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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θɺɺ           : 각가속도 

J           : 회전 관성 

Tmagnetic         : 자기력 토크 

Telectromagnetic    : 전자기력 토크 

Kt                : 모터 상수 

Km               : 복원 상수 

θ           : 회전 각도 

I : 코일의 전류 

V : 코일의 전압 

R : 코일의 저항 

θɺ  : 회전 각속도 

Ke : 역기전력 상수 

 

1. 서 론 

최근 소형 이동 로봇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형 

구동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형 이동 로봇은 군사용 또는 의료용으로 활용될 

Key Words: Electromagnetic Actuator(전자기력 구동기), Mobile Robot(이동 로봇), Voice Coil Motor(보이스 코

일 모터) 

초록: 전자기력을 이용한 소형 회전 무빙 자석 타입 보이스 코일 구동기를 소형 이동 로봇을 위해 개발

하였다. 1 개의 자석과 1개의 코일 그리고 1개의 요크로 이루어진 간단한 구조이다. DC 모터와 같이 선

형으로 근사화한 이론적인 모델링으로 성능을 예측하였고,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으로 모터 상수와 

복원력 상수를 계산하여 자석과 코일 사이의 공극에 따른 성능을 예측하였다. 시작품을 제작하여 실험

을 통하여 60Hz에서 공진 주파수를 가지고 주파수 대역폭이 80Hz 를 가짐을 확인하여 모델링을 검증하

였다. 그리고 정적으로 1.5V 입력 전압으로 약 20 deg 의 회전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구동기는 개루프 

제어가 가능하여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다. 

Abstract: A voice coil actuator with a rotating moving magnet has been developed for a miniaturized mobile robot. The 

actuator has simple structure comprising a magnet, a coil, and a yoke. Actuator performance is predicted using a 

linearized theoretical model, and dynamic performance based on the air-gap between the magnet and the coil is 

predicted using motor constant and restoring constant obtained through finite element simulations. The theoretical 

model was verified using a prototype with 60 Hz resonance and 80 Hz bandwidth. We found that an input of 1.5 V can 

make the actuator rotate by 20° statically. The driving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actuator can be simplified because 

of its implementation of open-loop control. 

† Corresponding Author, dongho@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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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이동 로봇은 주로 곤충과 같은 

생물체에서 영감을 얻어서 설계 및 개발되고 있다. 

생물체의 관절은 주로 회전 관절로 이루어져 있으

므로 생물체 모방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형 

회전 구동기가 필요해진다. 대표적인 소형 구동기

로는 압전 소자 구동기가 있다.(1) 압전 소자를 이

용한 구동기는 작은 사이즈에 큰 힘과 빠른 응답

을 갖는 장점이 있지만 구동 범위가 작고 다소 높

은 전압을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직선 운동을 함으

로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추가적인 기구부가 필

요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형상기억합금 구동기

는 간단한 구조로 큰 변위와 충분한 구동력을 갖

는 장점이 있지만 반응 속도가 느리고 정확한 제

어가 힘든 단점이 있다. 이를 이용한 자벌레 모방

의 초소형 이동 로봇들이 개발되었다.(2) 최근에는 

폴리머 구동기가 개발되고 있다.(3) 대표적으로는 

IPMC(Ionic Polymer Metal Composite) 구동기가 있다. 

낮은 전압에서 수용액 내에서 큰 변위를 갖는 장

점이 있으나 공기 중에서는 변위가 작고 구동력이 

작다는 단점이 있다. 전자기력을 이용한 구동기는 

적당한 응답성과 힘을 갖고 또한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상용 소형 모터는 고

속 회전 DC 모터가 대부분으로 충분한 힘과 속도

를 얻기 위해서는 감속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

유로 소형 이동 로봇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보이스 코일 타입의 소형 구동기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리니어 타입 구동기를 사용하여 

소형 인치웜 로봇이 개발 되었다.(4)  

