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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various strategies for humanoid vehicle driving and egress tasks. For driving, a tele-operating system 
that controls a robot based on a human operator’s commands is built. In addition, an autonomous assistant module is developed for 
the operator. Normal position control can result in severe damage to robots when they egress from vehicles. To prevent this problem, 
another approach that mixes various joint control techniques is adopted in this study. Additionally, a footplate is newly designed and 
attached to the vehicle floor for the ground landing phase of the egress task. The attached plate enables the robot to step down onto 
the ground in a safe manner. For stable locomotion, a balance controller is designed for the humanoid. For the design of the controller, 
the robot is modeled using an inverted pendulum that consists of a spring and a damper. Then, a state feedback controller (with pole 
placement and a state observer) is built based on the simplified model. Many approaches that are presented in this paper were 
successfully applied to a full-sized humanoid, DRC-HUBO+, in the DARPA Robotics Challenge Finals, which were held in the 
United States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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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재난사고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사고현장에 가서 

사람을 구출, 또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현장의 중요한 

미션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한 곳은 사람이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세계 로봇 공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예가 DARPA Robotics Challenge(DRC) finals 2015 이다[1]. 미국 

국방부 산하의 방위 고등연구계획국 (DARPA)는 2013년 일

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재

난 사고의 피해를 줄이고자 총 상금 350만 달러의 세계 최대 

규모 로봇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대회에서 로봇들은 자동차 

운전, 자동차 하차, 문 열기, 밸브 잠그기, 드릴로 벽 뚫기, 특

별 미션, 험지 이동, 계단 오르기 라는 8개 미션을 1시간의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며, 각 미션을 마치면 1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

기되, 동일 점수일 경우 총 걸린 시간이 짧은 팀이 높은 등

수를 받게 되며 전 세계에서 총 24개의 팀이 참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대회의 8개 미션 중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동

차 운전과 자동차 하차에 대한 전략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

안한 전략은 DRC-HUBO@UNLV팀의 로봇인 DRC-HUBO+

를 통해 구현 및 검증하였다. 

대회의 첫번째 미션인 자동차 운전 미션은 로봇이 자동차

를 운전하여 장애물을 통과하고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는 미

션이다. DRC finals에서 사용된 자동차는 Polaris사의 XP900 

EPS이며, 대회의 규정상 자동차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드

웨어에 맞는 수동형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로봇의 정확한 

차량 조향을 위해 로봇의 손가락 구조에 맞는 핸들용 보조장

치가 필요하고, 또한 로봇의 특정 자세에서 패달링이 가능한 

패달용 보조장치도 요구된다. 이에 해당하는 수동형 보조 장

치 개발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운전 전략으로 사람인 

operator가 로봇을 조종하는 tele-operation 시스템을 구현한다. 

로봇의 비전 센서 데이터를 시각화한 비주얼 가이딩 GUI를 

개발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자율 주행에서 사용되는 자

동차 운전 코스 예측 알고리즘으로 얻어진 경로를 GUI에 나

타내어 operator가 정확한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operator의 

숙련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대회장과 유사한 목업 경

기장을 구성하여 미션 수행 시간을 숙련도 지표로 활용한다. 

하차 미션은 로봇이 차에서 내려와 정해진 구역까지 빠르

게 도달해야 한다. 로봇이 운전석에서 안전하게 지면에 착지

하기 위해 계단 형태의 보조장치를 사용하며, 안정한 착지를 

위한 상 · 하체 제어의 연구가 진행되고 이에 대한 하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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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한다. 상체 제어는 게인 오머라이드 기술, 비상호 보완

적(Non-Complementary) 스위칭 모드, 마찰보상 기능을 결합한 

혼합 모터 제어 방법을 사용한다. 하체 제어는 로봇이 발판 

위로 내려온 순간 빠른 자세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 현재

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세 안정화에 대한 다양한 제어기

법들이 개발되어왔다. 로봇의 제어기 설계를 위해 로봇의 단

순한 모델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모델은 선형 역진자 모델

(LIPM: Linear Inverted Pendulum Model)이다[2-5]. 본 연구에서

는 LIPM 모델에 스프링과 뎀퍼가 추가된 모델을 이용한 자

세 안정화 제어기를 개발한다. 

