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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에 들어 인간과 로봇의 공존 및 협업의 중

요성이 부각되면서, 로봇의 안정된 접촉작업을 위

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강성제어는 사

람의 안전과 안정된 접촉작업을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최근에 성능 향상 등을 위한 다

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3) 

강성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센서 기반의 능동 

강성제어와 기계시스템을 사용한 수동 강성제어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로봇에 6축 힘/토

크 센서를 장착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로봇과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접촉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고가의 힘/토크 센서가 필수적으

로 사용되고, 제어기의 성능, 센서의 응답속도 그

리고 통신속도 등의 문제로 성능이 제한될 수 있

다.(4) 또한 낮은 강성을 구현하기 위해 힘/토크 센

서의 감도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불안

정성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는 최소 강성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 시스템기

Key Words: Variable Stiffness Actuator(가변 강성 액추에이터), Adjustable Moment Arm(가변 모멘트 암), Stiffness 

Control(강성 제어), Lever Arm Mechanism(레버 암 메커니즘) 

초록: 최근에 들어 로봇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작업에서 가변 강성 액추에이터

의 연구가 활발하다. 기존의 다양한 가변 강성 액추에이터가 개발되었지만 크기와 중량 때문에 응용분

야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쉽게 이용되기 위해 소형의 가변 강성 액추에이터(miniVSA)

를 개발하였다. miniVSA는 모멘트 암 기반의 강성제어 장치와 두 개의 모터로 구성된 구동 장치로 구

성된다. 강성제어 장치는 두 캠의 상대 운동을 제어하여 위치와 강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이를 

실험을 통하여 강성 변화를 검증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variable stiffness actuation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because interaction between a robot 

and the environment is increasingly required for various robot tasks. Several variable stiffness actuators (VSAs) have 

been developed; however, they find limited applications owing to their size and weight. For realizing their widespread 

use, we developed a compact and lightweight mini-VSA. The mini-VSA consists of a control module based on an 

adjustable moment arm mechanism and a drive module with two motors. By controlling the relative motion of cams in 

the control module, the position and stiffness can be simultaneously controlled.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to 

show its ability to change stiffness.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2012.  

11. 7.-9., CECO) 발표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jbsong@korea.ac.kr 

Ⓒ 2013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유 홍 선 · 송 재 복 

 

1196 

반의 수동형 강성 제어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수동형 강성 제어 시스템인 가

변 강성 액추에이터(VSA, Variable stiffness actuator)

는 강성 제공을 위한 스프링 등의 탄성요소와 강

성 조절을 위한 메커니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계요소 기반의 수동형 강성 제어시스

템의 경우, 비교적 넓은 강성영역을 갖고, 안정적

으로 강성제어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강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토크제어 보다는 위치

제어를 이용하므로 보다 쉽게 강성제어 구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동형 강성조절의 구현을 위한 다양

한 형태의 VSA가 개발되었다. 두 개의 모터가 비

선형성의 탄성요소로 연결되어 장력을 조절하는 

방식을 채택한 MACCEPA,(6) VSA-II(7) 및 VSA-

Joint,(2) 판 스프링을 활용한 VSJ,(8) 가변 모멘트 

팔 기반의 HDAU,(9) AwAS,(10) AwAS-II(11) 및 vsaUT-

II(12)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VSA는 대부분 부피가 

크고 무거우므로 로봇 팔 등의 다자유도 로봇에 

적용이 힘들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가변 모멘

트 암 기반의 강성조절 메커니즘을 갖는 소형 가

변 강성 액추에이터 모듈(miniVSA)를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miniVSA를 개발함으로써, VSA의 실

제 다자유도 로봇에 대한 활용성을 향상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VSA

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연

구에서 개발된 miniVSA의 위치 및 강성조절 메커

니즘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개발된 miniVSA의 성능을 검증한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가변 강성 액추에이터의 원리 

2.1 가변강성 액추에이터 

일반적인 로봇 설계의 경우, 위치 정밀도 향상

을 위해 모터 및 감속기와 링크를 직접 연결하는 

관절 구조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관절 구조는 일

반적으로 강성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정밀한 위치제어는 이점을 갖는다. 하지만 능동 

강성제어 등을 사용하여 인간과 같은 유연운동

(compliant motion)을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VSA설계 시에는 일반적으

로 Fig. 1(b)와 같이 강성의 조절을 위해서 모터와 

링크 사이에 탄성요로 구성된 강성조절 장치를 삽

입한다. 

 
Fig. 1 Conceptual diagram (a) series elastic actuator, (b) 

variable stiffness actuator 
 

 

 
Fig. 2 Move the application point of the external force Fm 
 

 

기존에도 Fig. 1(a)와 같이 모터와 링크 사이에 

강성조절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Series elastic 

actuator (SEA)를 구성하여 힘 제어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시스템의 

강성은 스프링 강성에 의해 고정되므로 활용 

분야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Fig. 

