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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vers improvement of the humanoid robot platform HUBO2, known as the HUBO2+. As a necessity of the 
growth of the humanoid platform, a robust, reliable and user friendly platform is needed. From this standpoint, HUBO2+ is the most 
improved humanoid robot platform in the HUBO series. The mechanical design has been changed to increase the movable range and 
to stop joint compulsion. Additionally, all of the electrical parts are re-designed to be un-breakable in an unexpected situation. A 
smart power controller with robot status check panel is attached on the back. Additionally, a diagnosis tool, the HUBO-i, has been 
developed. Moreover, each joint motor controller of HUBO2+ has a Protection Function and a PODO system is provided for 
handling the robot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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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세계 각지의 로봇 연구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에 대
한 연구와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Honda R&D의 휴머노이드 
로봇[1], Waseda 대학의 WABIAN 시리즈[2], Asimo [3], HRP 시
리즈[4], HUBO 시리즈[5-7]는 오늘날의 휴머노이드의 대표적
인 예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널리 퍼지면서 다른 연
구 분야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휴머노이
드와 접목하여 그들의 생각을 실제 로봇을 통해 표현하기를 
원한다. 이미 몇몇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공용의 플랫폼으로 
사용되어 인공지능, 이족 보행 운동의 실현, 주변환경과의 상
호작용 등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실질적인 예로 HUBO는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으로써 이를 개발한 KAIST에서의 
이족 보행 연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Drexel 대학에서 휴머
노이드의 음악적 연구 [8-10]에서도 사용되었다. 또한 HRP 
시리즈도 휴머노이드 플랫폼 중의 하나로써 휴머노이드 로
봇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4]. 
DARwIn [5]과 NAO [6]는 연구를 위한 상용 장난감으로 작은 
크기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다
양한 연구를 실제 플랫폼에서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
폼을 사용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의 사용이 많아
짐에도 사용하는 로봇 플랫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기술적 
배경이 부족한 사용자가 많다. 이렇듯 로봇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는 갑작스런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기
술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로봇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자 파트와 기계 파
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파트들의 통합 시스템이다. 모든 각각
의 개별 파트들은 로봇에서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통합되어 
있고,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서 신경 시스템과, 근육 시스
템 등이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적어도 하나의 파트에서 
고장이 생기거나 오동작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실험
실에서 새로운 것들을 실험하다가 보면 빈번히 발생한다. 그
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나의 공용 플랫폼으로 사
용되기 위해서는 춤을 추거나 점프를 하는 등의 다양하고 거
친 사용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로봇을 다루는 것에 익숙
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범용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HUBO2+ 플
랫폼에서 목적으로 하고 개선한 내용들이다.  

HUBO2 [7,8]는 2009년에 개발되었고, 이것은 2004년에 소
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HUBO [9]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HUBO2는 중량이 가볍고, 공간을 잘 활용하여 조밀하게 만
들자는 설계 방침으로 제작되었다. HUBO2는 겨우 45kg으로 
인간 크기의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가장 가벼운 로봇이다. 
하지만 이 로봇은 다른 연구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이 사용하
기에 편리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만의 알
고리즘을 HUBO2에 적용하여 실현하고자 한다면, 로봇의 전
자 파트와 소프트웨어를 확실히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통
합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로봇에 친숙하지 못한 사
용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로봇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HUBO2를 강건하고, 사용자에게 친숙한 휴머노이드 로봇 플
랫폼 HUBO2+으로 개선하였다.  

 
II. HUBO2+ 종합적 기술 

HUBO2+는 하체에 12 자유도, 허리에 1 자유도, 양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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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유도, 각 손에 5 자유도, 목에 3 자유도를 포함하여 총 
38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중량은 배터리, 외부 
케이스, 메인 제어 PC, 센서, 모터 제어기와 증폭기를 포함하
여 45kg이다. HUBO2+의 전반적인 기계 파트의 설계는 
HUBO2와 유사하다. 하모닉드라이브와 풀리-벨트를 이용한 
감속기를 사용하였고, 프레임의 소재로는 알루미늄을 선택하
였다. 그리고 모터 제어 시스템도 이전 HUBO 시리즈와 동
일하다[14-16].  

