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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소재, 전자, 소프트웨어분야의 눈부신 기술 발

전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은 국내∙ 외적으로 성능

과 기능 다양성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응용분야에 있어서도 길안내, 청소 등 단

순한 업무에서 극한지역에서의 자원탐사, 인체내

부의 정밀수술에 이르기까지 과거 인간이 다루기 

어려운 힘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간을 대상

으로 서비스업무을 담당하는 로봇의 출현으로 점

차 로봇이 인간과 동일한 영역을 공유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로봇이동 이나 운동 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로봇 기술의 하나로 요구되고 있다.  

강체링크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기존 다관절 로

봇의 경우 로봇 말단장치의 위치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로봇팔의 강성을 크게 하고 높은 이득의 피

드벡 관절제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로봇기구와 인

간의 예기치 못한 충돌 시 인간에게 큰 위해요인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간의 근육처럼 관절의 강성을 가변할 수 있는 

Key Words: Continuum Robot(연속체로봇), Kalman Filter(칼만필터), Attitude Estimation(자세추정), Machine 

Vision (머신비젼), Pneumatic Artificial Muscle(공압인공근육)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인간과의 안전한 접촉이 가능한 내부형 연속체로봇에 대한 설계개념과 로봇 말단

장치의 운동특성실험을 제시한다. 인간의 근육과 유사한 상극구동방식으로 작동하는 공압인공근육을 연

속체로봇의 백본 및 구동장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환경과의 부드러운 접촉과 강한 접촉을 선택적으

로 제어할 수 있는 로봇 관절에서의 가변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부형 연속체로봇은 백본소재의 굽힘

운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봇 말단장치에서의 자세를 추정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 축 

가속도계와 3 축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칼만필터 방법을 제안하고 개발된 내부형 연속체 로봇의 자세추

정에 적용하여 실제 실험을 통해서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concept of an intrinsic continuum robot for safe man-machine interface and 

characteristic behaviors of its end-effector based on real experiments. Since pneumatic artificial muscles having similar 

antagonistic actuation to human muscles are used for main backbones of the proposed robot as well as in the role of the 

actuating devices, variable stiffness of robotic joints can be available in the actual environment. In order to solve the 

inherent shortcoming of an intrinsic continuum robot due to bending motion of the backbone materials, a Kalman filter 

scheme based on a triaxial accelerometer and a triaxial gyroscope was proposed to conduct an attitude estimation of the 

end-effector of the robot. The experimental results verified that the proposed method was effective in estimating the 

attitude of the end-effector of the intrinsic continuum robot. 

† Corresponding Author, bskang@hnu.kr 

Ⓒ 2015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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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강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 

연속체 로봇은 인간의 혀 근육으로부터 뱀의 몸

통, 문어의 다리 등을 모방하여 개발된 기구로 유

연한 관절 움직임을 통해서 큰 힘이 필요할 때는 

강한 강성을 부드러운 접촉이 필요할 때는 약한 

강성을 생성할 수 있으며 로봇 말단장치의 다양한  

움직임을 생성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연속

체로봇을 작동방식에 따라 크게 외부형, 내부형, 

복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2) 외부형은 관절 마디 

사이에 원형 스프링 등 고정된 강성의 재질을 백

본(backbone)으로 하고 마디 사이를 케이블(cable) 

등으로 연결하여 상대적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식

으로, 케이블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기구의 운동

을 제어하기 용이하나 마디의 강성을 가변할 수 

없다.(3) 반면에 내부형은 형상기억합금이나 공압인

공근육 등 신소재를 기본 백본으로 하기 때문에 

강성을 가변할 수 있으나 소재의 변형을 제어하기 

어렵다.(4) 복합형은 외부형과 내부형의 기능과 구

조를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이다.(5)  