전자기력 보이스 코일 구동기는 소형화가 쉽고 

응답성이 좋기 때문에 소형 정밀기기 및 소형 과

학 미러 구동부 등에 널리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구동기(5)와 소형 광학 미러 

구동기(6) 등에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무

빙 자석 타입의 회전 소형 보이스 코일 구동기를 

소개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소형 광학 구동기 

및 초소형 이동 로봇에 적용이 가능한 소형 크기

와 적당한 응답성을 갖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바코드와 같은 회전 미러 구동은 50~60Hz 의 응

답성을 갖고 곤충의 회전 구동도 100Hz 이내의 

응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안된 구동기는 이

러한 용도로 적합하게 설계되었고 자석과 코일의 

공극의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응답성이 조절이 가

능함을 보였다. 구동기의 특성을 모델링 하여 성

능을 예측하였고 시작품을 제작하여 검증하였다. 

제안된 구동기를 활용한 다양한 이동 로봇들이 본 

연구자에 의하여 제안되었다.(7) 

 

2. 구조 설계 및 모델링 

2.1 구조 설계 

바코드 미러 같은 소형 광학 미러 구동에 널리 

쓰이는 구조로 1 개의 자석과 1 개의 코일 그리고 

1 개의 요크로 이루어진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

어진 1 자유도 무빙 자석 타입 소형 보이스 코일 

모터 구동기를 설계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는 Fig.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일은 요크 주위로 감겨

서 외부 지지부에 고정되어 있고 자석은 회전부에 

부착되어 회전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기장의 방

향은 Fig. 2와 같이 코일이 감긴 방향과 수직이고, 

전자기력의 방향은 코일의 전류 방향에 따라 결정

되고 회전부에 작용한다. 

 

2.2 모델링 

소형 광학 미러 구동기에 적용한 바와 같이 기

본적으로 보이스 코일 모터는 널리 알려진 일반적

인 DC 모터 모델링을 기초로 한다.(6) Fig. 2 와 같

이 코일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되면 전자 

 

 

Fig. 1 Design of the moving magnet type voice coil 
actuator 

 
             (a)                    (b)  

 

Fig. 2 Description of the Lorentz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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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회전

부의 토크는 반시계 방향이 된다. 요크 아래 쪽 

코일의 반대 방향 전류로 인해서 왼쪽 방향 힘이 

발생하나 이는 미소하여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

의 토크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DC 모터와 달리 2 가지 힘이 존재한

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에는 자석과 요크 사

이의 자기력에 의해 회전부가 Fig. 2 와 같이 가운

데에 위치하도록 작용하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회

전부가 좌우로 움직일 때 가운데 위치로 돌아가도

록 하는 복원력으로 작용한다. 전류가 흐를 경우

에는 전자기력이 작용하여 전류방향에 따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부가 회전하게 된

다. 모터 각가속도 θɺɺ 와 회전 관성 J 를 고려하여 

모델링을 하면 식 (1)과 같다.  

 

eticelecromagnmagnetic TTJ =+θɺɺ          (1)  

 

식 (1)에서 각 토크 성분은 회전하는 자석과 직

선형 코일의 구조에 의해서 비선형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회전 각도가 작은 범위 내에서는 선

형화하여 단순화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전 DC 

모터에서 전자기력에 의한 토크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 이 비례상수를 모터 상수 

혹 토크 상수, Kt 라고 한다. 그리고 회전부가 가

운데 위치하도록 하는 자기력에 의한 토크는 회전 

각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이 때의 비례상수를 

복원 상수, Km 라고 하면 식 (1)에서 토크는 각각 

다음과 같다.  

 

θmmagnetic KT =               (2) 

IKT teticelecromagn =
             

(3) 

 

여기서 θ 는 회전부의 회전 각도이고 I 는 코일

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이다. 코일의 인덕터 성분

을 무시한 회로 방정식은 식 (4)와 같다.   

