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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위치를 동시에 고려한 양팔 물체 조작 솜씨의 

모방학습 

Imitation Learning of Bimanual Manipulation Skills 

Considering Both Position and Force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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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rge workspace and strong grasping force are required when a robot manipulates big 
and/or heavy objects. In that situation, bimanual manipulation is more useful than unimanual 
manipulation. However, the control of both hands to manipulate an object requires a more complex 
model compared to unimanual manipulation. Learning by human demonstration is a useful technique 
for a robot to learn a model.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itation learning method of bimanual 
object manipulation by human demonstrations. For robust imitation of bimanual object manipulation, 
movement trajectories of two hands are encoded as a movement trajectory of the object and a force 
trajectory to grasp the object. The movement trajectory of the object is modeled by using the 
framework of dynamic movement primitives, which represent demonstrated movements with a set of 
goal-directed dynamic equations. The force trajectory to grasp an object is also modeled as a dynamic 
equation with an adjustable force term. These equations have an adjustable force term, where locally 
weighted regress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methods are employed, to imitate complex 
non-linear movements of human demonstrations. In order to show the effectiveness our proposed 
method, a movement skill of pick-and-place in simulation environment is shown.

Keywords:  Bimanual Manipulation, Imitation Learning, Movement Primitives

1. 서 론1)`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걷거나 뛰기, 물
체조작 등의 많은 솜씨들을 자율 로봇에게 수행시키는 것

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실

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모델이 필요하며, 로봇의 행동이 환

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델이 요구된다. 하
지만, 실세계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은 매우 단순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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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다면 현실적으로 만족시키기 어려운 요구사항이

다. 최근에는 복잡한 솜씨를 배우는데 있어서 실세계에 대

한 정확한 모델이 없이 사람의 시범을 보고 로봇이 이를 

떠라 하고 개선하는 모방학습 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1-3]. 
모방학습은 산업용 로봇의 작업을 프로그래밍하는 데

서 시작되었으며[4,5], 숙련된 작업자가 작업 경로를 보여주

면 로봇이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 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산업용 로봇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솜씨를 재현하는데 있

어서 환경변화를 무시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

람이 시연을 했을 때의 상황과 로봇이 배운 솜씨를 재현하

고자 할 때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6]. 이러한 문제는 작

업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뀌거나, 사람의 솜씨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센서가 불완전하거나, 로봇의 움직임이 사람의 

시연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원

인에 의해 발생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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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연으로부터 얻어

진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로봇이 처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

을 해야 할지를 정의하는 정책 (policy)을 배우고 이를 이

용하여 솜씨를 재현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정책

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에 따라서 은닉 마코프 모델 

(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한 방법[8-10], 가우시안 혼합 

회귀 모델 (Gaussian mixture regression)[11,12]을 사용한 방

법, 동역학 모델에 비모수 회귀방법 (non-parametric 
regression)[13-17]을 적용한 방법 등이 제안되어 왔다. 

이들 중 동역학 모델에 비모수 회귀방법을 적용한 방법

은 로봇팔이 목표위치까지의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가상의 

힘을 정의하고 이 힘에 대한 동역학적 평형방정식으로 로

봇 팔의 움직임을 정의한다. 이에 더하여 사람의 시연에 의

한 복잡한 경로를 비모수 회귀 함수에 의한 외력으로 정의

하여 운동경로의 동역학적 특성 및 목표지향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람이 알려준 복잡한 특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방법을 이용하여 테니스, 탁구, 활쏘

기 등 기존의 방법으로 모델링하기 어려운 운동솜씨들을 

로봇이 사람의 시연에 의해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재현할 

수 있었다. 
양팔을 이용해 물체를 조작하는 것은 로봇 팔의 운동 

경로 외에도 양 손으로 물체를 잡는 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좀더 복잡한 문제이다. 양팔 제어 기법은 기존에도 많

이 연구되어 왔으나, 양팔 조작을 사람의 시연에 의해 배우

는 모방학습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어 왔다. 로봇

이 양팔로 물체를 조작하는 솜씨를 모델링 하는 것은 로봇 

팔의 위치와 물체와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힘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팔 운동솜씨에 비해 고려해야 할 변

수가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팔

로 물체를 조작하는 작업을 사람의 시연에 의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두 팔이 만들어내는 궤적과 두 팔이 물체를 잡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접촉력에 대한 정보를 분리하여 동역

