&Tsai:1983,
Lee&Yang:1983 Kohli&Spanos:1985, Youm&Yih:1986, Kwon&

최초로 자기 드럼(magnetic drum)에 저장된 지시에 의해 단

Youm:1991 etc.)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16].
5. 로봇의 등장
앞서 로봇의 역사적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연유로
각국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나라가 로봇의 시초라는 말을
하곤한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자동기기들은 이들이 아무
리 정교해도 똑같은 행위만 반복할 수 있을뿐 피드백
(feedback)이 가능하지 않았고 환경에 전혀 대응하지는 못하
는 중요한 결점이 있었다.
피드백 제어가 가능한 로봇은 1954년 미국의 엔지니어발
명가 죠지 드발(George Devol, Jr)에 의해 개발됐으며 이를
유니버살 오토메이션(Universal Automation)이라 명명하였다.
이에 앞서 드발은 팬실바니아대학에서 J. Presper Eckert와
John Mauchly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컴퓨터 ‘Eniac’이 나오
던 해인 1946년 자기로 작동되는 기억장치를 개발하여 기
계를 제어하는 특허를 취득한바 있다. 1956년 엔겔버거
(Joseph Engelberger)와 더불어 최초의 로봇회사를 설립하여
유니버살 오토메이션을 줄여 유니메이션(Unimation)이라 불
렀다. 그리고 1961년 세계최초의 산업용로봇 유니메이트
(Unimate)가 탄생되었다.
6. GM에서 배운 역사적 교훈
이 시점에 역사적으로 유니메이트를 처음으로 공장에 설
치하였던 제너럴 모터스(GM: General Motors)의 경험에서
역사적 교훈을 배우기로 한다.

계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8,800Kg무게의 유압식 팔을 갖인
유니메이트를 설치하고 금형(molds)으로부터 나온 뜨겁고
무거운 주조 금속(die-cast metal)을 나르고 쌓는데 투입했다.
당시에 자동차회사를 겨냥한 노임과 로봇설치비용의 관
계를 나타내는 연구결과가 그라프, 그림 5에 나타나듯이
1960년을 기준으로 로봇을 설치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변
곡점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10년 후로 나타나 있다. 자동차
회사의 CEO가 불확실한 10년을 예측하여 선뜻 그것도 아
직 완성도 불투명한 로봇설치를 결정하기엔 무리는 있었을
것이다. 로봇을 설치하는 것은 노동인력의 상당한 감원을
의미하고 있고 이는 노조가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요
인이었다. 특히 1937년 자동차노조가 결성된 GM에서는 더
더욱 로봇설치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GM은 1908년 9월 16일 미국 미시간주 남동부에 위치한
플린트(Flint)시에서 태동했다. 한때 GM은 34개 국가에서
승용차나 상용차를 제조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244,500명
을 고용하며 140개국에 자동차를 팔면서 서비스를 하던 세
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다.
그러던 GM이 2005년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로 25,000명
을 해고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 6월 8일자 월 스트리
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실린 이 기사에 많은 댓글이
올라왔었는데 그중 하나가 로봇 입장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미국 내에서 GM의 노임은 매우 높다. 한 조립공이 만

드는 봉급은 년 50,000불이나 된다. 이정도면 로봇을 설치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로봇들은 60년대에서
부터 GM공장에 설치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대부분 작
동을 못하고 있거나 해체가 되어있다. 로봇사용의 고의적
방해나 불만, 로봇을 작동하기 위한 교육의 태만, 그리고
노동조합의 반대가 로봇의 사용을 막았기 때문이다.”
드디어 2008년 12월 18일 미국정부는 134억 달러의 긴급
비상 연방대출금을 GM과 클라이슬러에 지원하는 계획을
그림 4. 7-링크 시스템의 작업공간[14].
Fig. 4. Boundary and Hierarchial Workspace [14].

