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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허리 을 갖는 4족 로 의 효율 인 경사면 보행을 해 유  알고리듬(Genetic 

Algorithm: GA)을 이용한 경사면 보행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먼 , 허리 을 갖는 4족 로

의 기구학  모델을 유도하며, GA를 수행하기 한 유 자  합도 함수를 설정한다. 한, 경사면에서 

최 의 에 지 안정여유도(Energy Stability Margin: ESM)를 갖는 4족 로 의 자세와 도달 역 내의 발끝 

착지 지 을 GA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탐색하여 보행한다. 마지막으로, 4족 보행 로 의 모의 실험을 통해 기

존 방법과 비교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genetic algorithm(GA) based locomotion method of a quadruped robot with waist joint, which 

makes a quadruped robot walk on the slop efficiently. In the proposed method, we first derive the kinematic model of a 

quadruped robot with waist joint and then set the gene and the fitness function for GA. In addition, we determine the best attitude 

for a quadruped robot and the landing point of a foot in the walk space, which has the optimal energy stability margin(ESM). 

Finally, we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by comparing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revious method through 

the computer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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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에서 로 은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정

교한 일이나 험한 일을 신 수행하는 연구가 활발

히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안 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에서도 다족 보

행 로 은 바퀴 로 에 비해 평탄한 지형과 험지 보

행에 용이하고 안정 인 보행이 가능하여 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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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다족 로 의 종류는 다리

의 개수에 따라 2족, 4족, 6족 등의 로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4족 로 은 2족 로 보다 더 안정

이고 빠른 이동 속도를 갖는 장 을 가진다.

한편, 4족 로 은 걸음새 생성 방법에 따라 로 의 

보행 속도  안정도가 달라지며, 걸음새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다리 이동 순서, 다리 이동 궤 , 몸체 심 

이동, 착지  설정 등을 고려하게 된다. 기존 걸음새

생성 방법들은 지형과 몸체 구조에 합한 최 의 특

징을 찾고, 이에 따라 각각의 라미터들을 고정하거

나, 수학  분석을 통하여 최 의 라미터를 수동

으로 설정하여 걸음새를 생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

한 수동 인 걸음새 생성 방법은 최 의 라미터를 

구하기 하여 반복 인 시뮬 이션을 수행해야 하는 

단 을 가진다[1-5].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지

능화 기법을 이용하여 걸음새를 생성하는 방식이 연

구되었으며[6-8], 이 에서도 성능에 따라 시뮬 이션

의 반복 없이 자동으로 최 의 라미터로 해가 수렴

하는 장 을 갖는 유  알고리듬(Genetic Algorithm : 

GA)를 이용한 자동 걸음새 생성 방법들이 제시되었

다[9-10]. 한편, 일부 라미터를 제한하고 반복 정확

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1], 력 효율과 안정도를 고려한 자동 걸음새 생성 

방법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12-14]. 하지만, 경사

면과 같은 비 평탄 지형에 한 연구는 미비하며, 경

사면 보행에서는 안정 인 걸음새 생성이 요하기 

때문에 경사도에 따른 보행 안정도가 고려되어야 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허리 을 갖는 4족 로

의 효율 인 경사면 보행 방법을 해 GA를 이용하

여 경사면을 보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

에서는, 허리 을 갖는 4족 로 의 기구학  모델

을 유도하며, GA를 수행하기 한 유 자  합도 

함수를 설정한다. 한, 경사면 보행의 안정도 별 

척도인 에 지 안정여유도(Energy Stability Margin: 

ESM)를 이용하여, 최 의 ESM을 갖는 4족 로 의 

자세와 도달 역 내의 발끝 착지 지 을 GA를 이용

하여 자동으로 탐색하여 보행한다. 마지막으로, 4족 

보행 로 의 모의 실험을 통해 기존 경사면 보행 방

법[14]과 비교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

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4족 로 의 모델링  유  알고리듬

본 에서는 3 자유도(Degree of Freedom: DOF)

의 다리와 1 자유도의 허리 을 갖는 4족 로 을 

모델링한다. 한, 유  알고리듬의 반 인 구조에 

해 서술한다. 