학 평형 방정식으로 모델링 하였다. 사람의 시연에 의한 위

치와 힘 궤적의 변화를 이를 비모수 회귀 방법 

(non-parametric regression)[18] 및 다중 선형 회귀 방법 

(multiple regression)[19]에 의해 동역학 평형방정식에 가해

지는 조절 가능한 외력으로 모델링 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된 솜씨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동역학 기반 

모방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양팔 작업에 대

한 동역학 모델과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모의 실험 및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5장에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2. 동역학 기반 모방 학습 방법 

2.1 동역학 기반 운동솜씨의 모델링 

모방에 의해 로봇이 운동 솜씨를 모델링하는 것은 매시

간 로봇의 운동명령에 대한 함수 u(t)를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함수는 시간, 로봇의 외부 및 내부 상태, 
그리고 운동 솜씨별로 각기 주어진 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

게 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t t tπ=u z p (1)

여기서 u는 로봇의 운동명령의 벡터, t는 시간, 그리고 

z(t)는 매 시간의 상태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p는 학습에 의

해 로봇의 운동경로를 변경시키기 위한 매개변수 

(parameter)들의 벡터 표현 이다. 식 (1)은 매우 일반적인 

모방학습에 대한 수식으로서 실제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함수의 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 Dynamic 
movement primitive[13,14] 방법은 식 (1)의 구체화된 형태로

서,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목표위치에 끌려가는 것처럼 동

작하는 목표지향적인 동역학적 평형 방정식을 이용하여 모

델링 하였다. 여기서는 [14]에 나타난 표현을 이용하였다. 
로봇 엔드 이펙터의 위치 x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0( ) ( ) ( )v K g x Dv g x f s
x v

τ
τ

= − − + −

=

&

&
(2)

여기서, x0는 엔드 이펙터의 시작위치, g는 목표위치, K

는 스프링 상수, D는 댐핑 상수, 그리고 τ는 로봇의 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절하는 상수이다. 마지막으로 f(s)는 비

선형 함수로서 사람의 시연에 의해 배운 복잡한 경로를 동

역학 평형방정식에 가해지는 조절 가능한 외력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 비선형 함수 f(s)는 비모수 커널함수 

(non-parametric kernel function)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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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i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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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ψi(s)는 가우시안 기저 함수이며, wi는 가우시안 

기저함수에 적용되는 조절 가능한 가중치이다. ψi(s)는 아

래와 같이 정의된다. 

( )2( ) i ih s c
i s eψ − −= (4)

여기서 ci는 각 기저함수의 중심점이며, hi는 기저함수

의 폭을 나타낸다. 
식 (3)의 비선형 함수는 절대시간 t가 아닌 s의 함수로

서 표현된다. 이는 학습된 솜씨를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

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또는 느리

게 재현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s는 1에서 0까지 단조 감소

하는 t에 대한 함수이며, 정규화된 시간을 의미한다. s와 t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정의된다. 

s sτ α= −& (5)

여기서 α는 시간의 감소되는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수 이다. 식 (3)은 절대시간 t가 증가함에 따라 그 크기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학습된 운동솜씨를 

재현하는 로봇 엔드 이펙터의 경로는 절대시간 t가 오래 경

과하면 목표위치에 안정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식 (2)는 초기위치, 목표위치, 모방에 의해 

학습된 매개변수들의 함수로서 나타나며, 환경의 공간적 

시간적 변화에도 학습된 경로를 추종하면서 목표위치에 도

달하는 솜씨를 만들어 낼 수 있다. 

2.2 동역학 기반 운동솜씨의 학습 

식 (2)는 비선형 함수가 포함된 (g-x0) f(s)항은 동역학 

방정식에 가해지는 조절 가능한 외력으로서 작용하며, 시
연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로부터 배운 복잡한 동작을 생성

하는 주된 요소이다. 복잡한 동작을 생성할 수 있는 외력은 

f(s)의 가중치 wi 를 변경 시키는 것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솜씨를 학습하는 것은 식 (3)에 나타난 바와 같

이 f(s)의 가중치 wi 를 배우는 과정이다. 사람의 시연에 의

해서 매 시간마다 로봇 팔의 위치와 그 1차 및 2차 미분값

인  ,  , 들이 관측될 수 있다. 식 (2)를 이용

하면 이들 값이 주어졌을 때의 비선형 함수에 대한 목표치

를 알 수 있다.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target

0

( ) ( ) ( )
( )

( )
R R RK g x t Dv t v t

f s
g x

τ− − + +
=

−

&
(6)

모든 s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평가함수 

( )1

target0
( ) ( )J f s f s ds= −∫ (7)

를 최소화 하는 가중치 wi 들을 찾아내는 것이 경로를 학습

하는 방법이 되며, 이는 잘 알려진 회귀 함수 (regression 
function)을 구하는 문제이다. 식 (3)의 가중치를 학습하기 

위해서 국소 가중 회귀 (locally weighted regression)[18] 방
법을 이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총 10개의 기저함수를 

사용하였다.