발표했고, 2009년 6월 1일 GM은 뉴욕시에 파산보호신청을
제출했다. 100년 역사의 거대기업 GM이 정부 수중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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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려는 순간이었다.
다행이 지난 5년간 강도 높은 비용절감등 구조조정 결과
2013년 12월 9일 GM은 정부지분 60.8%를 모두 갚고 100%
만간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강성 노조 UWA (United Auto
Workers)도 회사가 망하면 노조역시 망한다는 좋은 경험을
통해 회사를 돕는 것이 조합원을 돕는 것으로 태도가 180
도 바뀌었으며 다양한 고용 유연성 확보에 전향적으로 나
서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배울 교훈인 것이다.
한편 유니메이션 로봇회사는 1960년 컨댁(Condec)회사와
합병하고 1974년 스탠포드대학에서 개발한 스탠포드 팔
(The Stanford Arm)이라 불리는 전기모터와 미니컴퓨터로
제어하는 6축 로봇을 만든 Scheinman교수가 설립한 비크람
(VICRAM)회사를 1977년에 사들인다. 그후 유니메이션과
GM의 도움으로 1978년 Scheinman 교수는 PUMA
(Programable Universal Machine for Assembly)라 명명된 당
시 인지도가 높은 산업용로봇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GM은
1982년 유니메이션이 아닌 일본의 화낙(FANUC)사와 제휴
를 맺음으로 파트너를 상실한 유니메이션/컨댁은 웨스팅하
우스(Westinghouse)회사의 로봇생산부로 팔리고 이 역시 일
본의 추격에 경영난을 걷다가 스위스 회사 스토브리
(Staubli)가 1989년 웨스팅하우스로 부터 새롭게 설립한 스
토브리 로봇 사업부로 인수하고 PUMA를 생산하기 시작했
다. 유니메이션과 얼마동안 유일하게 경쟁하던 신시내티 미
라크론(Cincinnati Milacron)회사를 비롯한 미국의 로봇회사
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사실상 유니메이트는 태생인 미국서 큰 역할을 하지 못
하는 동안, 1969년 면허(license)가 일본 가와사키회사로 넘
어갔으며 이 화사는 일본의 첫 산업용로봇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로봇정책과 맞물려 산업용 생산은 급성

그림 6. 개회로 시스템 로봇.
Fig. 6. Robots in open loop system.
표 1. 기계시스템 분류.
Table 1. Multibody mechanical systems.
⦁Closed Loop System
- The relative kinematics
The relative motions are not independent.
It involves highly nonlinear implicit functions.
- Mechanisms, machines, robots
- Double stance of human gait or biped robot
⦁Open Loop System
- Absolute kinematics
The relative motions at the joints are independent.
- Manipulators, robots
- Human motions: pitching, kicking
- Swing phase of human gait or biped robot
⦁Open & Closed Switching System
- Human gait, biped robots

장을 하였고, 드디어 일본은 1980년 ‘로봇원년의 해’로 선

이로서 기계시스템은 위의 표와 같이 개회로, 폐회로 그

포할 정도로 그해에 전 세계의 산업용로봇의 50% 이상이
일본에서 생산된 로봇들이 었다. 그 후 가와사키에서 제조

리고 개회로와 폐회로가 서로 전환하는 3가지 시스템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 로봇은 1983년에만도 2,400대가 전 세계로 팔려나갔으며

그리고 이러한 기계시스템에는 링크나 기계요소를 연결

일본은 세계 제1의 로봇강국으로 발 돋음 하였고 드디어
자신감을 갖게 된 가와사키회사는 1986년 면허를 종료하고

해주는 관절(joint)이 있는바, 현대기구학을 애초에 정립했던
F. Reuleaux는 이 연결을 선점대우(線点對偶) 혹은 고차의

독자 라인을 갖추어 나갔다.
II. 로봇과 기구학

대우(higher pair)와 면대우(面對遇) 혹은 저차의 대우(lower
pair)로 구분하였다. 고차대우는 기계요소간에 점이나 선으
로 접촉하는 관절로, 캠(cam)이나 기어(gear)가 이에 속하며

