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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미세전자기계시스템 (MEMS) 자이로 센서는 다양한 로봇 

어플리케이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MEMS 자이로 센서는 

각속도 측정에 필요한 코리올리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엑츄에이터를 

내장하여 고정된 공진 주파수로 질량체를 진동시킨다. 이는 로봇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자이로 센서의 질량체를 진동시킴으로써 전력을 

낭비한다. 또한, 이러한 계속적인 진동은 자이로 센서를 공진 주파수와 

유사한 주파수를 갖는 외부의 음파에 대해 취약하게 만든다. 본 논문은 

곤충의 평형곤을 모사한 새로운 자이로 센서 방식에 대한 feasibility 를 

제시한다. 주로 파리류 곤충에서 발견되는 평형곤은 코리올리 힘에 의한 

생체의 각속도를 감지하는 기관이다. 날개의 근육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날개가 움직일 때만 날개와 동일한 주파수로 평형곤이 

진동한다. 평형곤의 진동은 곤충이 회전 운동을 할 때 코리올리 힘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생체의 평형곤 구조를 모사하여, 로봇의 액츄에이터 

메커니즘과 긴 막대 모양의 구조체를 결합한 자이로 센서를 제시한다. 

로봇은 센서의 내장된 엑츄에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로봇이 움직일 

때에만 평형곤 모사 구조체를 진동시킬 수 있다. 진동하는 구조체 

끝에는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로봇의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코리올리 

힘을 측정한다. 그러나, 가속도 센서로 입력되는 신호는 다양한 주파수 

요소가 혼합되어 있고 노이즈에 의해 신호가 왜곡되어 원 신호는 효용 

가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진폭 변조 (the amplitude modulation 

method) 기반의 신호 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이러한 원 신호로부터 

각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제안된 평형곤 모사의 

자이로 센서는 실험을 통해 feasibility 를 평가한다. 

주요어 : 생체 모사 자이로 센서, 자이로스코프, 평형곤, 생체모방기술, 

복조, 신호처리 

학   번 : 2014-2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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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로봇의 네비게이션, 자세안정화 등을 위해서는 위치추정 기술이 

필수적이다. 위치추정 기술에는 방향을 추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로봇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각속도 

측정 결과를 방향추정에 활용한다[1-3]. 

회전 각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이로 센서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고, 크게 회전식, 광학식, 진동식으로 분류한다[4]. 회전식 

자이로 센서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체가 회전을 유지하려는 관성과 

세차 운동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전을 감지한다. 대표적으로 그림 1.1 과 

같은 동조 자이로 센서(Dynamically Tuned Gyroscope)[5]가 있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기계적으로 복잡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자이로 센서로 대체되고 있다. 

 

 

그림 1.1. 짐볼 기계식 자이로 센서 사진[6] 

 

광학식 자이로 센서는 샤낙 (Sagnac) 효과를 이용하여 회전을 

감지하는 센서로, 원형태의 닫힌 경로에 두 빛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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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하여 회전에 따라 발생하는 두 빛의 경로차를 검출하여 각속도를 

계산한다. 대표적인 광학식 자이로 센서에는 아래 그림들과 같이 광섬유 

자이로 센서(Fiber Optic Gyroscope)[7]와 링레이저 자이로 센서(Ring 

Laser Gyroscope)[8]가 있다.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용 제품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고, 크기가 

비교적 크다. 

 

 

그림 1.2. 광섬유 자이로 센서[7] 

 

 

그림 1.3. 링레이저 자이로 센서[8] 

 



 

 3 

최근에는 코리올리 힘을 이용하여 회전을 감지하는 진동식 자이로 

센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9], 일정한 주파수로 공진하는 

질량체( m )가 존재한다. 공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량체의 선속도( v )가 

로봇의 회전 축에 대한 각속도( ω )와 나란하지 않으면 질량체는 

코리올리 힘( 2m F ω v )을 받게 된다. 이때, 센서 프레임을 기준으로 

질량체의 변위가 생기게 되고, 이 변위를 정전 용량형 또는 저항형 등의 

방식을 통해 감지하여 회전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진동식 자이로 

센서는 마이크로머시닝 기술 기반으로 제작되며, 센서 제작에 대한 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서 고성능의 자이로 센서의 제작에 응용되어 

왔다[10-12]. 이러한 진동식 자이로 센서는 소형화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로봇, 제어, 자동차 등 산업 전 

영역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13-15]. 그림 1.4과 1.5에 대표적인 

진동식 자이로 센서인 콤 구조 자이로 센서[16-18]와 벌크탄성파(Bulk 

Acoustic Wave) 자이로 센서[19]를 각각 나타냈다. 콤 구조 자이로 

센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동식 자이로 센서 구조로, 질량체의 

가장자리를 콤 구조로 제작하여, 질량체의 변위에 따른 용량형 변화를 

증가시켰으며, 튜닝포크(tuuinng fork) 형태로 두 개의 질량체를 

반대방향으로 공진하여 가속도에 의한 영향을 상쇄시킨다. 벌크탄성파 

자이로 센서는 링 형태의 질량체를 가지고 있으며, 링 내부에는 스프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 타원 형태로 변형되어 진동을 하고 

있으며, 회전이 발생하면 타원 모양에 변화가 발생하여 이를 감지하여 

각속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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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콤 구조 자이로 센서[18] 

 

그림 1.5. 벌크탄성파 자이로 센서[19] 

 

하지만, 이러한 진동식 자이로 센서는 로봇이 정지하거나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센서 내부의 질량체를 지속적으로 공진시키며, 

불필요한 전력을 소모한다. 또한, 진동식 자이로 센서는 고정된 

주파수로 센서를 공진시키기 때문에, 동일한 주파수의 외부 진동이 

입력될 경우 과도한 증폭현상으로 센서의 동작이 중단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를 이용하여, 음파를 통한 자이로 센서 무력화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20]. 

본 논문은 평형곤을 모방하여 공진을 위한 센서 자체의 구동부가 

없는 자이로 센서를 제안한다. 제안한 센서는 평형곤이 날개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날개와 함께 구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근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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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모방한다. 이와 동일하게, 제안한 

센서는 로봇의 구동부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로봇 구동부의 

동력을 전달 받아 센서를 진동한다. 따라서 센서 내에 별도의 구동부 

없이 코리올리 힘을 측정하기 위한 선속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진동식 자이로 센서는 내부의 질량체가 정해진 주파수로 공진하기 

때문에 동일한 주파수의 외부 음파에 민감한 반면에, 제안한 방식의 

자이로 센서는 정해진 주파수가 아닌 로봇 구동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외부 음파에 강인할 수 있다. 평형곤을 모사한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실험을 통해 

feasibility를 확인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1절에서 언급된 MEMS 자이로 센서는 외부 진동에 취약하고, 

불필요한 전력을 소비한다. 특히나, 로봇이 초소형화 되면서 고사양의 

저전력 자이로 센서의 요구가 생겨난다. 곤충 파리류는 수십 g 미만 

무게를 갖고, 파리류의 평형곤은 매우 작은 크기의 감지기관으로써 

생체의 빠른 회전 움직임(1000 ˚/s 이상)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생체의 회전 움직임의 감지와 위치/거동 제어에 대한 모델링은 이미 

연구되어 왔다. 모델링을 통해 생체가 3 축의 회전 움직임을 어떻게 

감지하지 하는가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생체의 경우 

작을수록 더 큰 회전 각속도를 갖고, 날갯짓이 더 빠르게 발생한다. 