3. 양손 물체조작의 동역학기반 모방학습 방법 

앞서 소개한 동역학 기반 솜씨학습 방법은 모방에 의해 

솜씨를 학습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며, 다양한 응용분야에 

걸쳐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팔의 엔드 이펙터에 대한 경로를 학습하는 방법으로서 양

팔 조작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로봇

이 양팔로 물체를 조작하는 솜씨를 모델링 하는 것은 로봇 

팔의 위치와 물체와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힘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팔 운동솜씨에 비해 고려해야 할 사

항이 더 많다. 
본 장에서는 양손으로 물체를 집어서 정해진 경로를 따

라 이동시키는 작업을 고려해 보도록 한다. 양손으로 물체

를 안정적으로 집은 이후라면 양손으로 물체를 옮기는 이

동 경로는 물체의 위치에 따라 변화한다. 물체를 옮기는 도

중 물체와 손의 자세는 주변환경 변화나 사람의 시연에 따

라서 바뀔 수 있다. 
Fig. 1은 양팔 물체조작에 대한 좌표계를 표현하고 있

다.전역 좌표계를 OG라고 하면 물체와 손의 자세는 물체 

내부에 위치한 지역 좌표계 OL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로봇의 왼손과 오른손의 좌표계는 각각 OLH와 ORH로 표현

된다. 전역 좌표계에 대한 물체의 위치와 방향은 매 시간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 t에서의 물체를 기준으로 한 지역좌

표계를 Ot
L와 같이 표현하도록 한다.

Fig. 2는 양손 물체 조작에서의 경로의 변화를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시간 [0,T] 사이에 물체의 이동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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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lobal and local coordinates of bimanual manipulation

Fig. 2. Trajectory modeling of a bimanual object manipulation 

Fig. 3. Force modeling of a bimanual object manipulation: (a) 

Situation of physical contact without grasping force and (b) 

Situation of physical contact with grasping force 

[O0
L, O1

L, … , OT
L]와 같이 표시 될 수 있다. 전역좌표계 

OG와 물체중심의 지역좌표계 Ot
L와의 관계로부터 물체의 

위치 xt, yt, zt와 물체의 방향 αt, βt, γt들을 얻을 수 있다. 

6개의 좌표에 대해서 식 (2)를 적용하면 물체의 이동경로

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물체를 잡는 힘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 소개

하도록 한다. 계란같이 약한 물체를 잡는다고 가정할 때 너

무 센 힘을 물체에 가한다면 물체는 파손될 것이며, 반대로 

너무 약한 힘을 물체에 가한다면 물체는 손에서 미끄러지

게 된다. 따라서 양손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적절

한 힘을 물체에 지속적으로 가해주어야만 물체를 파손하지 

않고 양손으로 물체를 옮길 수 있다. 로봇 팔에 힘 토크센

서가 장착되어 있고, 손 끝에 물체와 손간의 미끄러짐을 감

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면 피드백 제어를 통해 

적절한 힘이 물체에 가해지도록 조작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시연을 하는 사람의 감각에 의해 물체를 잡는 

힘을 배우도록 한 뒤에, 피드백을 이용하지 않고 이 힘 경로

를 로봇이 모방하여 재현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Fig. 3은 양손으로 물체를 집었을 경우에 가해지는 힘

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조작하고자 하는 물체를 강체 (rigid 

body)로 가정한다면 Fig.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체와 

접촉이 일어난 후에도 물체의 중심점과 로봇 손과의 상대

거리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만약 로봇 제어기가 Fig. 3(b)
에 점선으로 표시된 d’와 같이 양손의 목표위치를 물체 안

쪽으로 설정하고 계속 누르려는 시도를 한다면, 실제 물체

는 실선으로 표시된 d의 위치에 머무를 것이다. 이 과정에

서 로봇 손의 목표위치와 실제 위치간의 차이만큼 물체를 

잡는 힘이 발생된다. 이 힘은 KG (d – d’)로 표현된다. 여기

서 KG는 물체에 따라 달라지는 스프링 상수이며 d와 물체

의 중심좌표와 접촉점 간의 법선 방향 거리이며 d’는 로봇 

손의 목표위치와 물체의 중심좌표와의 법선 방향 거리이다. 
사실, 물체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적절한 힘은 손과 물체

와의 자세, 가속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손이 이루

는 방향이 중력 방향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물체를 

잡기 위한 적절한 힘이 달라지게 된다. 또 물체를 빠르게 

움직일 경우에는 물체를 느리게 움직일 때보다 더 많은 힘

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물체를 잡기 위한 적절한 힘인 KG 
(d – d’)를 아래와 같이 물체의 선가속도와 손과 물체가 이

루는 방향의 함수로서 정의하였다. 