 

θɺeKIRV +=               (4) 

 

여기서 V 는 전압이고 R 은 코일의 저항 그리

고 θɺ  은 회전부의 각속도이고 Ke 는 역기전력 상

수이고 이 값은 모터 상수와 같다.  

식 (1)에 식 (2)와 (3)을 넣고 식 (4)와 계산하여 

라플라스 변환을 하여 입력 전압과 회전각도에 대

해서 식 (5)와 같이 2 차 선형 시스템을 유도할 수 

있다. 

t

m
e

t K

RK
sKs

K

JRV
++

=
Θ

2

1

            (5)

 

3. 수치 해석  

앞에서 유도한 식 (5)를 이용하면 제안한 1 자유

도 보이스 코일 모터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상수들의 값을 구하여야 한다. 회

전 관성 J 와 코일의 저항 R 은 설계가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 값이다. 모터 상수와 복원 상수는 자

석과 코일간의 간격인 에어 갭에 따라서 변하는 

값으로 이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모터의 특성을 갖도록 조절이 가능하다. 상용 유

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ig. 3 과 같이 

공극의 간격에 따른 회전에 따른 자기력 토크를 

해석하여 복원 상수를 추정하고 중심 위치에서 전

류에 따른 전자기력 토크 값을 해석하여 모터 상

수를 추정하여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공극에 따른 모터 상수 값은 Fig. 4 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복원 상수 값은 Fig. 5 에서 확인할 수 있

다.  

 

 
 

Fig. 3 Simulation result of magnetic flux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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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tor constant according to air-gap 



신부현 · 이승엽 · 이경민 · 오동호 

 

1532 

Table 1 Motor constant and restoring constant 

Air Gap 

(mm) 

Motor constant 

(mNm/A) 

Restoring constant 

(mNm/rad) 

0.5 5.28 1.32 

1 4.00 0.42 

1.5 3.14 0.17 

2 2.42 0.073 

2.5 1.9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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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toring constant according to air-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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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equency response according to air-gap 

 

 

자석과 코일 사이의 공극의 간격에 따른 모터 

상수와 복원 상수를 정리하면 Table 1 과 같다. 시

작품을 이용한 측정에 의해서 관성 J 는 33.3·10-9 

kg/m2 와 코일의 저항 R 은 58Ω 임을 알 수 있었

다. 이 계수 값들을 식 (5)에 대입하여 주파수 해

석을 수행하여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제안된 무빙 마그넷 타입 보이스 코일 모터는 

개루프 제어용으로 회전 각도 변위를 중요시하므

로 위상차는 무시하고 크기만을 고려하여 동적 특 

 
 

Fig. 7 Prototype of the moving magnet type voice coil 
actuator  

 

성을 판별한다. 식 (5)에 의한 공극의 간격에 따른 

동적 특성을 구하면 Fig. 6 와 같다. 여기서 공진 

주파수와 주파수 대역폭을 찾아서 공극의 간격에 

따라 표시하면 Table 1 과 같다. 따라서 원하는 공

진 주파수와 밴드폭을 공극의 간격을 조절함으로 

정할 수 있다. 

4. 시작품 제작 및 실험  

시작품을 Fig. 7에서와 같이 공극 1 mm에 대하

여 제작하여 특성을 확인하였다. 전체 크기는 

10×11×9 mm 이고 전체 무게는 1.5g 이다. 자석은 

희토류 자석(ND35)이고 코일의 감은 수는 820 회

이며 저항은 58Ω이다. 프레임과 플래퍼는 ABS 

수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회전부의 회전 각도

는 ±20deg 로 제한하였다. 자석과 코일간의 간격은 

1 mm 로 하여 일반적으로 바코드 미러 회전 같은 

상용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60 Hz 공진 주파수 대

를 선정하였다. 

