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기 변형모델을 이용한 휴머노이드 보행 안정성 개선
Improvement of Humanoid gait stability using reduction gear de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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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achieve gait stability when humanoid upper body makes its lower body reduction
gear deformed. Until now, many humanoid gait stability and task performance research are accomplished in
laboratory circumstance. Recently, humanoid research is focusing on various task adaptation in real worl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performing various task can add various weight during task performing.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gear deformation for this weight and humanoid’s own upper body weight for gait stability. In this
paper, first, a gear deformation model will be introduced. Second, for gait stability, humanoid upper body weight
will be considered as a disturbance, and compensator designed from gear deformation model will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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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1. 서론
최근의 2 족로봇 연구는 변인이 통제된 실험실
환경

하의

단일

업무

수행을

위한

실제

로봇에

적용하여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2. 본론

출발하여 실제 환경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제어기 및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

2.1 감속기 변형 모델

이어지고 있다. 2 족로봇이 다양한 업무를 얼마나

모터 회전을 측정하는 엔코더는 일반적으로 입

빠르고 정확히 수행하는지 겨뤘던 DRC(DARPA

력단에 설치되어, 하중에 의한 감속기의 변형 및

Robotics Challenge)를 좋은 예로 볼 수 있다[1].

백래쉬 등에 의한 출력단의 변형을 측정할 수 없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2 족로봇은

그 결과, 엔코더로 측정한 관절 각과 실제 링크 각

상체의 자유도를 활용하여 물체를 집어 올리고

도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는 식 (1)과 같

미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이 표현할 수 있다.

기존의 보행 안정성만을 고려한 제어기를 활용하게

∆𝜃𝜃 = 𝜃𝜃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 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1)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체의 자세가

식 (1)의 변형각 ∆𝜃𝜃는 하중에 의해 감속기에 걸리

보행 중 변하거나[2] 상체에 작업으로 인한 하중이

에 영향을 받으며 식 (2)와 같이 쓸 수 있다.

되면 물체의 하중으로 인해 보행에 악영향을 주게

실려도 로봇 전체의 무게중심 제어를 이용해 보행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가 있었다[3].

는 토크 𝜏𝜏𝑔𝑔 , 백래쉬 값 α, 감속기 내부의 마찰력 β
∆𝜃𝜃 = 𝑓𝑓�𝜏𝜏𝑔𝑔 , 𝛼𝛼, 𝛽𝛽�

(2)

식 (2)에서 감속기 변형에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위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작업 시 여러

미치는 요소인 하중에 의한 토크의 영향만을 고려

하중을 들어올릴 때, 일정 이상의 하중으로 인한

하여 식 (3)의 관계를 찾아 감속기 변형 모델로 이

하체 엑츄에이터의 감속기 변형을 추정하는 모델과

용하고자 한다. 또한, 하중에 의한 토크는 모델기반

어이득을 조절해서 사용한다. 실험에 사용한 로봇
엑츄에이터들은 제어이득이 잘 조절되어 있어서,
실험에서 사용된 동작을 수행 시 목표값을 잘 추종
하였다. 특히, 추종 대역폭이 처짐에 의한 변형보다

그림 1. 현재 로봇의 제어 흐름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𝜃𝜃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 𝜃𝜃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로 가정하

여 식 (1)로부터 아래의 식 (5)를 유도하였다.
∆𝜃𝜃 = 𝑓𝑓�𝑔𝑔(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 𝜃𝜃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5)

𝜃𝜃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𝑓𝑓�𝑔𝑔(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6)

식(5)를 정리하면 식 (6)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림 2. 보상기가 추가된 로봇의 제어 흐름도
의 각도(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𝜃𝜃 = 𝑓𝑓�𝜏𝜏𝑔𝑔 �

𝜏𝜏𝑔𝑔 = 𝑔𝑔(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식 (6)에서 입력 보상기를 통해 로봇에 들어가는
보상된 제어목표 값은 𝜃𝜃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이고 이 값이 엑츄
에이터에 의해 추종된 뒤 감속기 변형까지 반영된
(3)
(4)

2.2 보상기 설계
로봇의 안정적이고 정확한 제어를 위해서는 원
하는 제어 목표 값으로 실제 로봇을 제어할 수 있
어야 한다.
일반적인 로봇의 제어 방식은 그림 1 과 같으
며, 로봇의 현재 관절각을 기반으로 제어하고자 하
는 목표 관절각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로
봇을 제어할 때에는 감속기 변형으로 인하여 로봇
의 상태 등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하는 제어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감속기
변형에 의한 오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림 2 처럼
로봇의 입력과 출력단에 각각 보상기를 설계하였
다. 입력 보상기는 감속기 변형에 의한 변형각을

출력단의 각도는 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이다. 우리가 원하는 로봇의

상태를 위해 필요한 출력단의 값은 𝜃𝜃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 이므로
로봇에 들어가는 보정된 제어 목표값 𝜃𝜃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는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𝜃𝜃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𝜃𝜃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 + 𝑓𝑓�𝑔𝑔(𝜃𝜃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 )�

(7)

2.2.2 출력 보상기 설계
출력 보상기는 𝜃𝜃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값에 감속기의 변형을

반영하여 출력단의 각도( 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를 구하면 된다. 이
를 식으로 정리하면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𝜃𝜃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 𝑓𝑓�𝑔𝑔(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8)

이 때, 𝑓𝑓�𝑔𝑔(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를 식 (9)와 같이 𝜃𝜃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에 대하

여 1 차 테일러 전개를 한 뒤, 식 (8)에 대입하면
식 (10)을 얻을 수 있다.
𝑓𝑓�𝑔𝑔(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

′

보상된 제어 목표 값을 구한다. 또한 출력 보상기

𝑓𝑓�𝑔𝑔(𝜃𝜃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 + 𝑓𝑓�𝑔𝑔(𝜃𝜃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 (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𝜃𝜃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 (9)

는 엔코더 값과 실제 로봇 사이의 차이를 예측하

식 (7), (10)과 같이 입력과 출력 보상기를 설계할

고려하여, 실제 로봇이 제어 목표 값에 도달하도록

여, 실제 로봇의 관절각 값을 추정해주는 보상기이

𝑓𝑓�𝑔𝑔(𝜃𝜃

𝜃𝜃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𝜃𝜃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 1+𝑓𝑓�𝑔𝑔(𝜃𝜃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

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

(10)

수 있다.

다.
2.3 실험시스템
2.2.1 입력 보상기 설계

hip roll 에 사용하는 엑츄에이터와 동일한 성능

다양한 부하가 걸리는 상태에서 제어 정확도는

의 엑츄에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하중이 걸리는

제어성능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인 엑츄에이터는

상황에서 외부 센서를 이용하여 감속기의 변형 정

제어목표 값을 잘 추종할 수 있도록 실험 전에 제

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하중에 따

그림 3. 보상기 적용 전(왼쪽), 후(오른쪽)
그림 4. 보상 유무에 따른 몸통의 수평도
른 감속기 변형값을 나타낸 기어 히스테리시스 곡
선 중 저 부하 구간을 선형 근사 하여 감속기 변형

하고자 했던 위치와 거의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모델을 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기어 변형 모델을 통한

감속기 변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 보상기 실험
은 DRC[2]에 참가하였던 TEAM SNU 소속 휴머노
이드 Thormang 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보상기는
보행 시 제일 큰 하중이 걸리는 지지발의 hip roll 과
들어올리는 발의 hip roll 두 엑츄에이터에 적용하여

보상기 설계와 향후 로봇이 작업 시 받게 될 다
양한 하중 정보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업무에 대
한 휴머노이드의 대응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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