HUBO2+는 전진과 후진, 좌우와 회전 방향으로의 보행이 
가능하다. 전진 방향으로 1.4km/h로 걸을 수 있고, 걷는 중에
도 30deg/step만큼 회전할 수 있으며, 3.5km/h로 뛸 수 있다. 
HUBO2+의 외관은 그림 1의 사진과 같고, 이것의 사양은 표 
1에 나와있다.  

HUBO2+의 전체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 요소들간의 통신은 크게 CAN 통신과 LAN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로봇을 제어하는 메인 PC에서는 사용자
가 조작하는 외부의 동작 PC와 LAN을 통해서 연결되고, 이
를 통해 사용자는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고 로봇의 현재 상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메인 PC 안에서는 공유메모리
(Shared Memory)라는 프로세스간 통신(IPC: Inter Process 
Communication) 기법을 이용하여 독립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서로간의 정보를 주고 받으며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
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PODO(포도)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뒤의 소프트웨어 개선 사항에서 자세히 다룬다.  
독립된 프로그램들은 크게 CAN 드라이버, LAN 드라이버, 
그리고 모션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CAN 드라이버는 로봇 
하드웨어와 메인 PC 사이의 정보 교환을 담당하여, 로봇 관
절들의 상태와 센서 정보 등의 로봇으로부터 전달된 상태 정
보를 공유메모리에 쓰는 역할과 로봇의 각 서브 제어기들과 
센서에 전달될 명령을 공유메모리에서 읽어서 보내는 역할
을 수행한다. LAN 드라이버는 사용자의 외부 동작 PC와 메
인 PC 사이의 정보 교환을 담당하여, 로봇이 수행할 명령과 
그에 관한 정보를 받아서 공유메모리에 쓰는 역할과 사용자
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공유메모리로부터 읽어
서 외부 동작 PC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션 프로그
램은 기본적으로 로봇이 수행할 동작 태스크들을 담당하며 
공유메모리를 통해서 LAN 드라이버로부터 들어온 사용자의 
명령을 인지하고, CAN 드라이버로부터 들어온 로봇 정보를 
사용하여 로봇의 서브 제어기들에 전달할 명령을 생성한다. 
이들 독립된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동작하여 로봇이 동
작을 수행하게 된다.  

 
III. HUBO2+ 기계 파트의 개선 사항 

휴머노이드 로봇이 강건하고 사용자에게 편이하기 위해서
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계 파
트의 수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용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넓은 작업환경에서 동작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기계 파트의 
결함은 로봇의 직접적인 파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의 보완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전자 파트가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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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HUBO2+와 전체 시스템 개요. 
Fig.  1. Humanoid Robot Platform HUBO2+ and System Overall. 

 
표   1. HUBO2+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HUBO2+. 

연구기간 20010.3~ 
중량 43kg 
높이 126cm 

운동능력 
보행 속도 1.4km/h 
뛰기 속도 3.5km/h 

손 
악력 0.2kg/finger 
유지력 1.75kg/finger 
중량 380g 

작동기(모터) 200W BLDC 모터 
100W DC 모터 

센서 
발 3축 힘-토크 센서, 경사계 
몸통 관성측정 센서 

전원 
배터리 48 V, 7.8 Ah, 380 Wh 

배터리 중량 3.3kg 
외부 전원 12V, 48V 

동작 환경 CAN 통신, LAN 통신 

동작 시스템(OS) -Windows XP and RTX 
-LINUX and Xenomi 

자유도 38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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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작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보다 안정적
으로 로봇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HUBO2에 비해서 HUBO2+에서는 다리와 팔의 움

