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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작 패턴 생성이란 로봇이 어떤 동작을 안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미리 안정적인 동작
궤적을 계산해 내는 것을 말하며 자세 제어는 미리 생성된 동작 패턴을 이용하여 동작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외란을 제거하여 로봇의 자세를 안정 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치적 방법이나 로봇의 상체 구조를 간략화하여 근사적으로 생성하는
기존의 보행 패턴 방법과는 다르게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뉴럴네트워크 학습기법을
이용한 로봇의 동작패턴 생성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Abstract
A motion pattern generation is a process of calculating a certain stable motion trajectory for stably
operating a certain motion. A motion control is to make a posture of a robot stable by eliminating
occurring disturbances while a robot is in operation using a pre-generated motion pattern. In this paper,
a general method of motion pattern generation for a biped walking robot using universal approximator,
learning neural networks, is proposed. Existing techniques are numerical methods using recursive
computation and approximating methods which generate an approximation of a motion pattern by
simplifying a robot’s upper body structure. In near future other approaches for the motion pattern
generations will be applied and compared as to be done.

Keywords: learning method, robot, motion pattern generation, neural networks, hard ware robot
platform

1. 서론
이족 보행 로봇은 보통 20 자유도(DOF: Degree of freedom)이상의 높은 자유도와 직렬형 링크
구조로 인해 안정도를 해석하고 제어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기술 발달이 충분치
못하고 시장성이 부족하여 현재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의 실용성과 경제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다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인간형 로봇을 연구 하는 목적은
첨단 기술의 상징으로 막대한 광고 효과를 가지며 기술 선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족
보행로봇의 대명사 하면 누구나 혼다사(Honda)의 아시모(ASIMO)와 소니사(sony)의
큐리오(QRIO)를 떠올릴 만큼 이 둘은 유명한 로봇이다. 각각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이 로봇 산업에서 뛰어들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자사가 만든 로봇을 통해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미리 그에 관한 기술을 확보해 두어 머지 않아 형성될 인간형 로봇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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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 함으로 해석된다. 인간형 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연구 주제를 가지고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족 보행 로봇만의 특징인 높은
자유도와 직렬형 링크 구조로 인한 제어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로봇의 최적화된 동작 패턴
생성(motion pattern generation)과 자세 제어(motion control)등이 주로 연구 되고 있다. 최적화된
동작 패턴의 생성이란 안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동작 패턴을 미리 생성해 내는 것으로
로봇의 동작 구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동작 패턴을 생성 할 때 가정한 로봇의 주변
환경의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 하다면 생성된 동작 패턴만을 이용해서 로봇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로봇의 자세 제어가 필요하다. 초창기의
단순 보행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동작의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1-5]
과거 단순한 보행의 경우는 정교한 동작 패턴 없이 자세 제어 만으로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주로 하체의 움직임만을 사용하는 단순 보행과는 달리 요즘 연구되고 있는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축구를 하며 춤을 추는 동작들은 다양한 동작들은 하체와 함께 상체의
움직임까지 필요한 전신 동작(whole body motion)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전신 동작을 자세
제어만으로 수행 한다면 전신의 움직임을 보상 할 수 있는 더욱 고성능의 자세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며 비록 자세 제어만으로 안정한 동작을 유지하더라도 사람의 움직임과는 상이한
어색한 동작이 나올 수 있다. 만약 특정 동작에 대하여 사전에 정교하고 부드러운 동작 패턴을
생성 할 수 있다면 자세 제어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되어 로봇은 더욱 부드럽고 안정한 동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드럽고 정교한 동작 패턴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치적 방법(numerical method)과 근사적 방법(approximate method)의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1,6-7] 수치적 방법이란 컴퓨터의 반복 연산을 이용하여 원하는 동작
패턴과의 오차가 어느 특정 값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산해내는 방법이고 근사적 방법은 로봇의
상체를 간략화하여 근사적인 동작 패턴을 얻어 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치적 방법은 컴퓨터의
성능에 좌우 되므로 계산 시간이 많이 소모되며 근사적 방법은 특정한 로봇 구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용 근사자(universal approximator)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동작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하체의 보행 동작과 두 가지 상체의 동작을 미리 설정하고 각각 두 가지의 상∙하체의
동작을 이용한 총 네 가지의 전신 동작에 대하여 신경망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동작 패턴을
생성한 다음,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제 상용 로봇에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여 보고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뉴럴네트워크 구조와 학습
뉴럴네트워크 (neural network)은 인간의 뇌를 이루고 있는 생물학적 뉴런(biological neuron)의
구조를 흉내 내어 인공 뉴런(artificial neuron)을 모델링하고 이 인공 뉴런들의 망을 구성하여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추론 분류 예측 등을 수행 할 수 있어서 패턴인식, 패턴분류, 최적화,
적응제어, 시스템 모델링 등 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모형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층 인식자로 불리우는 다층 퍼셉트론(MLP: Multi-Layer Perceptron)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다층 퍼셉트론은 그림 1 처럼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의 세가지 종류의 층으로 이루어진다. 각 층의 노드는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런의
구조는 그림 2 와 같다. 뉴런은 크게 앞 뉴런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가중치(weight)를 곱하여
합해지는 부분과 그 합을 활성 함수(activation function)를 통하여 출력한 뒤 다음 층의 뉴런에게
전달해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뉴런의 동작은 식(1)과 (2)로 간단히
모델링 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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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층 퍼셉트론 입력층에 새로운 정보의 입력이 발생하면 입력층을 구성하는 뉴런들은
식(1)과 (2)처럼 은닉층의 뉴런들에게 값을 전달한다. 은닉층의 뉴런들도 입력층과 같은
동작을 수해하고 다음 층(다른 은닉층이거나 출력층)의 뉴런들에게 값을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마지막 층인 출력층이 뉴런들의 출력이 다층 퍼셉트론의 출력 값이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다층 퍼셉트론은 임의의 함수를 합당한 오차범위에서 학습을
통하여 근사 시킬 수 있는 범용 근사자(universal approximator)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층 퍼셉트론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균형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사용
된다[6,7].

