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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와이어 구동 기반의 Granular  

Jamming 을 이용한 

가변강성 메커니즘의 개발 
 

 

소프트 로봇은 유연한 소재를 구성요소로 도입하는 것을 통해 

외부 환경에 적합한 거동을 비롯한 특징을 얻었지만, 동시에 구조적 

유연성에서 비롯되는 힘 전달 등의 측면에서의 한계를 갖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가변강성 기술들이 제시되었고, 그 

중에서 Granular Jamming 은 구동 원리가 직관적이고, 구조가 

단순해 다양한 로봇들에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Granular 

Jamming 기술은 진공 구동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작거나, 휴대용 

목적의 로봇 등의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진공은 기본적으로 압력 구배를 통해 힘을 발생시키므로 구동 

압력이 최대 1 기압으로 제한 된다는 점, 동시에 이러한 진공 구동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크고 무겁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 구동기를 

활용한 Granular Jamming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와이어 구동기는 

진공 구동기에 비해 작은 크기와 무게로도 원하는 만큼 충분한 

구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공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진은 와이어의 구동력을 

적절히 전달해 매개 물질간의 엉김을 유도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Granular Jamming 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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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와이어 구동기를 Granular Jamming 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이에 적합한 해결책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강성 변화가 가능한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더해, 제안한 구조의 강성 변화 특성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활용 및 연구에 있어서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한 

해석 및 실험을 제공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제안된 구조가 가진 

특징을 바탕으로 본 기술의 적합한 활용 분야에 대해서 논의한다.  

 

주요어 : Granular Jamming, 와이어 구동, 가변강성, 소프트 로봇 

학 번 : 2016-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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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고분자 소재, 천 혹은 다른 유연한 소재를 구성 요소로 

활용하는 소프트 로봇은 구조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비정형 

환경에서 적합한 구동 특성을 장점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1-3] 하지만, 소프트 로봇의 이러한 구조적 유연함은 동시에 

로봇의 구동 성능 및 효율 등에 문제를 야기하였다. 소프트 로봇의 

구조를 이루는 유연한 소재들은 외력에 의해 쉽게 변형되고, 이러한 

거동으로 인해 힘을 적절한 방향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재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강성을 

필요에 따라 조절 할 수 있는 가변강성 구조체 기술이 제시되어 

왔다. [4] 전자기력에 의해 물질적인 특성이 바뀌는 전기/자기 

유변학적 유체(Electro/Magneto- rheological fluid), 전기활성 

고분자(Electro active polymer) 등을 활용하여 빠른 강성 변화를 

구현하거나, 저온 용융 물질(Low melting point material)의 상 

변화를 활용해 넓은 강성 변화 범위를 확보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5-12] Mckibben 공압 구동기의 거동 특성을 

활용하거나, 고분자의 비 선형적 거동을 모터-케이블 구동기로 

이용하는 등 일반적인 구동기를 활용한 강성 변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13-16] 

 이러한 가변강성 기술들 중, Jamming transition을 활용한 

기술은 직관적인 구동 방식 및 간단한 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었다. Jamming Transition은 주로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기 쉬운 Granular Particle을 매개 물질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Granular Particle 등의 적절한 매개 물질에 압축력을 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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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면 물질 사이의 엉김이 발생하여 구조 전체의 강성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17-19] Granular Particle을 활용한 

Jamming Transition(Granular Jamming)은 높은 형태적 자유도를 

바탕으로 Gripping, Locomotion, Manipulating 혹은 Damping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활용되었다. [20-31] Granular Jamming은 

압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주로 Granular Particle에 

진공을 가하는 방식으로 구동 되는데, 이러한 구동 방식으로 인해 

구동력이 일반적인 조건에서 최대 1기압으로 한정되는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 진공 구동기는 일반적으로 크고 무겁기 

때문에 Granular Jamming이 소형 로봇이나 착용형 로봇에 

활용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1.2. Purpose of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Granular Jamming Transition을 와이어 

구동기를 활용하여 일으킴으로써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가변강성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Granular Jamming은 매개 물질이 

