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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사이버 물리 생산 시스템 (CPPS: cyber 

은 차 산업혁명에서 physical production systems) 4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의 벽

을 허무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cyber physical 

을 생산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systems) [1-4]. 

의 핵심 기술로 네트워크를 통한 물리 세계의 CPPS

개체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한 기법

들이 연구된다 특히 사이버 물리 생산 시스템에서 . 

사용되는 로봇의 물리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물리 세계의 개체를 사이버 세계에 구현하고 동기

화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로봇의 다. 

양한 응용 분야에서 로봇에 가해지는 외력을 측정

하여 로봇을 제어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로봇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은 직[5-8]. 

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눠진다 직접적. 

으로 힘을 측정하는 방법은 로봇의 관절이나 표면

에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추가적인 알고리즘 없이 정확하게 힘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힘 측정 센. 

서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설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간접적인 방법은 카메라 전류 센서 엔코더. , ,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간접적(encoder) [9-11]. 

인 힘 측정 방법은 물리적인 관계들을 이용하여 각 

센서로부터 측정된 물리량을 힘으로 변환한다 카메. 

라와 전류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 비교적 정확한 힘

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센서의 설치, 

가 필요하다 엔코더의 경우 대부분의 모터에 장착. 

이 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 

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엔코더를 이용하여 로봇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경우 엔코더로부터 측정한 속도와 가속도를 

이용한다 로봇의 모델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신. 

경망을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제안된다 입력 토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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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조인트의 각도, 각속도 변화 정보를 학습하여 

로봇에 가해지는 외력을 추정한다. 인공신경망을 사

용하는 경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학습되지 않은 영역에 대

해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12].

로봇의 모델을 통해 외력 추정기를 설계하는 방

법들은 주로 확장된 상태 관측기를 기반으로 한다. 

뉴턴-오일러 방법 또는 오일러-라그랑지 방법을 이

용하여 로봇의 동역학 모델을 유도하고 유도된 모

델을 이용하여 외력 추정기를 설계한다 [13, 14]. 

설계된 외력 추정기는 매니플레이터 (manipulator)

에 입력되는 토크 값과 엔코더로부터 측정한 조인

트의 각도와 속도 값을 이용하여 로봇에 가해지는 

외력을 추정한다. 모델 기반의 외력 추정기의 경우 

모델 오차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외력 추정 결과

에도 항상 오차가 포함된다. 따라서 모델 오차를 보

상해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최근 로봇의 응용 분야가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로봇의 힘 제어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유연한 힘 

제어 방식의 하나로 임피던스 제어가 많이 연구되

고 있다 [15, 16]. 임피던스 제어는 로봇이 원하는 

임피던스 특성을 가지도록 가상의 스프링 (spring)

과 댐핑 (damping) 계수를 제어기에 추가한다. 매

니플레이터의 임피던스 제어를 통해 유리, 플라스틱

과 같은 파손되기 쉬운 재질의 제품 공정을 가능하

게 한다. 로봇들의 협동 제어 또는 로봇-인간 협업

의 경우 가해지는 힘의 크기에 따른 임피던스를 조

절하는 제어가 필요하다. 적응 임피던스 제어를 통

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 다양한 로봇과 협동작업

을 할 수 있게 한다.

과거에는 로봇 기반의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엑추에이터 (actuator), 센서, 제어기, 모니

터링 시스템을 모두 구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

다. 특히 제조사나 종류가 다른 센서나 엑추에이터

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시스템에 새로운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최근 robot operating system (ROS)이 많

이 사용된다 [17]. ROS는 부품과 부품, 로봇과 부

품, 로봇과 로봇 또는 로봇과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따라서 

CPPS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의 연결에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물리 생산 시스템을 위한 외

력 추정기 기반 적응 임피던스 매니플레이터 제어 시

스템 구조를 제안한다. 논문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ROS 기반의 매니플레이터 제어 시스템 구조

Fig. 1 Manipulator control system structure 

based on ROS

§ CPPS를 위한 ROS 기반의 매니플레이터 모니터

링 및 제어 시스템 구조가 제안되고 구현된다. 

§ 힘 센서리스 매니플레이터를 위해 외력 추정기

가 설계된다. 설계된 외력 추정기는 외력 추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평균적인 여분의 힘 (residu

al force)을 고려하였다.

§ 다양한 로봇의 테스크 수행 능력을 위해 힘 센

서리스 외력 추정기 기반의 적응 임피던스 제어

기가 제안된다.

§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4축 매니플레이터에 적용한 실험이 수행되고 

결과가 제시된다.

Ⅱ. 시스템 구조

1. ROS 기반 매니플레이터 제어 시스템

CPPS를 위한 매니플레이터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해 그림 1과 같은 ROS 기반의 시스템 구조를 제

안한다.