직일 수 있는 범위를 증가시켜 좀더 넓은 작업환경에서 동작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체에서는 고관절의 피치를 90도 움
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무릎 관절을 150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피치 방향으로의 하체 작업환경이 넓어져서 
기존보다 더 높은 계단을 오르는데 용이해졌고, 그림 2에서
와 같이 무릎이 완전히 접혀서 땅에 있는 물건을 집을 수 있
을 정도로 로봇의 동체를 낮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보행을 위해서 상지와 하지에서 각각 2cm씩 줄여
서 총 하체의 길이를 4cm 줄였다. 그 결과로 HUBO2+는 2시
간 이상을 넘어지지 않고 걷는 실험을 성공하였고, 이 실험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의 실험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상체에서는 팔꿈치 관절의 동작 범위를 155도가 되도록 하
고, 팔꿈치가 반대방향으로 꺾이지 못하도록 기계적 스토퍼
를 설계하였다. 기존의 두 개의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사용하
던 손목 관절을 좀 더 직관적인 요와 피치 방향을 각각의 모
터가 움직이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HUBO2+는 로봇이 완성된 상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조립과정과 수리과정까지 고려하여 HUBO2에서 불편하였던 
부분을 설계의 수정을 통해서 보완하였다. 특히 고관절과 발
목은 롤과 피치 방향의 두 개의 축이 하나의 모듈에서 구현
된다. 기존의 HUBO2에서는 모터나 하모닉드라이브가 고장 
나면 모듈을 로봇에서 분리시킨 후 완전히 분해해서 다시 조

립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HUBO2+에서는 
모듈을 로봇에서 완전히 떼어내지 않고도 모터를 교체하거
나 하모닉드라이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각 관절이 움직이면서 생길 수 있는 전선이 꼬이거
나 프레임에 씹힐 수 있는 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
봇 프레임에 전선이 통과해 지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였고, 
많이 꺾이거나 잦은 움직임으로 로봇 프레임에 긁히기 쉬운 
전선들을 묶어 매쉬망으로 감싸주었다. 또한 원점을 잡기 위
해 기존에 사용하였던 기계적 스위치는 스위치의 변형이 잘 
일어나고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원점이 자주 틀어지는 현상
이 있었다. 그래서 기계적 스위치를 인덕션 센서로 교체하여 
한 번 조립된 이후에는 원점의 위치를 사용자가 교정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IV. HUBO2+ 전자 파트의 개선 사항 

HUBO2에서는 사용자가 전자 파트의 요소들에서 정보들
을 얻는 것이 어려웠고, 내부의 알고리즘의 논리나 변수들을 
사용자의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매번 모터 제어기나 센서의 마이크로 프로
세서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다시 굽는 수고를 해야 했다. 
그래서 HUBO2+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이러한 변수들에 접
근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전자 파트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
해 사용자는 자신의 실험에 맞게 로봇을 설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현재 로봇의 상태가 어떤지 모니터링도 할 수 있
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것

 
그림 2. 기계적 설계의 개선 사항. 
Fig.  2. Improvement of Mechanical Design of HUB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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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쉽게 진달 할 수 있게 되었다. 
1. 스마트 전원 제어기 

전원 제어기의 역할은 로봇의 전원을 잘 분배하는 것이다. 
로봇을 이루는 전자 파트의 요소들은 각각 필요로 하는 전원
이 다양하다. 서로 필요로 하는 전압의 크기도 다르고, 필요
로 하는 전류도 다르다. 스마트 전원 제어기는 이러한 다양
한 전원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에게 전원을 잘 분배하여 안정
적인 전원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HUBO2+는 로봇 내부의 배
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외부의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다. 스마트 전원 
제어기는 내부와 외부 전원 사이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수행
하여 로봇의 각 전자 파트의 요소들에게 전기적 불안정을 주
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스마트 전원 제어기는 배전반으로부터 전압과 전류를 측
정하여 사용자가 외부에서 현재 로봇의 전기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은 모니터링 패널에 값을 띄워준다. 이
때에 패널에 띄워주는 정보로는 현재 로봇이 동작중인 전원의 
종류(배터리 혹은 외부 전원), 전원의 전압과 전류, 로봇의 작
동 이후 현재까지 소모한 누적 전력이 있다. 또한 로봇의 동
작 전원의 전압이 한계치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알림을 울려
주는 기능과 배전반의 허용 전류를 넘어서는 경우에 로봇을 
셧다운시켜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쉽게 
로봇을 켜고 끌 수 있도록 무선 전원 스위치도 제공한다.  
2. HUBO-i (로봇 진단 도구) 

사용하는 로봇에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사용자들은 로봇
이 오동작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었을 때 무엇에 기
인해 생긴 문제인지 판단하지 못한다. 문제를 알더라도 기존
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굽는 등의 번
거로운 작업을 해야 했다. HUBO2+를 잘 알지 못하는 사용자
도 간단하게 발생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쉽게 해결
하게 하기 위해 HUBO-i라는 그림 4와 같은 로봇 진단 도구
를 만들었다.  

