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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new scheme for various walking pattern of biped robot under 

the limitted enviroments. We show that the neural network is significantly more 

attractive intelligent controller design than previous traditional forms of control systems. 

A multilayer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identification is simulated to obtain a 

learning control solution of biped robot. Once the neural network has learned, the 

other neural network control is designed for various trajectory tracking control with 

same learning-base. The main advantage of our scheme is that we do not require any 

knowledge about the system dynamic and nonlinear characteristic, and can therefore 

treat the robot as a black box. It is also shown that the neural network is a powerful 

control theory for various trajectory tracking control of biped robot with same 

learning-vase. That is, we do net change the control parameter for various trajectory 

tracking control.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 show that the neural network is 

practically feasible and realizable for iterative learning control of biped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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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전까지의 보행로봇의 안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최적화된 보행 패턴의 생성이나 자세 제어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행 패턴의 생성은 퍼

지 이론이나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보다 안정한 

보행 패턴을 생성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증명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보행 패턴의 

생성은 주로 모의실험에 한정되어 있거나 로봇을 

단순화시켜 모델링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로봇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로봇의 자세 

제어는 로봇의 특성을 동역학적으로 해석하고 이

를 통해 일부 관절의 각도나 각속도를 제어하거나 

상체에 균형을 잡기 위해 추가적인 관절을 설치하

여 수행된다. 그러나 자세 제어는 로봇의 기구학

적인 오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적은 

고성능의 로봇을 필요로 하며, 균형 운동을 위하

여 관절을 추가할 경우 로봇 무게의 증가 및 로봇

의 형태가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정해진 공간 내에서만 주어진 작업을 반복하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인간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

은 보다 높은 지능과 환경의 인식 기술이 요구된

다. 그 동안의 지능 로봇의 기술 개발은 매니퓰레

이터의 기술에 비해 환경인식이나 지능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인간

을 대신하거나 인간을 보조하는 로봇이 되기 위해

서는 1차적으로 충분한 작업공간과 원하는 목표지

점으로 정확히 이동할 수 있는 보행기법이 필요로 

한다.[1-4]

2. 보행 패턴

주어진 좌표계와 D-H 파라미터에 대한 각 조

인트 좌표계의 변환 행렬은 식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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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끝의 좌표를 알기 위해 정의 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각각의 조인트들의 Matrix를 동차

변환 행렬에 대입하면 식 (2.2)와 같이 좌표계간

의 변환행렬이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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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보행하는 보행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는 로봇이 동작을 할 때 각 조인트의 각도 값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 각 조인트의 각도 값은 일반

적인 6축 매니퓰레이터에 주로 적용되는 기구학

(kinematics)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로봇의 발

바닥을 End-Effector로 놓고 골반의 중심을 기준 

좌표의 원점으로 설정한 후 기구학을 이용하여 해

석한다.

역기구학을 이용하여 로봇의 발목의 경로에 따

른 각 조인트들의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역기구학은 크게 분석적인 방법(analyt ica l 

method)과 수치적인 방법(numerical method)으

로 나눌 수 있는데, 분석적인 방법은 기구학에 의

해 구해진 조인트 각도와 앤드 이펙터(end 

effector)의 위치/방향 사이의 관계식을 역으로 정

리하여 각 조인트의 각도를 시간이나 앤드 이펙터

의 좌표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어 구하는 방법이

다. 수치적인 방법은 하나의 해에 대해서 수렴성

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즉 

원하는 위치로 앤드 이펙터를 옮기기 위해서는

Fig. 1. The path trajectory of ankle and center of 

gravity

현재의 조인트 각도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를 알아내서 조인트 각도를 찾아내는 방법

이다. 본 논문에서는 반복학습을 통한 오차감소를 

확인하기 위해 후자를 택하도록 한다. Fig. 1은 

로봇이 한 발을 내딛는 동안의 양 발의 모양과 상

체의 무게중심 및 발목의 경로를 나타낸 그림이다

[5].

2.1 Zero Moment Position

보행로봇의 안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ZMP

가 있다. 로봇의 ZMP를 계산하거나 측정함으로써 

로봇의 안정도를 판별할 수 있고, 이를 로봇의 안

정도를 개선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로봇의 발바닥에 분포하는 지면으로부터의 반력

은 임의의 점 에서의 수직항력 과 모멘트 

의 합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 여기서 ZMP는 모멘

트 이 0이 되는 점이며 이는 반력의 중심점이 

된다. 여기서 모멘트 은 지면에 평행한 성분만

을 고려하며 수직방향 성분은 무시된다[6].