날개와 평형곤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날갯짓이 빠를 수록 

평형곤의 진동이 빠르다. 평형곤의 진동이 빠를 수록 코리올리 힘 

신호가 강하게 발생하며, 결국 각속도의 측정이 유리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2장 1절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생체 평형곤의 

분석과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이뤄졌으나, 실제 이를 로봇 플랫폼에 

적용, 또는 기존 자이로 센서를 대체하는 시도는 없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MEMS 자이로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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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곤 모사 자이로 센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자이로 센서이며, 아직은 

아이디어의 feasibility 를 확인하는 수준이다. Feasibility 확인을 위해서 

평형곤 모사 자이로 센서 구조물 PCB(Printed Circuit Board)를 

제작하여, 4 cm 의 변위로 부채꼴 운동을 시킨다. 운동은 4 Hz 로 최대 

속도 0.83 m/s 이다. 제안한 자이로 센서 구조물을 P3DX (Adept 

MobileRobots, USA) 로봇 위에 상용 자이로 센서 

(STMicroelectronics, L3GD20)와 같이 장착하여 각속도 측정값을 

비교하여 feasibility 를 확인한다. C++ 기반의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 라이브러리를 윈도즈용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P3DX 로봇을 제어하였고, 제작된 구조물 PCB 보드의 신호 송수신을 

위해 C 언어 기반의 Atmel studio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또한, 자이로 

센서 구조물에서 측정되는 코리올리 힘은 노이즈를 제거하고 원하는 

각속도 값을 측정하기 위해 일련의 신호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며,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호처리 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한 

자이로센서의 feasibiltiy 확인 과정은 2장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장 2절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아이디어의 feasibliity 

확인을 위해 설계된 초기 구조물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을 재설계하여 제작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자이로 센서 

구조물을 P3DX 로봇 위에 상용 자이로 센서와 같이 장착하여 각속도 

측정값을 비교한다. 본 논문은 기존 MEMS 자이로 센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향후 초소형 로봇에 적용 가능한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 및 feasiblity 를 확인하였다. 아직은 

연구의 초기 단계이며, 향후 로봇 플랫폼에 적용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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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2장인 본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절 1항에서는 평형곤 모사 

자이로센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전에, 다양한 지상과 공중 생체들의 

운동특성에 대해 정리하고, 생체 모방 소형 로봇의 운동특성에 대해 

정리한다. 이를 통해 소형 로봇의 위치/거동 제어에 필요한 센서의 

사양을 제시한다. 기존 MEMS 자이로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 곤충 평형곤 모사의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 아이디어에 대해 

1절 2항에서 설명한다. 또한, 1절 3항에서는 제안한 자이로 센서 

feasibility 검증을 위해 필요한 PCB 보드 및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의 제작에 대해 설명한다. 2절에서는 제작된 장치들을 이용하여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의 feasibility 를 확인 하는 실험 방법, 

각속도 측정을 위한 신호 처리 방법, 각속도 측정 결과에 대해 각 

항에서 설명한다. 3절에서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신호의 noise 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4절 1항에서는 

각속도 신호의 개선을 위해 3절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을 적용하여 

진행한 재실험 방법을 설명하고, 4절 2항에서는 개선된 신호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4절 3항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3장 결론 

부분에서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언급한 뒤 본 논문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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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아이디어 제시 

 

기존 MEMS 자이로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체의 몸체 

회전을 감지하는 평형곤을 모사한다. 날개의 구동 동력을 이용하여 

평형곤을 진동시키고, 몸체의 회전에 의해 코리올리 힘을 감지하여 

각속도를 감지하는 바와 같이, 로봇의 구동 동력을 이용하여 평형곤 

모사의 구조물을 진동시키고, 로봇의 회전에 의한 코리올리 힘을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감지하여 각속도를 측정하기로 한다. 제 1항에서는 

생체와 생체모방로봇의 분석을 통해 실제 초소형의 생체나 로봇들의 

운동특성을 분석해보고, 초소형 로봇 제작시 필요한 센서의 사양을 

예측해본다. 제 2항에서는 평형곤의 생물학적 특성과 각속도를 감지하는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제 3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의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제 1 항 생체와 생체모방로봇 분석 

생체와 생체모방로봇의 운동특성 분석을 통해 생체모방로봇의 

운동특성이 실제 생체와 유사하며, 소형화 될수록 고사양, 저전력 

센서의 요구된다. 지상과 비행 생체들의 운동특성을 분석하고, 

생체모방로봇 DASH와 비행로봇 Drone의 운동특성을 dead 

reckoning(이하 DR) 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allometric formula를 적용하여 타겟하는 로봇 플랫폼에 대한 운동특성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센서 사양을 결정한다. 

제 1 목 생체와 생체모방로봇 운동특성 

지상 생체(귀뚜라미, 메뚜기, 바퀴벌레, 개미, 거미, 도마뱀)의 운동 

특성을 아래 표 2-1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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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상 생체의 운동특성 분석 

구분 
귀뚜라미 

[21,22] 

메뚜기 

[23,24, 

25] 

바퀴벌레 

[26] 

개미 

[27,28] 

거미 

[29, 31] 

도마뱀 

[30,32] 

무게 

[g] 

0.01-

0.6 
0.4-2.5 1-4 0.01 14-22 

150- 

400 

크기 

[cm] 
1-2.1  1-7 3-5  

0.28-

0.34 
1-5  20-50  

속도 

[cm/s] 
3-22 

250  

(점프) 
19-24  6-10 

3.7- 

7.5 
60-180 

각속도 

[˚/s] 

최대 90 

(yaw) 

237- 

1577 

(pitch) 

최대 

115 

(yaw) 

최대 

120 

(yaw) 

- - 

가속도 

[m/s²] 

170 

(점프) 

147 

(점프) 
- - 

0.042– 

0.316 
11-22 

 

비행 생체(벌, 잠자리, 파리, 모기, 참새, 벌새, 왕관앵무새, 

비둘기)의 운동 특성을 아래 표 2-2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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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비행 생체의 운동특성 분석 

구분 
벌 

[34] 

잠자리 

[35] 

파리 

[33,36,

37,38] 

모기 

[39] 

참새 

[40,41, 

42] 

벌새 

[44, 45, 

48] 

왕관 

앵무새 

[43, 

47] 

비둘기 

[46] 

무게 

[g] 

0.08-

0.1 

0.5-

1.1 
0.015 

0.002

-0.01 

12-

17 
3-20 78.5 139.8 

크기 

[cm] 

0.5-

5.5 
2-15 

0.19- 

0.25 
0.5 

10-

12 

10-

21 

27-

35 

29-

37 

속도 

[m/s] 
~ 3 ~ 13 2-4 

0.5- 

0.7 

10-

14 
4-25 17 20 

평균 

날갯짓 

[Hz] 

190 35 

200  

(최고 

1000) 

200 

-300 

(최고 

1000) 

26 
41-

80 
6–8 7-10 

각속도 

[˚/s] 

500- 

1500  

500– 

3000 

1000

- 

2000 

500– 

2800 

400-

700 
- - 

45-

150 

 

생체모방 지상로봇으로 DASH robotics 社에서 구매한 DASH의 

운동특성을 분석한다. DASH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위치 추정을 수행한다. 평면 운동에서 3차원 

상에서 가속도/각속도를 적분한다. 거동 추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쿼터니언을 이용하여 로봇의 3차원 상의 orientation을 계산하고, 3차원 

중력벡터 추정 및 중력벡터를 제거한다. 또한 LPF(low-pass filter)를 

적용하고, 가속도 센서 값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정지 판단하여 속도를 

resettin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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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 사용된 DASH의 무게는 29 g, 크기는 11.2 x 51 x 38 

mm3 이며, DC motors(최대속도: 2 m/s)를 사용한다. MCU는 168 

MHz 의 Cortex-M4를 사용하며,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센서값 1000 

Hz 로 수신)하여 그림 2.1과 같이 노트북과 통신한다. 가속도/자이로 

센서는 MPU-6000을 사용하며, 감지범위는 각각 ±16 g, ±2000 °/s 

이다. 

