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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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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ous vibration 
makes the sensor vulnerable to external sound waves with a frequency close to the proof-mass resonance frequency. In this paper, a 
feasibility study of a new type of gyroscope inspired by insect halteres is presented. In dipterous insects, halteres are a biological 
gyroscope that measures the Coriolis force. Wing muscles and halteres are mechanically linked, and the halteres oscillate 
simultaneously with wing beats. The vibrating haltere experiences the Coriolis force if the insect is going through a rotational motion. 
Inspired by this haltere structure, a gyroscope using a thin mast integrated with a robot actuation mechanism is proposed. The mast 
vibrates only when the robot is moving without requiring a separate actuator. The Coriolis force of the mast can be measured with an 
accelerometer installed at the tip of the mast. However, the signal from the accelerometer has multiple frequency components and 
also can be highly corrupted with noise, such that raw data are not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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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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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로봇의 네비게이션, 자세안정화 등을 위해서는 위치추정 

기술이 필수적이다. 위치추정 기술에는 방향을 추정하는 과

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로봇은 각

속도 센서를 이용한 각속도 측정 결과를 방향추정에 활용한

다[2-5]. 

회전 각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각속도 센서는 다양한 형태

로 개발되어 왔고, 크게 회전식, 광학식, 진동식으로 분류한

다[6]. 회전식 각속도 센서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체가 회

전을 유지하려는 관성과 세차 운동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전

을 감지하며, 대표적으로 동조 각속도 센서가 있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기계적으로 복잡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각속도 센서로 대체되고 있다. 

광학식 각속도 센서는 샤낙(Sagnac) 효과를 이용하여 회전

을 감지하는 센서로, 원형태의 닫힌 경로에 두 빛을 서로 반

대방향으로 방사하여 회전에 따라 발생하는 두 빛의 경로차

를 검출하여 각속도를 계산한다. 대표적인 광학식 각속도 센

서에는 광섬유 센서와 링레이저 자이로 센서가 있다.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주로 군사적인 목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리올리힘을 이용하여 회전을 감지하는 진동식 

각속도 센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7], 일정한 주파수로 공

진하는 질량체(m)가 존재한다. 공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량

체의 선속도(v)가 로봇의 회전 축에 대한 각속도(ω)와 나란

하지 않으면 질량체는 코리올리힘(F = 2mω×v)을 받게 된다. 

이때, 센서 프레임을 기준으로 질량체의 변위가 생기게 되고, 

이 변위를 정전 용량형 또는 저항형 등의 방식을 통해 감지

하여 회전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진동식 각속도 센서는 

마이크로머시닝 기술 기반으로 제작되며, 센서 제작에 대한 

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서 고성능의 각속도 센서의 제작

에 응용되어 왔다[8-10]. 이러한 진동식 각속도 센서는 소형

화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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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제어, 자동차 등 산업 전 영역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11-13]. 

하지만 이러한 진동식 각속도 센서는 로봇이 정지하거나 대

기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센서 내부의 질량체를 지속적으로 

공진시키며, 불필요한 전력을 소모한다. 또한, 진동식 각속도 

센서는 고정된 주파수로 센서를 공진시키기 때문에, 동일한 주

파수의 외부 진동이 입력될 경우 과도한 증폭현상으로 센서의 

동작이 중단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를 이용하여, 음파를 통한 

각속도 센서 무력화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14]. 

본 논문은 평형곤을 모방하여 공진을 위한 센서 자체의 

구동부가 없는 각속도 센서를 제안한다. 제안한 센서는 평형

곤이 날개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날개와 함께 구동되기 때

문에 별도의 근육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모방한다. 제안한 센서는 로봇의 구동부가 구조적으로 연결

되어 로봇 구동부의 동력을 전달 받아 진동한다. 따라서 센

서 내에 별도의 구동부 없이 코리올리힘을 측정하기 위한 선

속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진동식 각속도 센서는 내부의 질

량체가 정해진 주파수로 공진하기 때문에 동일한 주파수의 

외부 음파에 민감한 반면에, 제안한 방식의 각속도 센서는 

정해진 주파수가 아닌 로봇 구동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

동하기 때문에 외부 음파에 강인할 수 있다. 평형곤을 모사

한 구동부 일체형 각속도 센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실

험을 통해 feasibility를 확인하였다. 
 

II. 평형곤의 생물학적 특성 및 각속도 감지 원리 

파리류 곤충에서 발견되는 평형곤은 각속도를 감지하는 

기관으로 그림 1과 같이 곤충 가슴의 날개 뒤쪽에 위치하며, 

얇은 막대의 끝부분에 공 모양의 질량체가 달려 있는 곤봉 

형태의 구조이다. 평형곤이 부착된 가슴 부근에는 약 400 개

의 스트레인 게이지 기능을 하는 감각기가 있어, 평형곤에 

작용하는 코리올리힘을 감지한다[15,16]. 

그림 2와 같이 평형곤은 날개와 sub-epimera ridge 기관을 

통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별도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날갯짓에 사용되는 근육에서 동력을 얻어 진동한다[17]. 