되는 Granular Particles에 적절한 형태의 힘을 가하는 것으로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던 진공 구동기가 아닌 다른 구동 

방식으로도 적절한 형태의 힘을 가할 수 있다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특히 모터를 활용한 와이어 구동기는 

비교적 작고 가벼운 구성으로 더 큰 힘을 안정적으로 Granular 

Particle에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와이어 구동기를 활용해 

Jamming Transition을 일으키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 먼저, 와이어 구동기는 기본적으로 와이어와 평행한 방향으로 

힘을 발생시키므로 이 힘을 매개 물질에 적절히 분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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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Jamming Transition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와이어 

구동기는 와이어가 짧아지는 방향으로 구동 되므로 구동력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형태로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와이어 

구동기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형태의 변형 

모드에서의 강성 변화보다는 굽힘 형태의 변형 모드에서의 강성 

변화에 특화된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적절한 형태의 단단한 

파트를 Granular Particle들 사이에 배치하는 설계 형태를 통해 

압축력을 적절히 분산시켜 강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배치된 

단단한 파트를 활용해 와이어의 구동 방향을 조절하여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변형을 막아낼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밀폐가 용이하고 신축성이 있는 고분자 소재를 경계 

막으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늘어나지 않는 섬유질을 경계 막으로 

활용하여 힘의 분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앞에서 이야기한 구조의 개념과 설계 방향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다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가 외력에 

대해 나타내는 거동을 Jamming Transition의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예측한 해석 모델 및 이를 검증한 실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Granular Jamming의 기계적 거동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안하는 해석 방식은 와이어 구동을 

활용한 가변강성 구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활용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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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Concept diagram of the whole structure, (B) Structural elements of 

one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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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Design 

 

와이어 구동기를 활용해 Jamming Transition을 일으키려면, 

진공 구동기와 와이어 구동기의 구동 특성의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존의 Granular Jamming 기술에서 많이 활용한 

진공 구동기는 구조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를 발생시켜 매개 

물질의 배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방향에서 비교적 균일한 크기의 

힘을 작용하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와이어 구동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힘은 와이어와 평행한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다른 방향의 힘은 매개 물질의 배치 형태의 변화에 따른 반발력의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거동 특성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설계와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2.1. Issues and solutions 

 

기존 진공 구동기와의 차이에 의한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임의의 형태에서 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와이어 구동을 통해 Granular Particle 전반에 적절한 형태로 

압축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적절히 분산시키지 

못하면 [Fig. 2.1. – (A)]처럼 압축력을 받지 못하는 Granular Par-

ticle들이 존재하게 되어 구조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의 강성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와이어 구동은 일반적으로 와이어의 시작 부와 

끝부분을 최단거리로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Fig. 2.1. - 

(C)]와 같은 구동 상황에서 구조 전반의 무너짐 혹은 강성 조절이 

가능한 굽힘 변형 허용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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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g. 2.1. – (B)]와 같이 한 단위 

구조체(Unit Segment) 내에서 Granular Particle들의 양 끝에 

단단한 파트(Rigid Plate)를 배치해 1차적으로 힘을 분산시키고, 

늘어나지 않는 섬유(Inextensible Membrane)로 구조를 포장하여 

압축력에 따른 Granular Particle의 이탈로 인한 힘의 손실을 

막고자 하였다. 또한, 와이어의 구동 경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와이어가 [Fig. 2.1. – (D)]에서처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된 단단한 파트 가운데를 통과하도록 하여 구동력이 전달되는 

경로에 의해 생기는 무너짐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단단한 

파트의 간격을 조절하여, 구조의 무너짐이 일어나지 않는 굽힘 변형 

허용 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허용 범위는, 굽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와이어의 직선 경로가 경계 막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해야 무너짐이 발생하는 지로 결정할 수 있다. [Fig. 2.1. – (C), 

(D)]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구조에 대해 같은 굽힘 

각도에서 단단한 파트의 간격이 좁을수록 경계 막과 와이어의 

간격이 더 넓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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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A) Deformation due to the concentrated force on granular particle pack, 

(B) Structural solution for force distribution, (C) Failure mode due to wire route, 

(D) Proper wire route directed by structure. 

