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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능로봇의 적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로봇의 
형태와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다. 극한 환경이나 
유해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작업하는 로봇의 경우 
주어진 작업에 최적화되도록 로봇 외형을 설계할 
수 있으나 인간과 협업작업을 수행하는 서비스로

봇의 경우 로봇 기구의 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간과의 충돌 안전성을 고려하여 로봇의 형태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다양한 움직임을 생성할 수 있으며 부드러

운 접촉이 가능한 연속체봇이 자연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동물 기관에 ─ 문어의 촉수, 코끼리 코 
등 ─ 영감을 받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1) 상
품으로도 출시되고 있다.(2)  

지금까지 개발된 연속체로봇의 종류는 구동방식

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연속체로봇을 
구성하는 백본(backbone)의 소재로 고정된 강성을 
가진 스프링을 사용하고 각 마디절에 케이블을 연
결하여 로봇의 운동을 제어하는 외부형,(3,4) 백본의 
재료로 공압인공근육(Pneumatic Artificial Muscle, 이

Key Words: Continuum Robot(연속체로봇), Pneumatic Artificial Muscle(공압인공근육), Euler Angle (오일러 각
도), 자코비안(Jacobian)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압인공근육을 구동부로 가지는 내부형 연속체로봇의 기구학을 제시한다. 연속체

로봇 단일마디는 세 개 인공근육의 병렬구조로 구성되며, 각 인공근육은 가해지는 공기압력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수축하여 근육의 한쪽이 부착된 기준 마디절에 대해서 근육의 다른쪽이 연결된 원격의 마디

절의 공간상 운동이 발생한다. 인공근육의 굽힘형상을 고려하여 원격 마디절 중심에서의 방위와 위치를 

예측하는 기구식을 유도하였으며, 단일 마디를 여러 층으로 적층하였을 때 로봇 말단장치에서의 방위와 

위치도 변환행렬의 곱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인공근육의 길이/압력 변화에 따른 말단장치에서의 속도를 

계산하는 자코비안 행렬을 구동부의 위치배열을 고려하여 유도하였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제시한 기구

식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kinematics of an intrinsic continuum robot actuated by pneumatic artificial muscles. 
The single section of a developed continuum robot consisted of three muscles in parallel. The contraction of each 
muscle according to applied air pressure produced spatial motions of a distal plate with respect to a base plate. Based on 
the bending behaviors of artificial muscles, the orientation and position of the end-effector of a continuum robot were 
formulated using a transformation matrix. The orientation and position was also determined for a single section of the 
distal plate. A Jacobian matrix relating the contraction rate or the pressure rate of the muscles to the velocity vector of 
the end-effector was calculated considering the assembled position of actuators between neighboring sections of the 
robot.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motions of the intrinsic continuum robot were accurately estimated by the 
proposed kin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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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PAM)이나 형상기억합금 등 능동소재를 사용하

여 마디절의 상대 운동을 생성하는 내부형,(5,6) 그
리고 외부형과 내부형의 형태를 동시에 가지는 혼
합형(7)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형은 케이블의 길이를 조정하여 연속체로봇

의 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개발되

는 연속체로봇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케이

블과 풀리사이의 미끄러짐, 케이블의 처짐으로 인
하여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내부형

은 운동모델링이 어려우나 능동소재의 특성을 이
용하여 강성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접촉

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속체기구의 많
은 연구들이 하드웨어 설계, 구동시연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연속체로봇 운동모델링 그리고 실시

간 제어기법에 있어서는 관련 연구가 미비하다.  
연속체로봇 기구학과 관련해서 연속체백본의 굽

힘형태를 수학적 형상함수를 이용해서 최적맞춤하

려는 연구는(8,9) 많은 반복 계산량으로 실시간 적
용이 어렵다. Hannan(3)은 곡률(curvature)과 Denavit-
Hartenberg 기법을(10) 응용하여 연속체 로봇의 기