1. 기계시스템의 분류

저차대우는 면접촉(surface contact)을 하는 관절을 일컬으며

로봇은 기계시스탬의 범주에 속하며 로봇이 등장하기 이
전까지의 기계시스템은 주로 폐회로(closed loop)시스템이

기계에서는 다음 그림 7에서와 같이 6개의 면대우가 있다.
현제까지 사용되고 있는 기계시스템에서의 기구의 특성

대부분이었다. 자동차 엔진, 굴착기 팔, 재봉틀의 내부 구

은 주로 폐회로시스템의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특수한 용

조, 그리고 많은 기계와 연장 등에 이용된 기구들이 폐회로
시스템이다. 1970년대에 들어 인간운동학, 생체역학등이 발

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차원적인 것이 특징이다. 2차원
기구들의 경우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서 정확한 해법이 가

전하면서 개회로(open loop)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늘기 시

능해서 큰 어려움 없이 많은 기계 설계에 적용되어 왔고

작하였으며 초기의 로봇들은 PUMA와 같이 개회로 시스템
이 대세이었다(그림 6).

기계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다.
로봇이 등장하면서 초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기계시스템

더욱이 1996년 일본의 혼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함

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개회로 시스템이 그 예이며 앞

으로서 이 로봇이 갖고 있는 운동의 특성, 즉 로봇의 두다
리가 개회로는 물론 폐회로로 바뀌어야 걸음을 만드는 것

서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용 로봇으로 유명한 푸마
(PUMA)로봇은 2개의 링크를 갖인 개회로 형태이다.

을 알 수 있었다.

개회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로봇발전과 기구학의 역할

337

그림 9. Nova 10 4관절형 로봇.
Fig. 9. Nova 10 robot using 4-bar linkage.

그림 7. 기구에서 쓰이는 6 종류의 면대우.
Fig. 7. 6 lower pairs used in mechanisms.

그림10. 포스텍에서 개발한과 고 가반중량 로봇.
Fig. 10. Heavy payload robot developed at POSTECH.
2. Denavit-Hartenberg 표기법의 탄생
그림 8. 인간의 발로차기 운동 해석에서 개회로를 폐회로로
해석.
Fig. 8. Human kicking motion analysis by the virtual 4-bar
linkage.
Youm은 운동역학 연구[39]에서 인간의 발로 차는 모습을
가상링크(virtual link)를 이용한 4관절 폐회로로 해석하는
기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그림 8).
그러나 로봇에서도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월등한 페회로
기구를 이용하는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용접용 로봇 Nova10(그림 9)은 4관절기구를 이용한
폐회로 구조로 개발되었다.
포스텍에서는 포스코에 이용할 고 가반중량(heavy payload)
로봇 개발에 기구학에서 입력 모터의 토크를 줄이는 밸런
서(balancer)개념을 도입하여 가반중량 300kg의 이중 평행사
변형(double parallelogram) 체인을 이용한 폐회로형 로봇을
그림 10과 같이 몸무게 대 가반중량의 비를 1: 1로 개발한
바 있다. 이는 한 예로 산업용로봇으로 인기가 있던 푸마
(PUMA)로봇의 경우 몸무게 대 가반중량의 비가 40:1임을
감안하면 가반중량이 높은 로봇개발에 큰 장점이 있다. 포
스텍 P-HPL로봇의 경우 밸런서로 공압을 이용한 수직 공압
용 실린더(vertical balancing air cylinder)를 사용하였다[4].