HUBO-i는 HUBO2+의 모터 제어기, 관성 측정 센서 등의 
보드들을 진단하고 설정 값들을 변경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보드 간의 CAN 통신은 잘 되고 
있는지, 모터의 엔코더는 잘 나오는지, 현재 발생한 제어기의 

에러는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것인지 등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HUBO-i는 모터 제어기뿐만 아니라 관성 측정 센서
와 힘-토크 센서를 포함한 HUBO2+의 모든 보드들에 사용가
능 하기 때문에 센서의 값을 확인하고 센서를 새로 캘리브레
이션 할 수도 있다. 그 이외의 HUBO-i의 기능들은 표 2에서 
설명하고 있다.  

 
V. HUBO2+ 소프트웨어의 개선 사항 

1. 모터 제어기의 보호 기능 

HUBO2+에는 각 관절의 모터 제어기마다 보호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다. 이 보호 기능들은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에
서 로봇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래에서 설명할 보호 
기능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과 값들은 표 3에 표기되어 있다.  

 

 
그림 3. 스마트 전원 제어기. 
Fig.  3. Smart Power Controller. 

 
그림 4. 로봇 진단 도구: HUBO-i. 
Fig.  4. Robot Diagnosis Tool: HUBO-i. 
 
표   2. HUBO-i의 기능들. 
Table 2. Functions of HUBO-i. 

 기능 
공통 CAN 통신 테스트 

모터 제어기 

엔코더 테스트 
모터 개루프 테스트 
모터 위치 제어 테스트 
모터 속도 제어 테스트 
모터 전류 제어 테스트 
보호 기능 변수 설정 
원점 탐지 변수 설정 

센서 
(힘-토크, 관성) 

센서 값 테스트 
센서 캘리브레이션 

 

 
표   3. 보호기능들의 변수들. 
Table 3. Parameters of Protection Function. 

 Unit BNO 0 ~ 11,35 32, 33 34 36, 37 
JAM_LIM 0.1 sec 3 15 15 15 

JAMD % 50 50 40 50 
PWM_LIM 0.1 sec 5 10 10 10 

LIMD % 25 25 20 25 
I_ERR BAU 30,000 10,000 120 120 
B_ERR BAU 30,000 10,000 4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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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역학적 한계 값 보호 

각 로봇의 관절에는 위치, 속도, 가속도의 세가지 한계 값
이 있다. 기구적 제한에 의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위치의 한계 값(Pos Lim 1, 2)을 가진다. 그리
고 각 관절 별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속도(Vmax)와 가속도
(Amax)의 한계 값을 설정하여 모터 제어기로 하여금 이 값
이 넘지 않는 모터의 움직임을 생성하도록 할 수 있다. 사용
자가 이러한 역학적 한계 값을 넘어서는 입력을 주더라도 모
터 제어기가 제한 값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어하기 때문에 로
봇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엔코더
로 읽은 위치 값이 설정한 위치의 여유 한계 값을 넘어서면 
모터 제어기가 자동적으로 꺼져서 최악의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로봇을 파손을 막을 수 있다. 
1.2 과전류 방지 

과도한 입력에 의해 과전류가 흘러서 모터나 제어기 혹은 
기타 회로들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HUBO2+의 모
터 제어기에서는 이를 감지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다. 
JAM 오류와 PWM 오류를 탐지하여 과전류를 방지한다. 
JAM 오류는 제어기가 [JAMD]%의 듀티를 [JAM_LIM/10]초 
동안 엔코더의 변화 없이 유지하게 되면 발생하고, PWM 오
류는 제어기가 100% 듀티로 [PWM_LIM/10]초 동안 엔코더
의 변화 없이 유지하면 발생한다. 이 오류들은 로봇이 어딘
가에 걸려서 목적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모터에 과도한 전류
가 공급될 때, 혹은 엔코더 선이 끊어져서 로봇이 발산될 때 
탐지될 수 있다. 이 경우들은 모두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고,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모터 제어기에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로봇 사용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1.3 위치 오차 오류 