구식을 제안하였으며, Jones(4)는 이를 3차원으로 확
장하여 내부형 및 외부형 모두 적용가능한 기구식

을 제안하였으나 케이블을 공유하는 이웃하는 마디

들이 동일한 곡률을 가진다고 가정하여 실제 적용

이 제한적이다. Chen(5)은 의료용 수술에 적용하기 
위해서 PAM을 이용한 내부형 로봇의 기구식을 유
도하였으나 단일 마디에 대한 해석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 기구모델링 연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연속체로봇 경로계획 및 제
어가 가능하도록 간결한 기구식을 제시한다. 제안

한 연속체로봇 기구식은 오일러 각도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조인트가 없는 연속체로봇의 자세측정을 
위해 관성센서를 사용할 경우 상태신호가 일치한

다. 또한 각 마디 능동소재 위치가 다를 경우에도 
쉽게 이를 보정하여 최종 말단장치에서의 위치와 
방위를 계산할 수 있다. 제안된 기구식의 유효성

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개발된 내부형 연속

체로봇을(11)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 적용된 연속체로봇 

형태, 기구식 및 속도해석이 제시된다. 3장에서는 
제안된 기구식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절차와 결과

가 제시되고 4장에서 결론이 주어진다.  

2. 연속체로봇 기구식 

2.1 연속체로봇 시스템 
Fig. 1은 실험실에 개발한 내부형 연속체로봇이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continuum robot developed 

part unit : mm 
length of PAM 100 

diameter of PAM 10 
height of single section 168 

diameter of section-plate 75 
diameter of air-tube 4 

 

 
Fig. 1 Photo of the continuum robot developed 

 
다. 연속체로봇 하나의 마디는 마디절에 해당하는 
원판 그리고 마디를 지지하는 백본과 구동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PAM으로 구성된다. 마디판에 일
정한 간격으로 3개의 PAM을 배치하고, PAM에 가
해지는 공압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면 PAM이 수축

되어 기준 마디판에 대해서 원격 마디판은 3차원 
공간상에서 다양한 자세와 위치를 가지게 된다. 
다만 PAM이 길이방향으로만 수축하고 양쪽 마디

판에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판의 중
심을 지나는 수직축에 대한 회전 –뒤틀림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속체백본을 만들기 위해 여러 마디를 적층할 
경우 이웃하는 PAM 접합부의 기구적 간섭을 피
하기 위해 개발된 연속체로봇은 동일한 마디판에 
접합되는 이웃하는 PAM들이 서로 60° 어긋나게 
배열한다. 즉 연속체로봇의 초기상태에서 아래에

서 위로 숫자매김하여 2단의 위치한 PAM들은 1
단에 위치한 PAM들에 비해 -60° 회전하여 위치하

고, 다시 3단의 PAM은 2단의 PAM에 대해 60° 회
전하게 위치한다. 그리고 홀수번째 마디의 대응되

는 PAM끼리 그리고 짝수번째 마디의 대응되는 
PAM끼리는 각각 동일한 압력으로 제어하여 총 6
개의 공압서보를 가지고 연속체로봇의 운동을 생
성한다. 개발된 3단 연속체로봇 주요부품의 제원 

pressure 
servo 

cRIO 

continuum 
robot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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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ordinate for the single segment continuum 
 
 

은 Table 1과 같다.  
 
2.2 단일마디 기구식 
단일마디 연속체의 구조는 Fig. 2와 같이 3개의 

PAM과 마디절 원판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각 PAM
의 길이를 l1, l2, l3로 하자. 아래첨자의 숫자는 
PAM의 고유번호로서 X축 선상에 있는 PAM이 1
번이 되고 시계 방향으로 120° 간격으로 위치한 
PAM이 각각 2번, 3번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수식

전개에 있어서 PAM과 관계되는 변수는 아래첨자 
해당 숫자로 구분된다. 또한 다층마디로 적층하는 
경우에도 항상 각 마디판에 위치한 PAM들의 구
분은 동일한 방식으로 지역 좌표계(local frame)의 
X축상에 놓인 PAM부터 시계방향으로 명칭된다.  
각 마디판의 중심을 해당 판의 좌표중심으로 잡