본 논문에서는 제어의 어려움 때문에 국내∙ 외

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내부형 연속체 로봇의 개발

에 대한 연구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질량 대

비 출력이 전기모터에 비해 우수하고 안전한 에너

지원인 공기를 사용하는 공압인공근육(Pneumatic 

Artificial Muscle)(6)을 로봇의 구동부 및 로봇구조를 

지지하는 백본으로 사용하여 가변강성과 유연한 

로봇움직임을 구현하였다. 또한 내부형 연속체 로

봇은 유연소재의 변형모델을 수식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봇 말단 장치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

해서 외부에 위치한 카메라의 영상을 이용한 비젼

처리기법과 로봇에 직접 부착한 3 축 가속도센서 

와 3 축 자이로스코프(gyroscope)를 기반으로 하는  

칼만필터(Kalman Filter)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Fig. 1 Photo of the intrinsic continuum robot system with 
two arm-modules 

제안된 추정기법을 개발된 내부형 연속체로봇에 

적용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각각의 추정방법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내부

형 연속체로봇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3 장에서는  

관성센서를 이용하여 로봇 말단장치의 자세추정을 

위한 칼만필터의 유도과정, 그리고 4 장에서는 연

속체로봇의 실험결과 및 토의가 제시되고 마지막

으로 5장에서 결론이 서술된다. 

2. 연속체로봇 시스템 

2.1 기구부 및 구동부 

개발된 내부형 연속체로봇 기구부는 Fig. 1 과 

같다. 로봇팔 한 개의 모듈은 양 끝단의 원형 판

(plate)과 판 사이에 병렬로 위치한 4 개의 공압인

공근육으로 구성된다. 4 개의 공압인공근육에 가해

지는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인공근육의 수축량을 

제어한다. 이를 통해 3 차원 공간에서 양쪽 판간의 

상대적 변위를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여러 개의 

모듈로 적층하여 증폭하면 최종 로봇말단장치에서

는 다양한 움직임을 생성할 수 있다. 공압인공근

육이 생성하는 힘은 가해지는 공기의 게이지압력

에 비례하고 인간의 근육과 유사하게 근육의 수축

률에 반비례한다.(7) 공압인공근육의 수축에 대한 

운동특성은 근육소재의 재료특성에 의해 결정되어 

정확한 모델링이 어렵다. 개발된 연속체로봇에는 

Festo 사에서 판매하는 Fluidic Muscle (DMSP-10-

100N)을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으로 Mckibben 공압

근육의 운동특성을(8) 가진다. 연속체로봇의 치수는 

공압라인구축과 실험 및 부품변경의 용이성을 고

려하여 Table1과 같이 설계하였다.  

 

2.2 제어부 및 센서부 

외부의 센서장치로부터 측정신호를 입력받아 공

압서보밸브에 계산된 제어신호를 안정적으로 출력

하는 주제어장치로 NI 사의 cRIOTM를 사용하였다. 

cRIOTM 는 외부기기와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와 제어명령을 계산하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intrinsic continuum robot 

Actuator 

(PAM) 

length 

diameter 

Max. gage pressure 

10 cm 

1 cm 

10 bar 

Joint module 

(plate-to-plate) 

height 

outer diameter 

inner diameter 

17 cm 

12 cm 

4 cm 

IMU  

pneumatic 

 servo 

continuum 

 robot 

camera  

cRIO  

end-effector 



내부형 연속체로봇 개발 및 칼만필터를 이용한 말단장치 자세추정 

   

 

363 

는 RT(real-time) 제어기가 하드웨어적으로 구분되

어 고속의 정주기를 보장하며 LabVIEW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구현이 용이하다.  