Figure 1. Structure of Multi-layer perceptron

Figure 2. Structure of neuron
뉴럴네트워크에 어떠한 값이 입력되었을 때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학습이라 한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서로 다른 두 층의 뉴런과 뉴런 사이의 가중치의 크기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중치를 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역전파 알고리즘(Back-propagation algorithm)이 있다. 이 알고리즘은 신경망의 특정 입력에
대한 출력과 원하는 출력(target value)과의 오차(error)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갱신(update)하는 방법으로, 상위층에서 갱신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하위층에서 이를 근거로
다시 자기층의 가중치를 갱신하기 때문에 역전파 알고리즘이라 한다. 뉴럴네트워크의 학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한 동작 패턴 생성
인간형 로봇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인간형 로봇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로봇 연구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 그룹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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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제작된 로봇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로봇의 제작은 상당한
하드웨어 및 기계 공학적 지식과 제작시간 그리고 제작 비용 등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연구
그룹에 의해 각자 제작된 인간형 로봇들은 제작 방법과 특성이 상이하여 로봇에 적용된 제어
알고리즘과 동작 패턴 보다는 액츄에이터의 성능과 기구부의 강도에 따라 로봇의 성능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체 제작된 로봇은 연구 목적에 맞게 제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할 만한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상용화되어 시판되고 있는 브랜드 로봇(brand robot)을 사용하면 설계 및 제작에
소모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효율적이며 또한 적용된 제어 알고리즘 성능의
비교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서보(servo motor) 모터 전문 회사 곤도
과학 주식 회사에서 개발한 상용 로봇 KHR-1 을 이용하여 실제 실험에 사용하였다. 제작사에
제공하는 KHR-1 의 모습과 제원은 그림 3 및 표 1 과 같다[9].

Figure 3. Hardware platform: KHR-1
Table 1. Specification of hardware platform: KHR-1
Degree of Freedom:

17DOF

Weight :

1.2kg(battery included)

Actuator:

KRS-784ICS

Size of motor:

41  35  21(mm)

Torque :

8.7kg/cm

Speed

0.17sec/60deg

:

Rated voltage:

6V

Table 2. Specification of forward walking
Length of one step:

6cm

Height of step :

2cm

Time for step:

1sec

Cycle of one step:

2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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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eight

Figure 4. Length and weight of each part of KHR-1

Figure 5. Trajectory of each ankle
실제로 균형점을 이용한 동작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구성하는 부분의 길이와
무게를 구해야 한다. 각 부분의 길이와 무게를 각각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길이는 0.1mm 까지
무게는 1g 까지 측정하였으며 무게중심이 같이 변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부위로 설정하였다.
로봇은 몸통 1 개, 어깨 2 개, 팔 2 개, 엉덩이 2 개, 허벅지 2 개, 종아리 2 개, 발목 2 개, 발 2 개로
총 16 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의 관절을 제외한 각 팔에 2 자유도 각 다리에
5 자유도로서 총 14 자유도로 설정하였다. 동작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5 와 같이
동작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해당하는 손과 발의 궤적과 기준 균형점 궤적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표 2 와 같이 절대 좌표계 x 축 방향으로 전진하는 전진보행에 대한 궤적을 고려한다.
한 보의 길이는 들었던 발을 다시 붙이기 전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말하며 보행 높이 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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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드는 발의 높이를 뜻한다. 균형점 방정식은 균형점의 x 좌표와 y 좌표의 두 성분으로
구성 되어 있지만 이 둘은 독립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균형점 방정식의
x 성분과 y 성분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다. 그림 6 은 균형점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실제적인 뉴럴네트워크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각 동작의 학습에 사용된 신경망은
모두 같은 구조로서 입력층 과 은닉층 및 출력층이 하나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10 개, 10 개,
1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방법을 통하여 생성된 각각 관절의 궤적은
그림 7 과 같다.

Figure 6. Overall structure of applied neural network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족 보행 로봇의 동작 패턴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균형점 방정식의 해를 구해내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계획된 동작 패턴에 대하여 균형점 방정식의 해를 구하였다. 이 구해진
해를 바탕으로 동작 패턴을 생성하였고 생성된 동작 패턴을 실제 로봇에 적용하여 각
관절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부드럽고 정교한 동작
패턴을 생성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감사의 글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TECHNICAL COLLEGE Research Gra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No. 2017R1D1A1B03031467

D.W. Kim: Use of learning method to generate of motion pattern for robot

29

Figure 7. Generated motion trajectory of each an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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