따라서 평형곤은 날개와 수직한 평면으로 180° 위상차를 가

지며, 동일 주파수로 진동한다. 이러한 진동은 회전에 따른 

코리올리힘의 발생을 위한 선속도로 작용한다[17,18]. 

곤충이 병진 운동 없이 회전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평

형곤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다[16]: 
 

 2 ( )m m m m m= − × − × × − × −F g ω v ω ω r ω r a�   (1) 

 

그림 2. 파리류 곤충의 가슴 부위 구조[17]. 
Fig.  2. Schematic of diptera insect thorax [17]. 

 

작용하는 힘에 대한 식에서 우변의 파라미터들을 보면, 평

형곤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mg  코리올리힘 2 ,m ×ω v  평

형곤에 작용하는 원심력 ( ),m × ×ω ω r  각가속도힘 (angular 

acceleration force) ,m ×ω r�  관성력 ma 에 대하여 나타낸다. 

중력은 곤충의 자세에 따라 3축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변

하지만, 직류 성분으로 간주하여 쉽게 제거 된다. 코리올리힘

은 몸체의 각속도와 평형곤의 속도에 비례하는 힘으로 작용

하며, 3축에 모두 작용하여 회전에 대한 방향 및 크기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원심력은 평형곤의 위치와 몸체의 각속

도 제곱에 비례하는 힘으로 회전에 대한 방향 정보를 추정하

기 어렵다. 원심력은 주로 곤충의 방사 (radial) 방향과 접선 

(tangential) 방향으로 작용하고, 측면 (lateral) 방향으로는 힘이 

적게 작용하여 코리올리힘에 비해 작다. 각가속도힘은 코리

올리힘과 유사하나, 위상이 각속도에서 90° 만큼 shift 되기 

때문에 코리올리힘과 분리가 가능하다. 관성력은 곤충 몸체

에 대한 평형곤의 상대적 가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힘으로, 

코리올리힘 보다 크지만 주로 방사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측면 방향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측면 방향에서 

회전운동에 대해 작용하는 힘은 코리올리힘이 다른 힘들과 

비교하여 충분히 크기 때문에, 아래 식과 같이 코리올리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lateral
f m vω≈  (2) 

 

따라서 평형곤의 측면 방향에서 코리올리힘을 측정하여 

곤충이 회전 운동을 할 때 평형곤의 측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코리올리힘으로 몸통의 요(yaw), 피치(pitch), 롤(roll) 축의 각

속도를 감지한다. 
 

III. 평형곤을 모사한 구동부 일체형 각속도 센서 

1. 제안한 구동부 일체형 각속도 센서 구조 

위와 같은 평형곤의 구조적 특성에 착안하여 구동부 일체

형 무동력 각속도 센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로봇은 이동을 위한 액추에이터와 동력 전달 장치로 구성된 

구동부가 존재하는데, 제안하는 각속도 센서는 코리올리힘 

발생을 위한 선속도를 획득하기 위해, 로봇의 구동부로부터 

동력을 얻어와 센서를 진동시키는 방식이다. 

그림 3은 로봇의 구동력을 이용한 각속도 감지 센서의 프

로토타입이다. 프로토타입은 각속도 측정부와 로봇의 구동력 

전달장치로 구성된다. 각속도 측정 부는 평형곤을 모사한  

 

 
그림 1. 초파리의 평형곤의 전자현미경 사진 모식도[15]. 

Fig.  1. Electron micrograph of the halter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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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과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평형곤을 

모사한 구조물은 그림 3(a)와 같이 가로 0.5 cm, 세로 4 cm 크

기의 종횡비가 큰 직사각형 모양이며, 긴 막대 끝 부분에 코

리올리힘을 감지할 수 있는 정전 용량형 가속도 센서 

(Analog Device Inc., ADXL345) 가 부착되어 있다. 신호처리 파

트는 가속도 센서를 통해 얻어진 신호로부터 잡음, 원심력 

등의 코리올리힘 외 성분들을 제거하여 코리올리힘만을 감

지해 각속도를 측정한다. 그림 3(b)은 로봇의 구동부이며, 로

봇의 엑츄에이터로부터 발생하는 구동 동력을 구동 전달장

치를 통해 코리올리힘 측정을 위한 선속도를 장치이며, 크기

는 가로 7 cm, 세로 2.5 cm, 높이 4.5 cm 로 제작하였다. 