( )( ) , , , , ,G GK d d f x y z α β γ′− = && && && (8)

식 (2)에서와 달리 외력에 해당하는 함수 fG는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함수가 아니라 물체와 로봇 손간의 물리적

인 관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물체를 떨어

뜨리지 않는 양손의 자세는 물체를 잡는 사람이 임의로 설

정할 수 있지 아니하고 물체의 상태에 의존적이라는 의미

이다. 
사람의 시범에 의한 데이터로부터 fG를 학습하기 위한 

모델로서는 다중 선형 회귀 (multiple linear regression) 함
수를 사용하였다. 물체의 경로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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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chematic diagram for learning of bimanual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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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lock diagram of reproducing learned bimanual skill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식 (2)에서처럼 가우시안 커널 함수

로 표현되는 비모수 회귀 함수를 사용하였지만, 힘의 경우

에는 그 변화의 폭이 심하지 않다. 따라서 함수의 형태가 

단순하여 측정에 의한 노이즈에 더 강인한 선형 회귀함수

를 이용하였다. 
다중 선형 회귀는 단순 선형 회귀의 확장으로 독립변수

가 두 개 이상인 경우의 회귀이다. 종속변수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k개의 독립변수인 x1, x2, …, xk를 도입할 때 다중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0 1 1     1, , i i k ik iy x x i nβ β β ε= + =+ + + …L (9)

여기서 βi와 εi들은 데이터로부터 추정되어야 할 매개변

수들이다. 이중 εi는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가우시안 분포 

를 따르는 오차 항이다. 그리고 xij는 독립변수 xj의 

i번째 관측치를 의미한다. 식 (7)에서와 동일하게 최소자승

법에 의한 평가함수를 이용하면 학습된 매개변수들 β0, …, 

βk는 

1( )T T−=β X X X Y (10)

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β=[β0 , …,βk]T, Y=[y1,…,yn]이며 

X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11 12 1

1 2

1

1

k

n n nk

x x x

x x x

⎡ ⎤
⎢ ⎥= ⎢ ⎥
⎢ ⎥⎣ ⎦

X
L

M M O M M

L

(11)

Fig. 4는 양팔 물체조작 학습과정의 데이터 흐름을 나

타낸 개념도이다.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의 시범

에 의해 매 시간 왼손의 위치, 속도, 가속도인 

0,..., 0,..., 0,...,, ,LH LH LH
t t tO O O& && 들과 오른손의 위치, 속도, 가속도 

0,..., 0,..., 0,...,, ,RH RH RH
t t tO O O& && 들이 알려지면 이를 물체의 이동경로 0,...,

L
tO 와 

힘을 구성하는 요소 0,...,tg 로 변환되어 각각의 학습기로 전

달된다. 각각 비모수 회귀방법과 다중 선형회귀 방법에 의

해 매개변수 0 ,..., Nw w 들과 0 ,..., Nβ β 들이 구해지면 학습

이 완료되게 된다. 
학습된 솜씨는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재

현이 된다. 위치경로를 만들어내는 모듈에서 매 시간 물체

기준의 좌표계 Ot
L를 생성하게 된다. 이중 선가속도와 방향 

성분만 힘을 만들어내는 모듈에 전달되어 물체의 자세에 

따른 힘을 표현하는 값인 gt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매시간 두 

종류의 데이터 Ot
L, gt는 다시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의 위치 

및 자세인 Ot
LH와 Ot

RH로 변환되어 제어기에 전달된다. 