공압인공근육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정하는 공압

서보밸브(FESTO, VPPE-3)는 유량을 제어하는 스풀

밸브(spool valve)에 비해 응답성은 느리지만 명령

전압에(0~10V) 비례하여 6 bar 까지 공압을 조절하

므로 사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연속체 로봇의 말단장치에서의 자세와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Fig. 1 과 같이 로봇 외부에 설치한 웹캠

(web-camera)을 이용하여 말단장치의 움직임을 영

상이미지로 획득하여 비젼처리 과정을 통해서 추

정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조명이나 시야 방해물

로 영상획득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형 부착형(strapdown) 3 축 가속도계와 

3 축 자이로스코프를 직접 로봇 말단장치에 장착

한 후 칼만필터를 적용하여 말단장치의 움직임을 

최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3. 칼만필터를 이용한 로봇 자세측정 

연속체로봇의 초기 자세를 Fig. 1과 같이 수직으

로 설정하고 즉 모든 모듈의 공압인공근육을 수직

으로 정렬한 후 각각의 공압근육에 작용하는 공압

을 적절하게 제어하면 로봇 말단장치의 3 차원 운

동을 생성할 수 있다. 이때 기구적 특성으로 로봇 

말단의 자세에서 yaw 각은 변하지 않고 pitch 각과 

roll 각만 변하게 되므로 yaw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지자계(magnetometer)가 필요 없이 가속도계만으로 

연속체 로봇의 자세를 추정할 수 있다. 즉 공간상

의 기준계(reference frame)의 Z 축을 중력방향으로 

설정하고 가속도계를 로봇 말단에 설치하고 3 축 

가속도 [ax ay az]를 측정하면 기준좌표계에서의 중

력가속도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진다.   

 

 [ ] [ ]TT

zyx gaaa 00RB

I=  (1) 

 

여기서 g 는 중력가속도이며 RB

I 는 기준계에서 

로봇 말단의 좌표계(body frame)로의 3x3 회전행렬

로서 yaw, pitch, roll의 오일러각(Euler angles) 혹은 

이에 대응되는 4 개의 원소를 가진 쿼터니온

(quatern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가속도 

측정에 외란이 없다면 로봇 말단의 pitch 각과 roll

각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2atan 22

zyx aaa +−=β  (2) 

),(2atan zy aa=γ   (3) 

 

그러나 로봇이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상태에서는 

중력가속도만 작용하므로 자세추정의 오차가 없으

나 로봇이 가속이나 감속운동을 할 경우 로봇 말

단장치에서 자체 가속도로 인하여 – 식 (1)의 오

른쪽 가속도항에 로봇운동가속도가 더해짐- 자세

추정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 가속도계 외에 추가적으로 3 축 회전속도를 측

정할 수 있는 자이로스코프를 로봇 말단장치에 부

착한다. 그리고 두 관성센서의 장∙ 단점을 융합하

여 최적의 자세를 추정하기 위해 칼만필터(Kalman 

Filter)를 이용하였다. 항공분야, 가상현실분야에서 

관성센서를 이용한 자세추정에 많이 사용되는 칼

만필터에 있어서 동적 움직임으로 생기는 외부가

속도의 추가로 인한 각도오차를 정밀하게 보상하

기 위해 가속도신호의 크기에 따라 외란분산값을 

가변하는 방법(9)과 오차 유수(residue)를 이용하여 

가속도를 추정하는 적응(adaptive) 칼만필터(10) 등

이 제안되었으나 계산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속체로봇의 고속제어를 위해서 

시스템 상태변수의 갯수를 최소로 하여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칼만필터를 다음과 같이 유도하였다. 

먼저 로봇 말단장치의 회전각에 대한 운동방정식

은 다음과 같이 쿼터니온을 이용하여 유도된다.(11)  
 

 [ ]Tω0q
2

1
q ⊗=ɺ    (4) 

 

여기서 q 는 쿼터니온으로 각도의 크기를 나타내

는 스칼라, s와 각도의 방향을 나타내는 3차원 행 

벡터(row vector), u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TT
qqqqs 4321uq ==  (5) 

 

그리고 ω는 회전속도를 나타내는 행벡터로서 3

축 자이로스코프에서 측정된 값이며 식 (4)는 오

일러각 대신 쿼터니온으로 운동식이 모델링되어 

gimbal lock 으로 인한 특이점문제를 피할 수 있다. 