2.1 허리 을 갖는 4족 로 의 기구학 

본 논문에서는 로 의 임의의 한 을 좌표축으로 

하는 세계 좌표계(world coordination)를 기 으로 모

델링을 수행한다. 이 때, 허리 을 갖는 4족 로

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허리 을 갖는 4족 로 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a quadruped robot with 

a waist joint

한편, 순기구학 모델은 임의의 한 이 원 인 세

계 좌표계를 기 으로 순기구학 해석 방법 에 하나

인 Denavit-Hartenbug(D-H) 표  방법을 이용하여 

허리 을 포함하는 1개의 다리 모델을 유도한다. 

한편, 4족 로 의 모델링을 한 변수와 D-H 표  

방법의 좌표축 설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D-H 표  방법을 한 
좌표축 정의

Fig. 2 Definition of coordinates for D-H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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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D-H 변환 행렬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변환 행렬의 곱을 이용하여 

최종 으로 순기구학을 식 (1)과 같이 유도할 수 있

다[7]. 

         
 

      (1)

        
 

여기서,   cos 이고,   sin 이다. 
한,  식을 이용하여 역기구학을 유도할 수 있

으며, 본 논문에서는 수  방법을 이용하여 역구기

학을 유도하며[7], 수  방법에 유도된 역기구학 수

식은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tan 



 tan
  

 (2)

 tan 
    



 tan         

         


식 (1)과 (2)는 4족 로 에서 하나의 다리 모델에 

한 각을 나타내며, 4족 로 의 나머지 다리들은 동

일한 구조를 가지므로 동일한 방법을 용함으로써 기

구학 해석이 가능하다. 

2.2 유  알고리듬

GA는 유 학과 자연 진화를 모방한 탐색 방법으로

서, 최 화 문제들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GA는 기화, 합도 평가, 재생산, 교배, 

돌연변이의 단계로 구분하며, 와 같은 단계를 반복

으로 수행하여 자동으로 최 의 해로 수렴한다. 따

라서 GA는 이러한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진 으로 

해에 근 하게 되며, 합도 함수와 GA 라미터, 유

자의 구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성능이 결정된다. GA

에 한 기본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낸다.

그림 3. 유  알고리듬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genetic algorithm

그림에서 기 집단은 해의 범  내에서 무작 로 

분포되도록 선택하거나 경험 인 방법을 통해 기 집

단을 생성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각의 개체들을 

합도 함수에 따라 합도가 결정된다. 합도가 높은 

개체들은 재생산 연산에서 선택 확률이 높아지며, 반

로 합도가 낮은 개체들은 선택 확률이 낮아져 소

멸되게 된다. 이 게 선택된 개체들은 다시 교배의 과

정을 거쳐 새로운 개체를 생성하며, 돌연변이의 과정

에서 낮은 확률로 해를 변경시켜 이 과 다른 새로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지 조건에 도

달할 때까지 반복되며,  과정의 한 주기를 한 세 로 

정의한다.

Ⅲ. GA를 이용한 경사면 보행 방법

본 논문에서는 경사면 보행에서 허리 을 이용한 

자세를 설정하고, 최 의 ESM을 갖는 도달 역 내 

발끝 치를 GA를 이용하여 탐색하는 걸음새 생성 방

법을 제안한다. 

3.1 허리 을 이용한 경사면 자세 결정

본 논문에서는 허리 을 이용하여 경사면 보행 

자세를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때, 보행 자세는 

다음 보행 단계에서 최 의 ESM을 갖는 보행 자세를 

탐색하며, 허리 각을 이용하여 자세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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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ESM을 계산하는 방법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5].

    sin   cos cos 


          cos sin  sin   cos (3)

여기서, 은 질량, 는 력 가속도, 와 는 지지 

다리를 연결한 선분과 무게 심 사이에 가장 가까운 

의 좌표이고, 는 이 에서 무게 심까지의 벡터

와 최  고 까지의 벡터 사이의 사잇각이다. 