고 판의 수직축을 Z축으로 설정한 후 아래에 위
치한 기준판에 대해서 원격판의 기구식을 전개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개 PAM의 굽힘이 일정한 
곡률을 가진 곡선으로 가정하면 Z축에 대한 각도, 
α와 X축에 대한 각도 φ 는 기하학적 관계로 PAM 
길이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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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은 원판중심에서 PAM 까지의 거리이다.  
두 판 중심 사이에 가상곡선의 길이 lc를 PAM

길이의 평균으로 잡고 위에서 유도한 각도를 이용

해서 기준판에 대해서 원격판 중심의 위치를 기준 
좌표계에 대해서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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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1 llllc
++

=  

 
다층 마디 전개를 위해서 기준이 되는 마디판의 

좌표계를 {i}, 다음으로 적층되는 원격판의 좌표계

를 {i+1}로 지칭하였다. 
이웃하는 마디판 사이의 좌표변환을 기존연구와

는 달리 Z-Y-X 오일러 각도변환을 통해서 유도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Z
축에 대한 요(yaw) 각도는 0이 되며 Y축에 대한 
회전인 피치(pitch) 각도 β와 X축에 대한 회전인 
롤(roll) 각도 γ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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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4), (5)의 오일러각도 그리고 식 (3)

의 좌표계 중심사이의 직선벡터를 이용해서 마디

절 원판에 위치한 좌표계 사이의 균일변환식

(homogeneous transform)은(10)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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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에서 c는 cosine 그리고 s는 sine의 약자로 

수식 간략화를 위해 사용한다.  
 
2.3 다층마디 기구식 
단일마디 연속체기구를 여러 층 적층할 경우 마

디운동을 증폭하고 각 마디들의 운동을 조합하여 
연속체로봇 전체로 다양한 형태와 운동을 생성할 
수 있다. 다층마디 연속체로봇의 기구식을 유도하

고 검증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연속체로봇은 
Fig. 1과 같이 3단으로 선정하였다.  

아래부터 위의 방향으로 연속체 마디운동을 전
개하기 위해 1단의 아래에 위치한 기저(base)를 기
준좌표계, {0}로 한다. 1단에 위치한 3개의 PAM 
수축에 의해서 두 번째 마디판의 운동은 식 (6)의 
균일변환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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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두 번째 마디판에 위치한 좌표계 {1}은 
오일러 좌표변화을 통해서 나온 좌표계이며 좌표

계 {2}는 좌표계 {1}을 Z축으로 -60° 회전하고 
마디판의 두께와 PAM 조립부 높이를 고려하여 
계산된 lgap 만큼 선형이동하여 설정된 좌표로서 
두 좌표계 사이의 균일변환식, 2

1T 은 시불변(time-
invariant)이다.  

좌표계 {2}에서 두 번째 마디의 PAM 배치는 
좌표계 {0}에서 첫 번째 마디 PAM 배치와 동일

하게 X축에 첫 번째 PAM 그리고 120° 간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PAM 이 위치한다. 따라서 식
(1)~(6)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두 번째 마디운동을 
다음과 같이 유도하며 이 경우 1번 대신 4번, 2
번 대신 5번 그리고 3번 대신 6번의 PAM을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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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디판의 좌표계 {3}와 {4}는 60° 회전

하고 동일한 직선변위 lgap 을 가진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마디에 위치한 PAM들은 첫 

번째 마디절에 위치한 PAM과 동일한 공압으로 
제어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끝단에 위치한 
원격판을 3단 연속체로봇 말단장치(end-effector)로 
한다면 최종 기구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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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 변환식을 통해서 6개의 PAM이 구

동되었을 때 말단장치에서의 자세와 위치를 계산

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연속체로봇 기구식에 있
어서 마디의 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도 추가된 변환

식 행렬을 곱의 형태로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기
구식을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다.  