1950년대 중반이후부터 1960년대에 걸쳐 기계공학에서는
3차원 기구들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들이 집중되었다. 때마
침 컴퓨터의 발달로 해석적 방법은 아니나 컴퓨터를 이용
한 수치해석적 해법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수학의 벡터를
이용한 백터 해석법(1963, M. Chace), 역시 수학의 양수쿼
터니온(Dual Number Quarternion)을 이용한 해법(1964, A.T.
Yang) [40]등 이외 여러 해석적 방법을 시도했지만 입력과
출력의 관계식을 유도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당시 관심
이 있었던 3-D 기구들(그림 11)의 예는 2-D 4관절기구의 일
반화된 기구이다. Youm은 DCM (Directioanl Cosine Matrix)
기법으로 수치해석을 이용하지 않고 입력과 출력 관계식의
해석적 해를 구하는데 성공 하였다[40].
1955년 Denavit 과 Hartenberg는 직교좌표계와 4개의 변
수(parameter)에 입각한 4X4 변환행렬(homogeneous 4X4
matrix)을 이용한 멀티링크를 조직적으로 기구학적 모델링
을 함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기구학적 표기법(kinamatic
notation)을 발표하였다[7]. 일반적으로 두게의 링크사이의
위치와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6개의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좌표계를 할당함으로서 주어진 기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림 12에
서 [I]는 폐회로 체인의 항등행렬(identity matrix)이고 [T]는
개회로 체인의 마지막 링크의 위치와 방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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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회전관절로 연결된 다 관절 시스템에서 링크 간에
연결축이 평행이 아닐 경우 즉 3차원 멀티링크 로봇의 경
우 축간의 공통 수직선인(common perpendicular)인 변수 a
를 구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로봇에 적용한 예로서는 D-H 표기법이 기계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유용하고 강력하나 다중루프 시스템에 임의의
기하학적 제한조건(geometric constraints)이 링크에 쓰인 경
우 적용이 제한적이다.
인간의 팔은 로봇과 같이 2개의 링크 개회로(2-link open
loop)로 모델이 가능한데 인간의 팔에서 팔꿈치 축은 로봇
팔과 달리 소위 유지각(carrying angle)이 있어 손목과 어깨
축과 평행되어 있지 않아 D-H표기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
그림11. 3차원 4관절 기구.
Fig. 11. Spatial 4-bar linkages.

기가 어렵다.
Reuleaux 표기법- 현대 기구학을 처음 정립한 Reuleaux는
1876년 그의 저서[26]에서 수학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

그 후 Hartenberg의 제자인 J. J. Uicker가 1965년 이를
발전시켜 4X4 반복법(iterative method) [33]를 완성시켰다.
이 표기법은 Paul [23], Pieper [24], 등에 의해서 로봇기구
학에도 근간을 이루고 개, 폐회로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
해 졌다.
3. D-H표기법 외 기구 표기법(Kinematic Notations)
그러나 D-H 표기법이 2차원적 기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
는 현실에서 큰 무리 없이 적용이 가능하였으며 Uicker가
4X4 반복법논문[33]에서 다룬 3차원 기구(그림 11)도 예제
가 4개의 변수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는 즉 조인트간의 축
들이 평행하여 성공적으로 수치해석적해(numerical solution)
를 구할 수 있었다.
한편 한 링크에 조인트가 3개의 경우(ternery link) 하나의
구속 고리(contraint loop)만 고려한 D-H notation에서는 이를
다를 수 없는 결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3차원 기구들에
서 D-H 표기법 변수들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
나 수치해석을 동원하여야만 가능한 경우들이 발견이 된다.

한 표기법을 개발하였으나 필수적인 변수들이 부족하게 되
어 기구들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
S-U 표기법- 이를 극복하기 위해 Uicker의 제자인 P.
Sheth는 이진 링크(binary link)의 경우 2개의 좌표를 적용하
고, 변수를 6개로 늘려 S-U(Sheth-Uicker)표기법을 개발하였
다[28]. S-U 표기법은 기구(mechanism)에서 쌍으로 존재하는
변수와 불변변수(invariant parameters)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각 링크를 기술하는 관절대우(pair)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링크좌표계의 정의가 유일하지 않고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의 폐회로기구에만 적용되
었을 뿐이다. 또한 변수중 공통수직선 값이 하나에서 2로
증가하는 결과를 갖어 왔다.
Khalil의 수정된 D-H 표기법- Khalil은 수정된 D-H 표기
법을 제안하였으나 이 방법은 가지를 치거나(branched) 폐
회로 기구를 갖고 있는 기구들에 사용이 용이하나 D-H표기
법에 내재하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4. 정-염(Chung-Youm) 표기법
로봇이 차츰 생체모방을 하고 인체에 근접한 로봇개발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되고 있다. 여지껏 어색해 보이고

그림12. DenavitHartenburg 표기법.

그림13. 정-염 표기법.

Fig. 12. Denavit-Hartenburg kinematic notation.