Fig. 2.2. Force induced on granular particles (A) by vacuum actuator, (B) by 

motor-wire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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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riving Characteristics 

 

[Fig 2.2. – (A)]에서처럼, 기존의 Granular Jamming은 Gran-

ular Particle들에 진공이 가해져, 모든 방향에서 가해지는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오목하고 볼록한 형상을 포함한 여러가지 형태의 변형 

상황에서 강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에, [Fig. 

2.2. – (B)]에서처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은 와이어와 평행한 방향을 이루고 다른 방향의 힘은 

반작용력으로 발생하므로, 굽힘 형태의 변형 상황에서 강성을 

변화시키는 것에 특화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2.3. Concept Design 

 

[Fig. 1.1. – (A)]는 본 구조의 설계 개념도 이다. 원기둥 

형태로 포장된 Granular Particles에 단단한 파트를 특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가운데를 와이어가 통과하게 하여 원하는 형상에서 

강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와이어가 당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Granular Particle들 사이의 여유 공간이 생겨 구조 

전체의 강성이 낮아지고, 와이어가 당겨지면 이 여유 공간이 

사라지며 Granular Particle들의 엉김이 발생해 구조 전체의 강성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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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Fabrication 

 

[Fig. 1.1. – (B)]는 제안된 구조의 한 단위 구조체의 종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기본 구조가 매개 물질(Granular Particles), 경계 

막(Membrane), 단단한 파트(Rigid Plate), 그리고 구동 와이어로 

구성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Granular Particle은 약 1-2mm 

크기의 원기둥 형태의 단단한 플라스틱 알갱이 (Shape memory 

polymer pellet) 를 사용하여 제작하여 알갱이의 변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단한 파트는 Stratasys의 

Objet260 Polyjet 프린터를 이용해 성형한 Verowhite Plus 및 

압출 아크릴 판재를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Granular Particle의 

포장은 일반 옷감으로 쓰는 단면 면 섬유를 사용하였고, 섬유 전용 

접착제(UHU textile) 및 순간 접착제(Henkel, Loctite 401)를 

활용하여 고정하였다. 구동 와이어는 Nickel-Titanium 합금 

Kink-Free 와이어를 사용하여 큰 구동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완성된 형태의 구조물은 [Fig. 2.3]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양 

형태에서 강성을 변화시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견딜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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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 Fabricated structure at (A) soft state, (B) stiffened state with helical 

shape, (C) stiffened state with 3D curvature,  (D) stiffened with sinusoidal shape, 

and (E) stiffened while enduring external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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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Analysis 

 

본 장에서는 제안된 구조에 대해 Granular Particle의 거동 

특성을 바탕에 둔 간단한 형태의 해석 모델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기존에 제안된 Granular Particle의 거동에 대한 해석은 주로 개별 

입자들의 상호작용 혹은 부피 비 등의 변수들을 바탕으로 물리적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그 해석의 수준이 높고 

복잡하였다. [18, 19, 21, 32-36]이러한 기존의 해석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기계적인 기구로서 사용되는 Granular Jamming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와는 차이가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진공 구동기를 사용한 Granular Jamming 

메커니즘의 연구에서 도출한 모델들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와이어 구동기를 사용한 방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형태의 해석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석에서는 개별 입자들의 상호작용 보다는, 

더 큰 단위에서 Granular Particle이 하나의 고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부터 접근하였다. 기존에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바와 유사한 형태의 구동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 모델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 및 후속 

연구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1. Basic Jamming Principle 

 

Granular Particle들의 Jamming이 일어나 하나의 단단한 

고체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압축력에 노출되어 입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엉김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Granular Particles이 압축력이 아닌 인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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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는 경우 이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유체처럼 흩어지는 

유동화(Fluidization)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외력 혹은 회부 회전력 및 구동력 등의 합력이 내부에서 

인장력으로 작용하게 되면 고체로 작용하는 유효 단면(단면의 2차 

모멘트)이 줄어듦으로써 강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효 단면의 감소로 인해 응력 분포 

면적을 줄여, 지속적인 유동화 및 구조의 굽힘 붕괴(Bending Fail-

ure)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때, 본 해석은 매개 

물질에 가해지는 압축력과 인장력의 영향을 바탕으로 구조의 

강성이 감소하는 지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직선 형태의 단일 시편에 대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해석을 수행하기로 결정 하였다. 