2.4 속도해석 
단일마디 연속체기구의 구동부인 PAM 수축률

과 원격판 좌표중심에서의 속도관계를 연결하는 
자코비안(Jacobian)은 식 (6)을 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속도성분 중에서 회전각 관계식인 식 (4), 
(5)를 미분하여 회전속도를 PAM 길이변화율로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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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는 단일마디 자코비안 행렬(3 x 3)로서 행렬원

소의 상세사항은 부록에 기술하였다. 다층마디의 
경우 1단부터 3단 까지 각 단일마디의 회전속도성

분을 중첩하고 기준좌표계 {0}에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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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ij 는 좌표계 {i}에서 좌표계 {j}로의 회

전행렬을 나타내며 연속적인 회전인 경우 각 회전

행렬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동부의 수축률 벡터를 다음과 같이 각 PAM 

길이의 변화율로 정의하면, 
 

[ ]Tllllll 654321=v   (14) 
 
식(13)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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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331 ×= 0sJJ , [ ]sJJ 332 ×= 0   

 
여기서 03x3은 모든 원소가 0 인 3x3 행렬이다. 

3. 실 험 

3.1 제어 및 계측 시스템 
연속체로봇의 방위와 위치를 측정하여 2장에서 

제시된 기구식을 검증하였다. 먼저 마디판의 방위

를 측정할 때에는 판위에 관성센서(Mti-30, Xsens)
를 직접 부착하여 피치각과 롤각을 측정하였다. 
마디판 중심에서의 공간상 위치를 측정할 때에는 
외부카메라를 이용하여 Fig. 3과 같이 원판 위에 
부착한 구를 표식(marker)으로 패턴매칭(pattern 
matching)기법을 사용해서 구의 중심을 계측하였

다. PAM에 가해지는 공압은 공압서보장치(VPP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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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verage estimation error of single-segment 
orientation (degree) 
 roll pitch 

L1 0.1 0.7 
L2 0.8 0.3 
L3 0.4 0.4 

 
Table 3 Average estimation error of single-segment 

position (mm) 
 x (mm) y (mm) z (mm) norm 

L1 0.8 0.3 0.1 0.8 
L2 0.2 0.3 0.9 1.0 
L3 0.2 0.2 0.9 0.9 

 

 

Fig. 3 Pattern matching scheme using a ball marker for 
position estimation of the end-effector 

 
FESTO)에 의해서 조정되며 제어기(cRIO, NI)에서 
가해진 전압명령에 비례해서(0.6 bar/V) 압력이 증
가한다. 센서와 구동장치의 입출력제어 그리고 데
이터처리 및 저장은 그래픽기반 프로그램언어인 
LabVIEW 환경에서 구현하였다. 그리고 각 실험결

과들은 3번 반복 수행치의 평균값이다. 
 
3.2 기구식 검증실험 
단일 마디를 구성하는 3개의 PAM에 동일한 압

력 0.6 bar를 가한 후 X축상에 위치한 1번 PAM의 
공압만을 0.6 bar씩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6 bar까지 
증가시키면서(‘L1’으로 지칭) 원격판의 자세 (피치

각, 롤각) 그리고 위치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동일

한 방법으로 2번 PAM만(‘L2’로 지칭) 구동한 경우, 
다음으로 3번 PAM만 구동한 경우 (‘L3’로 지칭) 
순서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자세를 추정하는 실험결과로서 단계별 
추정오차의 평균값이다. Fig. 4는 각 단계별로 (0.6 
~ 6 bar) 측정한 모든 자세 추정결과이다. 전체적으

로 실험값이 이론값에 유사하게 추정하나 공압이 
높아지면 PAM간의 압력/수축률 차이가 커짐에 따 

 
(a) Roll angle (degree) 

 
(b) Pitch angle (degree) 

Fig. 4 Estimation of single-segment orientation theory: 
triangle -solid, experiment: circle-dotted 

 