한편, 4족 로 의 기 자세는 지면과 평행한 자세

이며, 상체 허리 각도와 하체 허리 각도를 조 하여 보

행하기 한 최 의 ESM을 갖는 허리 각을 GA

를 이용하여 탐색한다. 이 때, 허리 각에 의한 발

끝 좌표 변화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허리 에 의한 자세 변화
Fig. 4 Variation of stance by waist joint.

그림에서 4족 로 의 힙과 기 발끝 좌표를 하나로 

연결한 직선을 라고 하면, 허리 각 와 의 변

화에 의해 와 경사면과 만나는 이 변하게 된다. 이 

때, 경사면과 맞닿은 지 을 변경된 발끝 좌표로 결정

하며, 허리 에 의해 변화된 자세와 발끝 좌표로 로

의 자세를 변경한다. 이 때, 로 의 변경된 발끝 좌

표를 이용하여 ESM을 계산한다. 

3.2 도달 역 내 발끝 좌표 정의

본 논문에서는 GA를 이용하여 도달 역 내의 최

의 ESM을 갖는 지 을 자동으로 탐색하는 보행 방법

을 제안한다. 우선 도달 역의 기하학  정의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도달 역의 기하학  정의
Fig. 5 Geometric definition of workspace 

그림에서 와 는 각각 로 의 가로와 세로 길

이를 나타내며, 와 는 각각 도달 역의 가로 폭

과 세로 폭을 나타낸다. 이 때, 도달 역 의 범

는 ≤의 조건을 고려하여 범 를 설정한다.

한, 도달 역 내에서 ESM을 탐색하는 기 은 

다음 보행 동작에서 가장 최 의 ESM을 갖는 좌표

를 최종 발끝 좌표로 탐색하여 착지 지 을 결정하며, 

기 도달 역의 발끝 치는 허리 에 의해 변

경된 발끝 좌표를 기 으로 도달 역을 설정한다. 

3.3 GA 설정  경사면 보행 방법

3.3.1 GA 유 자 설정

본 논문에서는 보행 자세와 도달 역 내의 발끝 좌

표를 GA를 통해 자동으로 결정하는 걸음새 방법을 제

안한다. 먼 , GA를 수행하기 한 GA 유 자의 염색

체(chromosome) 구조는 그림 6와 같다.

그림 6. GA 염색체 구조
Fig. 6 Structure of GA chromosome

그림에서 와 은 각각 상체 허리 각도와 하체 허

리 각도이며,  와  는 각각 3번 다리와 4

번 다리 도달 역 내의   좌표와   좌표이다.

여기서, 유 자에 3번 다리의 좌표와 4번 다리의 좌

표만 포함된 이유는 1번 다리와 2번 다리 도달 역 

내의 모든 좌표에 한 ESM이 동일한 값으로 계산되

기 때문이다[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 2번 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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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성만 고려하여 이동한다. 한편, 각각의 유 자는 4 

비트(bit)의 이진수로 구성되며 총 24 비트의 염색체로 

구성된다. 한편, 도달 역의 범 는 허리 각에 의

해 변경된 발끝 좌표를 기 으로 범 가 설정된다. 

3.3.2 합도 함수 설정

GA를 수행하는데 있어 합도 함수(fitness func-

tion)는 GA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  하나이

다. 합도 함수의 최  해는 결국 GA의 수렴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GA 수행을 한 합도 

함수는 식 (4)와 같이 설정한다.

     (4)

여기서,  는 각 요소에 한 가 치이며, 는 도

달 역의   좌표, 은 보행 과정에서 체 다

리가 갖는 ESM의 평균값이다. 한, 는 도달 역 

내에 최종 발끝 좌표를 결정 할 때 직진성을 보장하고 

후퇴 보행을 방지하기 한 요소이며, ESM의 평균값

을 합도 함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보행 방법에서 모든 다리에 한 안정성을 고려

하기 함이다.

3.3.3 GA 기반 경사면 보행 방법

본 논문에서는 4족 로 의 자세를 제어하고 보행 시 

도달 역 내 다음 발끝 좌표를 탐색하는 방법을 GA

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경사면 보행 방법을 제안한다. 