 

3.2. Fluidization Estimation 

 

[Fig. 3.1. – (A)]는 해석의 기준이 되는 직선 형태의 단위 

구조체의 모습으로, 단단한 파트 두개 사이에 Granular Particle이 

삽입되어 있고 가운데를 관통하는 와이어에 의해 압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Fig. 3.1. – (B)]에서 표현 된 것처럼, 

와이어에 의한 구동력이 압축력으로 고르게 분포된 상황에서 

구조에 외부 회전력(External Torque)이 가해진다면 이에 따른 

응력 분포가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매개 물질의 엉김이 

발생해 상대 위치가 고정되면서 급속히 구조의 강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해, 가해지는 압축력의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탄성률(Elastic Modulus)의 차이는 무시하였다. 이러한 압축력의 

차이는 그 유무에 따라 특정한 탄성률을 가지는 고체로의 전이를 

일으킨다는 가정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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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Fig. 3.1. – (C)]에서처럼 외부 

회전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이 생기는 

임계 지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 지점이 곧 유동화 영역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지점을 기점으로 굽힘 강성 즉 

단면의 2차 모멘트(Second Moment of Inertia)와 탄성률의 곱으로 

이루어진 값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Fig. 3.1. – (B), 

(C)]에 나타난 형상으로 계산을 하면 식-(1)과 같다.  이때, F와 

M은 각각 구동력과 외부 회전력을 의미하며, r은 원형 단면의 

반지름, I는 원형 단면의 2차 모멘트를 의미한다. A는 원형 단면의 

넓이를 의미하고, z는 원형 단면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의미한다.  

 

|𝜎𝑧=−𝑟| = 𝜎𝑀, 𝑟𝑀
𝐼⁄ =

𝐹

𝐴
, (𝐼 =

1

4
𝜋𝑟4,  𝐴 = 𝜋𝑟2) 

 

∴ 𝑀 =
𝐹𝑟

4
− (1) 

 

 

식-(1)에 따르면, 구동력이 F, 원형 단면의 반지름이 r 로 

주어졌을 때, 이 둘의 곱을 4 로 나눈 만큼의 외부 회전력이 [Fig. 

3.1. – (B)] 표시된 방향으로 구조에 작용하게 되면 구조의 고체로 

작용하는 유효 단면 감소로 인한 굽힘 강성의 감소가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제안한 해석이 유의미하다면, 구조가 견뎌야 

하는 외부 회전력 및 구조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른 필요한 

구동력을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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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A) Unit structural specimen diagram for analysis, (B) Stress-distribution 

diagram of specimen under external torque and driving force, (C) Occuring of 

fluidiz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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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Experiments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진행하였던 강성 감소 지점에 대한 

해석 및 예측을 검증 하기 위한 실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Gran-

ular Particle의 거동은 예측은 물론, 원하는 형태로 통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우므로 본 실험은 다양한 변수들 중 통제 가능하고 실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끼칠 변수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그 경향성을 

확인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Cantilever Beam Bending 

실험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4.1. Experimental Setup 

 

실험 구성은 준비된 시편을 수평으로 고정하여 지정된 

구동력으로 단단하게 만든 후, 끝 단을 위로 잡아당기면서 변위와 

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때, Granular Particles의 

배치는 구동에 따라 매번 조금씩 달라지므로 매번 시편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측정된 힘을 통해 구조에 가해지는 회전력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조에 가해지는 외력으로 인해 구동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구동 와이어 

끝에 무게 추를 달아 구동 상황에 관계없는 구동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동력을 위한 추는 2kg부터 6.5kg까지 1.5kg 