Fig. 13. Chung-Youm kinematic 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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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구조에서 인간다운 로봇(anthropomorphic)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생체역학의 보행연구뿐만 아니라 유사
한 구조를 갖고 있는 로봇을 모델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표기법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일반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3차원 로봇 및 생체, 특히
인체에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한 표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를 정-염(Chung-Youm) 표기법이라 명명했다[3]. 정-염 표기
법은 관절사이의 변환 행렬(transformation matrix)을 5개의
변수들로 정의한다. 관절변환행렬은 그림 13에 예시한 일반
적인 3차원 공간의 링크요소(link element)에서 유도할 수
있으며 관절기준좌표계(joint reference frame)와 주요관절변
수들(principal joint parameters)은 그림 13과 같이 정의한다.

그림14. UNIST에서 개발중인 구형구동기와 응용예.
Fig. 14. Spherical motor under deveopment at UNIST.

정-염 표기법에도 변환행렬 계산상 능률이 떨어지는 단

서 다양한 구동 원리와 디자인의 구형 모터가 개발 중에

점이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POSTECH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초소형장비 구조와 주변 기계장

로봇손과 인간의 팔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확인하였다[5].

치와 조화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져 대담한 설계가 가능하

결론적으로 여지껒 그러했듯이 일반적인 로봇(아직은 거

게 되고 효율적인 동력 전달로 전체 시스템의 기계적 강성

의 2-D)이나 기구들은 D-H 표기법으로 무난하나 발전된 3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원 로봇의 경우를 대비하여 C-Y표기법도 읽혀 둠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다자유도 전동기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
자기장의 해석, 복잡한 제어 시스템과 상대적으로 작은 토

5. 3-D 기구를 이용한 다자유도 로봇

크 등의 문제들로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

현제까지 로봇의 형태가 개회로 혹은 폐회로 시스템이던
지 간에 베이스의 회전이 없는 한 로봇은 2차원적인 작동

을 해결하기 위해 중량 및 크기를 줄이고 다자유도 운동의
지지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인 구형 모터

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자유도 운동을 구현하

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기 위한 메커니즘으로는 여럿의 단축 회전이 가능한 직렬
전동기를 서로 연결하여 구현하는 것 (예를 들면 스튜어트

그림 14는 현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에서 개발
중인 고 특성 Nd-Fe_B 영구 자석을 이용한 구형 모터

플랫폼과 같은 병렬 혹은 직렬 메커니즘)이 일반적인 형태

(spherical motor)의 하나이다. 본 구형 모터는 위치 제어 토

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장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동력 전달 메커니즘인 기어나 벨트 등의 사용이

크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구 자석을 최대로 이용하여 고효
율, 고밀도 토크 성능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내부 및 외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치들은 기계적 마찰과 백래

스핀형등 다양한 운용 환경에 맞는 모터영구 자석에 의한

시(backlash) 등을 유발시켜 정밀도의 저하 및 시스템의 크
기와 무게의 증가를 가져와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는 등의

자석내의 자기장을 극대화하여 회전 토크뿐만 아니라 기울
임 토크를 크게 향상 시켜 기존의 구형 모터의 단점을 최

많은 단점이 있다.

소화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형 모터는 기존의 로봇 분야

최근 들어 다자유도 전동기의 개발은 전기․전자산업과
기계, 자동화 및 로봇 산업 전반의 전자화를 배경으로 응용

에서 각 관절의 자유도 증가로 보다 부드러운 운동을 구형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 부품의 단순화로 인한 부

분야가 확대되면서 핵심 구동 원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

피 및 질량의 경량화로 고효율의 정밀한 운동을 제어 할

대 되고 있다. 특히, 산업용 기기에서의 로봇, 공작기계 자
동화, 정밀 기기 등으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이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시점까지도 2차원에 머물
던 로봇형태를 3차원 기구들(그림 11)에 접목시켜 새로운

한 산업 전반의 시스템 개발에서 다자유도 운동의 제어를

형태의 차세대 다자유도 로봇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위한 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메커
니즘이 개발되고 있어 다자유도 동력 장치와 같은 특수 전
동기의 필요성 및 개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형 다자유도 동력 장치는 단축회전 모터의 단점을 보