2. 가속도 측정을 위한 신호처리 과정 

신호처리 과정에서는 가속도 신호에 존재하는 선가속력과 

같은 물리적 영향과 가속도 성분에 존재하는 고주파 성분, 

그리고 로봇의 자체적 진동이나 측정의 한계에서 생기는 잡

음 등을 제거한다. 앞서 언급된 평형곤 모델을 적용하면, 측

면 방향에서 코리올리힘에 의한 가속도가 다른 힘들을 무시

할 정도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측면 방향에 대한 가속도 센

서 신호를 이용하여 각속도 신호를 측정한다. 측면 방향에 

대한 가속도 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2 ( ) ( ) ( )
lateral coriolis

a t a t n t t v t n tω= + = × +   (3) 

 

( )
coriolis

a t 는 코리올리힘, ( )n t 은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외

부의 노이즈, ( )tω 은 로봇의 각가속도, ( )v t 는 제안한 센서

의 선속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가속도 신호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하고 각속도를 얻기 위해 신호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가속도 측정부의 신호처리 과정은 4 단계

로 이뤄진다. 첫번째, 고주파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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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수 대역에 가속도 신호를 추출한다. 로봇의 각속도와 센

서의 선속도는 푸리에 급수로 근사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1
2

1

( )
jk f t

k

k

t e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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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은 로봇의 각가속도 주파수이고, r(t)는 제안한 센서의 위

치, f2 는 엑츄에이터의 주파수에 비례하는 센서의 선속도 주

파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BPF 를 통과시킨 후, 가속도 신호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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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영역의 노이즈는 제거가 된다. 각속도는 BPF 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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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주파수만 존재한다. BPF 의 cutoff frequency 는 센서 구

동축 방향의 주파수 분석을 통해 결정한다. 두번째, 선속도가 

최고인 점에 대한 peak detection을 통해 가속도 신호의 

envelope detection을 수행하고, moving average로 잡음을 제거한

다. 세번째, 초기 정지 구간의 bias 값을 평균 내서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demodulation 된 가속도 신호에 선속도를 나눠주

면 최종적으로 각속도 신호를 얻을 수 있다. 
 

IV. 실험 방법 및 결과 

제작된 각속도 센서 프로토타입을 P3DX (Adept 

MobileRobots, USA) 로봇 위에 부착하여 그림 4와 같이 실험

환경을 조성하였다. 로봇을 최대 90°/s 회전각속도로 시계방

향과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가면서 총 8회 회전시켜, 프로

토타입 센서의 각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로봇

에 상용 각속도 센서 (STMicroelectronics, L3GD20) 를 함께 

 
(a) (b) 

그림 3. 제안한 센서의 프로토타입; (a) 평형곤을 모사한 구조

물, (b) 로봇의 구동부와 동력 전달부에 부착된 각속

도 측정부를 나타냄. 
Fig.  3. The prototype of the proposed sensor; (a) the proposed 

haltere-inspired device, (b) actuation part of a robot and the 
proposed gyroscope integrated with robot actuation 
mechanism. 

 

표   1. 제안한 센서에 사용된 ADXL 345 가속도계 (Analog 

Device Inc. USA) 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ADXL345 accelerometer (Analog Device 

Inc., USA) of the proposed sensor. 

Parameter Value 
Measurement range ±16 g 

Sensitivity 256 LSB/g 
Noise density 280 μg/√Hz 

Cross-axis sensitivity ±1% 
 

 

그림 4. 구동부 일체형 각속도 센서의 feasibility 검증을 위한

실험환경. 
Fig.  4. Experimental environments for evaluating the feasibility of 

the gyroscope integrated with actuation parts of a robot. 

Biomimetic Gyroscope Integrated with Actuation Parts of a Robot Inspired by Insect Halt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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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하여 제안한 각속도 센서와 비교하였다. 제안한 각속도 

센서와 상용 각속도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그림 5와 같이 나

타내었다. 제시된 각속도 측정 결과에서 90°/s 의 회전이 발

생한 구간은 오차가 1 - 3°/s 발생 했으며, -90°/s 의 회전이 발

생한 구간은 오차가 1 - 2°/s 발생했다. 반면에, 회전이 발생하

지 않는 0°/s 의 구간에서는 최대 20°/s 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프로토타입은 회전에 없는 구간에서 큰 오차를 발생 시키

는데, 이는 두 가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로봇의 엑추에이터에서 발생한 동력을 y-축 

선속도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구조물 자체의 진동이 발생

한다. 둘째, 신호수신을 위해 연결된 와이어의 장력으로 인해 

코리올리힘을 감지하기 위한 x-축 방향으로 코리올리힘 이외

의 운동성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점으로 인

해 x-축 방향의 신호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각속도 측정의 오

차가 발생한다.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와이어를 구조물에 

일체화 하고,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구조물을 재설계하여 정

밀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곤충의 평형곤을 모사하여 가속도 추정부

가 일체화된 새로운 구조의 각속도 센서 아이디어를 제안하

였다. 제안한 센서는 로봇의 구동 동력을 이용하여 평형곤 

모방 구조물을 진동시켜주는 동력전달장치와 구조물 끝에 

가속도 센서가 부착되어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코리올리힘

을 측정하고, 신호처리 과정을 통해 각속도를 측정하는 각속

도 측정 장치로 구성되었다. 제안한 센서는 자체의 구동부 

없이 로봇의 구동력에서 진동시키는 동력을 얻기 때문에, 별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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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제안한 센서의 프로토

타입을 구현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feasibility 를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구조물의 재설계를 통해 센서의 정밀도를 향상 

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제안하는 방식을 지상 

혹은 비행 로봇 등의 다양한 로봇 플랫폼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비행로봇이 활공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서 구동력을 얻기 힘든데, 이러한 구간에서도 동작 가

능한 자이로 센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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