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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로봇의 각 조인트에 토크를 입력함으로써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은 로봇의 동역학적 특성을 반영하기가 용이하고 로봇
의 TCP(Tool Center Point)를 작업공간(Task space) 상에서 제어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널리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토크 계산 방법(Computed torque method)에 의한 로봇 제어 방식과 컴플라이언스 특성을 이용한 인간형
상체 로봇 제어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상체 로봇을 통하여 공차가 작은 두 물체의 조립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1. 서론

서비스 로봇이나 재활 로봇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
서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로봇에 대한 연구가 꾸준
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로봇은 사람, 환경과의 충
돌 안전성을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특성을 갖추는 것
이 필수적이다[1].
본 논문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특성을 갖는 고자유
도 로봇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어 시스템은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50 자유도를 갖는 휴머노이드 상
체 로봇(그림 1)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
루어지는 두 물체간의 조립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디자인한 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2장에 서술하고,
3장에서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의 위치에 놓
인 두 물체를 잡아서 조립하는 실험에 대하여 나타
내었다.

[그림 1] KITECH humanoid upper body robot
한 물체 파지 및 조작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제어하
고[2], 허리관절과 양팔 제어는 식 (1)과 같이 통합
시스템으로 제어하였다.

2. 상체로봇 제어

본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한 50자유도 휴머노이드
상체 로봇은 2개 자유도를 갖는 허리관절과 각각 8
개 자유도를 갖는 로봇암, 그리고 16자유도를 갖는
인간형 로봇핸드 한 쌍으로 구성된다. 상체로봇 제
어를 위한 시스템은 힘제어 기반의 토크계산법에 기
초하였으며 컴플라이언스 특성을 위해 비교적 낮은
게인을 사용하였다. 로봇핸드는 본 연구실에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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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각각 오른팔, 왼팔의 입력 토크이고, w
는 허리 입력 토크이다. J ar , J al는 각각 오른팔, 왼
팔의 TCP 자코비안이고,  ,  는 각 팔의 제어기
ar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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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position

(b) Approach to a hole

(c) Grasp the hole

(d) Approach to the peg

(e) Grasp the peg
(f) Ready to assemble
(g) Find the hole
(h) Insert the peg
[그림 2] The snapshots of peg-in-hole assembly by Humanoid upper body robot
이다. gr , gl는 각 팔의 중력보상 벡터이고, ∑a, 행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체의 조립작업을 수행
∑w는 각각 양팔 제어입력과 허리관절 제어입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한 선택 행렬이다. 디자인된 양팔·허리 제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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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고에서는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50 자유도를 가
진 휴머노이드 상체로봇 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나타
내고, 임의의 위치에 놓인 두 물체의 조립작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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