주파수 발생기를 이용하여 1 Hz부터 100 Hz 까

지 사인 스윕을 발생하여 회전부의 회전 각도를 

레이저 변위 센서를 이용하여 Fig. 8 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Op-Amp L272 를 이

용하여 전압 팔로어 구동회로를 제작하여 전압 입

력 Open-loop로 구동하였다. 

모터 상수와 복원 상수를 실험적으로 구한 결과

는 Fig. 9 과 Fig. 1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석의 

물성치 차이와 기구부 오차로 인해 차이를 보이나 

모터상수 및 복원상수의 선형성은 확인할 수 있어 

해석 결과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 

절의 간략한 선형 모델링이 제안된 구동기의 특성

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구동부의 회전 각도

를 측정한 결과를 주파수 분석한 결과를 Fig. 1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점선은 해석으로 구한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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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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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tor constant at 1 mm air-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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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toring constant at 1 mm air-gap 

 

에 따른 모델링에 의한 주파수 응답 곡선으로 공

진 주파수와 밴드 폭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앞 절의 모델링에서 모터 상수와 복원 

상수를 선형으로 근사화하였다. 특히 모터 상수는 

일정하지 않고 위치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러한 

근사로 인해 저주파와 고주파 영역에서 주파수 응

답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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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requency response at 1 mm air-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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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tatic response of prototype 

 

제안된 1-자유도 구동기의 입력 전압에 따른 회

전 각도를 Fig.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시

스템은 개루프 제어가 가능하여 입력 전압만으로

도 위치 제어가 가능하다. 따라서 파형을 만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파워 Op-Amp 만으로 간단

한 제어 회로 구성이 가능하여 소형 이동 로봇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5. 결 론 

전자기력을 이용한 소형 무빙 마그넷형 보이스 

코일 구동기를 제안하였고 자석과 코일 사이의 간

격에 따른 주파수 응답 특성의 변화를 해석을 통

하여 보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면 원하는 주파

수와 대역폭을 선정할 수 있다. 

시작품을 제작하여 해석을 통한 주파수 응답 결

과를 검증하여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동기를 활용하면 다양한 소형 이동 로봇을 제작

이 가능하다. 또한, 바코드 미러 구동 같은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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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미러 회전 구동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다. 

후 기 

이 논문은 교육 과학 기술부의 연구 재단의 지

원(Grant No. 2010-0014728)과 2012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참고문헌 

 

(1) Lee, S.-Y., Ko, B. and Yang, W.-S., 2005, 

"Theoretical Modeling, Experiments and Optimization 

of Piezoelectric Multimorph,”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Vol. 14, pp. 1343~1352 

(2) Koh, J.-S and Cho, K.-j, 2012, “Omega-shaped 

Inchworm-inspired Crawling Robot with Large-Index-

and-Pitch (LIP) SMA Spring Actuators,”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Vol. 18, No.2,  pp. 

419~429  

(3) Yoshihito, O. and Danilo, E. D. R., Polymer Sensors 

and Actuators,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New York 

(4) Lee, D., Kim, S., Park, Y.-L. and Wood, R.J., 2011, 

“Design of Centimeter-scale Inchworm Robots with 

Bidirectional Claws”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Shanghai, pp. 

3197~3204 

(5) Kim, K.-H., Oh, D.-H, Shin, B. H. and Lee, S.-Y, 

2009, “A HDD Latch Design Using Electro-magnetic 

Force of VCM Actuators,”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Vol.19, 

No.8 pp. 788~794 

(6) Shin, B. H., Oh, D. and Lee, S.-Y., 2013, “A Two-

dimensional Laser Scanning Mirror using Motion-7 

Decoupling Electromagnetic Actuators,” Sensors, 

Vol.13, pp. 4146~4156  

(7) Shin, B. H., and Lee, S. Y. ,2012, “Micro mobile 

robots using electromagnetic oscillatory actuator,” 

IEEE RAS & EMB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medical Robotics and Biomechatronics (BioRob), 

pp. 575~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