두 쿼터니온 곱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221 uu ss 1       

      [ ]2112212121 uuuuuu ×++− ssss T
 (6) 

 

로봇 말단장치의 자세를 나타내는 방향 쿼터니

온을 상태변수로 잡고 식 (4)를 이산방정식으로 

근사하여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1k1k1kk w∆qqq −−− ++= tɺ , Q),0(w k 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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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Δt 는 샘플링시간이며 모델링 외란 w

는 평균이 0 이고 분산이 Q 인 가우시안(Gaussian)

시퀀스(sequence)로 가정할 수 있다. 식 (7)을 선형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k1k1kk wqΦq −−− +=   (8)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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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말단장치에서의 자세는 운동 전후에 yaw

각의 변화가 없으므로 가속도계의 측정값으로 식 

(1)을 이용하여 각 쿼티니온의 원소들을 직접적으

로 계산이 된다. 따라서 칼만필터의 측정모델은 

다음과 같다. 
 

 kk44k vqIz += ×  , R),0(v Nκ ≈  (9) 

 

여기서 측정외란, v 역시 평균이 0 이고 분산이 

R 인 가우시안 시퀀스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로봇 말단장치의 방향 쿼터니온을 상태변수로 하

여 이를 최적으로 추정하는 칼만필터는 식 (8)의 

운동모델과 식 (9)의 측정모델을 가진다. 먼저 운

동모델을 통한 전처리(priori process) 추정변수와 

오차 공분산(covariance)은 다음과 같이 개선

(update) 된다.(12)  
 

 )(q̂Φ)(q̂ 1k1kk +=− −−   (10) 

 QΦ)(PΦ)(P T

1k1k1kk ++=− −−−  (11) 
 

여기서 hat(^)은 상태변수의 추정값(estimated 

value)을 나타내고, 변수 혹은 행렬 뒤의 (-)는 전

처리 추정 그리고 (+)는 후처리(posteriori) 추정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측정모델을 통한 개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12)  
 

 

 

 

 

 

 

 

 

 

Fig. 2 Flow sequence of proposed Kalman filter 

 
1

kkk R])()[P(PK −+−−=   (12)
 

 ))(q̂(zK)(q̂)(q̂ kkkkk −−+−=+  (13) 

 )(PK)(P)(P kkkk −−−=+   (14) 
 

따라서 연속체 로봇 말단장치의 자세추정을 위

해 제안된 칼만필터는 Fig. 2 와 같이 운동모델은 

자이로스코프의 측정값이 사용되고 측정모델은 가

속도계의 측정값이 사용되어 매 샘플링주기마다 

최적의 값으로 개선된다.   

4. 실험결과 및 토의 

4.1 영상처리를 통한 로봇 말단장치의 위치추정 

웹캠을 이용하여 연속체로봇 말단장치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Fig. 3 과 같이 12 쌍으로 구

성된 마커(marker)를 부착한 방한지를 정적인 상태

에서 초점거리에 놓고 영상처리를 수행하였다. 영

상처리는 LabVIEW 에서 제공하는 영상처리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였으며 12 쌍의 마커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각각 추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 마

커쌍에 대해서 3 번씩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제

거리와 각도는 방안지의 눈금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마커 사이의 길이는 25mm 에서 111mm 사

이에 분포하고 각도는 0 ̊ 에서 90 ̊ 사이에 분포한

다. 길이 측정의 경우 0.7mm 의 평균오차와 0.6 

mm 의 표준편차를 보였으며 각도측정의 경우 

0.3 ̊의 평균오차와 0.4 ̊의 표준편차를 보여 정적인 

상태에서 영상처리를 이용한 위치와 각도측정은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Table 2 Results of machine vision with 12-pair markers 

 mean  

of error 

standard deviation 

of error 

distance (mm) 0.7 0.6 

angle (deg.) 0.3 0.4 

 

 

 

Fig. 3 Reference markers for machine vision 

Gyroscope 

Accelerometer 

System Dynamics 

Model 

Measurement Model 

ω 

)(P),(q̂ kk −−  

q  

)(P),(q̂ 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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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로봇 말단장치의 수직운동 