 

 

그림 2.1. DASH와 노트북간의 통신 

 

그림 2.2와 같이 DASH를 사각(2 m x 2 m) 주행 하면서 

가속도/각속도 신호를 측정하였고, DASH의 운동 특성 분석 결과를 그림 

2.3, 2.4에 나타냈다. 먼저 가속도 운동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자이로 

센서 신호에 적용되는 LPF의 cut-off 주파수를 20 Hz로 고정하고, 

가속도 센서 신호에 cut-off 주파수가 100, 20, 10 Hz인 LPF를 

차례대로 적용하였다. 그림 2.3에서 보듯이 20 Hz과 10 Hz cut-off 

LPF를 적용한 위치 추정 결과를 비교하면, 10 Hz LPF를 적용하였을 때 

실제 운동성분이 상당히 제거되었다. 이에 따라 DASH의 가속도 

운동성분은 10-20 Hz 대역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ASH의 가속도 raw data의 범위는 ±8 g 이지만 cut-off 주파수가 

20 Hz 인 LPF를 적용했을 때, 가속도 성분의 크기는 ±2 g 이므로, 

가속도 raw data에 노이즈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속도 운동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가속도 센서 신호에 

적용되는 LPF의 cut-off 주파수를 20 Hz로 고정하고, 자이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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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cut-off 주파수가 20, 10, 1 Hz 인 LPF를 차례대로 적용하였다. 

3축의 최대 각속도 신호는 cut-off 주파수에 따라 1000 ˚/s에서 400 

˚/s, 250 ˚/s로 감소하였으나, 그림 2.4에서 보듯이 시간에 대한 

각속도 적분 결과는 LPF의 cut-off 주파수에 관계없이 유사하다. 이를 

통해 DASH의 각속도 운동성분은 저주파대역(<< 10Hz)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2. DASH의 주행 환경(2 m x 2 m, 사각) 

 

 

(a) 가속도 출력 결과 (b) DR 결과 (x-y 축) (c) DR 결과 (x-y 축) 

그림 2.3. DASH의 사각(2 m x 2 m) 운동에 대한 D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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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속도 출력 결과 (b) 축별 적분 결과 (c) 축별 적분 결과 

그림 2.4. DASH의 사각(2 m x 2 m) 운동에 대한 회전각도 추정 결과  

 

현재 실험 가능한 날갯짓하는 생체모방 비행로봇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생체모방 비행로봇과 크기, 무게 등의 특성이 가장 유사한 소형 

Drone을 사용하여 비행로봇의 운동특성을 분석한다. DR 방식은 

DASH에서 적용한 방식과 동일하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Drone(Crazyfile 2.0, Bitcraze 社)의 무게는 27 g이며, 크기는 92 x 

92 x 29 mm3이다. 168 MHz Cortex-M4 MCU를 사용하였으며,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그림 2.5와 같이 노트북 및 모바일 기기와 

통신한다. 가속도/자이로 센서는 Invensense 社의 MPU-9250을 

사용하며, 감지범위는 각각 ±8 g, ±2000 °/s이다. 

 

 

그림 2.5. Drone 과 노트북간의 통신 

 

그림 2.6과 같이 Drone을 직선 왕복 운동(5m x 2m)시키며 

가속도/각속도 신호를 측정하였으며, Drone의 운동 특성 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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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8에 나타냈다. 먼저 가속도 운동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자이로 센서 신호에 적용되는 LPF의 cut-off 주파수를 20 Hz로 

고정하고, 가속도 신호에 cut-off 주파수가 20, 10, 5 Hz 인 LPF를 

차례대로 적용하였다. 그림 2.7과 같이 10 Hz과 5 Hz cut-off LPF를 

적용한 DR 결과를 비교하면, 5 Hz LPF를 적용하였을 때 운동성분이 

제거된다. 따라서 Drone의 가속도 운동성분은 10 Hz 미만의 

저주파대역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속도 운동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가속도 센서 신호에 

적용되는 LPF의 cut-off 주파수를 10 Hz로 고정하고, 각속도 신호에 

cut-off 주파수가 20, 10, 1 Hz 인 LPF를 차례대로 적용하였다. 20 

Hz와 10 Hz cut-off LPF를 적용한 두 각속도 적분 결과는 차이가 없다. 

반면, 그림 2.8에서 보듯이 1 Hz LPF을 적용하였을 때 각속도 적분 

결과는 10 Hz LPF를 적용했을 때보다 각도 성분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Drone의 각속도 운동성분이 1-10 Hz 대역에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바닥에 착지시 순간적으로 roll, pitch, yaw 

각도에 각각 2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순간적인 

충격에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6. Drone의 주행 환경(5 m, 직선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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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속도 출력 결과 (b) DR 결과 (x-y 축) (c) DR 결과 (x-y 축) 

그림 2.7. Drone의 직선 주행(5 m)에 대한 DR 결과 

 

(a) 각속도 출력 결과 (b) 축별 적분 결과 (c) 축별 적분 결과 

그림 2.8. Drone의 직선 주행(5 m)에 대한 회전각도 추정 결과 

 

제 2 목 생체모방 로봇 센서 사양 도출 

앞서 다양한 생체와 DASH, Drone의 운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초소형의 지상로봇은 30-50 g 무게, 공중로봇의 경우 20 g 무게를 

갖는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타겟 로봇 플랫폼의 운동 특성을 

추론하여 센서 사양을 도출한다. 

생체의 크기와 관련된 물리량을 비교할 때, 흔히 allometric 

formulas를 이용한 분석법이 사용된다. Allometric formulas란 

비교하고자 하는 두 물리량  와  를  의 지수 형태의 관계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양변에 log를 취해  의 

형태로 주로 나타낸다. 이때  와  는 선형관계로 표현된다. 

그림 2.9-2.12은 앞서 조사된 지상 생체의 속도, 가속도, 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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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de 주파수를 무게에 대해 allometric formulas를 적용하여 log 

scale에서 표현한 것이며, 측정된 DASH의 데이터를 함께 표시한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DASH는 생체의 데이터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체의 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allometric formula를 통해 타겟 지상로봇(30-50g)의 속도, 가속도, 

각속도, stride frequency를 추론하였으며, 추론 결과를 그래프에 

표시하였다.  