III. 개 · 폐전환 시스템(open & closed switching system)
1. 인간 보행연구

완하기 위해 제안된 특수 전동기로 하나의 전동 모터 시스

한편 1970년대 들어서 생체역학이 발전을 하고 이를 해
석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했다. 그예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템으로 다자유도 운동 (3방향의 회전 운동)을 동시에 구현

모방한 인간의 보행연구를 들 수 있다. 1899년 독일의

가능한 차세대 동력장치이다. 기존의 다자유도 운동을 구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축의 일반 모터 수와 기계적 부품

Fischer 는 인간의 보행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링크 체
인(linkage chain)을 이용했다. 즉 그림 15에서와 같이 폐회

요소를 최소화함으로 시스템의 크기와 무게를 감소시키고

로 시스탬을 이용한 것이다. 이는 평면 기구를 순차적으로

정밀도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며 또한 기존
의 다자유도 메커니즘이 가지는 모션 제어의 운동학적 특

해석함으로서 보행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보행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을 기구학적으로 관

이점(kinematic singularity)을 없앰으로 제어기 설계 및 성능

찰하면 그림 16에서 입각기(stance phase)에서는 하체 2다리

측면에서 우수하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그룹에

링크가 폐회로를 이루고 있는 반면 유각기(swing phas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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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일

그림17. 화랑 이족 보행로봇 제어시스템 개략도.
Fig. 17. Control system for simulation of ‘Wharang’.
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와세다대학의 Wabot 시리즈와 혼
다의 초창기 이족보행로봇인 E와 P 시리즈 [15]를 거치며
그림15. 링크기구를 이용한 보행연구(1889년).

ZMP 개념을 보완하는 다양한 제어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
다. 마침내 2000년에 이르러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완성도를

Fig. 15. Human gait study suing linkages in 1899.

보여 준 혼다의 아시모(ASIMO: Advanced Step in Innovative

서는 한 다리만 지면에 있고 다른 다리는 지면에서 들린

Mobility)가 발표되었으며 아시모는 인간형 로봇(humanoid
robot)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고, 국내에서는

개회로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개회로와 폐회로가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져 보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계시스템의 또다른 형태인 개·페 전환 시스템이다. 2
족 보행로봇도 생체모방로봇이 한 분야를 차지하면서 기계
시스템의 분류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2. ZMP 보행이론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의 생체역학 및 로봇공학자인
Miomir Vukobratovic가 1968년에 발표한 ZMP (Zero Moment
Point) [34,35] 개념을 발표했다. ZMP 는 지면반력(ground
reaction force)의 수평 모멘트 성분이 영(zero)이 되는 지점
을 가리킨다. ZMP가 발바닥 또는 두 발이 이루는 지지다각
형(support polygon) 내에 위치하면 ZMP에서의 힘과 모멘트
의 합력은 평형상태(quasi-static equilibrium state)가 되고 발
의 회전(foot rotation)이 일어나지 않아서 로봇은 쓰러지지
않는다. ZMP 보행의 특징은 시스템의 동역학이 발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유도를 가진 로봇이라 하더라
도 안정성 해석(stability analysis)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이족보행로봇
ZMP 이론은 1970 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많은 이족보행
로봇들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일본에서 많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휴보(Hubo) [22]와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의 마루와 아라의 개발에도 영향을 주었다.
포항지능로봇연구소는 화랑이라 명명한 휴머노이드 로봇
을 개발했으며 역시 ZMP 보행이론을 적용하였다 화랑의
이족보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제어 시스템의 개략도가 그림
17에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적용된 ADAMS 다물체 동
역학 컴퓨터 프로그램은 1960년 중반에 기구학에서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4. 동역학적 수동보행(Passive Dynamic Walking)
ZMP 보행이론은 아시모와 휴보처럼 보행뿐만 아니라 계
단을 오르내리고 방향전환 등이 가능한 완성도가 높은 로
봇을 개발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반면에 이와 같은 방
법으로 걷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ZMP를 지지다각형 안
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제어입력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 동역학적 수동보행(passive dynamic walking)이란
새로운 보행이론이 등장했다.
캐나다의 로봇공학자인 Ted McGeer가 1988년에 발표한
동역학적 수동보행[17,18]이 바로 이족보행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그는 적절히 디자인된 이족보행기
는 외력(external forces)의 도움이 없이도 경사면을 따라 안
정적으로 걸어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수치적 시뮬레이
션과 실물 로봇의 시연을 통해 입증하였다. 외부에너지의
공급 없이 오직 자연력인 중력만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McGeer가 제작한 수동보행기(passive walker)의 보행
모습은 인간의 보행과 매우 흡사하였다. 자연스럽게 혹은
인간과 유사하게 보이는 이유는 스윙구간(swing phase) 동
안 자연적인 동역학(natural dynamics)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
이며, 2차원 공간에서 형성된 궤적은 안정적(stable) 이라는

