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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로보틱 매니퓰레이터는 로
보틱스 분야에서 꾸준히 다루어져 왔다. 또한 이론적인 부
분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실제 생활에서도 로
보틱 매니퓰레이터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 전
반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로보틱 매니퓰레이터는 모터와 
금속기반의 연결부를 기본 요소로 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에 
시스템의 크기가 거대하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이동하는 
로봇에 적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면이 존재한다. 즉, 로봇

의 스케일이 작아질수록 전통적인 로보틱 매니퓰레이터는 
효용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로봇에 적합한 메소 스케일 매니퓰

레이터 설계 및 제작에 대해 다룬다. 메소 스케일 매니퓰

레이터 는 Smart Composite Microstructure(SCM)[1] 로 제작되

며, 구동기로는 SMA(Shape Memory Alloy, 형상 기억 합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한다. SCM 은 마이크로 스케일의 연결

부를 가지는 구조로서, 복합재를 레이저 가공을 통해 2 차

원 패턴을 형성하여 제작된다. 이렇게 형성된 2 차원 패턴

들을 조립하여 3 차원의 구조물로까지 발전 시킬 수 있다. 
작은 스케일에서의 SCM 은 전통적인 로보틱 매니퓰레이터

의 모든 단점을 보완해 준다. 먼저 금속을 기본으로 하는 
핀과 연결부를 연성 필름과 복합재로 대체함으로써 금속 
간에 발생했던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구동기로 쓰이는 SMA 또한 소형 로봇에 적합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형 시
스템에 장착이 용이하다. 또한 두 가지 상(마텐자이트/오스

테나이트)을 이용하여 온-오프 제어가 가능하며, 높은 에너

지 밀도로 질량 대비 높은 힘을 낼 수 있다. 이러한 특성

으로 robotic fish fins[2], RoACH[3], Omegabot[4]  그리고 
Crawling robot[5] 등 많은 소형 시스템에 구동기로 이용되

고 있다. 
 

 
Fig. 2 Sarrus linkage for linear motion 

 

 
Fig. 3 Turning motion of paper-made universal joint 

 
Fig. 4 Gripper 

 

 
Fig. 1 Mesoscale Manipulator with  

embedded 6 SMA coil actuators   
 

2. 설계 
 

Fig. 2 는 Sarrus linkage 로서, 매니퓰레이터의 선형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중앙의 파란색 선이 연성 조인트가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접힘과 펴짐을 반복하면서 선형운동

을 만들어낸다. 
SCM 을 이용한 유니버셜 조인트는 SCM 구조의 가장 강

력한 강점 중 하나인 유연성을 유용하게 이용한 것이다. 
Fig. 3 은 유니버셜 조인트의 동작 모습을 종이 접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사각형의 각 변에 붙어 있는 연성 조인트

가 접히게 되면, 연결된 사각형 모양의 판도 같이 회전하

게 되는 것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수직한 네 
가지 다른 방향으로의 조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유
니버셜 조인트는 매니퓰레이터의 활동 범위를 넓혀줌과 동
시에 효율적인 일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Fig. 4 는 직접적으로 물체와 접촉하는 집게 부분이다.  
연성 조인트를 이용하여, 한 번의 구동으로 집는 동작이 
가능하게 하였다. 중앙에 배치된 SMA 코일 구동기가 구동

하게 되면 아래쪽 판이 당겨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양 옆
에 붙어있는 집게가 중앙으로 모이면서 물체를 집을 수 있
게 된다.  

 위 세 가지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Fig. 1 과 같은 메소 
스케일 매니퓰레이터를 완성한다. 