II장에서는 본 논문에 활용된 로봇의 시스템 구성과 보조

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운전/하차 시 필요한 로봇

의 상체부 제어 및 하체부 제어에 대해 언급한다. IV장은 운

전/하차 미션 수행을 위한 로봇 운용 전략을 설명한다. 마지

막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대해 논한다. 

 

II. 로봇 시스템 구성 

1. 로봇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사에서 

개발한 DRC-HUBO+ 로봇을 사용하였다[6-7]. 표 1은 로봇의 

사양을 보여준다. 로봇의 키는 175cm이고 무게는 80kg, 자유도

는 32 DOF이며 Maxon사의 BLDC와 DC 모터가 사용되고, 로

봇의 PC는 총 2대로 Intel사의 NUC가 각각 영상처리용과 모션 

컨트롤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Range Finder 센서와 RGB 카메라

를 통해 주위 환경을 인식하였으며, 광섬유를 이용한 IMU센서

인 KVH사의 1750모델이 들어간다. 로봇의 조인트는 레인보

우 로보틱스사에서 자체 제작한 200W급 모터 제어기를 사용

하였다. 이 모터 제어기는 위치제어, 전류제어, 게인 오버라

이드, 비상호 보완적 스위칭 모드, 마찰 보상 기능 등 휴머노

이드 로봇에 필요한 다양한 모터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필요

에 따라 원하는 제어가 가능하다. DRC-HUBO+의 가장 큰 특

징은 무릎에 바퀴용 조인트가 추가된 것으로 로봇이 보행모

드와 바퀴모드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 변환기능으로 DRC 

finals에서 다른 참가팀에 비해 시간을 단축하였고, 경사진 지

면에서도 특별한 자세 제어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 이 로봇

을 개발한 팀 카이스트는 44분 28초라는 시간으로 8개의 미

션을 모두 성공하였고 똑같이 8점을 획득한 다른 팀(IHMC 

Robotics : 50분 26초, TARTAN RESCUE : 55분 15초)에 비해 빠

르게 미션을 수행하여 DRC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였다. 

2. 보조장치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처럼 많은 자유도를 갖지 못한다. DRC-HUBO+의 손가락

도 오직 1자유도를 가지며 기어를 통해 3개의 손가락이 동시

에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구조된 손가락으로 자동

차 핸들을 쉽게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2와 같이 차량 

핸들에 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용 핸들 보조 장치를 개

발하였다. 이 장치는 로봇의 손가락 구조에 맞게 설계되었고 

손목 관절만으로 차량의 핸들을 회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패달을 밟는 것과 함께 다음 미션인 자동차 하차를 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본 연구자들은 로봇의 두 다리를 

밖으로 빼고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 전략은 하차시 

로봇의 두 다리를 밖으로 빼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장점이 있 

 

 

그림 2. 자동차 운전용 핸들 장치. 

Fig.  2. Steering wheel device for driving a car. 

 

  

그림 3. 자동차 운전용 페달 장치. 

Fig.  3. Pedal device for driving a car. 

A

B

 

 

그림 1. DRC-HUBO+. 

Fig.  1. DRC-HUBO+. 

표   1. DRC-HUBO+ 하드웨어 사양. 

Table 1. DRC-HUBO+ hardware spec. 

Height 175 cm 

Weight 80 kg 

DOF 32 DOF 

Motors Maxon BLDC and DC Motor 

Computing Intel NUC 

Battery 48V 10Ah Lithium Ion 

Camera Logitech Pro 9000 

Sensors 
UTM-30LX-EW (Range Finder) 

KVH 1750 (IMU) 

Walking speed 1.6km/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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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동차 하차용 발판 장치. 

Fig.  4. Footplate device for egress a car. 

 

는 반면 운전 시 발에 장애물이 닿을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

림 3은 자동차 운전용 페달 장치로 나무판 A를 오른발로 누

르면 자동차 패달 앞에 위치한 B에 와이어를 통한 동력이 

전달되어 엑셀링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다.  