그림 1은 제안된 매니플레이터 제어 시스템 구

조를 나타낸다. CPPS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제어 시

스템이 ROS 노드로 구현된다. 그림 1에서 Node 1

은 로봇의 물리적인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

드로 각 조인트의 각도, 각속도, 가해지는 힘의 크

기가 출력된다. 출력되는 정보를 통해 사용자는 매

니플레이터의 상태를 가상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

다. Node 2는 힘 센서리스 매니플레이터에 가해지

는 외력을 추정하고 적응 임피던스 제어를 위해 구

현된다. Node 3은 매니플레이터의 센서와 엑추에이

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Main Node는 각 노드

들의 데이터들과 연결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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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센서리스 외력 추정기 기반 적응 . Ⅲ

임피던스 제어

본 논문에서는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개의  7

자유도를 가진 로봇 매니플레이터에 대하Sawyer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로봇은 개의 회전 관절. 7

을 가진 로봇이며 아래와 같은 동차행렬변환을 통,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

다.

  











cos  sin cos sinsin cos

sin  cos cos  cos sin sin

 sin cos 
   



여기에서     에 대하여   ,, 그리고 , 

는 링크 길이 링크 비틀림 링크 오프셋 그리고 , , , 

조인트 각도를 의미한다.

로봇의 각 링크들의 위치를 표현하기 Sawyer 

위하여 표 과 같은 1 Denavit-Hartenberg (D-H) 

파라미터를 이용한다.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은 운동에너지와 위치에-

너지의 차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에서 는 운동에너지, 는 위치에너지이

다 변분법의 기본정리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라. 

그랑지 방정식이 유도된다.












 (2)

여기에서 는 매니플레이터의 조인트의 회전각

도 벡터이고, 는 조인트에 가해지는 토크 벡터를 

의미한다.

차원에서의 매니플레이터의 운동에너지는 병진 3

운동에너지와 회전 운동에너지를 고려해야한다 질. 

량중심에 대한 위치에너지를 구하여 라그랑지 방정, 

식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매니플레이터 동역학 

시스템을 유도할 수 있다 [18].

      in   (3)

Link    

1 0.081 0.3170 


0

2 0 0.1925 


+



3 0 0.4000 +


0

4 0 -0.1685 +


+

5 0 0.4000 


0

6 0 0.1363 


+

7 0 0.1345 0 +



표 로봇 파라미터1. Sawyer D-H 

Table 1. D-H parameter of the Sawyer

여기에서 는 관성 행렬이고, 는 원심력과 코

리올리스가 고려된 행렬이며, 는 중력 벡터를 의

미한다. in은 로봇의 모터에 원하는 각도를 가지기 

위하여 인가되는 제어 입력이다.

여분의 힘 (residual force) 은 아래와 같이

  (4)

로 정의되며 여기에서 ,, 는 외력 마찰력  , 

그리고 모델 오차이다.

식 의 여분의 힘 (3) 를 추정하기 위해서 아래

와 같은 외력 추정기를 설계한modified extended 

다 [19].










 



 

(5)

여기에서       
이고, 는 

측정된 모멘텀과 추정된 모멘텀의 오차로 정의된다. 

은 일반적인 모멘텀의 추정값이며,  로 

정의하고, 는 여분의 힘의 추정값, ,는 임의의 

대각행렬이며 원소들은 추정기의 게인을 의미한다.

로봇에 작용하는 여분의 힘 중 마찰력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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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찰의 종류 (점성마찰, 정지마찰, 쿨롱마찰)

Fig. 2 Types of friction (viscous, static, coulomb friction)

래와 같이 선형적, 비선형적인 마찰력으로 구분 된

다 [20].

§ 점성마찰: 인가된 힘과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

§ 정지마찰: 물체의 속력이 없을 때 발생하는 마찰력

§ 쿨롱마찰: 속도의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의 마찰력

로봇에 토크가 가해지는 경우 그림 2와 같은 3

가지 종류의 마찰력이 합성된 형태로 나타난다. 정

확한 를 추정하기 위해서 로봇의 속도에 따라 

변하는 마찰력 와 속도와 가속도에 따라 변하는 

모델 오차 합의 평균인 를 구한다. 따라서, 
은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6)

4. 적응 임피던스 제어기

 로봇이 사용자가 원하는 임피던스 특성을 가지

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피드백 형태의 

제어입력을 고려한다.

  (7)

여기에서 는 목표 각도 벡터이며 와 는 

제어기의 게인을 나타낸다. 

