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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humanoid eye drive system. The
eye drive system has been developed by using more than two motors
for operating 2 degree-of-freedom. It needs to accomplish purpose for
operating the robot eye like movement of the human eye. However it
makes problems that it increases energy consumption and requires
relatively large space of operating system. Thus it needs technology
to minimize and have high efficiency. This paper introduces the
adequacy of perviously eye drive system. And it shows research
value of the spherical motor system.

Key word : Eye drive system, high efficiency, humanoid, spherical
motor, 3 dgree-of-freedom.

1. 서    론

오늘날 미래의 기술로 대비하는 것 중, 사람의 할 일을 대신 할 수 있
는 휴머노이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기술들은 사람과 흡사하게 볼 수 있고, 행동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휴머노이드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 거의
사람과 똑같을 정도로 흡사하다. 그러나 안구 구동시스템은 아직 구현에
대한 연구가 다른 연구결과들의 진행된 것에 비해 미흡하다고 볼 수 있
다.
표 1에 나타낸바와 같이 일본의 휴머노이드 안구 시스템의 역사를 살
펴보면 목과 몸을 움직여 보는 시야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의 Wabot -
2에서 눈을 각각 움직여 시야 각도를 조절하는 ASIMO까지 발전해왔다.
한국의 휴머노이드 기술도 목과 몸을 움직여 보는 각도를 조절하는 방
식의 Centaur에서 눈을 각각 움직여 보는 각도를 조절하는 Hubo까지
발전해왔다. 이처럼 휴머노이드의 비젼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안구를 직
접 구동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기존에 안구 구동시스템 기술은 대부분 2자유도를 구현하기 위해 구
조를 설계하다보니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한다거나 모터를 2개 이상 썼
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많아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다자유도 구동이 가능하면서도 모터의 개수를 최소화하여 사이즈를 최
소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구형 모터를 이용
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 예상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개발되어진 휴머노이드의 시각 시스템
을 살펴 볼 것이며, 조금 더 사람의 시각 시스템에 가까운 움직임을 구
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 구형 모터의 타당성을 고찰해 볼 것이다.

<표 1> 일본과 한국의 휴머노이드 시스템 비교 

국가 Japan Korea

초기

현재

2. 나라별 휴머노이드 시각 시스템 분석

  2.1.1 ICUB (EU / RobotCub Consortium)
그림 1에서 보듯이 ICUB 로봇은 상하좌우로 운동이 가능한 2자유도

(2 DOF)를 구현하도록 구성된다.[1] 그리고 구동부위는 눈이며 구동범
위는 Right, Left, Up, Down의 각각의 각도로 45°, 45°, 40°, 40°이다. 모
터는 DC micro motor (Faulhaber)를 사용하고 개수는 2개이다.

<그림 1> ICUB의 안구 구동 기구부

  2.1.2 Twente (Netherlands / Twente University)
그림 2에서 나타낸 Twente 로봇 또한 상하좌우 운동이 가능한 2자

유도(2 DOF)를 구현 가능한 구조의 눈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동부위
는 눈이며 구동 범위는 Right, Left, Up, Down의 각각의 각도로 30°,
30°, 30°, 30° 이다. 모터는DC motor(Maxon)를사용하고개수는 2개이다.[2]

<그림 2> Twente 머리 - 어깨 시스템의 기계적 도안 

  2.1.3  Romeo (France / Aldebaran)
그림 3에서 보듯이 Romeo 로봇의 안구도 상하좌우로 운동이 가능한

2자유도(2 DOF)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동부위는 눈이며 구동범위는
Right, Left, Up, Down의 각각 25°, 20°, 15°, 15° 이다. 모터는 DC
motor(Maxon)를사용하고개수는 2개이다.[3]

<그림 3> 왼쪽 : 접합축의 개요와 상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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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로봇 간의 시각 시스템 비교