계단 형태의 발판은 로봇의 안전한 하차를 위한 보조장치

로 사용이 된다. 이 발판은 운전 중에 차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이동한다. 로봇이 자동차에서 하차할 때 가장 큰 문제

점은 로봇 무게 이동에 따른 차량 서스팬션의 변화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장치 아래에 수동형 바퀴를 부

착하여 운전 중엔 차와 함께 이동하고 하차시엔 차량의 기울

어짐을 막아준다. 그림 4는 로봇이 발판 위에 올라갔을 때의 

모습이다. 

 

III. 로봇 제어 

1. 상체 제어 

DRC-HUBO+의 관절은 빠른 반응 속도와 강인한 위치제어

를 위하여 높은 PD 게인으로 제어한다. 이러한 제어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부의 큰 힘이 관절에 가해질 때 이를 극

복하기 위하여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는 관절 자체의 

손상이나 사용하는 도구의 손상을 야기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어를 통한 compliance를 구현하였다[8]. 

이 논문에서 사용된 게인 오버라이드 기술은 모터 제어기

의 PD게인을 조절한다. PD게인을 통하여 각 관절에 

compliance를 구현한다. 실험을 통하여 각 관절의 게인을 구

하였고, 그림 5는 게인 오버라이드 기술의 블록선도이다[9]. 

비상호 보완적 스위칭 모드는 H-브릿지를 이용한 Pulse 

Width Modulation(PWM) 제어방법 중 하나로 관절의 유연성

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유니폴라 스위칭 모드는 

브레이크 동작 시 역전압을 통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이 경우 Back EMF가 발생하지만 빠르게 감속하게 된다. 하

지만 비상호 보완적 스위칭 모드는 감속시 duty를 0으로 설

정하게 되고 그 결과, 관절의 compliance는 증가된다. 그림 6

은 H-브릿지 회로에서 비상호 보완적 스위칭 모드가 적용된 

가속과 감속시의 전류 흐름을 보여준다.  

기어비가 높은 하모닉 드라이브의 강한 마찰력을 보상하

기 위해 open-loop 형태의 마찰 보상 제어기 설계가 필요하고 

이때 필요한 마찰력 모델은 그림 7처럼 관절 속도에 선형으

로 비례한다. 또한 DeadZone과 Current Limit 값은 실험에 의

해 정해진다. 

2. 하체 제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세제어에 필요한 하체 제어기를 설

계한다. 이 설계의 3가지 주요 단계에 대해 알아본다[10-14]. 

2.1 로봇 모델링 

실제 로봇의 동역학적 모델링은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Kajita는 Linear Inverted Pendulum Model 

(LIPM)라는 간단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각 관절의 위치제어 오차 및 반응 성능, 구조적 compliance에 

따라 관절형 로봇의 강성이 결정된다. 스프링과 뎀퍼를 LIPM 

모델에 추가함으로써 DRC-HUBO+의 구조적 compliance를 모

델링 하였고, 실시간으로 로봇의 보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자세 제어기를 개발하였다. 이 간단한 모델을 동역학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 (1)과 같다. 

 

그림 5. 게인 오버라이드 기술의 블록선도. 

Fig.  5. Block diagram of the Gain override method. 

 

 

그림 6. 비상호 보완적 스위칭 모드에서의 전류 흐름. 

Fig.  6. Current flows in Non-Complementary switching mode. 

 

 

그림 7. 마찰력 모델 그래프. 

Fig.  7. The graph of the modeled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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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프링과 뎀퍼가 추가된 역진자 모델. 

Fig.  8. The LIPM added spring and damper. 

 

 2
sin

k
ml c k mgl u

l
θ θ θ θ+ + − =
�� �   (1) 

m은 질량, l은 무게중심까지의 길이, c는 감쇠계수, k는 강성

계수, g는 중력 가속도, θ는 진자의 기울어진 각도이다. u는 x

축의 위치 입력이다. 식 (1)을 선형화하면 아래와 같다. 