외부에서 추가적인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제어

기의 게인들을 변화시켜 로봇이 환경에 적응적인 

그림 3. 힘 센서리스 외력 추정기반 적응 임피던스 

제어기 구조

Fig. 3 The variable impedance control structure 

based on sensor-less external force estimator

임피던스 특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적응형 임피던

스 제어기의 입력 형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i f  

 i f   (8)

여기에서 ,,, 그리고 는 제어기의 

게인을 나타낸다. 제어 입력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14권 제  5호  2019년 10월 263

그림 4. 각 조인트별 목표 각도

Fig. 4 The desired degrees at each joints

특정   값과 modified extended 상태 추정기 기

반으로 추정된 값에 따라서 다른 임피던스 특

성을 가지는 게인을 고려하면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

5. 힘 센서리스 외력 추정기 기반 적응 임피던

스 제어

Sawyer 로봇을 로봇 또는 사람들과 협업하기 

위하여 외력 를 검출하고 그에 따라 임피던스 

게인들을 조절하는 시스템 구조를 그림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awyer 로봇의 제어 입력 in에는 원하는 각도

로 이동시키는 제어 토크와 현재의 로봇 자세를 유

지 하기 위한 중력보상 토크 값을 주게 된다. 이 제

어 입력과 센서로부터 측정된 각도, 각속도를 이용

하여 추정기에서 여분의 힘 을 추정하고 보상기

를 통하여 추정된 외력 을 감지한다. 외력이 감

지되는 경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순응적으로 

로봇이 이동하기 위하여 임피던스 게인들을 0으로 

조정한다. 외력의 추정 성능과 제안하는 적응 임피

던스 제어 방법의 효율성은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

과에서 확인한다.

Ⅳ.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1. MATLAB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연구한 외력 추정기의 감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 조인트에 외력을 인가하여 

그림 5. 조인트 2번, 3번 외력

Fig. 5 The external forces at joint 2 and 3 

그림 6. 각 조인트별 추정된 외력

Fig. 6 The estimated external forces at each joints

추정된 외력과 인가한 외력의 값을 비교하였다. 조

인트들의 초기 각도 (라디안) 와 목표 각도 는 

다음과 같다.

        

        

인가한 외력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진다.

        

그림 4는 외력이 발생하는 동안 각 조인트가 초

기 각도에서 목표 각도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와 6을 통하여 조인트 2번, 3번에 인가한 외

력이 3~4초 동안 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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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인트 번 추정된 외력 및 센서에서 측정된 외력7. 1~4

Fig. 7 The estimated external forces and the forces measured from sensors at each joints (1~4)

외력 추정기의 성능 실험을 위하여 로Sawyer 

봇이 회전 가능한 방향으로 그림 과 같이 조인트7

에 외력을 인가하였다.

그림 의 그래프에서 조인트 번에 인가하는 7 1~4

외력은 파란 선이며 빨간 선은 외력 추정기에서 추, 

정된 와 마찰력과 모델 오차를 고려한 평균적인 

토크 를 뺀 값을 나타낸다.

실험한 외력 추정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 2 norm ∞ 을 이용하여 조인트별 외력의  norm

오차를 구하였다 시뮬레이션 샘플링 시간은 초 . 0.02

이며 외력이 발생하는 순간의 샘플 개수는 개, 100

이다 표 에서 의 은 다른 조인트들의 . 2 q2 2 norm

값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며 이는 그림 의 그래프, 7

에서와 같이 에 외력이 발생하는 시간 초 동q2 7~9

안 전체적으로 잘 추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 

의 경우 에서는 초 일 때 의 오차norm q1 4.45 5.30 , 

에서는 초 일 때 의 오차 에서는 q2 8.7 6.21 , q3 16.5

초 일 때 의 오차 에서는 초 일 때 3.38 , q4 23.88

의 오차를 얻었다6.24 .

협업이 가능한 로봇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외력 추정기 기반 적응 임피

던스 제어기를 이용하여 그림 과 같이 실험하였다8 . 

외력이 특정 의 값을 넘지 않는 경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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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외력 추정기 기반 적응 임피던스 제어기 실험

Fig. 8 The experiment of variable impedance controller based on external force estimator

기의 게인  , 을 가진다. 임의의 외

력을 인가한 뒤, 외력이 감지되는 동안은  , 

 의 제어기 게인을 갖는 입력을 이용하여 외

력에 순응적으로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사이버 물리 생산 시스템을 위한 산

업용 매니플레이터의 힘 센서리스 외력 추정기 기

반 적응 임피던스 제어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

는 로봇 운영 체제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우리는 매

니플레이터의 동역학적 모델을 고려한 modified 

extended 외력 추정기를 설계하고, 외력에 따라 게

인이 조절되는 적응 임피던스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외부에서 인가되는 토크 를 추정하기 위하여 추

Joint  time 2 norm ∞  norm

q1 t=[3,5] 10.28 5.30

q2 t=[7,9] 3.49 6.21

q3 t=[15,17] 8.36 3.38

q4 t=[22,24] 13.09 6.24

Average 8.81 5.28

표 2. 외력 추정 오차 (Nm)

Table 2. The external force errors 

정된 여분의 토크 와 실험에서 얻은 평균적인 오

차 토크 의 차를 이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로봇

과 협업이 필요한 환경에서 외력 감지를 통하여 작

업자에게 안전한 협업 시스템을 제공해준다. 또한, 

로봇을 작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 적은 

힘으로도 이동 가능하게 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

킨다. 제안된 구조의 타당성은 MATLAB의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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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외력 추정기의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차 토크 를 정확하게 

추정해야하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연구주제는 오차 토크 를 정확히 추

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문, 

제를 데이터 기반의 기법들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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