Fig 2(a)에서 로봇이 정지해 있으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을 경우 균형점의 위치는 무게중

심에 작용하는 중력의 투영점과 같다. 이 균형점이

(a) Static stable 

state

(b) Static 

unstable state

(c) Dynamic 

stable state
Fig.2 Zero moment position in accordance with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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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면적 내에 있을 경우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안정하다. Fig 2(b)의 경우 각 ′의 크기가 커져

서 균형점의 위치가 지지면적 밖으로 나갔을 경우 

로봇이 불안정해진다. 만약 로봇 전체가 Fig. 2(c)

와 같이 오른쪽으로 가속하고 있다면 로봇의 무게

중심은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이 때 로봇의 

무게 중심에 작용하는 힘과 중력의 합력의 방향이 

지면과 만나는 점이 ZMP의 위치가 되며, Fig. 

2(c)와 같이 ZMP의 위치가 지지면적 내에 있는 

경우는 로봇이 안정하다 할 수 있다[7].

보행을 할 경우 ZMP의 위치는 오른발로만 지면

을 지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ZMP의 위치가 오른발 

면적 내에 있게 되고, 양 발로 지면을 지지하고 있

는 경우에는  이 때의 ZMP의 위치는 양 발의 가

장자리를 연결한 면적 내에서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한다. 그 이후의 과정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

게 된다. 즉, 보행할 시에 ZMP의 위치는 양 발 사

이를 움직이면서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

3. 제어알고리즘 개발

이족보행로봇은 그 동적인 특성이 복잡하며 안

정도의 판별이 어렵다. 또한 기구적인 오차가 있

을 경우 로봇의 특성이 매우 불확실해진다. 즉, 

로봇의 안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 엑츄에이터로 

어떠한 입력을 넣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복잡하고 불확실한 특성을 

갖는 이족 보행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신경회로망을 

이용한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할 경우 신경회로망 

스스로 로봇의 특성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액

츄에이터로의 입력을 조정하여 안정도를 개선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어알고리즘은 신경회로

망에 기반한 제어알고리즘으로 입력층( ), 은닉층

( ), 출력층( )은 각각 단일 입력과 1층 4노드, 

2층 4노드를 갖는 구조를 적용하였다. 또한 출력

층은 단일노드로 활성화함수 대신 로봇의 응답특

성곡선을 사용하였다[19].

입력층 패턴 벡터 , 은닉층 출력 벡터  , 출

력층 출력 벡터 는 식 (3)과 같이 나타낸다.

    ⋯  

    ⋯  

    ⋯  

            (3)

입력층과 은닉층간의 가중치 ×, 은닉층

과 출력층간의 가중치 ×은 임의의 작은 

값으로 초기화하고 학습 패턴쌍을 차례로 입력하

여 가중치를 변경한다. 은닉층의 가중합 와 

출력 는 식 (4)와 같다.

   

   
            (4)

출력층의 가중합 와 출력 는 식 (5)와 

같다.

   

   
            (5)

은닉층 뉴런 에서의 오차 신호  는 식 (6)과 

같다.

 


  



 · 



 ′ 

  



 

       (6)

입력층과 은닉층간의 가중치 변화량 ∆는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63안정된 로봇걸음걸이를 위한 견실한 제어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

∆   

 ′ 


  



 

     (7)

또한 식 (6)을 이용하여 은닉층에 전파되는 오

차 신호 를 구한다.

  ′ 
  





 

  

  





       (8)

결과적으로 은닉층의 오차 신호 는 식 (8)에 

의해 구할 수 있다.

                (9)

입력층과 은닉층간의 가중치 변화량 ∆는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0)

식 (10)에 의해 학습 단계에서의 은닉층과 출

력층간의 가중치 변화량 ∆   및 입력층과 은

닉층간의 가중치 변화량 ∆ 는 식 (11)과 같다.

∆  

∆   

            (11)

 단계에서의 신경회로망의 가중치 변경으

로써 은닉층과 출력층간의 가중치     , 입력층

과 은닉층간의 가중치    은 식 (12)로 나타낼 

수 있다.

   ∆ 

      ∆ 
         (12)

설계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로봇의 자세 제어 

구조는 Fig. 3과 같다.

