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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머니퓰레이터가 조립, 가공, 협동 작업 등 주
변 환경과의 접촉 및 상호 작용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 로봇 머니퓰레이터의 유연제어는 필수적이다. 로봇 머니퓰레
이터의 유연제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많은 문
헌들은 로봇 머니퓰레이터가 높은 강성을 가지는 물체와 접촉
했을 때 제어기의 접촉 안전성이 유연제어가 실제 현장에 사용
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MPC 기반의 접촉 안전성 개선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로봇 머니퓰레이터와 사물의 접촉력
을 모델링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MPC를 통해 유연 제어기의
parameter들을 실시간으로 최적화 하여 접촉 안전성을 개선하였
다. 개발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Abstract

1. 서

주변환경은 spring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deep
learning network로는 그림 1과 같이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강
점을 보이는 transformer network를 사용하였다 [9].
Transformer network는 크게 encoder-decoder 구조를 가지며
그림 1의 encoder layer와 decoder layer는 attention 및
fully-connected layer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네트워크의 입력
값은 로봇의 목표 위치 및 속도 궤적이며 출력 값은 해당 궤적
에 대한 외력 값이다.

론

로봇 머니퓰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위치 제어기를 이용하여
pick-and-place과 같은 단순 반복 작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로봇 머니퓰레이터가 기존의 단순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 가공,
조립, 사람과의 협업 작업 등과 같이 사물과 접촉하고 상호작용
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유연 제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
해 impedance control이나 admittance control과 같은 제어기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1-3].
로봇 머니퓰레이터가 주변 사물과 안정적으로 접촉하고 작업
을 수행하기 위해선 제어기가 높은 접촉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impedance/admittance제어기의 virtual mass,
damper 그리고 stiffness값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variable
impedance/admittance제어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4-5]. 기존 제어기들은 위치나 힘토크 센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mass, damper그리고 spring값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접촉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로봇 머니퓰레이터 접촉 안전성 향상을 위한
model predictive control (MPC) 기반의 variable admittance 제
어기를 제안한다. MPC는 최적화 기반 제어 방법으로 로봇 머니
퓰레이터[6], quadcopter [7] 나 사족 보행 로봇 [8]의 제어에 널
리 사용되고 있으며 로봇 모델에 기반하여 높은 제어 성능을 확
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속조건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MPC는 정확한 시스템 모델이 요구되며 따라서 적용이 제
한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따라서 deep learning으로 시스템 모델
을 대채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7]. 본 연구에서는 로봇
과 사물의 접촉력을 deep learning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학습된
network를 기반으로 MPC를 이용하여 variable admittance제어
기를 구성, 접촉 안전성을 개선하였다. 개발된 제어기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Deep MPC기반 admittance 제어기
2.1 Deep learning기반 접촉력 모델링

<그림 1> Transformer network
2.2 MPC cost 함수

본 연구에서 MPC는 variable admittance 제어기의 virtual
inertia, damping 그리고 stiffness항을 제어하기 위해 적용되었
으며 이때 cost함수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Q,  그리고  는 각각 gain matrix, deep learning을
예측된 외력, 그리고 목표 외력 값이다.
수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MPC는 예측된 외력값과 목표 외력
값을 오차를 최소화 하며 목표 외력  를 상수로 설정함으로써
접촉 안전성의 개선이 가능하다.












2.3 시뮬레이션 환경

본 연구에서는 deep learning을 이용해서 로봇 머니퓰레이터
가 사물과 접촉 하였을 때 외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본 논문에서 가정한 로봇 접촉 작업을 그림2에 나타내었다.
Admittance제어기로 구동되는 3자유도 로봇이 block에 대한 접
촉 제어 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이때 로봇의 말단부에는 힘
토크 센서가 있어 외력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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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dmittance제어기의 inertia, damping, stiffness 및 목표 궤적
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transformer network를 학습 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MPC기반 variable admittance 제어기를 구성
하였다.

<그림 2> 3자유도 로봇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2.4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3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파란색 선이 일반
admittance제어기를 이용한 접촉력, 그리고 오랜지 색 선이 제
안한 MPC기반 variable admittance 제어기를 사용하였을때의
외력값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admittance제어기는
외력이 안정화 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제안된 제어기는
virtual inertia, damping 및 stiffness값 제어를 통해 빠른 안정
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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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뮬레이션 결과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로봇 머니퓰레이터의 접촉 안전성 향상을 위한
MPC 기반 variable admittance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시뮬레이
션을 통해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실제 로봇 머니
퓰레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 네트워크 학습 과정을 거쳐
제안된 제어기를 실제 적용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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