모터 제어기에 입력으로 주어진 위치 레퍼런스와 엔코더 
값과의 오차 값에서 두 가지 오류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입력의 오류로 연속적이지 못한 갑작스런 충동적인 위치 입
력을 감지한다. 만약 i번째와 (i+1)번째의 위치 레퍼런스가 
[I_ERR] 값을 넘어서면 발생하고 모터 제어기가 자동으로 동
작을 멈춘다. 이 기능은 로봇 사용에 미숙한 사용자가 실수
로 갑작스런 이상한 위치 레퍼런스를 입력하였을 때 로봇을 
보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i번째 입력 레퍼런스와 (i+1)번째의 엔코더 값
의 차이가 [B_ERR] 값을 넘어서면 발생한다. 이것은 엔코더
가 망가졌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에 엔코
더 값이 점점 발산하고 위치제어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낮은 게인의 제어에서 위치 입
력 레퍼런스가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모터가 입력 값을 충분
히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도 이 오류를 발생시킨다.  
2. 메인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PODO 

로봇 시스템은 앞에서 설명한 기계적, 전기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있다. 소프트웨어는 그림 1의 메인 
PC의 프로그램과 제어기와 센서 보드 등의 마이크로 프로세
서에 탑재된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는 제어 알고리즘과 통신 모듈, 실시간 제어를 위
한 아키텍처, 수많은 함수들과 변수들 등이 있다. 이들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유기적인 통합이 로봇을 잘 동작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새로 로봇을 접하는 사용자가 이들을 모두 이
해하고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로봇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이다. HUBO2+에서는 위와 같이 새로운 로봇을 접한 사용
자가 로봇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로
봇을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
크를 제공하며 이를 PODO라고 한다.  

PODO는 HUBO2+ 모션 및 제어기를 손쉽게 제어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다. PODO는 과일인 포도에서 이
름에서 차용했으며 포도 한 송이가 여러 포도 알로 구성되어 
있듯이 PODO의 구성은 기본 운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여
러 독립적인 모듈이 연결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모듈의 재사용성, 프로그램 구조의 단편
화, 디버깅 용이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게 된다.  

PODO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API와 각각의 모듈
을 개발하기 위한 규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HUBO2+가 수행
할 수 있는 모든 기본 저급 기능들은 API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활용하여 고급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을 개발 할 수 있
으며 모듈은 PODO가 제공하는 정해진 규약에 따라 설계되
어야 한다. PODO의 기본 실행 프로그램인 “HUBO2Ref”는 
포도의 줄기에 해당되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항상 백그라운
드에서 실시간으로 실행이 된다. “HUBO2Ref”는 실시간으로 
각각의 모듈로부터 생성되는 관절 각도를 HUBO2+에 전달
하고 HUBO2+로부터 여러 센서 값을 받아 모듈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비 실시간으로 생성된 사용자 명령을 
해독하고 처리하는 쓰레드(Thread)를 제공하며 LAN, CAN 및 
RS-232와 같은 다양한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각각의 모듈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 모듈간의 데이터 공유
가 필요한 경우 모듈간의 통신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독립적
인 모듈(프로세서)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C 기법이 필
요하다. 현재까지 “Streams”, “Datagrams”, “Message Queues”, 
“Shared Memory” 등 [17] 여러 IPC 기법들이 개발되었지만, 각 
모듈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를 위해 PODO 시스템에서는 
공유메모리 기법을 사용한다. 공유메모리 기법은 메모리의 일
정한 공간을 여러 모듈이 공유함으로써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
법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다. 

PODO에서 사용 가능한 모듈은 크게 동작 모듈, 제어기 모
듈 및 비 실시간 모듈로 나눠진다. 동작 모듈은 관절 혹은 
작업 공간에서 HUBO2+의 움직임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동작 모듈에서 생성된 관절 각도는 절대값이며 여러 동작 모
듈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의 관절 각도는 하나의 
모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동작 모듈이 
HUBO2+의 하체 움직임을 담당하고 B동작 모듈이 HUBO2+
의 상체 움직임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움직임을 생성하지만, A, B 동작 모듈 모두 상체 움직임을 담
당하는 경우 A, B 중 마지막에 실행된 모듈이 상체 움직임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상체/하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관절에 대
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동작 모듈의 규약을 활용
하면 기존의 동작 모듈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동작 모듈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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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선택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제어기 모듈은 HUBO2+가 제공하는 다양한 센서 정보를 