간격으로 사용되었다. 측정을 위한 장비로는 Load-cell(DACELL, 

UMM-K100)을 이용하였으며, 인장실험기구 (UNITECH, RB302 

Microload)를 이용하여 60초간 10mm의 변위를 당기는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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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험 구성은 [Fig. 4.1.] 과 같이 구성되었고, 

구동력(Driving force)는 구동 와이어를 통해 전달되게 된다. 또한, 

시편에 끝에 붙은 와이어를 통해 힘과 변위를 전달함으로서 굽힘이 

진행됨에 따른 힘 전달 방향을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Fig. 4.1. Experimental setup for validating propos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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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perimental Specimen 

 

시편은 주요 설계 변수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만든 구조는 기본적으로 원기둥 형상을 띠고 있으므로, 단면의 

지름이 구조의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다만, 

지름이 너무 작을 경우 입자의 수가 줄어들어 효과적인 Granular 

Jamming이 일어나기에 불리해지고, 지름이 너무 크면 구동력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움으로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되는 20mm, 

25mm, 30mm로 시편을 구성하였다. 또한, 인장실험기가 가하는 

힘과 함께 외부 회전력을 결정짓는 원기둥의 높이 또한 변수로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름과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동시 기준 길이를 20mm, 25mm, 30mm로 결정하여 제작하였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를 바탕으로 총 9가지 시편을 제작하였고, 

4가지 구동력에 대해 각각 3번씩 실험을 수행하였음으로 총 

9(시편의 종류)*4(구동력의 종류)*3(실험 횟수)=108번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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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esults 

 

실험 결과는 전용 프로그램(Origin 2017)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9차 Polynomial Fitting을 

수행하였다. [Fig. 4.2.] 은 이러한 원시 데이터 중 지름과 높이가 

모두 25mm인 시편을 2kgf으로 구동한 결과를 Fitting하여 도식화 

한 것으로, 가로축은 시간을, 세로축은 인장실험기가 당긴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때, 가로축의 60초는 10mm의 변위와 균일하게 

대응할 수 있다. 주어진 그래프에서, 검은색 실선은 시간에 따라 

인장실험기가 가한 힘을 나타내고, 빨간색 실선은 검은색 실선의 

미분 값을 나타내었다.  

Fig. 4.2. Results of specimen with 25mm diameter and height which was actuated 

by 2kgf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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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Fig. 4.3.]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높이가 𝑙로 제시된 

시편에 대해 인장실험기가 당기는 힘(𝑇)에 따른 변위(𝑑) 및 굽힘 

각( 𝜃 )의 기하학적 관계를 도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오일러-베르누이 보 이론(Euler-Bernoulli beam theory)를 

적용하여 굽힘 강성(𝐸𝐼 )을 포함한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결과는 

식 (2)와 같다. 주어진 식 (2)에 의해, [Fig 4.2.]의 미분 값 

그래프의 값은 시편의 높이가 일정할 때, 굽힘 강성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실험에서 도출한 값의 미분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의 외부 회전력( 𝑇 ∗ 𝑙 )을 유동화가 일어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𝑀(외부 회전력) = 𝑇 ∗ 𝑙 = 𝐸𝐼𝜃
𝑙⁄  (곡률이 일정한 경우의 보 이론 식) 

 

𝑇 =
2𝐸𝐼

𝑙3
𝑑 − (2) 

  

Fig. 4.3. Geometry schematic of be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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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는 [Fig. 4.4. ]과 같이 Plot할 수 있는데, 빨간 선은 

해석으로 예측한 값을 나타내고, Box-Plot은 실험값을 나타낸다. 

[Fig. 4.4. – (A)] 는 식 (1) 의 우변 항에서 구동력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도출된 값의 시편 지름의 변화에 따른 경향을 비교해 

보려 하였다. [Fig. 4.4. – (B)] 는 지름을 이항하여 구동력의 변화에 

따른 경향을 비교해 보았다. 