1(b)와 같은 가변강성 메커니즘(VSM, Variable 

stiffness mechanism)의 경우에는 모터 두 개로부터 

받는 회전 입력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강성과 위치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SEA에 비해 작업환경에 따른 유연한 강성 

제공이 가능하다.(9)  

 

2.2 가변강성 메커니즘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1자유도 링크 및 

스프링으로 구성된 가변 모멘트 암 기반의 VSM

을 구현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스프링 및 

링크의 회전 중심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lm 

의 거리에 외력 Fm이 작용한다면, 회전중심 O에

는 회전토크 τ가 인가된다. 또한 외력에 의해서 θ

의 회전변위가 발생한다. 즉, 링크를 θ만큼 회전시

키기 위하여 필요한 토크 τ는 lm 이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며, 이는 시스템의 관절강성(kj=τ/θ)이 증

가하는 것의 의미한다. 따라서, 힘의 작용점의 위

치를 변화시킴으로써 회전강성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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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inciple of stiffness variation 

 

3. miniVSA의 개발 

3.1 강성조절 장치의 구현 

개발된 miniVSA의 단순화된 구조는 Fig. 3과 같

다. 회전중심에 외력 τ가 인가되어 링크에 θ만큼

의 회전변위가 발생할 때, 스프링은 와이어에 의

해서 ∆l만큼 압축된다. 초기 상태의 와이어의 길

이가 2l, 외력이 인가된 후에 변형된 와이어의 길

이가 la + lb 일 때, ∆l 은 식 (1)과 같다. 또한 이때 

발생한 힘은 강성 ks 인 스프링을 ∆l만큼 압축시

키므로, 식 (2)와 같이 Fs로 표현 가능하다.  

 

llll ba 2)( −+=∆                              (1) 

 

lkF ss ∆=                                    (2) 

 

스프링 압축으로 인한 와이어 장력 Fs가 링크에 

수직한 방향으로 Fm 의 힘을 인가한다고 가정한다

면, 이 힘은 Fig. 3 에서 표현된 각도 φ 및 ϕ에 의

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sin(sin21 φϕ −=−= smmm FFFF                (3) 

 

이때, sinφ와 sinϕ 는 각각 lsin(180-θ) / la 및 

lsinθ / lb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외력토크 τ는 

모멘트 암의 길이 lm 및 힘 Fm에 의해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따라서, 회전 변위θ에 

따른 관절강성 kj는 식 (5)와 같이 lm에 따라 조절

이 가능하다. 
 

mmFl=τ                                    (4) 
 

θθ

τ

∂

∂
=

∂

∂
=

)( mm
j

Fl
k                           (5) 

 

3.2 miniVSA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Fig. 3의 강성조절 메커니즘을 바

탕으로 초소형, 초경량 miniVSA를 구현하기 위하 

 
Fig. 4 Principle of miniVSA: (a) initial position, and (b) 

after rotation 

 

(a) (b)

(d)(c)

o

Bottom
cam

Top
cam

Roller

Roller

lm

Spur gear

o

oo

Rotation of bottom cam
Rotation of top cam

 

Fig. 5 Mechanism of relative movement of the cam (a) 
initial state, (b) stiffness control, (c) position 
control, (d) simultaneous control of position and 
stiffness 

 

 

여 Fig. 4와 같이 압축 스프링, 롤러 및 와이어로 

구성된 강성조절 장치를 제안한다. 제안된 강성조

절 장치는 Fig. 4(b)와 같이, 스프링 하우징이 고정

된 내부 판(Inner plate)과 출력 프레임(Output frame)

의 상대 회전 변위를 조절하여, 모멘트 암에 설치

된 롤러 및 와이어로 인하여 스프링을 압축시킴으

로써, 시스템의 강성을 제어할 수 있다.  

개발된 miniVSA에서는 슬릿이 있는 두 캠의 상

대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롤러의 위치를 조절함으

로써, 시스템의 위치와 강성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즉, 만약 두 캠이 회전 중심 O를 중심으

로 CW 및 CCW 방향으로 각각 θ 만큼 회전하였

을 때, Fig. 5(b)와 같이 롤러가 O 방향으로 이동하

게 되므로, 모멘트 암의 길이 lm가 변화된다. 그러

므로, 식 (5)에 따라 출력 프레임의 강성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Fig. 5(c)와 같이 두 캠이 같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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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sign of mini VSA: (a) Output frame, and (b) 

Position / Stiffness adjuster 
 

으로 θ 만큼 회전하였다면, 롤러는 lm을 유지한 채

로 θ 만큼 회전하게 되므로, 일정한 강성을 유지한 

채로 출력 프레임의 위치만을 제어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Fig. 5(d)와 같이 두 캠을 서로 다른 임의

의 각도 θ1, θ2로 회전시킬 경우, 롤러가 회전함과 

동시에 lm이 변화하므로, 이를 조절하여 출력 프레

임의 위치와 강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설계된 mini VSA는 Fig. 6과 같이 압축 스프링과 