 

 

그림 2.9. 지상 동물의 무게에 따른 속도특성 

 

그림 2.10. 지상 동물의 무게에 따른 가속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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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지상 동물의 크기에 무게에 각속도 특성 

 

그림 2.12. 지상 동물의 무게에 따른 stride frequency 특성 

 

마찬가지로 그림 2.13-2.16는 조사된 비행 생체의 속도, 가속도, 

각속도, wingbeat frequency를 allometric formulas를 이용해 표현한 

것이며, 측정된 Drone의 데이터를 함께 표시한 것이다. Drone의 경우 

생체의 운동 특성에서 다소 벗어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원인은 

날갯짓을 통해 비행하는 생체와 달리 Drone은 4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비행하기 때문이다. 날갯짓에 기반한 비행로봇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체 운동 경향성에 부합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allometric formula를 통해 타겟 비행로봇(20 g)의 

속도, 가속도, 각속도, stride frequency를 추론하였으며, 추론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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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 나타냈다. 

 

 

그림 2.13. 비행 동물의 무게에 따른 속도 특성 

 그림 

2.14. 비행 동물의 무게에 따른 가속도 특성 

  

그림 2.15. 비행 동물의 무게에 따른 각속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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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비행 동물의 무게에 따른 wing beat 특성 

 

타겟 로봇의 속도, 가속도, 각속도, 거동 frequency 추론과 DASH, 

Drone의 운동 특성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생체모방 위치/거동 

센서의 사양을 표 2-3과 같이 도출하였다. 풍속, 가속도, 각속도에 대한 

감지 범위, bandwidth, noise density 사양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표 2-4에 나타냈다. 또한, 센서의 크기 및 소모 전력에 대한 

사양 도출을 수행하였다. 

 

표 2-3. 타겟 로봇의 운동특성 추론 

 
지상로봇 (Crawling) 공중로봇 

Target mass (g) 
30 g 50 g 20 g 

속도 (m/s) 
0.8 0.9 13 

가속도 (g) 
16 14 4 

각속도 (°/s) 
300 310 430 

거동 frequency 

(Hz) 
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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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생체모방 로봇에 필요한 센서 사양 도출 

 
지상로봇 공중로봇 

풍속 

감지범위 

±2 m/s ±7 m/s 

-추론된 타겟 로봇의 속도는 

0.9 m/s 이하 
-DASH 의 최대속도는 2.0 

m/s 임 

-추론된 타겟 로봇의 속도는 

14 m/s 이하 
-BMRR 공중로봇의 타겟 

최대속도 6.7 m/s 임  

Bandwidth 

10 Hz 20 Hz 

-추론된 타겟 로봇의 stride 

frequency 는 10 Hz 이하 

-추론된 타겟 로봇의 

wingbeat frequency 는 약 20 

Hz 임 

Noise 

density 

1 cm/s/√Hz 5 cm/s/√Hz 

-로봇이 10 초 동안 10 m 

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위치 

추정 오차 10%를 만족하기 

위한 사양 

-로봇이 10 초 동안 35 m 

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위치 

추정 오차 10%를 만족하기 

위한 사양 

가속도 

감지범위 

±16 g ±8 g 

-추론된 타겟 로봇의 

가속도는 16 g 이하 
-DASH 의 가속도 성분은 약 

±8 g 임 

-추론된 타겟 로봇의 

가속도는 4 g 이하 
-Drone 은 충격 등 급격한 

변화에 의해 7 g 이상 가속도 

검출 

Bandwidth 

20 Hz 20 Hz 

-DASH 의 가속도 성분은 10 

~ 20 Hz 에 분포 
-추론된 타겟 로봇의 stride 

frequency 는 주로 10 Hz 

이하 

-Drone 의 가속도 성분은 

5~10 Hz 에 분포되어 있으나, 

날갯짓 공중로봇은 빠른 

주파수 성분의 진동이 클 

것으로 예상됨 
-추론된 타겟 로봇의 

wingbeat frequency 는 약 20 

Hz 임 

Noise 

density 

320 ug/√Hz 1100 ug/√Hz 

-로봇이 10 초 동안 10 m 

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위치 

추정 오차 10%를 만족하기 

위한 사양 

-로봇이 10 초 동안 10 m 

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위치 

추정 오차 10%를 만족하기 

위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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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속도 

감지범위 

± 360 °/s ±720 °/s 

-추론된 타겟 로봇의 

각속도는 310 ˚/s 이하 
-DASH 의 각속도 운동 

성분은 약 300 ˚/s (noise 

제거) 임 

-추론된 타겟 로봇의 

각속도는 430 ˚/s 이하 
-Drone 의 바닥 착지 시 약 

700 ˚/s 의 성분 검출 

Bandwidth 

10 Hz 20 Hz 

-DASH 의 각속도 성분은 10 

Hz 미만 
-추론된 타겟 로봇의 stride 

frequency 는 10 Hz 이하 

-Drone 의 각속도 성분은 10 

Hz 미만에 분포하나 순간적인 

충격 시 높은 BW 를 가지는 

회전운동성분 발생 
-날갯짓 공중로봇은 진동 

등의 외란 요인이 풍부하며, 

급격한 방향 전환 등 동적 

비행이 가능함 
-추론된 타겟 로봇의 

wingbeat frequency 는 약 20 

Hz 임 

Noise 

density 

1.6 °/s/√Hz 2.3 °/s/√Hz 

-로봇이 10 초 동안 1000˚ 

회전한다고 가정한다면, 각도 

추정 오차 10%를 만족하기 

위한 사양 

-로봇이 10 초 동안 1500˚ 

회전한다고 가정한다면, 각도 

추정 오차 10%를 만족하기 

위한 사양 

 

제 2 항 평형곤의 생물학적 특성 및 각속도 감지 원리 

파리류 곤충에서 발견되는 평형곤은 각속도를 감지하는 기관으로 

그림 2.17과 같이 곤충 가슴의 날개 뒤쪽에 위치하며, 얇은 막대의 

끝부분에 공 모양의 질량체가 달려 있는 곤봉 형태의 구조이다. 

평형곤이 부착된 가슴 부근에는 약 400 개의 스트레인 게이지 기능을 

하는 감각기가 있어, 평형곤에 작용하는 코리올리 힘을 감지한다[49, 

50]. 

그림 2.18와 같이 평형곤은 날개와 sub-epimera ridge 기관을 

통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별도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날갯짓에 사용되는 근육에서 동력을 얻어 진동한다[51]. 따라서 

평형곤은 날개와 수직한 평면으로 180° 위상차를 가지며, 동일 

주파수로 진동한다. 이러한 진동은 회전에 따른 코리올리 힘의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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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선속도로 작용한다[51, 52]. 

 

 

그림 2.17. 초파리의 평형곤의 전자현미경 사진 모식도[49] 

 

 

그림 2.18. 파리류 곤충의 가슴 부위 구조[51] 

 

곤충이 병진 운동 없이 회전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평형곤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다[50]: 

 

2 ( )m m m m m        F g ω v ω ω r ω r 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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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힘에 대한 식에서 우변의 파라미터들을 보면, 평형곤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코리올리 힘, 평형곤에 작용하는 원심력, 

각가속도힘 (angular acceleration force), 관성력에 대하여 나타낸다. 