먼 , 경사면 보행의 효율 인 자동 걸음새 생성을 

해, 일부 라미터들을 제한하여 GA를 수행한다. 우선, 

경사면 보행을 한 걸음새 방법은 보행과 동시에 몸

체를 움직이는 연속 걸음새(continuous gait) 방법을 

사용한다. 한, 다리 이동 순서는 3⟶2⟶4⟶1 순서로 
이동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ESM을 결정할 때 발끝 

좌표와 몸체 무게 심 좌표를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다리의 궤 은 경사면 보행의 안정도 별에 있어 

요한 라미터가 아니므로 다리 궤 의 모양  높이

를 제한한다. 한, 다리의 보폭은 도달 역 내의 최

종 발끝 좌표가 결정됨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GA를 용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보행을 수행한다.

 단계 1 : 최 의 ESM을 갖는 허리 각 탐색

 단계 2 : 허리 각에 의한 보행 자세 변경

 단계 3 : 변경된 기 발끝 치의 도달 역 탐색

 단계 4 : 도달 역 내 최 의 발끝 치 결정

먼 , 단계 1에서는 허리 을 이용하여 최 의 

ESM을 갖는 허리 각을 GA를 통해 탐색한다. 이 

때, 변경된 발끝 좌표는 그림 4와 같으며, 다음 보행 

시 최 의 ESM을 갖는 허리 각을 탐색한다. 단계 

2에서는 단계 1에서 결정된 허리 각에 의해 결정

된 발끝 좌표로 자세를 변경한다. 단계 3에서는 변경된 

기 발끝 좌표의 도달 역을 계산하며, 단계 4에서는 

도달 역 내에서 ESM을 탐색하고 GA를 이용하여 

최 의 ESM을 갖는 최종 발끝 좌표를 탐색한다. 한편, 

단계 1부터 단계 4까지 진행된 후, 로 의 다리 이동 

순서에 따라서 단계 3과 단계 4를 반복하며, 모든 다리

에 한 ESM이 계산 되는 것을 한 주기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허리 각과 최종 발끝 

치를 GA로 탐색함으로써 4족 로 의 경사면 보행에서 

자동으로 최 의 보행 자세로 보정하게 될 뿐만 아니

라 도달 역 내 최  ESM을 갖는 최종 발끝 치를 

탐색하고 발을 착지시킴으로써 최 의 보폭과 발끝 착

지 치를 자동으로 결정하게 된다.

Ⅳ. 모의 실험  결과 고찰

본 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모의 실험을 통해 기존

의 방법[14]과 비교함으로써 제안한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 고, 모의 실험은 MATLAB을 이용하여 수행

하 다. 본 모의 실험에 사용한 4족 로 의 제원은 표 

1과 같다.

표 1. 모의 실험을 한 4족 로 의 제원
Table 1. Dimension of a quadruped robot for simulation

    

Length[mm] 100 50 20 100 100

4.1 GA 라미터 설정

GA를 수행하기 해서는 우선 GA 라미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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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가 필요하다. 표 2는 GA 라미터에 한 설정 

값을 나타낸다.

Max Generation 50

Size of Initial 

Population(n)
30

Reproduction Method Linear Ranking

Crossover Rate 0.7

Mutation Rate 0.03

Solution Range

   0° ～ 25°

   0° ～ 30°

        

-40～40(mm)

표 2. GA 라미터 
Table 2. GA parameters

한편, GA에서 재생산 연산자는 순  확률에 의한 

선택 방법을 통하여 재생산 개체를 선택한다. 이는, 도

달 역 내의 계산된 ESM 값이 미세한 좌표 이동에 

해 민감하기 때문에 지역 해로 빠지거나 수렴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해의 범

는 경사도가 15°인 경사면을 기 으로 경사면과 평

행한 상태의 허리  각도인 0°에서 도달 역의 기

구학  제한이 걸리는 25° 사이를 첫 번째 유 자의 

범 로 설정하며, 두 번째 유 자의 해의 범 는 0°～

30°로 설정한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유 자 

해 범 는 도달 역의 가로 길이 가 80[mm], 세로 

길이 가 40[mm] 크기의 직사각형 범 를 해의 범

로 설정하 으며, 본 모의 실험에서는 지지 다리를 기

으로 –40[mm]～40[mm]로 설정하 다.