Fig. 3. The block diagram of robotic orientation 

control

사용자가 로봇의 보폭(step length)과 보행 시 

발을 들어올리는 높이(foot lift height)을 정하면 

PC에서 로봇의 보행 패턴을 생성하게 된다. 이렇

게 생성된 보행 패턴은 로봇의 마이크로컨트롤러 

내부의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각 액추에이터에 보

내져 로봇이 이에 따라 동작 및 보행을 하게 된

다. 가속도센서로 각 조인트의 궤적을 측정하고 

조인트의 위치를 계산해 낸다. 센서를 통해 측정

된 조인트의 위치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보

행궤적의 조인트의 위치 차이를 에러로 보고, 이

를 신경회로망의 입력으로 넣는다. 신경회로망에

서는 에러를 이용해 로봇의 자세를 어떠한 방향으

로 수정해야 할지를 결정하여 현재 로봇의 자세에 

수정을 가하게 된다.

4. 성능 실험

4.1 시뮬레이션

보행궤적의 도출을 위한 모델링을 통하여 다물

체 동역학 해석프로그램인 RecurDyn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로서 이족 보행 로봇의 

경로 계획에 대한 우측 및 좌측 다리 골반부분의 

궤적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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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좌측 및 우

측 관절부분의 조인트 회전변위의 기준궤적을 나

타내었다. Fig. 4의 (a)는 좌측 다리 골반부분의 

조인트(Left Hip Joint3 : LJ3), 좌측 무릎부분 조

인트(Left Knee Joint : LJ4), 그리고 좌측 발목부

분의 조인트(Left Ankle Joint : LJ5)의 보행궤적

에 대한 각 조인트들의 회전변위를 나타내고 있

고, Fig. 4의 (b)는 우측 다리 골반부분의 조인트

(Right Hip Joint : LJ3), 우측 무릎부분의 조인트

(Right Knee Joint : LJ 4), 그리고 우측 발목부

분의 조인트(Right Ankle Joint : LJ5)의 보행궤적

에 대한 각 조인트들의 회전변위를 나타내었다.

(a) Left leg joints(LJ3, LJ4, LJ5)

(b) Right leg joints(RJ3, RJ4, RJ5)

Fig. 4.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reference 

trajectory

4.2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위에서 생성된 궤적을 기준으로 제안

한 신경회로망기반 학습제어알고리즘과 PI제어 시

스템을 비교하여 그 성능 결과를 고찰하였고, 보행

궤적의 오차분석을 통해 그 신뢰성을 검증해본다.

Fig. 5. The measurement program

Fig. 5는 실험 결과 값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다.

(a) PI control system

(b) Learning control system

Fig. 6. The experiment results of trajectory control 

for LJ3

(a) PI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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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earning control system

Fig. 7. The experiment results of trajectory 

control for RJ3

N PI Control Learning Control

1st

Fig. 8. The comparison of experiment results 

between PID control and learning control for LJ3

N PI Control Learning Control

1st

Fig. 9. The comparison of experiment results 

between PI control and learning control for RJ3

Fig. 8은 PI제어와 신경회로망기반 학습제어알

고리즘 제어를 적용하였을 때의 LJ3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비교한 그래프로 반복수행을 하기전인 초

기 상태에서의 기준궤적에 대한 오차를 나타낸 그

래프이며, Fig. 9는 RJ3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비

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Y축은 제어시스템에 

따른 오차를 나타내며 X축은 시간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가 0에 가까울수록 로봇의 조인트궤적이 원

하는 궤적에 가까우며 안정적인 보행을 한다고 할 

수 있다. 

N LJ3 RJ3

10회

30회

Fig. 10. The experiment results learning control for 

LJ3 and RJ3

Fig. 10에서 보면 신경회로망기반 학습제어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오차 그래프를 나타낸 결과, 반

복횟수가 10번, 30번으로 늘어남에 따라 Fig. 8, 

Fig. 9에서의 초기상태의 그래프와 오차의 차이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어알고리즘을 적용하여 24자

유도를 가지는 이족 보행 로봇의 보행 안정성을 

높이고 보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였다. 

제안된 제어알고리즘의 성능은 PI 제어 시스템과 

비교하여 결과를 고찰하였다.

로봇에 반복학습제어를 적용하여 작업동작에 대

한 오차를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뉴럴네트워크

를 이용한 학습규칙에 대해서 신경회로망의 기본 

구조해석과 델타학습규칙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

고, 그것을 토대로 응용하여 뉴럴네트워크를 이용

한 학습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

해 24관절 보행로봇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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