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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4족 로봇의 기술은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4족 로봇인 Boston Dynamics의 Spot은 평지, 계단, 자갈밭
등 다양한 지면에서의 안정한 보행이 가능하고, Flying trotting을 이용한 주행 또한 가능하다[1]. 고속, 고토크의 구동기
로 설계된 MIT의 Cheetah3는 최적화를 통한 점핑 궤적을 통해 0.76 m 높이의 책상을 점프로 올라갔다[2]. 이러한 다이
나믹한 모션을 수행하기 위해선 구동기가 충분한 속도와 토크를 가져야 하며, 외란에도 강인한 점핑 알고리즘이 구현
되어야 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점핑과 달리기가 가능한 4족 로봇 PongBot-Q의 설계와 원하는 이동 속도를 갖는 점핑모
션생성과 자세 안정화 전략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점핑을 통한 줄넘기, flying trotting을 이용한
고속 이동 실험을 통해 로봇 설계와 점핑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한다.

2. 4족 로봇의 연구동향
4족 로봇은 2족 로봇에 비해 무게중심이 낮고, support polygon이 넓어 안정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 또한 고속, 고
토크의 구동기들이 개발되고 있고, 컴퓨팅 성능이 올라가며 이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다양한 모션들이 구현되고 있
다. 특히 MIT의 mini cheetah는 최적화기반의 모델예측제어기를 이용하여 Trotting, Bounding, Pacing, Galloping 등
다양한 걸음새와 공중제비가 가능하다[3]. [그림 1]과 같이 Boston Dynamics사에서 개발한 4족 로봇 Spot은 안정한 보
행 기술과 뛰어난 비젼 기술을 통해 건설 현장, 석유 탐사 회사 등에 투입되어 인간을 대신한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고
있다.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의 ANYmal은 실시간 비선형 모션 최적화를 통한 Pronking, flying trotting이 가능
하다[4]. 하지만 이러한 4족 로봇들을 모두 국외에서 개발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4족 로봇 기술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18

특집

점핑이 가능한 4족 로봇 PongBot-Q 개발

[표 1] PongBot-Q 스팩

[그림 1] Boston Dynamics의 4족 로봇 Spot[1]

3. PongBot-Q 설계

Item

Description

Width (W)
Overall
Height (H)
size
Depth (D)

450 mm

440 mm
700 mm

Mass

46 kg

DOFs

Total 13 DOFs (12 DOFs Legs, 1DOF Waist)

Actuators

Kollmorgen BLDC motor, Harmonic gear

Sensors

Loadcell (Foot), IMU (Torso),
Absolute & incremental encoder (All joints)

Power

74V, 12V

∙ 로봇의 허리에 Yaw 자유도 추가 : 이를 통한 다리의 활동
[그림 2]는 국민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공동

반경을 키울 수 있음.

으로 설계한 4족 로봇 PongBot-Q이고 [그림 3]은 로봇의 다

∙ 고속, 고토크의 모터 선정 : 점핑을 위해 특히 무릎 관절의

리부 설계를 보여준다. [표 1]은 전체적인 로봇의 스팩을 나

속도와 토크가 커야 함. 따라서 콜모겐사의 TBMS-7631A

타내고 PongBot-Q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최대토크 : 5.3 Nm, 최대속도 : 5200 rpm)을 무릎 관
절의 모터로 선정함.
∙ 힙관절의 관성모멘트 최소화 : 무릎 관절을 힙으로 끌어올
림. 이를 위해 4절링크 메커니즘을 활용함.

4. 점핑 알고리즘
[그림 4]는 PongBot-Q의 제어 프레임워크를 나타낸다. 이
프레임워크는 로봇의 보행과 점핑에 모두 적용된다. 입력
[그림 2] 4족 로봇 PongBot-Q

 은 로봇의 목표 이동 속도이다. [그림 5]와 같은 Floating

base 시스템에서 우리는 질량중심(COM), 발, 지면반력의 총 3
가지 궤적을 생성해주었다. 또한 외란에 대한 자세 안정화 전
략으로 로봇 상체의 오리엔테이션 제어, 작은 외란에 대한 뎀
핑 제어기, 큰 외란에 대한 착지점 변경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그렇게 구해진 최종적인 궤적은 Computed torque control
(CTC)을 통해 관절의 토크로 계산되어 로봇에 들어가게 된다.