 2 k
ml c k mgl u

l
θ θ θ θ+ + − =
�� �   (2) 

또한 2족 보행 로봇의 안정성 판별지표로 Zero Moment 

Point (ZMP)를 사용하였다[15]. ZMP는 발 밑의 반력을 측정하

면 간단한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DRC-

HUBO+는 발목에 부착된 FT센서를 통해 이 반력을 측정한

다. x축에 대한 ZMP 식은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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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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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3) 

ZMP를 이용한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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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4)을 상태공간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식 (5), (6)

과 같다. 상태변수는 진자의 각도 θ 와 각속도 θ�이고 출력 

y는 ZM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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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ystem Parameter Identification 

로봇 모델의 강성계수k와 감쇠계수c를 구하기 위한 system 

parameter identification으로 외란을 로봇에 가한 후 발생하는 

ZMP의 진동을 분석적 해결법으로 찾아준다. 감쇠계수c는 식 

(7), (8)처럼 Logarithmic decrement을 이용하고 고유진동수를 

통해 강성계수k를 얻는다. 그림 9는 x축 방향으로 일정 주파

수의 입력을 가했을 때의 ZMP 진동 그래프와 그 중에서 대

표로 선정한 두 점을 보여준다. 아래의 식 (9), (10)는 이렇게 

구해진 DRC-HUBO+의 x축에 대한 강성 계수와 감쇠 계수 

값을 나타낸다. 

 
( )

l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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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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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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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ζ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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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648c = Nm/(rad/s) (9) 

 2992.7k = Nm/rad (10) 

2.3 제어기 설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세 제어를 위해 관측기를 기반으로 

한 상태 피트백 제어기가 필요하다. 입력 u는 식 (11)와 같이 

정의하였다. 

 

ˆ

ˆ

ˆ
u Kx K

θ

θ

⎡ ⎤
⎢ ⎥= − = −
⎢ ⎥
⎣ ⎦
�

 (11) 

여기서 사용된 게인 K는 pole placement 방법을 통해 정해졌

으며 적절한 pole의 위치 ( 5 0.1 )i− ± 는 실험에 의해 구해졌다. 

 

IV. 전략 

1. 자동차 운전 전략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동차 운전 미션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뉜다. 로봇 스스로 판단하여 운전하는 자율 주행과 인

간의 판단에 의해 로봇을 조종해서 운전하는 tele-operation이 

있다. 자율 주행은 로봇의 정확한 장애물 인식과 명령 판단

이 필요하고, tele-operation은 operator의 조작 숙련도에 큰 영

향을 받는다. 본 연구팀의 전략은 자율 주행과 tele-operation

이 적절히 결합된 운전 수행 전략이다. Range Finder 센서와 

RGB 카메라 데이터를 시각화한 비주얼 가이딩 GUI 개발을 

통해 로봇을 조종할 operator의 조작 편의를 향상시킨다. 또한 

point clou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장애물 인식과 iterative 

exploitations algorithm (RRT)로 자동차의 최적 코스를 시각화

함으로써 operator의 판단 실수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게 된

다. 정리하면 로봇이 자동차의 주행 경로를 생성하지만 최종

적인 판단 명령은 operator인 사람이 하게 된다. 그림 10은 로

봇이 운전 연습 중 사용한 비주얼 가이딩 GUI의 모습으로 

빨간색 선은 센서로 감지된 장애물을 나타내고, 초록색 박스

는 예측되는 차량의 경로를 보여준다. 

 

그림 9. x축 방향의 ZMP 진동 그래프. 

Fig.  9. ZMP vibration graph in the x-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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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비주얼 가이딩 GUI와 예측 경로 생성. 

Fig.  10. Visual guiding GUI and estimated course planning. 

 

로봇의 손목만으로 자동차의 핸들링을 하면 손목부에 큰 

토크가 발생한다. 만약 손목의 회전축과 핸들 축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망가진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하드웨어적으로 축이 잘 맞

도록 설계된 핸들 보조 장치를 사용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컴플라이언트 제어를 적용한다. 또한 자동차의 엑셀링을 위

해 차량 탐승 후 로봇의 오른 다리 위치에 따른 자동차의 

rpm 관계를 확보한다. 이를 기반으로 operator는 자동차의 속

도를 조정한다. 