연속체로봇의 구동부로 사용되는 공압근육은 가

해진 공압에 비례하여 근육이 수축된다. 연속체 

로봇의 피드벡 제어를 수행하기 앞서 먼저 개루프 

형태로 모든 공압서보밸브에 동일하게 0V(게이지 

압력 0 bar)부터 10V(게이지 압력이 6 bar)까지 1V

의 간격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도록 명령신호를 가

한다. 이 경우 서보밸브에 연결된 공압근육에  동

일한 형태로 0 bar 에서 6 bar 까지 공압이 계단방

식으로 증가하고 수축하기 때문에 로봇 말단장치

도 이에 맞추어 수직으로 움직인다. 이를 말단장

치에 부착한 마커의 위치를 웹캡을 이용하여 

24fps 의 속도로 영상처리하여 로봇 말단장치의 수

직변위를 계산하였다.  

Fig. 4는 2단으로 조립된 연속체 로봇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동일한 1V 압력 증가분 

혹은 감소분에도 압력값에 따라 말단장치의 변위

는 차이가 생긴다. 즉 3.5 bar 에서 1V 의 명령증가

분에 대해서 가장 큰 변위가 발생한다. 수직변위

를 각 공압인공근육의 수축률(수축변위/압력을 가

하지 않은 근육길이)로 변환하여 도식화하면 Fig. 

5 와 같다. 6 초 사이에 20 단계의 증가와 감소를 

수행하는 느린 준정적(quasi-static)과정에서 히스테

리시스(hysteresis) 특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0 에서 18% 까지 수축률을 보이는 전체구간에서 

비선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로봇 구동부 

운동모델의 선형화를 통해서 선형제어를 적용하려

면 공압인공근육 상극구동의 평형점을 3 bar 로 하

여 각 공압근육의 제어를 제한된 압력범위에서 수

행하여야 한다.  

 

4.3 로봇 말단장치의 굽힘운동 

연속체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인 굽힘운동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공압인공근육 각각에 다른 공압

을 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수직으로 설

치된 2 단의 연속체 로봇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오

른쪽에 위치한 근육은 0.6 bar 의 공압을 유지하고 

왼쪽에 위치한 근육은 0.6 bar 에서 6 bar 까지 0.6 

bar 간격으로 계단방식으로 증가시킨다. 그리고 중 

심에 위치한 공압인공근육은 오른쪽과 왼쪽의 평

균 값을 취하도록 하여 로봇의 말단이 단계적으로 

Fig. 6(a)와 같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좌∙ 우근육의 공압을 반대로 설정하여 

Fig. 6(b)와 같이 오른쪽으로 굽힘운동이 일어나도

록 하였다. 

로봇말단의 자세측정은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각

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로봇의 좌∙ 우 동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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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end-effector measured 

by a web-camera 
 

 
 

Fig. 5 Contraction ratio of PAM vs gage pressure applied 
during vertical motions of the continuum robot 

 

 
(a)                   (b) 

Fig. 6 Photos of bending motions of the end-eff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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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eftward bending motions of the end-effector dotted: 

accelerometer only, solid: Kalman Filter 
 

에 따라서 촛점거리의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고 이

러한 변화에 각도측정 결과가 민감하게 변하여 안

정하게 측정을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로봇 말

단장치의 자세측정은 3 절에서 제안한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자세추정의 정밀도는 관성 

gage pressure (bar) 

c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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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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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stimation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Kalman filter and the motion tracker of Xsens 

 Leftward 

bending 

Rightward 

bending 

RMS difference 0.2 deg. 0.2 deg. 