4. 실험  결과분석 

4.1 모의실험 환경설정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동역학 기반 3차원 시뮬

레이터인 RoboticsLab[20]을 사용하여 모의 실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에서는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손으로 물

체를 들어 목표위치까지 물체를 떨어뜨리지 않고 이동시키

는 운동솜씨를 학습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재생하는 과정을 

검증하였다. 운동솜씨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총 10
회의 시연을 수행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운동궤

적과 물체와의 접촉력을 학습하였다. 6자유도 햅틱 디바이

스를 사용하여 양 손의 자세를 제어 하였으며 양손의 제어

는 RoboticsLab에서 제공되는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로 제

어하였다. 또한, 조작자에게 환경과의 접촉에 의한 힘을 전

달하기 위해 가상의 시스템과 실제 시스템의 위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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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e trajectory (x, y, z, α, β, γ)

(b) Force trajectory (left hand, right hand)

Fig. 9. Experimental results for reproducing pick-and-place-an-object 

to Goal1 

계산하여 햅틱 디바이스에 피드백을 주었다[21].
Fig. 7은 모의 실험에서의 데이터 취득과정을 보이고 

있다. 조작자가 햅틱 디바이스로 양팔을 조작하는 과정에

서의 양 팔의 경로는 파일로 저장된다. 학습기를 이용해 양

팔 경로에 따른 위치 경로와 힘 경로를 생성하는 동역학 

방정식의 매개변수를 학습하는 것으로 학습이 완료된다.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물체를 집어 옮기는 작

업에 대한 실험을 두 가지 경로를 실험 하였다. 조작자는 

초기위치에서 목표위치1(Goal1)까지 물체를 집어 옮기도

록 시범을 보여주었다. 
 

Fig. 6. An environmental setup 

 

Fig. 7. Illustration of data acquisition and reproduction 

 

Fig. 8. Initial position and two goal positions

4.2 실험결과 

학습된 솜씨는 두 가지 경로에 대해 재현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시범에서는 보여준 것과 거의 

동일한 상황하에서의 재현하는 실험이었다. 

즉 초기위치에서 목표위치1 (Goal1)까지 옮기는 작업

을 재현 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목표위치1까지 물체를 

옮기는 도중에 목표위치를 목표위치2 (Goal2)로 바꾸었을 

때에도 학습된 솜씨를 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실

험이었다. 즉 두 번째 실험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경로의 학습을 위해서 사람

이 총 10회의 시연을 하여 데이터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

해 손의 경로와 힘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였다. 
Fig. 9는 물체를 초기위치에서 목표위치1까지 옮기도

록 학습된 솜씨를 재현하는 실험 결과를 표현한다. Fig. 
9(a)에 나타난 직교좌표 성분(x, y, z)은 시범에서의 경로와 

학습을 통해 재현된 경로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시연에 의한 경로와 재현된 경로와의 단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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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e trajectory (x, y, z, α, β, γ)

(b) Force trajectory (left hand, right hand)

Fig. 10. Experimental result for reproducing pick-and-place-an-object

to Goal2

간당 평균 제곱근 오차는 2.1mm로 나타났다. 

Fig. 9(a)에 나타난 방향성분(α, β, γ)은 조금 다른 경향

을 보이는데 위치 이동에 비해 방향성분은 조작자가 물체

를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 수시로 그 방향을 변화시키기 때

문이다. 따라서 시연 중에는 상당히 불규칙적인 동작이 나

오는데 학습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Fig. 9(b)에는 물체를 잡기 위한 힘 경로의 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를 위해 매시간 방향성분을 나

타내는 데이터 Fig. 9(b)와 방향성분에 따른 힘을 나타내는 

식 (8)을 이용하였다. 
Fig. 10에서는 물체를 들어서 목표위치1로 이동시키는 

도중에 목표위치를 변경한 경우의 경로를 표현하였다. 시
범에서 보여준 목표위치와 달라질 경우에도 새로 설정된 

목표위치로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바

뀐 목표위치만큼 시범으로 알려진 경로와 실제 재현된 경

로와의 차이가 생겼다. 

5. 결론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양팔 물체조작 솜씨를 사람의 시

연에 의한 모방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양손이 만들어내는 궤적과 양손으로 물체를 잡

기 위한 접촉력을 분리하여 각각 목표 지향적인 동역학 방

정식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사람의 시연에 의해 각 내부 매

개변수가 학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물체를 잡고 

목표위치까지 움직이도록 하는 솜씨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알려준 목표위치가 변경되어도 물체를 안정적으로 잡고 움

직일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은 사람의 시연을 모방하여 사

람이 알려준 복잡한 경로를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의 양팔

제어 방법에서 요구되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 및 계

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는다. 제안된 방법을 모의실험을 통해서 검증하

였으며, 추후 실제 로봇에 적용하여 양손 조작의 유용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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