     
  (a) L16              (b) L1345 

Fig. 5 Typical motions of 3-segment continuum robot 
 

라 오차도 다소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롤각

의 경우 ‘L2’ 구동에서 최대 0.8° 그리고 피치각의 
경우 ‘L1’ 구동에서 최대 0.7° 의 평균오차가 나타

났다. ‘L1’에서는 X축방향으로의 굽힘운동으로 롤
각의 변화가 없고 ‘L3’의 피치각은 ‘L2’와 거의 
일치하므로 그래프에서 생략하였다. 
위치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L1’ 구동

의 경우 X축 방향에서 최대 0.8mm의 평균오차를 
보였으며 ‘L2’, ‘L3’ 구동의 경우 Z축 방향으로 
0.9mm의 최대평균오차를 보였다. 모든 경우에 있
어서 공간상에서 1mm 이내의 평균 추정오차를 
보였다. 

3단 연속체로봇의 위치 및 방위추정 실험에 있 

L2 

L3 

pressure (bar) 

pressure (bar) 

L1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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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verage estimation error of 3-segment orienta-
tion (degree) 
 roll (deg.) pitch (deg.) 

L16 2.5 0.8 
L146 2.2 1.8 

L1345 1.5 1.2 
 

Table 5 Average estimation error of 3-segment position 
(mm) 
 x y z norm 

L16 1.5 3.6 2.2 4.5 
L146 2.7 0.6 2.7 3.9 
L1345 2.8 1.1 0.7 3.0 

 

어서는 다양한 운동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PAM을 구동하는 경우(1번 PAM, 6번 PAM을 구
동, ‘L16’로 명칭), 세 개의 PAM을 구동하는 경우

(1번, 4번, 6번 구동, ‘L146’로 명칭), 그리고 내 개
의 PAM을 구동하는 경우(1번, 3번, 4번, 5번, 
‘L1345’으로 명칭)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동이 되지 않는 PAM은 0.6 bar로 일정하게 유
지되고 구동하는 PAM들은 0.6 bar에서 6 bar까지 
0.6 bar 의 간격으로 증가하며 실험하였다. Fig. 5
은 각 구동에서 연속체로봇의 대표적 형태를 보
여주고 있다.  

Table 4는 3단 연속체로봇의 평균 자세추정결과

이며 Fig. 5는 각 단계별 자세추정결과이다. 피치

각에 비해 롤각의 추정오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단
일마디 연속체에 비해 3단 연속체가 누적된 오차

로 인하여 말단장치에서 3배 정도 큰 자세추정오

차를 보이고 있다. Table 5는 3단 연속체 로봇의 평
균 위치추정결과이다. ‘L16’의 경우가 -Fig. 6(a)- 가
장 큰 추정오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단일 연속체

에 비해 3단 연속체의 경우가 위치추종 오차에서4
배 정도로 커짐을 알 수 있다.  

 
3.3 속도해석 검증실험 
2.4에서 제시한 PAM의 수축속도와 연속체로봇 

말단장치에서의 회전속도 기구식을 검증하기 위해

서 PAM의 수축경로를 부드러운 궤적인 정현파로 
입력하고 연속체로봇 말단장치에 부착한 관성센서

의 자이로(gyroscope)로 회전속도를 측정하였다. 정
현파 입력을 통해서 연속체의 부드러운 운동을 발
생시키고 또한 입력과 출력의 진폭을 비교함으로

써 자이로의 오프셋(offset) 영향을 줄였다. 
먼저 연속체로봇에 사용된 PAM을 가지고 0.6 

bar의 간격으로 실제 실험을 수행하여 가해진 공
압과 수축률의 관계를 분석하면 Fig. 7과 같이 비 

Table 6 Results of velocity experiment (deg./s) 

Theory Experiment 
 

xω  yω  xω  yω  

L1 0 45 0 40 
L2 39 22 37 22 
L3 39 22 36 21 
L4 19 11 21 12 
L5 0 22 0 24 
L6 19 11 21 12 

 
 

 
(a) Roll angle (degree) 

  

 
(b) Pitch angle (degree) 