Max. difference 0.9 deg. 0.8 deg.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Xsens 사 모션트랙커(motion 

tracker) 센서제품(Mti-30 AHRS) 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칼만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가속도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추정을 한 경우 Fig. 7 의 

점선과 같이 나타났다. 계단방식의 구동부 압력변

동으로 인하여 로봇 말단장치의 급격한 가속도가 

생길 때마다 큰 각도 변동 피크를 보여주고 있으

며 이를 일부구간을 확대한 Fig. 8 과 같이 센서신

호가 각 계단상승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 정착되면 

각도추정변동이 점차 감소하여 수렴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칼만필터를 사용했을 시에

는 Fig. 7, Fig. 8의 실선과 같이 비교적 균일한 계

단형태의 각도추정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칼만필터 적용 시 10ms 샘플링 시간간격으로 추

정변수의 개선이 이루어지며 가속도계와 자이로스

코프의 편이(bias)값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는 가

정하에 초기 정적인 상태에서의 평균값으로 편이

값을 구하여 보상하였다. 또한 칼만필터의 개선에 

사용되는 운동모델의 외란 분산값, Q 은 정적상태

에서의 자이로스코프 오차분산값 0.00005I4X4 을 사

용하였으며 측정모델의 외란 분산값, R 은 가속도

계 오차분산값에 100 을 곱한 0.006I4X4 을 사용하

였다. 측정모델의 외란 분산값을 인위적으로 크게 

한 이유는 로봇의 감∙ 가속 시 발생하는 가속도계

의 오차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속도계의 

신뢰도를 자이로보다 낮추기 위해서이다.  

Fig. 9와 Fig. 10는 동일한 좌∙ 우 굽힘운동에 대

해서 제안한 칼만필터의 추정결과와 시판되는 모

션트랙커센서(적용된 자세추정의 자세한방법은 공

개하지 않음)의 결과를 비교한 그림으로서 각 정

착단계뿐만이 아니라 단계의 전이구간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1은 오차 공

분산(error covariance) 행렬의 크기를 행렬 트레이

스(trace)로 수치화하여 그 수렴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10ms 의 샘플링을 고려할 때 20 회의 개선

주기 안에 수렴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Table 3 에 정리한 바와 같이 상승과 

하강의 전체구간에 대해 왼쪽방향으로 굽힘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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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agnified picture of leftward bending motions      
dotted: accelerometer only, solid: Kalm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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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eftward bending of the end-effector dotted: Kalman 
Filter, solid: motion-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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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ightward bending of the end-effector dotted: 

Kalman Filter, solid: motion-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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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race of error covariance (leftward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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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제안한 칼만필터 추정궤적과 모션트랙커 

추정궤적 사이의 rms(root mean square) 차이는 0.2 ̊ ,

최대차이는 0.9 ̊, 그리고 오른쪽방향으로의 굽힘실

험에 있어서 rms 차이는 0.2 ̊ , 최대차이는 0.8 ̊ 로

서 모션트랙커센서의 정밀도 (정적 0.2 ̊ /동적 0.5 ̊ ) 

를 고려할 때 제안된 칼만 필터가 연속체 로봇 말

단부의 자세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볍고 큰 구동력을 낼 수 있는 

공압인공근육을 기본 백본 및 구동장치로 사용하

는 내부형 연속체로봇의 설계개념을 제시하였다. 

병렬로 구동하는 4 개의 공압인공근육을 기본모듈

로 하여 이를 적층한 구조를 가진 내부형 연속체

로봇에 개루프방식의 계단형 구동명령을 각 공압

인공근육에 가하여 연속체로봇 말단장치에서의 수

직운동특성과 좌∙ 우 굽힘운동특성을 실험을 통해

서 분석하였다. 또한 내부형 연속체로봇은 강체기

구식으로 말단장치의 자세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

에, 웹캠을 이용한 영상처리기법 그리고 3 축 가속

도계와 3 축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칼만필터 추

정방법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내부형 연속체로봇

에 제안한 칼만 필터를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을 때 로봇 말단장치에서의 높은 감∙ 가속 운동시

에도 정확한 자세추정성능을 보여주었다. 추후 본 

논문에서 제시한 특성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가변강

성에 대한 모델링과 제어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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