4.1 궤적 생성
[그림 3] PongBot-Q의 다리부 설계. 다리당 3개(힙롤, 힙피치, 무릎)
의 구동기를 갖음

로봇의 수직방향 무게중심 궤적은 5차 보간법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무게중심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만들며 원하는

로봇과 인간

19

상체의 기울어진 각도를 피드백받아 원하는 각도를 유지도
록 비례-적분(PI) 제어기로 설계되었다. 이 제어기의 출력은
로봇의 수직방향 발 위치로 들어가게 된다:
     
      

 




    ,

(2)

여기서   은 수직방향 발의 위치 변화량이고,  는 발을, 
는 롤 또는 피치를 나타낸다.    는 목표 상체 각도와 실

[그림 4] PongBot-Q의 제어 프레임워크

제 상체 각도이고,  는 PI 제어기의 게인들이다.
뎀핑 제어기는 로봇에 작은 외란이 들어왔을 때 충격을 흡
수할 수 있도록 로봇의 뎀핑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이 제어기
는 y방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다. 뎀핑 효과를 위해, 로봇
의 힙롤관절 제어게인을 줄여주었다. 여기서 힙롤관절 제어
게인이란 챕터 4.3에서 설명될 Computed torque control에
[그림 5] World와 Base 좌표계 및 주요 벡터(무게중심, 발, 지면반력)

서 관절마다 정해주는 비례-미분(PD) 제어기의 게인을 의미
한다. 하지만 이 게인을 줄이게 되면 좌우 다리의 발끝이 모

체공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궤적의 형태는 다

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발

음과 같다:

간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비례-미분(PD) 제어기가 다음
과 같이 설계되었다:

              ,

(1)


 
     ,

(3)

      ,

(4)

여기서  는 수직방향 무게중심의 위치이고,  는 궤적의 phase
를 의미하며,  는 궤적의 boundary condition에 의해 결정
되는 계수이다. 수평방향 무게중심 궤적은 Marc Raibert가
개발한 한발 호핑 로봇에 적용된 제어기와 같이 목표한 이동








                    ,

(5)

속도를 유지하며, 착지발을 기준으로 무게중심이 symmetic
하게 이동하도록 하였다[5]. 발 궤적은 수직과 수평방향 모
두 5차 보간법을 이용하여 생성하였고, 지면반력 궤적은 무
게중심의 목표 가속도 궤적과 발의 상태(stance 또는 flight)
에 따라 계산되었다.

4.2 자세 제어기
상체 오리엔테이션 제어기는 상체에 부착된 IMU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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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목표 좌우 힙롤관절의 각도에러이고,  ,


 는 좌우 힙롤관절의 목표관절 각도이다.   는 실제 좌

우 힙롤관절의 각도에러이고,  ,  은 엔코더로 측정한
실제 좌우 힙롤관절의 각도이다. 
 은 뎀핑 제어가 추가된
목표 왼쪽 힙롤관절 각도이고, 
 는 뎀핑 제어가 추가되기
전의 목표 왼쪽 힙롤관절 각도이고,  ,  는 PD 제어
기의 게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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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게 큰 외란이 들어오는 경우 로봇은 다리를 뻗어 자

례-미분(PD) 제어기의 게인이다.

세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한 착지점 제어기는 로봇을
선형 역진자 모델로 가정하고, 심플한 다이나믹스를 풀어 로
봇이 넘어지지 않는 착지점을 찾고 이 착지점으로 다리를 이
동시키는 제어기이다. 착지점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5. 실 험
[그림 6]는 PongBot-Q의 제자리 점프 모션을 통해 줄넘기
실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때 로봇은 0.25초의 체공시간을 갖




 





(6)

여기서  는 계산된 착지점이고,  ,  은 무게중심의
수평방향 위치와 속도이고,   은 수직방향 무게중심의 위
치이며,  는 중력가속도이다. PongBot-Q는 이 3가지의 심
플한 제어 방법을 통해 점핑시 안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4.3 Computed torque control
Computed torque control(CTC)은 시스템의 비선형 항들
을 지우고 PID 피드백 제어를 통해 reference 입력을 트레킹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때 시스템은 joint space 또는 task
space로 표현이 가능하다. PongBot-Q의 경우 inverse kinematics를 풀어 다음과 같이 joint space에서 CTC를 수행하였다:
     ,

(7)

         ,

(8)

        



  ,

(9)

여기서  는 selection 행렬,  는 계산된 토크, 는 피드포
워드 토크, 는 피드백 토크,   는 코리올리 및 구심력
벡터,  는 중력벡터,  는 자코비안 행렬,  은 관절의
실제 각도, 각속도이고, 



은 목표하는 관절의 각도와

각속도이다.  와  는 관절의 각도, 각속도 오차에 대한 비

[그림 6] PongBot-Q의 점핑을 통한 줄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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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PongBot-Q가 트레드밀 위에서 flying trot을 통
해 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달리는 이동 속도는 조이스틱으
로 전달되고, 최대 1.3 m/s의 속도로 로봇이 달리는 것을 확
인하였다. 더 빠른 달리기는 로봇의 힙 피치 구동기의 용량
을 초과하여 구현하지 못하였다.

6. 결 론
본 기고문에서는 국민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함께 개발한 4족 로봇 PongBot-Q를 소개하고 이 로봇이 점
핑과 달리기를 하기 위한 점핑 알고리즘을 기술하였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 줄넘기와 최대 1.3 m/s의 달리기가 가능함
을 보였다. 앞으로 우리는 이 로봇에 Quadratic programming
(QP)를 이용한 최적의 지면반력 궤적을 생성할 것이며, 로봇
의 힙 피치 구동기 용량을 더 키워 더 빠른 달리기가 가능하
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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