그림16. 인간 보행패턴.

것이 밝혀졌다. 즉, 상태공간(state space)에서 위상궤적(phase

Fig. 16. Human gait pattern.

portrait)을 그렸을 때 중력만으로 형성된 리밋싸이클(limit

로봇발전과 기구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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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이 존재하고, 이 궤적을 벗어난 경로는 다시 리밋싸이
클로 수렴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보행은 주기적
으로 반복되는 평형상태로 수렴하기 위한 제어(control)를
필요로 한다. Hobbelen and Wisse [15]는 이러한 개념을 리
밋싸이클 보행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였다. 동역학적 수동보
행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존에 독립적으로 인간의 보행을
연구해 왔던 생체역학 연구자들의 연구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McMahon [19]은 1984년 논문에서 인간의 보행은
스윙구간 동안 부분적으로 수동 동역학에 의존한다고 발표
하였다. 즉, 보행 초기에 일정한 힘을 가해서 도약(take-off)
을 한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궤적을 따라 움직인 후
착지를 한다는 것이다.
5. 연구현황
5.1 외국대학

그림18. 포스텍에서 개발한 무릎관절과 둥근발을 가진 수동보

자연적인 동역학(natural dynamics)을 이용한 보행방법을
최초로 소개한 연구자는 Ted McGeer 이다. 그는 1988년 동
역학적 수동보행에 관한 보고서 [17]에서 이 개념을 이족보

행기 (2000).
Fig. 18. Passive walker with knees and circular feet developed
by POSTECH (2000).

행로봇에 적용하였다. 그는 현재의 항공기술 발전이 미국
라이트형제의 무동력 비행기에서 출발한 것을 예로 들어

Kuo 그룹, 캐나다의 마니토바 대학교의 Wu 그룹, JAIST

무동력 보행인 동역학적 수동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Asano 그룹, 네덜란드 트웬테 대학교의 Stramigioli

[18]. McGeer의 수동보행기의 동역학 모델은 스윙구간 동안

그룹, 버지니아 공대의 Hong 그룹 등등 여러 연구그룹에서

의 연속적인 동역학과 지면과의 충돌 순간에 발생하는 충

보다 향상된 보행이론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하고

격 동역학(impact dynamics)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안

있다.

정적인 보행을 하게 되면 싸이클마다 닫힌 궤도(closed
orbit) 또는 리밋싸이클을 형성한다. 이러한 싸이클의 안정

5.2 국내대학

성은 푸앙카레 사상법(Poincaré map method)을 이용하여 해

포스텍에서는 2000년에 국내 최초로 무릎관절과 둥근발
을 가진 수동보행기를 개발하였다. 그림 18에 보이는 보행

석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 초기에 미국 코넬 대학교

기는 McGeer와 Runia 그룹에서 개발한 수동보행기처럼 얕

(Cornell

University)의

Ruina

그룹과

프랑스

INRIA의

Goswami (현재 미국혼다연구소 재직), 그리고 스웨덴 KTH

은 경사면을 외력의 작용이 없이 오직 중력에 의해 안정적
으로 걸어 내려왔다. 휴보(Hubo) 로 유명한 카이스트의 오

의 Nordmark 그룹 등에서 동역학적 수동보행의 안정성 해

준호 교수 그룹과 같은 대학의 한사람(HSR)을 개발한 김종

석 및 리밋싸이클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8,10,25]. Runia 그룹의 Collins (현재 CMU 재직)는 동역