로봇명 사람

ICUB Twente Romeo -

국가
EU /

RobotCub
Consortium

Netherlands/
Twente
University

France /
Aldebaran
Robotics
SAS

-

구
동
범
위

Right 45° 30° 25° 40°

Left 45° 30° 20° 40°

Up 40° 30° 15° 45°

Down 40° 30° 15° 45°

구동부위
Eye (Pitch
& Yaw)

Eye (Pitch
& Yaw)

Eye (Pitch
& Yaw)

Eye (Pitch
& Yaw)

자유도 2 2 2 2

모터개수 2 2 2 -

<표 3> 휴머노이드 안구 시스템에 사용된 모터 

로봇명

ICUB Twente Romeo

모터종류
DC micro

motor
DC motor DC motor

모터 제조사 Faulhaber Maxon Maxon

표 2는 나라별 휴머노이드의 안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안구 시스템은 상하좌우의
각 방향으로 안구 구동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사람의 안구 구동
범위보다는 다소 작다. 사람의 안구 구동 범위로 확대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용된 모터의 종류도 일반 DC모터를 사
용하였다. DC모터는 저속 고토크 출력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제어성이 좋
으나 정류자와 브러쉬의 사용으로 인한 효율 저하와 수명이 짧은 단점
을 가지고 있다.

  2.2. 구형 모터를 이용한 안구 구동 기술
앞에 조사한 휴머노이드의 자유도를 보면 2 DOF 이면서 모터가 2개
이상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좀 더 사람과 비슷하
게 구동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터를 쓰면서 다자유도(Multi-DOF) 구현
이 가능한 스피리컬 모터의 적용 타당성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는 모터 개수를 줄이면서 자유도를 높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
는 기술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4] 뿐만 아니라 영구자석 전동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휴머노이드 비젼시스템에 사용중인 DC 모터
에 비해 소음과 수명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4는 초기 스피리컬
모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본 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동기의 공
극이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형 모터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회전자가 틸팅 구동이 가능함으로써 다자유도 구현이 가
능해 진다.
하지만 그림 4와 같이 초기 제안된 구형 모터는 크기, 속도, 효율 및
구조에 대해 로봇의 안구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회전자와 고정자가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면서도 회전자의 축이 3 자유
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다보니 회전자를 지지해주기 위한 가이드
프레임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전체 모터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단점이
존재하고 각 베어링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존재하여 모터의 효율이 나빠
지는 문제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고정자내부에 부착된 회전자 위치제어
용 코일은 보다 큰 기자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권선면적이 두꺼워짐으
로써 공극이 커져 누설과 같은 손실 증가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4> 3 DOF 구형모터 구조

<그림 5> 구조 개선된 3 DOF 구형모터의 단면도

이를 보강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은 이중 공극형 구형 전동기를 개발
하게 되었다. 이는 가이드 프레임링을 제거하게 되면서 크기가 최소화
되는 효과가 있었다. 게다가 회전자가 2개의 코어를 가지게 됨으로써 고
정자의 권선으로부터 발생된 자속이 내외부 회전자 코어로 쇄교함으로
써 누설자속을 최소화하고 출력밀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모터의 효율과 직결되어 3 자유도 구동시스템과 비교하여 50% 수준의
높은 모터 효율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구형 모터를 휴머노이드의 안구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동 범위 확대와 사이즈 축소라는 두 가
지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개발된 이중 공극형 구형모터는 최대 구동범
위 ±15°로 사람의 눈과 흡사하도록 구동하기 위해서 최대 ±45° 까지 확
대가 되어야 한다. 모터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출력 밀도를 개선시키
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앞으로 진
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5]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안구 구동능력을 비교해
보며 구형모터를 이용한 새로운 구동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로 인해 조
금 더 사람에 안구 구동능력에 가까운 기술에 도달했다. 하지만 크기와
세밀한 위치 제어 능력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부드러운 안구 구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휴머노이드의 손, 다리, 몸의 움직임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개발된 상
태이다. 그에 맞게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눈에 대한 개발도 필요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스피리컬 모터는 매우 중요한 연구의 가치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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