Granular Particle은 매 구동 마다 배치 특성이 바뀌어 예측이 

어려움에도 본 해석의 결과는 구조의 거동의 경향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원형 단면을 지는 막대의 

굽힘 강성은 지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설계에 활용하는 

것과 달리, 본 가변강성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동화가 

일어나는 지점의 외부 회전력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 한계 값이 

지름에 비례한다는 점을 활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Granular Particles의 비 선형적 거동에도 불고하고, 

간단한 해석과 실험으로 유동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시편의 지름과 

와이어 구동력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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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Graph of estimated value from analysis(Red) and experimented value(Box 

Plot). A) Diamter-External Torque/Driving Force, B) Driving Force-External 

Torque/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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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 구동을 통해 Jamming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가변강성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Jamming Transition이 일어나는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진공 구동기를 와이어 

구동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적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와이어 구동기를 이용한 Jamming Transition에서 고려해야 할 

변형 형태, 재료의 선정 및 배치, 작용하는 힘의 방향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강성 변화에 적절한 형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고찰에 더해 Granular Particles의 기본적인 강성 변화 거동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해석과 이에 대한 실험적 검증을 통해 와이어 

구동 Granular Jamming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고안된 가변강성 기술이 기존의 진공 

구동 방식과는 달리 작고 가벼운 형태로 제작되어 착용형 로봇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1. – (A)]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안된 구조를 활용한 간단한 손목 보조 기구를 

제작하여 이러한 가변강성 기술이 인체의 근육을 보조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5.1. – (B)]와 같이 구성된 구조를 

통해 강성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자중에 의한 처짐을 막지 

못하다가 약 15cm의 거리에서 10W의 전력을 사용하여 2kg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손목 보조기 형태로 구성된 [Fig. 5.1. – (A)]의 기기가 

근육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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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기존의 진공 

구동방식의 Jamming 기술의 직관적인 구조 및 간단한 구동 방식의 

장점을 가지고 가면서도 더 작은 형태로 높은 강성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본 구조의 강성 변화 

특성에 대한 해석은 제한된 형태를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설계의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안하는 강성 변화 메커니즘은 아직 

기존의 진공 구동 방식보다 기술적 완성도가 낮고 강성 변화 가능 

변형 형태가 굽힘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속도, 힘, 

구동부의 가벼운 무게 등의 차별화되는 특성은 본 메커니즘이 더 

작은 형태의 모바일 로봇이나 착용형 로봇 등에 활용되어 소프트 

로봇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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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A) Wrist assistive device using wire driven jamming, (B) Stiffness 

difference validation model of proposed wrist assistive device (Left: Low stiffness, 

Right: High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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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the stiffness tuning 

technology based on tendon driven 

granular jamming transition 

 

Jae-hyeo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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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riginated from the flexible 

structural components of soft robots, various rigidity tuning 

mechanisms have been introduced. Among them, granular jam-

ming has widely been applied to robotic applications due to its 

intuitive driving principles and simple structures. However, the 

vacuum actuator which is usually utilized for granular jamming is 

making it hard for this technology to be applied to the small, mo-

bile or other robots. Since vacuum exerts force according to the 

pressure difference, stress applied in the media material is usu-

ally limited to 1-atm. Furthermore, the size and weight of the 

vacuum system are usually bulky and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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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olve those problems, wire-driven granular jamming 

mechanism are adopted for this research. Wire driven system,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can apply as much force as 

needed while keeping the actuating unit relatively small. Through 

this research, the novel method to induce granular jamming was 

proposed and the feasibility of it was confirmed. Properly de-

signed structures including wire routing and granular packaging 

made it possible for wire force to result in interlocking between 

the media materials.  

In this thesis, suggested issues and derived design principles 

to solve those issues for the wire driven system will be covered 

with the working prototype. Add to this, simple analysis and ex-

periments to anticipate the properties of the presented structure 

will also be dealt with to provide design guidelines for the further 

researches and applications. The final section will discuss the 

innate properties of the presented structures and applicable top-

ics based on them. 

 

Keyword : Granular Jamming, Wire actuator, Variable Stiffness,  

Soft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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