중력은 곤충의 자세에 따라 3축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변하지만, 직류 

성분으로 간주하여 쉽게 제거된다. 코리올리 힘은 몸체의 각속도와 

평형곤의 속도에 비례하는 힘으로 작용하며, 3축에 모두 작용하여 

회전에 대한 방향 및 크기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원심력은 

평형곤의 위치와 몸체의 각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힘으로 회전에 대한 

방향 정보를 추정하기 어렵다. 원심력은 주로 곤충의 방사 (radial) 

방향과 접선 (tangential) 방향으로 작용하고, 측면 (lateral) 

방향으로는 힘이 적게 작용하여 코리올리 힘에 비해 작다. 각가속도힘은 

코리올리 힘과 유사하나, 위상이 각속도에서 90°만큼 shift 되기 

때문에 코리올리 힘과 분리가 가능하다. 관성력은 곤충 몸체에 대한 

평형곤의 상대적 가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힘으로, 코리올리 힘 보다 

크지만 주로 방사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측면 방향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측면 방향에서 회전운동에 대해 작용하는 힘은 

코리올리 힘이 다른 힘들과 비교하여 충분히 크기 때문에, 아래 식과 

같이 코리올리 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lateralf m v

          
(1.2) 

 

따라서, 평형곤의 측면 방향에서 코리올리 힘을 측정하여 곤충이 

회전 운동을 할 때 평형곤의 측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코리올리 힘으로 

몸통의 roll, pitch, yaw 축의 각속도를 감지한다. 

 

제 3 항 평형곤을 모사한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 

1절 1항의 설명과 같이 평형곤의 구조적 특성에 착안하여 구동부 

일체형 무동력 자이로 센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로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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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위한 액추에이터와 동력 전달 장치로 구성된 구동부가 

존재하는데, 제안하는 자이로 센서는 코리올리 힘 발생을 위한 선속도를 

획득하기 위해, 로봇의 구동부로부터 동력을 얻어와 센서를 진동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곤충 평형곤이 날개를 움직일 때 반대 위상으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로봇이 구동되면 센서를 왕복운동 하게 되면서 

속도를 갖게 한다. 이 때 각속도 추정부와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각운동을 하게 될 경우 센서에 코리올리 힘이 가해지게 된다. 코리올리 

힘은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발생하는 힘으로 다음과 식 1.3 과 

같이 유도가 가능하다. 두 개의 좌표계가 있을 때 oxyz 좌표계가 기준 

좌표계인 OXYZ 좌표계에 대해 각운동 및 선운동을 하게 될 때 위와 

같은 5가지 항의 가속도를 받게 되는데 3번째 항이 코리올리 힘 

나타낸다. 코리올리 힘은 로 각속도와 선속도의 외적 벡터 

곱으로 표현된다. 위의 평형곤 모사 구조물에서 로봇 구동 액추에이터에 

의해 발생되는 각속도 측정부의 선속도와 구조물의 회전에 의한 

각속도에 의해 코리올리 힘이 발생되어 각속도 측정부에 코리올리 

가속도가 측정이 된다. 위의 각속도 측정부는 왕복운동을 하므로 

선속도가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로봇 액추에이터의 구동 속도에 따른 

빈도로 반복되는데, 선속도가 양의 값에서 최대일 때와 음의 값에서 

최대일 때 코리올리 가속도가 최대가 되므로 그 신호를 분석하여 

각속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코리올리 가속도 항에는 

각속도와 선속도가 곱해져 있으므로 코리올리 가속도를 선속도 값으로 

나누게 되면 각속도 값의 2배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2.19. 코리올리 힘 발생 oxyz 와 OXYZ 좌표계 모식도[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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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안한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 feasibility 확인을 위한 실험 

진행에 앞서 메인 PCB 보드를 설계 및 제작한다. 그림 2.20은 로봇의 

구동력을 이용한 각속도 감지 센서의 프로토타입이다. 프로토타입은 

각속도 측정부와 로봇의 구동력 전달장치로 구성된다. 각속도 측정 부는 

평형곤을 모사한 구조물과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평형곤을 모사한 구조물은 그림 2.20(a)와 같이 가로 0.5 cm, 세로 4 

cm 크기의 종횡비가 큰 직사각형 모양의 PCB 보드이고, 긴 막대 끝 

부분에 코리올리 힘을 감지할 수 있는 정전 용량형 가속도 센서 

(Analog Device Inc., ADXL345) 가 부착되어 있다. 구동부와 일체화 

되어 구조물이 구동되는 특성과 가속도 센서 특성은 표 2-5 에 

나타낸다. 신호처리 파트는 가속도 센서를 통해 얻어진 신호로부터 잡음, 

원심력 등의 코리올리 힘 외 성분들을 제거하여 코리올리 힘만을 감지해 

각속도를 측정한다. 그림 2.20(b)는 로봇의 구동부이며, 로봇의 

엑츄에이터로부터 발생하는 구동 동력을 구동 전달장치를 통해 코리올리 

힘 측정을 위한 선속도를 장치이며, 크기는 가로 7 cm, 세로 2.5 cm, 

높이 4.5 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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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20. 평형곤 모사 구조물 도면 및 실제 제작된 사진 

 

표 2-5.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 특성 

구동 특성 가속도 센서 특성 (ADXL345, Analog Device 社)  

주파수 변위 
최대 

속도 

Measurement 

range 
Sensitivity 

Noise 

density 

Cross-

axis 

sensitivity 

3.3 

Hz 

4 

cm 

0.83 

m/s 
± 16 g 

256 

LSB/g 

280 

ug/√Hz 
± 1% 

 

또한, 실험 진행에 앞서 제안한 자이로센서의 feasibility 확인을 

위해 상용자이로 센서와 비교를 한다. 아래와 그림 2.21과 같이 

상용자이로 센서가 장착된 메인 PCB 보드를 설계하여 제작하였고, 

신호송수신을 위한 블루투스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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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다양한 기능으로 설계된 메인 PCB 보드 사진(11.5g). 

 

제 2 절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의 feasibility 확인 

 

앞서 제작한 메인 PCB 보드를 이용하여 평형곤을 모사한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의 feasibility 확인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실험방법, 신호처리 과정과 각속도 측정 결과에 대해 본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제 1 항 실험 방법 

제작된 자이로 센서 프로토타입을 P3DX (Adept MobileRobots, 

USA) 로봇 위에 부착하여 그림 2.22 과 같이 실험환경을 조성하였다. 

제안한 자이로 센서 구조물은 변위 4 cm, 주파수 4 Hz 로 진동하며, 

최대 속도는 0.83 m/s 이다. 로봇을 최대 90 °/s 회전각속도로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가면서 총 4회 회전시켜, 프로토타입 

센서의 각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로봇에 상용 자이로 

센서 (STMicroelectronics, L3GD20) 를 함께 장착하여 제안한 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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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와 비교하였다. 

 

그림 2.22.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의 feasibility 검증을 위한 

실험환경. 