활용하여 제어기를 생성할 때 사용된다. 동작 모듈과 달리 
관절 값이 증분 값 혹은 상대 값으로 표현이 된다. 따라서 
한 관절에 대해 여러 개의 제어기 모듈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 실시간 모듈은 동작 및 제어기 모듈처럼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모듈 개발에 사용된다. 온도 센서 모니터링, 
HUBO2+ 상태 정보 분석, GUI 등 동작과 관련 없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림 5는 HUBO2+에 PODO 시스템을 적용한 예를 보여 
준다. 초록색으로 표현된 상자는 동작 모듈을 나타내며 파란
색 상자는 제어기 모듈을 의미한다. 각각의 동작 모듈은 실
시간으로 생성한 관절 값을 공유메모리(HUBO2 Data 
Structure)에 쓰면 “HUBO2Ref”는 선택적으로 관절 값을 
Hubo2+에 보낸다. 또한 각 제어기 모듈은 생성한 제어 관절 
값을 공유메모리에 쓰면 이를 “HUBO2Ref”가 모두 취합하여 
각 관절의 동작 값에 더해 HUBO2+에 전달한다. GUI 와 같
은 비 실시간 모듈은 공유메모리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할 수
도 있으며 혹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도 있다. 

 
VI. 실험 

HUBO2+의 강건함과 내구성을 측정하기 위해 보행 실험
을 하였다. 실험은 그림 6과 같이 트레드밀 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였다. 
사용한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3.3kg의 중량으로 48V - 7.8Ah - 
380Wh의 성능을 지니고 있다. 실험에서의 보행 속도는 
0.9km/h로 한 스텝의 보폭은 0.2m, 한 스텝과 스텝 사이의 시
간 간격은 0.8초였다. 전진 방향으로 로봇이 걷지만 바닥과 
미끄러짐이 발생해 트레드밀의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트랙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로봇이 트레드밀에서 틀어져 떨어지
지 않도록 전진 방향의 보행에 회전 방향으로의 보행을 온라
인으로 더하여 주어 로봇이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HUBO2+는 2009.5m의 거리를 133분 동안 안
정적으로 걸었다. 배터리는 그림 7과 같이 전압이 51.56V에
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2.40V까지 감소하였다. 실험을 하
는 동안 2.92A에서 3.38A 사이의 전류가 스마트 전원 공급 
장치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었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

 
그림 6. 장시간 보행 실험. 
Fig.  6. Experiment of Long Time Walking. 
 

 
그림 7. 보행 실험의 전압-시간과 전류-시간 그래프.  
Fig.  7. Voltage-Time and Current-Time Graph durin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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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보행 중의 HUBO2+의 온도. 
Fig.  8. Temperature of HUBO2+ during Walking. 

 
그림 5. 포도 프레임워크 적용 - HUBO2+. 
Fig.  5. Application of PODO Framework - HUBO2+. 

Improvement Trend of a Humanoid Robot Platform HUB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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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동안 로봇 플랫폼에 발생하는 열
을 측정하였다. 그림 8과 같이 특정 모터와 모터 제어기 보
드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적인 온도는 실
험을 하는 전 구간에서 40도씨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실
험 결과에서 보였듯이 HUBO2+는 충분한 동작 시간과 효율
적인 전원 관리와 기계적 안정성을 보였다. 

 
VII. 결론 

본 논문을 통해서 HUBO2+의 개선 사항들을 보였다. 
HUBO2+의 기계 파트는 HUBO2의 설계에 기반하여 수정되고, 
재설계되었다. 모터 제어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보호 
기능들이 탑재되었고, HUBO-i를 통해 로봇의 현 상태를 진단
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로봇 제어를 위한 새로운 소프트
웨어 프레임워크인 PODO를 통해 사용자는 로봇을 손 쉽게 제
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HUBO2+의 개선은 로봇의 신뢰
성과 강건함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사용자에게 친숙
한 것을 로봇 개선의 설계 지침으로 삼았다. 기계적, 전기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HUBO2+라는 
로봇 플랫폼이 완성되었고, 이 플랫폼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모든 사용자들에게 쉽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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