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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ease pattern of the magic-ball structure

1. 서론

양방향 안정성 구조는 모양 및 특징이 다른 두 

가지 상태의 구조를 안정한 상태로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1].  

Magic ball origami 패턴을 이용하여 소형 로봇

의 바퀴를 제작한 기존 연구에서는 반지름 크기가 

다른 두 가지 바퀴 상태 간의 전이를 위해 형상기억

합금 구동기를 사용하였는데, 큰 반지름의 바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모

하였고, 구동기의 열로 인해 구조가 변형되거나 

일부분이 녹아 구동에 큰 방해가 되었다[2].

일반적으로 안정한 상태가 한 가지뿐인 구조물

은 다른 상태에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

인 외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공급된 에너지는 

변형된 구조의 유지 외에도 구조물에 열에너지로 

소비된다. 이로 인해 과도한 에너지 낭비, 구조물

의 과열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Origami를 기반으로 한 Magic-ball형

태 구조물의 양방향 안정성 현상 결정 변수를 조절

하여 두 가지 안정상의 안정도를 통제하고, 두 

안정상의 상호 변환을 위한 구동 메커니즘 설계를 

한다.

2. 설계

새로 제작된 Magic-ball 형태의 바퀴에는 종이

가 아닌, 접히고 펴짐이 반복되는 Origami 기반 

구조의 특성상 여러 번의 모양 변형에도 우수한 

내구성을 갖는 재료가 사용되었다. 패턴을 접기 

전 평면 상태에서 레이저 커팅을 통해 PET film을 

Fig 1.과 같이 자르고, 접착 필름이 부착된 

Polyimide film을 위, 아랫면에 덮어 PET 조각이 

segment로써, polyimide film이 각 조각들 사이의 

Fig 2. Magnified view of the unit pattern of the 
Magic-ball structure and defined notions of variables

hinge로써 각각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완성

된 바퀴 형상은 Fig 3.(a) 와 같다.    

 변형 가능한 origami 구조 바퀴의 평면 도면은 

Fig 1.과 같이 Magic-ball 패턴의 기본 단위를 

행 방향 8개, 열 방향 3개로 배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접는 방법 역시 기본적 Magic-ball 패턴 

접기 방법을 따른다. 

완성된 3차원 origami 구조에서 spoke의 수평 

변위는 Fig 3.(c) 의 각도 에 의해서 결정된다. 

각도 의 크기가 클수록 spoke의 수평 이동 거리가 

커지므로, 다른 안정상으로 가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는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값은 Fig 2.에서

의 a, b, l, w 네 가지 변수들의 함수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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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a) The first stable state of the origami wheel, (b) 
the second state of the origami wheel,  (c), (d) direction 
of forces acting on the spoke when transverse forces 
were applied

변수 a, b, l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가 증가하여 

한 쪽 상에서의 안정도가 증가하며, w가 증가할수

록 가 감소하여 두 가지의 안정한 상태의 경계 

에너지 장벽이 낮아진다. 

양방향 안정성 구조의 두 가지 안정상을 상호 

변환시킬 구동 메커니즘은 Fig 4. 와 같이 linkage 

구조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Fig 4.(a) 에서 (b) 

로 전환 시 양 쪽 spoke에 횡방향으로 달려 있는 

SMA 스프링 구동기의 수축 힘을 통해 이를 구현한

다. 또한 Fig 4.(b) 에서 (a) 상태로의 전환을 

위해 종방향으로 linkage에 연결된 SMA 스프링을 

구동시킨다. SMA 스프링의 수축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안정상태의 에너지 장벽의 크기를 결정

하는 a, b, w, l 변수를 조절하여 본 구동 메커니즘

을 이용해 충분히 상태 전환이 가능한 동시에 각 

안정상태에서 필요한 안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 (a) Linkage and SMA springs attached to the 
spokes at the first stable state and  (b) those at the 
second stable state

(a) (b)

Fig 5. (a) Compression of the first stable state due to 
external load and (b) the capability of shape 
maintenance of the second stable state at 600g of load

3. 결과

첫 번째 안정한 상태의 경우 최대 200g의 하중을 

견디며, 그 이상의 하중에서는 Fig 5.(a) 와 같이 

수축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정한 상태의 경우 

Fig 5.(b) 와 같이 최대 600g의 하중을 견디며 

그 이상의 하중을 가할 경우 segment 부분에 변형이 

발생하였다. 구동 메커니즘의 경우 일정 전류를 

흘려보내 상 전환을 이룬 후 전류를 차단하여도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origami 기반의 magic-ball 구조

의 양방향 안정성 안정도 조절을 통해 해당 구조가 

바퀴로 사용되었을 시 과도한 전력 손실 및 구동기

로부터의 발열을 예방하였으며, 적절한 구동 메커

니즘 설계를 통해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용이한 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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