 

제 2 항 각속도 측정을 위한 신호처리 방법 

신호처리 과정에서는 가속도 신호에 존재하는 선가속력과 같은 

물리적 영향과 가속도 성분에 존재하는 고주파 성분, 그리고 로봇의 

자체적 진동이나 측정의 한계에서 생기는 잡음 등을 제거한다. 앞서 

언급된 평형곤 모델을 적용하면, 측면 방향에서 코리올리 힘에 의한 

가속도가 다른 힘들을 무시할 정도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측면 방향에 

대한 가속도 센서 신호를 이용하여 각속도 신호를 측정한다. 측면 

방향에 대한 가속도 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coriolisa t  는 코리올리 힘, n(t) 는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외부의 

노이즈, ω(t) 는 로봇의 각가속도, v(t) 는 제안한 센서의 선속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가속도 신호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하고 각속도를 얻기 

위해 신호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가속도 측정부의 

신호처리 과정은 4 단계로 이뤄진다. 첫번째, 고주파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Chebyshev band-pass filter (BPF)를 통과시킨다. 선속도의 

주파수 대역에 가속도 신호를 추출한다. 로봇의 각속도와 센서의 

선속도는 푸리에 급수로 근사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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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f1 은 로봇의 각가속도 주파수이고, r(t)는 제안한 센서의 위치, f2 는 

엑츄에이터의 주파수에 비례하는 센서의 선속도 주파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BPF 를 통과시킨 후, 가속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1 22 2

2 1

1

( ) 2
n

jk f t j f t

lateral k

k

a t e j f re
  



 
      

(2.3) 

고주파 영역의 노이즈는 제거가 된다. 각속도는 BPF 의 통과 

대역(pass band) 영역의 신호만 존재하게 되고, 선속도는 기본 

주파수만 존재한다. BPF 의 cutoff frequency 는 센서 구동축 방향의 

주파수 분석을 통해 결정한다. 두번째, 선속도가 최고인 점에 대한 peak 

detection을 통해 가속도 신호의 envelope detection을 수행하고, 

moving average로 잡음을 제거한다. 세번째, Butterworth low-pass 

filter (LPF)를 수행하고, bias를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demodulation 

된 가속도 신호에 선속도를 나눠주면 최종적으로 각속도 신호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23. 가속도 신호 demodulation 방법 

 

제 3 항 각속도 측정 결과 

제작된 자이로 센서 프로토타입을 P3DX (Adept MobileRobots, 

USA) 로봇 위에 부착하여 그림 2.24와 같이 실험환경을 조성하였다. 

로봇을 최대 90 °/s 회전각속도로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가면서 총 4회 회전시켜, 프로토타입 센서의 각속도 측정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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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그리고 로봇에 상용 자이로 센서 (STMicroelectronics, 

L3GD20) 를 함께 장착하여 제안한 자이로 센서와 비교하였다. 제안한 

자이로 센서와 상용 자이로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그림 2.24와 같이 

나타내었다. 제시된 각속도 측정 결과에서 90 °/s 의 회전이 발생한 

구간은 오차 1 – 3 °/s, -90 °/s 의 회전이 발생한 구간은 오차 1 – 

2 °/s 발생했다. 반면에, 회전이 발생하지 않는 0 °/s 의 구간에서는 

최대 47 °/s 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회전이 발생하지 않은 구간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였고, 5회의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는 ± 90 °/s 에서 

평균 12 °/s 와 0 °/s 구간에서는 평균 50 °/s 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그림 2.24. 실험 결과 - 제안한 자이로 센서 각속도 측정값과 상용 

자이로 센서 각속도 측정값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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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제안한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 측정 결과-data1 

 

 

그림 2.26. 상용 자이로 센서 출력값-data1 

 

 

그림 2.27. 제안한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 측정 결과-dat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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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상용 자이로 센서 출력값-data2 

 

제 3 절 결과 분석 

프로토타입은 회전에 없는 구간에서 큰 오차를 발생 시키는데, 이는 

두 가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로봇의 

엑추에이터에서 발생한 동력을 y-축 선속도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구조물 자체의 진동이 발생한다. 둘째, 신호수신을 위해 연결된 

와이어의 장력으로 인해 코리올리 힘을 감지하기 위한 x-축 방향으로 

코리올리 힘 이외의 운동성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점으로 인해 x-축 방향의 신호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각속도 

측정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와이어를 구조물에 일체화 

하고,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구조물을 제안하고, 재설계하여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신호의 noise 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고안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제 1 항 신호 noise 분석 

평형곤 모방 자이로 센서에서 코리올리 가속도를 통해 각속도 값을 

추정하는 도중 비회전 구간에서 추정 각속도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회전을 하지 않는데 회전을 했다는 결과이므로 

실험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낸다. 구조물의 불안정성과 도선의 영향에 

의한 노이즈가 신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데 그 정도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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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이즈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험 방법은 

기존의 실험 방법에서 회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했다. 이론적으로 

회전이 없는 경우 코리올리 가속도를 보았을 때 그 값이 0으로 

일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이즈 분석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각속도 

추정부의 왕복 운동 진동수 5 Hz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이득(Gain)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29. 비 회전 구간에서의 코리올리 가속도 FFT 결과 

 

구동 속도가 노이즈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평형곤 

모사 구조물의 free diagram을 그려보았고 회전 각도와 회전 각속도는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동부 센서가 지면에 대해 각운동을 

한다 가정했을 때 이때의 각속도를 frame 각속도라 한다면 코리올리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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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평형곤 모사 구조물의 free body diagram 

 

 
0

0 0

sin( )

cos( )velocity velocity

t

v l t u

 

 

 

  

actuator angular velocity)0

haltere axis  unit vectorvelocityu

  
 

 

모터각속도(

의
 (3.1) 

 

이때의 선속도 구동이 코리올리 가속도에 영향을 줄 경우 코리올리 

가속도의 노이즈 값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2

0 0cos( )noise coriolisa l t u                     (3.2) 

coriolis axis unit vector

error factor

coriolisu



 
 

 
 

 

도선의 장력에 의한 영향이나 가속도 측정부에 부착된 가속도 센서가 

기울어진 경우 선속도 구동 (평형곤 haltere axis) 가속도 값이 

코리올리 가속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 시간에 따라 모터에 가하는 

전압을 증가시켜 모터의 구동 각속도를 증가시켜본 결과, 실제로 그림 

2.31 과 같이 구동 각속도가 증가할수록 haltere axis 의 velocity 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0 0cos( )velocity velocityv l t u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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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frame angular velocity

actuator angular velocity





 
 

 
 

 

 

그림 2.31. 모터의 구동 각속도가 증가할 경우의 시간에 대한  

haltere velocity (raw value) 그래프 

 

또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그림 2.32와 같이 haltere axis 의 가속도 값 

(acceleration) 이 모터의 각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3과 같이 코리올리 가속도 또한 모터의 각속도에 비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2coriolis velocitya v   1 0 02 ( cos( ) )z velocityu l t u        

                        1 0 02 cos( ) coriolisl t u               (3.4) 

2

0 0cos( )noise coriolisa l t u                

2

0 0sin( )velocity velocitya l t u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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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모터의 구동 각속도가 증가할 경우의 시간에 대한  

haltere acceleration (raw value) 그래프 

 

 

그림 2.33. 모터의 구동 각속도가 증가할 경우의 시간에 대한  

coriolis acceleration (raw value) 그래프 

 

측정된 코리올리 가속도 중에서 실제 로봇의 회전에 의한 코리올리 

가속도 값과 노이즈 값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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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2

2



 



             (3.6) 

 