 
3. 제작 

 

본 메소 스케일 매니퓰레이터는 회로가 내장된 형태이

며, 이를 위해 copper-kapton laminate 를 사용하였다. SCM 공
정은 Fig. 5 와같다. Copper-kapton laminate 를 레이저 마이크

로 머시닝을 통해 회로가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구분 지어 가공하고, Fig. 5(b)와 같이 회로가 불필요한 부분

을 에칭한다. Fig. 5(a)에서 준비된 유리 섬유 조각과 에칭된 
copper-kapton laminate 를 겹친 후, 일정 조건 하에서 경화시

킨다. Fig. 5(d)는 완성된 연성회로를 보여준다. 연성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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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M process including flexible circuit 

 
SMA 코일 스프링 장착을 가능하게 해준다. 매니퓰레이

터에 쓰인 SMA 코일 구동기의 오스테나이트 시작 온도는 

90℃이며, 구동기로 사용하기 위해 500℃에서 1 시간 동안 

열처리 하였다. 열처리를 거치게 되면 SMA 는 오스테나이

트 상일 때의 모양을 기억하게 되어 구동기로서 사용이 가

능하게 된다[6]. 또한 와이어의 직경은 150 ㎛, 코일의 직

경은 470 ㎛로, 약 3.1 의 스프링 인덱스를 가진다. 

본 매니퓰레이터에는 6 개의 SMA 코일 구동기가 장착

되었다. 집게에 1 개, 유니버셜 조인트에 4 개 그리고 선형

운동에 나머지 1 개가 장착되었다. 유니버셜 조인트에서 2

개의 SMA 코일 구동기가 1 자유도 씩을 만들도록 하였다. 

 
4. 결과 

 

Fig. 6 은 제작된 메소 스케일 매니퓰레이터를 여러 가
지 상황을 설정하여 동작시킨 것이다. 이 때, 6 개의 SMA 
코일 스프링은 독립적으로 제어하였다.  

Fig. 6(a)는 메소 스케일 매니퓰레이터를 옆에서 본 것

이며, 모든 구동기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Fig. 6(b)는 선형운동부의 뒤쪽 이동, 유니버셜 조인트의 

왼쪽 회전, 그리고 집는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선형운동

부를 보면 연성 조인트가 접히면서 뒤쪽으로 당겨졌음을 

알 수 있다. 유니버셜 조인트에서는 왼쪽에 위치한 연성 
조인트가 다른 것들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이 접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 연성 조인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접

히면서 왼쪽으로 회전하였으며, 이 때 이웃한 두 개의 연

성 조인트를 보면 왼쪽 방향으로 조금 꺾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유연한 소재인 필름의 

특성을 유용하게 이용한 것이다. 집게 부분에는 위판과 아

래판의 사이가 좁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MA 코일 
스프링이 구동하여 두 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양 옆

의 집게들이 중앙으로 모이면서 물체를 집은 모습이다. 

Fig. 6(c)는 유니버셜 조인트가 위쪽으로 작동한 모습

을 보여준다. 위쪽에 위치한 연성 조인트가 다른 세 개의 

연성 조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접혀 있음을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형 로봇에서의 전통적인 로보틱 매니

퓰레이터를 대체할 소형의 메소 스케일 매니퓰레이터를 제

안하였다. Smart Composite Microstructure(SCM)는 금속 기반

의 핀과 연결부를 연성 필름과 복합재로 대체 시켜 주어 

소형화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연성회로와 구조 자체의 결

합은 SMA 코일 스프링의 장착을 용이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작고 조밀하게 구현하는데 큰 도움

이 되었다.  

하지만 최적의 메소 스케일 매니퓰레이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

니버셜 조인트의 경우 4 개의 연성 조인트들의 길이, 그리

고 SMA 코일 스프링의 장착 위치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a) Side view of manipulator 

 
(b) Gripping, left turning and linear motion  

 
(c) Gripping, upward turning and linear motion 

Fig. 6 Three degree of freedom manipulating and gripping motion 
 

있다. 또한 집게에서 위판과 아래 판의 간격 또한 집기 능

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변수들의 최적의 조

합은 메소 스케일 매니퓰레이터의 성능을 극대화 시킬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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