환 교수 그룹에서는 인간형 로봇 및 보행알고리즘을 연구
하고 있으며 ZMP 개념과 중추패턴발생기(Central Pattern

학적 수동보행의 개념을 적용하여 3 차원 공간상을 움직이

Generator)등을 이용하여 걸음걸이 생성 및 안정화 제어 알

는 보행기를 제작하였고, 효율적인 보행방법에 대한 연구결
과를 네덜란드 TU Delft의 Wisse와 MIT의 Tedrake와 함께

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의 박재흥 교수 그
룹에서는 전신동역학(whole-body dynamics)이론과 유연성 제

2005년 Science 학술지에 발표하였다[6]. 미시간 대학교의

어(compliant control) 이론을 적용하여 인간형 로봇을 개발

Grizzle 그룹에서는 2003년 HZD (Hybrid Zero Dynamics) 개
념을 발표하였고[33], 이를 프랑스 CNRS 연구자들과 함께

중에 있다. 이밖에 카이스트 박수경 교수 그룹, 동아대학교
의 김종욱 교수 그룹, 한양대학교의 박종현 교수 그룹, 서

이족보행로봇 Rabbit에 적용하였다[2]. 그 후, Grizzle 그룹은

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정엽 교수 그룹 등등 많은 연구자들

유연성 구동기(compliant actuator)를 부착한 이족보행로봇

이 이족보행로봇을 연구하고 있다. UNIST 에서의 연구내용
은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Mabel을 개발하여 HZD를 응용한 제어 알고리즘 개발을 계
속 진행하고 있다[13]. 택사스 A&M 대학교의 Ames 그룹에
서 개발하고 있는 이족보행로봇 Amber의 평지보행에도

5.3 UNIST

HZD가 사용되었다[37]. 일리노이 대학교(Urbana- Champaign)

UNIST에서는 동역학적 수동보행 이론에 기반을 두어 보
행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20,21].

의

균형(controlled

로봇은 사람과 다른 시스템 동역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ymmetry)이라는 개념을 발표하였다[31,32]. Spong은 라그랑
지 동역학(Lagrangian dynamics)이 그룹 움직임에 대해서 불

로봇이 가진 고유한 걸음걸이(walking gait)를 찾아서 안정
화(stabilization) 하였을 때 기존에 발표된 다른 보행방식보

변(invariant)이라는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경사로 각도에 영

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연구하고 있

향을 받지 않는 리밋싸이클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Gregg and Spong [12]의 3차원 평지보행의 제어

다. 여기서 이족보행을 동역학적 시스템(dynamic system)이
평형상태로 수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

알고리즘 개발에도 이용되었다. 이 밖에도 미시간 대학교의

스템을 해석하면 기존의 보행경로생성(walking trajectory

Spong

그룹에서는

1999년

제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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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il Youm

술되는 기구표기법이 로봇이 등장하면서 나왔다는 이야기
를 들으면서 기구표기법의 대표적인 D-H 표기법 태생을 설
명하면서 이표기법의 장단점도 기술하였다. 더 나아가 로봇
의 구조의 발전으로 인해 D-H 표기법이 사용이 어려울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기법도 소개하였다.
기구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간의 걸음걸이와 같은 변환
모드의 경우 여지껏 다루던 기구학의 범주를 넘어 안정성
을 중시하는 제어까지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
는 국내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는 수동보행에 대해 소개를
그림19. 유연한 평형상태를 가진 동역학적 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본 보행안정화 기법.
Fig. 19. Gait stabilization for bipedal walking as a dynamic
system with flexible equilibria.

하면서 UNIST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도 소개를 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의 이족보행로봇과 수동보행 연구내용에
도움을 준 UNIST의 문재성 박사와 구형모터를 개발하고
있는 손흥선 교수의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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