이 결과는 관성계에 가하는 5개의 가속도 값 중에서 코리올리 가속도 

값이 가장 영향이 크도록 모터의 가속도를 증가 시킬 경우 전체 가속도 

성분 중에서 실제 코리올리 가속도 성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리올리 가속도 성분을 크게 하려면 frame 각속도를 크게 

하고 모터의 각속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모터의 각속도를 줄이면 

왕복운동을 하는 각속도 추정부의 선속도가 줄어들게 되어 코리올리 

가속도가 줄어 들게 되므로 feasibility 를 확인하기 위해선 error 

factor 값인 epsilon 를 줄이고 회전 각속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rror factor 는 가속도 측정부의 tilt 에 의한 것과 센서에 

연결된 도선에 의한 장력이므로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현재의 평형곤 모사 구조물은 왕복 운동을 할 때 

코리올리 힘 혹은 코리올리 가속도를 받는 방향으로 흔들릴 경우 큰 

noise 값으로 작용하는데 현재의 구조물에서 도선에 의해 크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 2 항 문제 해결 방안 

평형곤 모사 구조물이 코리올리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비 회전 구간에서 신호가 나타나게 되었다. 가속도 

센서 값을 받기 위한 도선의 장력과 구조물의 불안정성은 실험 진행에 

있어서 큰 노이즈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고안하였다. 그림 2.34와 같이 평형곤 모사 구조물을 모터와 일치 

시켜서 모터의 회전과 동일하게 회전시키는 아이디어이다. 구조물이 

한방향의 회전을 하는 동안에 손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 

2.35 의 slip ring 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터-구조물-slip ring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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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위해 그림 2.36 과 같이 연결부를 설계하였고, 3D 프린터 

(connex objet 260) 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1절 3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작된 평형곤 모사 구조물은 가로 

0.5 cm, 세로 4 cm 크기의 종횡비가 큰 직사각형 모양이며, 이를 

연결부에 내장하기 위해 그림 2.36(a) 와 같이 제작하였다. 그림 

2.36(a) 의 직경은 10 cm 이며, 실제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그림 

2.36(b) 와 같이 구조물을 눕혀서 크기를 줄였다. 그림 2.36(b) 의 

직경은 7 cm 이다. 최종적으로는 그림 2.37과 같이 모터의 회전과 함께 

3D 프린팅된 연결부 (평형곤 구조물이 내장됨) 의 한 면이 접촉되어 

구조물이 회전하고, 다른 한 면에는 slip ring 이 연결되어 메인 PCB 

보드에 코리올리 가속도 신호를 송신한다. 3D 프린팅된 연결부와 함게 

slip ring 의 한 부분의 도선이 회전 하지만, 다른 slip ring 의 한 

부분의 도선들은 선의 꼬임없이 고정될 수 있어서 메인 PCB 에 신호를 

전달한다. 

 

 

그림 2.34. 모터 회전과 동일하게 회전하는 구조물 아이디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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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Slip ring 사진 

 

 

(a)         (b) 

그림 2.36. 새로운 구조물 디자인 type 1 과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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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모터, 구조물, slip ring 이 적용된 모습 

 

제 4 절 문제 해결 및 재실험 결과 

 

3절에서는 제안한 자이로 센서에 대한 feasiblity 를 확인하였고, 

각속도 신호 분석 결과, 구조물 개선을 통해서 각속도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3절에서는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본 절에서는 

문제 해결방안을 적용하여 재실험을 진행한다. 재실험 방법, 신호처리 

개선 방식 소개 및 실험 결과에 대해서 제시한다. 

 

제 1 항 실험 방법 

 로봇의 구동력을 이용한 각속도 감지 센서의 프로토타입은 각속도 

측정부와 로봇의 구동력 전달장치로 구성된다. 각속도 측정 부는 

평형곤을 모사한 구조물과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신호처리 파트는 가속도 센서를 통해 얻어진 신호로부터 잡음, 원심력 

등의 코리올리 힘 외 성분들을 제거하여 코리올리 힘만을 감지해 

각속도를 측정한다. 그림 2.38과 같이 3절에서 제작된 자이로 센서 

프로토타입을 P3DX (Adept MobileRobots, USA) 로봇 위에 부착하여 

실험환경을 조성하였다. 로봇을 최대 90 °/s 회전각속도로 시계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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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가면서 총 4회 회전시켜, 프로토타입 센서의 

각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로봇에 상용 자이로 센서 

(STMicroelectronics, L3GD20) 를 함께 장착하여 제안한 자이로 

센서와 비교하였다. 

 

 

그림 2.38. 실험 환경 

 

제 2 항 신호처리 방식 개선 

3절에서 기존 구조물의 오차 및 noise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문제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4절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롭게 구조물을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구조물은 안정적이고, 이전과 다른 양상의 신호가 출력되기 때문에, 

출력되는 코리올리 힘 신호를 분석하여 새로운 신호처리방식을 도입한다. 

제 1 목 Amplitude modulation/demodulation 방법 

평형곤 모사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 구조물이 원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선속도는 원운동 궤적의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그림 2.39 와 

같이 코리올리 힘의 발생에 필요한 선속도는 삼각함수의 식으로 최대 

속도(v) 였다가 vcos(θt) 에서 0으로 감소하고, 다시 최대 속도로 

증가하는 왕복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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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모터, 구조물, slip ring 이 적용된 모습 

 

코리올리 힘과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message signal 이 존재하면, 

평형곤 구조물의 선속도는 carrier signal 로써 amplitude modulation 

되어 나타난다. 그림 2.40은 message signal 을 나타내며, 삼각함수의 

carrier signal 에 의해서 그림 2.41과 같이 modulation 된다. 

 

 

그림 2.40. Message signal 의 시간에 대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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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Carrier signal 에 의한 modulation 된 신호 

 

Modulation 된 신호를 같은 주기를 갖는 cos(ωt) 를 곱하게 되면, 

삼각함수의 기본 공식 식 4.1 에 의해서 DC 성분과 2ω 성분으로 

나눠진다. 이를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43 과 같이 

demodulation 된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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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Modulation 신호에서 demodulation 된 결과 

 

마지막으로 이를 LPF(Low pass filter) 를 통해 2ω 의 신호를 

제거하면 DC 성분만 남으면서 최종으로 그림 2.44와 같이 본래의 

신호가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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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LPF 를 통해 최종 복원된 신호 

 

제 2 목 구동부 축 carrier signal 에 의한 modulation 된 신호 분석 

결과 

4절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로봇이 90 °/s 회전각속도로 4번 

회전하는 동안에 각 구간의 회전 속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D 

emodulation 을 위해 cos ωt 곱하는 과정에서 진동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ω 를 변수로 여러 번 곱해서 그래프를 확인하였다. 실제로 각 

구간마다 서로 다른 ω 에 대해 demodulation 이 되었다. 그림 2.45와 

같이 진동 주파수가 9.59 Hz 일 때, 2번째 회전구간의 신호가 

demodulation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 

FFT(Furiere Frequency Transform) 로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 강도를 

출력해본 결과 그림 2.46과 같이 구동 주파수가 9.59 Hz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6 

 

그림 2.45 주파수 9.59 Hz 로 demodulation 된 신호 그래프 

 

그림 2.46 2번째 회전구간의 신호를 FFT 로 주파수 영역 그래프 

 

또한, 마찬가지로 그림 2.47과 같이 4번째 회전구간의 신호가 

11.23 Hz 로 계산된 ω 에 대해 demodulation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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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 FFT 를 수행해본 결과 그림 2.48과 같이 

실제로 구동 주파수가 11.23 Hz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47 주파수 11.23 Hz 로 demodulation 된 신호 그래프 

 

그림 2.48 4번째 회전구간의 신호를 FFT 로 주파수 영역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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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목 개선된 신호처리 방식 소개 

3절에서 신호의 결과 분석을 통해 코리올리 힘 축에서 발생하는 

신호와 평형곤 모사 구조물의 선속도 축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그림 2.49와 같이 coriolis 

acceleration 과 haltere acceleration 각 축의 신호를 분리하여 

신초처리를 한다. 

