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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시간 보행 궤적 변경
Real-time Footstep Planning for Humanoid Robot, K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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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보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 궤적 및 다리 궤적을 

보행 상황에 맞게 생성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보행 형태는 전진, 후진, 측면, 회전 보행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보행을 하기 위해서 로봇의 무게 중심

(COM : center of mass)이 로봇을 지탱하고 있는 

발바닥 중심점에 위치시켜야 로봇이 중심을 잃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행 중 보행 

형태를 변경할 때, ZMP(zero moment point)를 변경

하면서 원하는 위치로 발바닥의 중심 위치를 결정

할 수 있는 보행 궤적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방법

을 제시한다. 또한, 발바닥의 중심위치를 결정할 

때, 안정적인 ZMP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하고 각 보행 단계 중 한발지지상태(SSP : sin-
gle support phase)에서 다음 발의 위치를 결정한다.

실험 진행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휴머

노이드 로봇 KIBO ver.3를 이용하였다. 

2. 발의 위치 결정

로봇이 중심을 잃지 않고 보행을 하기 위해서 

LIPM(linear inverted pendulum model)을 이용한 

ZMP 제어를 사용한다. ZMP 제어는 로봇의 중심

(COM)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지점을 말하며, 구해진 ZMP 값으로 안정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로봇 발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구적으로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ZMP 영역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X, Y방향으

로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값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다.

Fig 1. Right footstep area

X방향이 전진 방향이며, 왼쪽다리가 지면에 붙

어있는 상태일 때, 오른쪽 다리가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스텝마다 발바

닥의 위치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무게 중심을 적절

하게 이동 시키며 로봇이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행 변경

ZMP를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을 이용하여 각 스텝

마다 보행 궤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2] 
보행 궤적을 변경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각 다리에 보행 궤적을 변경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린다.

Fig 2. walking command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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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보행 형태는 초기 왼쪽다리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SSP(single support phase)상태에서 보

행 궤적을 변경할 수 있는 발바닥의 x, y, theta 명령

을 보내준다. 이를 통해 로봇의 진행 방향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안전적인 보행이 가능 

하도록 한다.

4. 결론

우리는 최종적으로 동적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보행 상황에 따라 

보행 궤적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장애물 회피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각 스텝마다 로봇에 보행 변경 

명령을 보냄으로써 이에 따른 안정도를 평가하였

다. 

Fig 3. change command

SSP상태에서 로봇에 보행 궤적 변경 명령을 보

내는 시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간 간격은 약 

0.7sec 이며, 이 시간 동안 보행 궤적을 변경 시킨다.

Fig 4. Y ZMP

Y ZMP의 경우 발바닥의 Y 방향의 궤적을 생성

했을 때 ZMP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로봇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Y방향으로 추가적인 ZMP 값을 생성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로봇이 안정적으

로 보행 궤적을 변경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후기

  본 논문은 보행 상태에 따라 ZMP 영역을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 궤적을 변경하는 것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행 궤적을 생성하고 이를 추종하여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를 통해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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