Fig. 6 Estimation of 3-segment orientation heory: 
triangle -solid, experiment: circle-dotted 

 

 
Fig. 7 Quasi-static characteristics of PAM contraction 

(mm) vs. gage pressure 
 

선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공압의 작동구간

을 선형적인 특성을 보이는 2.4 ~ 3.6 bar 구간에서

만 한정하면(Fig. 7에서 실선구간) 공압과 수축률은 
선형적인 관계로 근사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에 

L146 

L1345 

L16 

L146 

L16 

L1345 

pressure (bar) 

pressure (bar) 

pressur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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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공압의 입력명령, pg 은 1Hz의 주파수를 가
진 신호로 다음과 같다.  

 
3)2sin(6.0 += tpg π   (bar)  (16) 

 
Fig. 7의 선형구간에서 기울기는 1.8 mm /bar 이

므로 식 (16)과 같은 공압입력이 가해졌을 때 이
론적인 PAM 수축변화율 혹은 속도의 진폭은 6.8 
mm/s (1.8 x 0.6 x 2π )가 된다.  

3단 연속체로봇의 모든 PAM에 공압을 3 bar로 
유지한 상태에서 1번 PAM만 식 (16)의 공압신호

를 가해서 해당 PAM만 구동하게 하면서 말단장

치에서의 X축에 대한 회전속도, ωx 와 Y축에 대한 
회전속도, ωy 를 측정한다 (‘L1’으로 명칭). 다음으

로 2번 PAM (‘L2’으로 명칭), 3번 PAM (‘L3’으로 
명칭) 순서로 6번 PAM까지 실험하였다.  

Table 6은 연속체로봇 말단장치에서 식 (15)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구한 회전속도와 실험을 통해

서 구한 회전속도의 진폭이다. ‘L1’, ‘L2’, ‘L3’ 은  
 

 

 
Fig. 8 Angular velocities of the end-effector with 

sinusoidal contraction of PAMs  
solid: ωy , dotted: ωx  

1단과 3단에 위치한 두 개의 PAM이 구동되고 
‘L4’, ‘L5’, ‘L6’ 은 2단에 위치한 한 개의 PAM이 
구동되므로 전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큰 속도

값을 보여주고 있다. ‘L1’과 ‘L5’ 근육은 X축 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축 시 롤각의 변화가 없어 
X방향 속도성분이 없다. 전체적으로 이론값과 실
험값은 상대적으로 11% 이내에서 유사한 값을 보
여주고 있다.  

Fig. 8은 6가지 개별구동에 대한 말단장치의 회
전속도 궤적으로 PAM의 탄성적인 소재특성과(12) 
공기의 압축성 등으로 인하여 입력궤적인 1Hz 성
분 이외에 다른 불확실 성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강체링크와 회전관절로 이루어진 일반로봇 기구모

델링에 비해서 내부형 연속체로봇 모델링이 어려

운 점을 고려하면 2장에서 제시한 기구식이 연속

체로봇 기구특성을 유사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공압인공근육으로 구동되는 내부형 
연속체로봇의 기구모델식과 이에 대한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안된 기구모델식은 오일러각도 
변환을 통해서 유도가 되어 연속체을 구성하는 공
압인공근육의 배치를 고려하여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회전관절이 없는 연속체로

봇의 특성으로 관성센서로서 로봇 자세추정과 제
어를 할 경우 상태신호가 일치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정밀한 위치제어보다는 다양한 자세와 
외부환경과의 부드러운 접촉에 장점을 가지는 연
속체로봇의 기구모델링은 소재의 유연성으로 인하

여 어려움을 있지만 제시한 기구모델식을 통해서 
근사적으로 자세 및 위치추정이 가능함을 실제 실
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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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식 (4), 식 (5)을 각 인공근육의 길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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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번째 마디의 경우 구동부 입력벡터가 

[ ]Tlll 654 로 변경될 뿐 식 (A1)에서 표현되는 

단일마디 자코비안 행렬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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