그림 11과 같이 대회장 환경과 유사한 목업 경기장에서 연

습을 통한 operator의 숙련도를 확인한다. 차량의 rpm을 평지 

기준 2500rpm으로 설정하고 operator의 미션 완료 시간을 확

인한다. 그 결과, 실험 초기엔 1분 50초의 미션 수행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비주얼 가이딩 GUI 사용과 함께 operator의 숙

련도가 올라감에 따라 최소 41초까지 미션 수행 시간이 단축

되었다.  

2. 자동차 하차 전략 

자동차 하차 미션은 계단 형태의 발판형 보조장치와 로봇

의 상 · 하체 제어를 통해 구현된다. 동작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핸들에 고정된 손을 풀고 자동차의 롤 케이지 

잡는다. 이때 팔의 컴플라이언트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

에서 언급한 상체 제어를 적용하고 동시에 로봇의 손은 롤케

이지를 꽉 잡고 있어야 함으로 강한 위치제어를 사용한다. 

2) CoM을 앞으로 당겨주어 차에서 빠져 나와 보조장치인 

발판 위에 착지한다. 이 과정에서 로봇의 자중을 순간적으로 

로봇의 두 팔이 지지하게 되므로 큰 힘이 필요하고 역시 모

터의 손상을 막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상체 제어를 통해 컴

플라이언트 효과를 주어야 한다. 로봇이 발판에 착지하기 때

문에 로봇의 하체 제어를 통한 자세 안정화가 필요하다. 

3) 잡고 있던 팔을 푼 후, 상체의 흔들림을 막기 위한 강한 

위치제어로 변경하고, 실시간 하체 제어를 이용하여 30cm 높

이의 발판에서 내려온다. 

그림 12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 미션을 수행한 모습이다. 

 

V. 결론 

본 연구팀은 2족보행 로봇인 DRC-HUBO+ 로봇을 이용해 

2015년 미국 켈리포니아에서 열린 DARPA 로보틱스 첼린지에 

참가하였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동차 운전과 하차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자동차 운전은 로봇의 하드웨어에 맞는 운

전 보조장치를 이용하였고, 운전 방법으로 operator가 경기장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비주얼 가이딩 GUI를 이용한 tele-

operation을 이용하였다. 또한 자율 주행의 기본이 되는 주행 

경로 생성을 시각화함으로써 operator가 쉽고 빠르게 로봇에 명

령할 수 있게 하였다. operator의 숙련도를 판단하기 위해 실

제 대회장과 같은 형태의 목업 경기장을 설치하여 미션 수행 

시간을 확인하였다. 그림 13은 실제 대회에서 DRC-HUBO+

가 차를 몰고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는 모습이고 50초에 자동

차 운전 미션을 성공하였다. 자동차 하차 미션은 하차 보조 

장치인 발판의 파손 위험 때문에 대회에서 선보이진 못하였

지만 게인 오버라이드 기술, 비상호 보완적 스위칭 모드, 마

찰 보상기가 결합된 혼합 모터 제어 기법을 통해 상체 관절 

모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나올 수 있었고, 발판 위에 

위치한 로봇은 계단을 내려오듯이 걸어서 착지하도록 하였

다. 이때 사용된 하체 제어는 간단한 LIPM 모델에 스프링과 

뎀퍼가 추가된 로봇의 모델링을 하였고, 로봇 모델의 강성계

수k와 감쇠계수c를 찾기 위해 system parameter identification을 

진행하였으며, pole placement를 이용한 상태 피드백 제어기를 

그림 11. 목업 테스트. 

Fig.  11. Mock-up test. 

DongHyun Ahn, JuSeong Shin, Youngbum Jun, Kiwon Sohn, Giho Jang, Paul Oh, and Baek-Kyu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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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다. 30cm 높이의 계단에서 안전하게 바닥으로 착지

하는 것을 통해 이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팀은 DRC-HUBO@UNLV팀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

여 자동차 운전 미션을 포함한 8개 미션 중 6개(자동차 운전, 

문 열기, 밸브 잠그기, 특별 미션, 험지 이동, 계단 오르기)를 

성공하였고 24팀 중 8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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