와이어로 구성된 출력 프레임과 두 개의 캠과 직

선 가이드 및 평 기어로 구성된 위치/강성 조절 

장치로 나눌 수 있다. 직선 가이드 상에 설치된 

롤러는 두 캠의 상대운동에 의해 직선 및 회전 변

위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출력 프레임의 위

치를 제어 하거나, 스프링을 압축시켜 원하는 강

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4. 시제품 개발 및 성능 실험 

4.1 miniVSA 시제품 개발 

개발된 miniVSA에는 강성 162 kN/m인 압축 스

프링을 적용하였고, 모멘트 암은 최소11 mm부터 

최대 18.5 mm까지 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구동 장치는 Fig. 7(a)와 같이 두 개의 10 W BLDC 

모터와 기어비 17:1인 유성기어를 사용하였으며, 

협소한 공간 내에서 충분한 토크를 얻기 위하여 

감속비가 10:1인 웜/웜휠 기어를 적용하였다. 또한 

6.5:1의 기어비의 평 기어를 사용하여 두 캠으로 

동력을 전달함으로써 캠의 회전각 차이를 이용하

여 출력 위치 및 강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량형  설계를  위하여  외부프레임은  두랄루민

(6061-T6)을 사용하여 Fig. 7(b)와 같이 제작하였다. 

이상에서 개발된 miniVSA의 사양은 Table 1과 같 

Table 1 Specifications of miniVSA 

Max. allowable torque 2.25 Nm 

Size 72 mm x 72 mm x 60 mm 

Weight 0.5 kg 

Max. deflection ±30° 

Stiffness range 0.19 ~ 1.22 Nm/° 

 
Table 2 Comparison of size and performance of VSA 

 miniVSA HDAU AwAS-II 

Size (mm) 72 x 60 φ100 x 258 φ 140 x 180  

Weight (kg) 0.5 2.36 1.1 

Stiffness 

(Nm/°) 
0.12 ~ 1.42 0.07 ~ 2.2 0 ~ very large 

 

 

(b)(a)

72 mm

Worm/worm 

wheel gears

Top cam
Buttom cam

l

m

BLDC motor

Spur 

gears

LM 

guide

 
Fig. 7 miniVSA: (a) 3D model, and (b) prototype 

 

 

다. 또한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miniVSA는 기존의 VSA에 비하여 크기와 

무게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4.2 miniVSA 성능 실험 

miniVSA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Fig. 8과 같

은 실험장치를 사용하였다. miniVSA를 수평 프레

임에 고정하고, 길이 30 cm의 출력 링크를 연결하

였다. 외력에 의해 출력 링크가 회전할 때, 

miniVSA의 가해지는 토크와 출력 링크의 변위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하여 출력 프레임에 연결된 힘/

토크 센서와 8.8x10-2 °/pulse의 분해능을 갖는 엔코

더를 사용하였다. 또한 두 모터의 위치제어를 위

해서 Maxon사의 BLDC 모터 드라이버(EPOS2-24-

2)를 사용하였다. 

3장에서 설명하였듯이 miniVSA의 강성은 모멘

트 암의 길이를 제어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는 모멘트 암의 길이 lm를 1.5 

mm 간격으로 조절함으로써 변화되는 강성 k(lm)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Fig.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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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perimental setup using miniVSA 

 

 
Fig. 9 Deflection angle-torque relationship 

 

 

Fig. 10 variation of joint stiffness 

 

실선은 측정된 데이터를 나타내며, 점선은 측정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3차 함수로 근사화한 결과

이다. Fig. 9의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외력토

크 τ는 변위 θ에 대하여 비선형적인 특징을 갖는

다. 또한 모멘트 암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동일한 

변위에서 큰 토크 값을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 실험에서는 토크가 증가/감소할 때 히스테

리시스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miniVSA의 

내부 부품 사이의 마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출력 링크가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에러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Figure 9에서 각 모멘트 암에 해당하는 근사화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식 (5)을 통해 계산된 강성은 

Fig. 10과 같다. 이 결과로부터, 개발된 miniVSA의 

최소 0.12 Nm/°에서 최대 1.42Nm/°의 강성 조절 

범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데이터들

을 2차 함수로 근사화 함으로써, 모멘트 암의 변

화에 따른 강성을 추정할 수 있다.  

5. 결 론 

소형 가변 강성 액추에이터(miniVSA)는 같은 관

절에서 위치와 강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메

커니즘을 제안하고 개발하였다. 그리고 miniVSA

의 특성을 분석하고, 강성조절 및 강성범위를 실

험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miniVSA는 두 캠의 상대운동을 이용한 강성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위치와 강성을 동시에 제어

하였다. 

(2) 강성조절 장치에 와이어와 구동 장치에 웜/

웜휠 기어를 이용하여 공간을 최소화 하여 가로, 

세로 72 mm에 높이 60 mm에 무게가 0.5 kg의 가

볍고 작은 형태로 개발하였다. 

(3) miniVSA는 0.19 ~ 1.22 Nm/°의 강성영역 갖는 

가변 강성 액추에이터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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