4.2 GA 기반의 경사면 보행 모의 실험

본 논문에서는 경사면 보행을 해 GA를 수행하고 

기존 방법과 ESM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효용성을 검

증하 다. 한, 경사각이 15°인 경사면 지형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도달 역 내 ESM이 동일한 

1번 다리의 도달 역과 2번 다리의 도달 역은 직진

성만을 고려하여 도달 역 내   축 방향으로만 진행

하도록 설정하 다.

먼 , 본 논문에서 제시한 GA 설정 방법을 이용하

여 GA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한 GA 
시뮬 이션 결과

Fig. 7 Simulation result using the proposed method.

그림의 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시한 GA의 성능

은 합도의 최 값이 20 세 에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모든 해가 20 세 에서 최종

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는 

각각 25°, 30°으로,  , , ,는 각각 40[mm], 

-40[mm], 40[mm], 40[mm]로 수렴하여 정상 으로 동작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도달 역의 좌표는 지지

하고 있는 발의 좌표를 기 으로 정의하 다. 한편, 합

도의 평균값이 최  합도와 완 히 일치하지 않는 이

유는 GA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에 의한 유 자의 

변화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설정한 GA 

라미터를 이용하여 수행한 단계별 개체들의 평균 

ESM 값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경사면 보행에 따른 세 별 ESM
Fig. 8 ESM of each generation for slop loc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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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1 단계는 4족 로 이 경사면 보행을 수행

하기 한 최 의 자세로 변경하는 단계이며, 2 단계부

터 5 단계는 다리 이동 순서에 따른 도달 역 내 발끝 

치 탐색 단계이다. 그림의 결과로부터, 세 가 진행

할수록 1, 3  5 단계에서 발끝 치에 한 개체들의 

평균 ESM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GA 수행 과정에서 2, 4 단계에서 ESM이 감소하는 구

간이 발생하지만, 체 보행 단계에 한 평균값은 1 

세 에서 0.64, 5 세 에서 1.01, 10 세 에서 1.29, 20 

세 에서 1.54로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세 를 거듭할수록 더 안정 인 보행을 수행함을 

확인하 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허리 을 이용한 경

사면 보행 방법[14]과 비교하여 효용성을 검증하 다. 

그림 9는 기존의 허리 을 이용한 경사면 보행 방

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행 방법을 비교한 결과이

다. 이 때, 기존 방법의 모의 실험은 기존 연구된 허리 

 결정 알고리듬과 발끝 좌표 탐색 알고리듬을 본 

논문의 단계에 용하 으며, 목표 보폭은 본 논문의 

도달 역의 폭인 40[mm]를 기 으로 수행하 다.

그림 9. 기존 경사면 보행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 비교

Fig. 9 Comparison of the proposed method and 
the previous method

그림의 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단

계별 최  ESM은 모든 단계에서 기존 허리 을 갖

는 경사면 보행 방법의 ESM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GA 기반 경사면 보행 방법에 의한 수렴 값이 거의 일

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모든 단계에 한 평

균 ESM은 기존 논문이 1.72, 본 논문이 1.71로 기존 

연구의 성능과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행 방법이 기존 방법

과 비교하여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며, 최 의 ESM을 

갖는 해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으

로 GA 기반의 보행 방법으로 자동 인 걸음새를 생성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허리 을 갖는 4족 로 의 효율

인 경사면 보행 방법을 해 GA를 이용하여 경사

면을 보행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허리 을 갖는 4족 로 의 기구학  모델을 유도

하 으며, GA를 수행하기 한 유 자  합도 함

수를 설정하 다. 한, 최 의 ESM을 갖는 경사면 

보행을 한 4족 로 의 자세와 도달 역 내의 발끝 

착지 지 을 GA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탐색하 으며, 

제안한 방법의 효용성을 모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모의 실험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

을 기존 방법[14]와 비교 검증하 으며, 최 의 ESM

을 갖는 해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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