우선, 평형곤 모사 구조물의 선속도 축에서 haltere acceleration 을 

신호처리를 통해 구조물의 선속도를 구한다. 총 4단계로 나뉘며, 

첫번째로는 초기 구조물의 정기 구간의 10 samples 를 평균내어 bias 

로 간주하여 제거한다. 두번째로는 Butterworth 4th LPF 를 통해 

고주파의 노이즈를 제거한다. 세번째는 앞서 구한 신호를 FFT 통해 

가장 신호가 강한 부분을 pead detection 한다. 마지막, 네번째로 

구조물이 cos 운동 하기 때문에, 시간영역에서 신호가 peak 인 부분의 

시간간격을 알면 구조물이 진동하는 주기 T를 알 수 있다. 주기 T 를 

이미 알고있는 구조물의 가속도 센서와 회전 중심간의 거리 r 을 

이용하여 구조물이 이동한 거리 2πr 를 구한다. 최종적으로 2πr/T 로 

구조물의 선속도 v 를 구한다. 

다음으로는 코리올리 힘 축에서 발생하는 coriolis acceleration 과 

앞에서 구한 구조물의 선속도를 갖고 최종적인 각속도를 구하며, 총 

4단계로 나뉜다. 첫번째로는 구조물의 선속도 축에서 구한 haltere 

acceleration peak detection 값을 갖고 구조물의 진동 주파수 ω 를 

구한다. 그림 2.49과 그림 2.50과 같이 Coriolise acceleration 신호에 

X cos ωt 를 곱하여 demodulation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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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코리올리 힘 축에서 발생하는 coriolis accerleration 신호 

 

 

그림 2.50 코리올리 힘 축의 신호 de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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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demodulation 된 가속도 신호에 LPF 를 통과시켜 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한다. 세번째로는 demoulation 된 가속도 신호에 

구조물의 선속도 축에서 구한 최종적인 선속도로 나눠주면 각속도를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utterworth low-pass filter (LPF)를 

수행하여 bias를 제거하고, 최종적인 각속도를 구한다. 아래 그림 2.51 

에 위의 신호처리 과정을 나타냈다. 

 

 

그림 2.51 개선된 신호처리 방식 

 

제 3 항 실험 결과 

제안한 자이로 센서와 상용 자이로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그림 

2.52-2.55와 같이 나타냈다. 또한, 같은 조건으로 5 번 실험 동안에 

발생한 실험 결과를 표 2-6 에 정리하여 나타냈다. 제시된 각속도 측정 

결과에서 ± 90 °/s 의 회전이 발생한 구간은 최소 1.2 °/s, 최대 

8.2 °/s 와 4.72 °/s 의 평균 오차가 발생 했다. 회전이 발생하지 

않는 0 °/s 의 구간에서는 최소 8 °/s, 최대 16.5 °/s 와 10.9 °/s 

의 평균 오차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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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개선된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 측정 결과-data3 

 

 

그림 2.53 상용 자이로 센서 출력값-dat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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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개선된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 측정 결과-data4 

 

 

그림 2.55 상용 자이로 센서 출력값-dat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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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 측정값 

구동 주파수 1.28 m/s 

회전 각속도 90 °/s 0 °/s 

실험 횟수 오차[°/s] 

1 3 7 

2 -6.2 12.5 

3 -5 10.5 

4 1.2 8 

5 -8.2 16.5 

평균 오차 4.72 10.9 

 

 

제 3 장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곤충의 평형곤을 모사하여 가속도 추정부가 일체화된 

새로운 구조의 자이로 센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센서는 

로봇의 구동 동력을 이용하여 평형곤 모방 구조물을 진동시켜주는 

동력전달장치와 구조물 끝에 가속도 센서가 부착되어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코리올리 힘을 측정하고, 신호처리 과정을 통해 각속도를 

측정하는 각속도 측정 장치로 구성되었다. 제안한 센서는 자체의 구동부 

없이 로봇의 구동력에서 진동시키는 동력을 얻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공급 없이도 각속도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정해진 공진 주파수가 

아닌 로봇 구동부의 주파수에 따라서 센서가 공진하기 때문에, 공진 

주파수가 로봇의 구동에 따라 변하고, 공진 주파수를 이용한 음파 등의 

외부 공격에 강인할 수 있다.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제안한 

센서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feasibility 를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초소형 생체 지상 로봇과 비행 로봇 플랫폼에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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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의 적용가능성이 존재한다. 로봇이 소형화 

될수록 구동 주파수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제안한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의 신호 강도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초소형 로봇의 빠른 

모션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저전력 센서의 요구에 본 생체 모사 

구동부 일체형 자이로 센서가 유리할 것이다. 또한 광역적인 위치 

추정의 출력 주기 사이에서 국부적 위치 추정에 사용되어, 카메라나 

엔코더와 같은 다른 센서를 보조하는 센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feasibility 를 확인하는 단계이지만,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이뤄진다면, 로봇플랫폼에 적용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위치 추정 및 자세 제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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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asibility Study of Gyroscope 

Integrated with Actuation Parts of 

a Robot Inspired by Insect 

Halteres

Min Gi Jeong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Bio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 gyroscopes are 

widely used in various robot applications. However, these 

conventional gyroscopes need to vibrate the proof mass using a 

built-in actuator at a fixed resonance frequency to sense the 

Coriolis force. When a robot is not moving, the meaningless 

vibration of the gyroscope wastes power. In addition, this sensor 

becomes vulnerable to an external sound wave with a frequency 

close to the resonance frequency of the gyroscope. In this paper, a 

feasibility study of a new type of gyroscope that is inspired by 

insect haltere is presented. The insect haltere is a biological 

gyroscope that measures the Coriolis force. In certain insects, since 

wing muscles and halteres are mechanically linked, the halteres 

vibrate as wings beat, allowing them to sense the Coriolis forces. 

Inspired by this haltere structure, the proposed gyroscope uses a 

mast integrated with robot actuation mechanism, and the m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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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tes only when the robot is moving without using a separate 

actuator. Then, an accelerometer is installed at the tip of the mast, 

and by using the accelerometer the input angular velocity is 

measured. However, the signal from the accelerometer has multiple 

frequency components, and is highly corrupted with noise, such that 

raw signal data need to be processed to achieve meaningful data. 

This paper also presents a suitable signal processing technique 

using the amplitude modulation method.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haltere-inspired gyroscope is also experimentally 

evaluated. 

Keywords : biomimetic sensor, gyroscope, haltere, biomimetic, 

demodulation,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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