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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시로 (Kenshiro): 160 개의 근육을 가진 
강력한 로봇 
도쿄 대학에서 태어난 힘줄 제어식 휴머노이드 로봇은 160개의 인공 근육을 갖고 있는 수년간의 연구의 
결실입니다. 약 100여개의 maxon 브러시리스 모터가 1:58미터 크기의 로봇에 탑재되어 인간과 유사한 
동작의 구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쿄 대학이 인체의 동작을 실제와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힘줄 제어식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켄시로 (Kenshiro)로 일본에 80년대의 유명한 만화 시리즈에 나온 영웅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름입니다. 일본의 과학자들은 로봇을 개발할 때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보이는 인조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인체 해부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동작과 외모를 이해해서 
켄시로 (Kenshiro)에게 가능한 한 그대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케이 오카다 (Kei Okada) 교수는 
설명합니다. 로봇은 약 1.58미터의 크기에 무게가 50킬로그램 정도인 12살의 일본 소년에 해당됩니다. 
 
인체 해부학에 되도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켄시로 (Kenshiro)는 가장 중요한 인체 근육을 
갖추었습니다: 다리에 50개, 동체에 76개, 어깨에 12개 및 목에 22개. 이렇게 하여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가장 많은 근육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사람의 근육은 약 640개로 아주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60개의 힘줄이 개별로 제어되는 켄시로 (Kenshiro)의 '근육'은 사람과 
유사한 상당수의 동작 패턴을 가능하게 하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동작 패턴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동작을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켄시로 (Kenshiro)는 그의 팔, 다리와 상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행법은 이제 배워야 합니다. 로봇은 어떻게 사람과 같은 동작을 배울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먼저 
동작을 선보이면 로봇이 바로 흉내를 냅니다. 
 

사진 1: 휴머노이드 로봇 
켄시로  (Kenshiro) maxon 
motor ag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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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Intelligent Software 및 기계식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매우 간단한 학습 방법이 실행됩니다. 하지만 걷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켄시로 (Kenshiro)의 '뼈'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졌고 사람의 
뼈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게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50 킬로그램의 무게는 마자유키 이나바 (Masayuki Inaba) 
교수의 지도 하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크기의 모형은 약 
100 킬로그램 정도에 달할 것이고 이는 즉 더 많은 부하, 더 
높은 에너지 소비 및 매우 느린 동작을 의미합니다. 
 
160개의 근육을 위한 93개의 모터 
도쿄 대학의 Jouhou System Kougaku Laboratory (JSK)의 
연구원들은 maxon motor의 드라이브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켄시로 (Kenshiro)의 160개에 달하는 근육이 93개의 maxon 
EC (BLDC) 모터로 수축됩니다. 예를 들어 복근 및 흉근과 
같은 특정 근육의 수축 시에는 단 한 개의 모터가 구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maxon motor 의 브러시리스 
모터 EC 16 및 EC 22 가 탑재되었습니다. 전자식 정류 
서보모터의 특성은 좋은 토크 특성, 높은 다이내믹 및 극도로 
넓은 속도 범위와 매우 긴 수명입니다. 근육의 수축을 
위해서는 강력한 BLDC 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60W~100W급 maxon 모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모터 선택을 
위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는 모터의 온도 발생이었습니다. 
케이 오카다 (Kei Okada) 교수에 의하면 로봇 내에서의 냉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터의 열발생이 적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JSK 는 이미 1980 년부터 각양각색의 서비스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비롯해서 켄시로 (Kenshiro)처럼 
사람과 유사한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 모델인 켄타 (Kenta), 코타로  
(Kotaro), 코지로 (Kojiro), 켄조 (Kenzoh)와 같이 켄시로 (Kenshiro)도 인체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복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외모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과학자들은 
현재 로봇의 피부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켄시로 (Kenshiro)는 그의 환경과 더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목표는 켄시로 (Kenshiro)가 더 오래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 안야 쉬츠(Anja Schütz), maxon motor ag 편집장 
적용 보고서: 2061문자, 552자, 사진 4장 
 
 
 
 
 
 
 
 
 

사진 2: 스위스의 maxon motor ag에서 켄시로 
(Kenshiro)와 케이 오카다 (Kei Okada) 교수 
© 2013 maxon motor 

사진 3: 켄시로 (Kenshiro)에 탑재되는 브러시리스 
maxon EC (BLDC) Motor EC 22 (100W) © 2013 
maxon motor ag 



 
적용 보고서 – 로보틱스: 160개의 근육을 가진 강력한 로봇 2013년 4월 26일 

저자: 안야 쉬츠(Anja Schütz), © 2013 maxon motor ag 3/3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axon motor ag 
Brünigstrasse 220 
Postfach 263 
CH-6072 Sachseln 

전화번호 +41 41 666 15 00 
팩스 +41 41 666 16 50 
Web www.maxonmotor.com 

JSK Robotics laboratory, Dept. of Mechano-
Informatics, Engineering Building No. 2, 
7-3-1, Hongo, Bukyo-ku,  
Tokyo, JAPAN 113-8656 

전화번호 3-5841-7416 
팩스 3-3818-0835 
Web www.jsk.t.u-
tokyo.ac.jp 

 

사진 4: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요시토 이토 (Yoshito Ito), 히로노리 미조구치 (Hironori Mizoguchi), 케이 
오카다 (Kei Okada) 교수, 켄시로 (Kenshiro), 타쿠마 시라이 (Takuma Shirai), 토요타카 코즈키 (Toyotaka 
Kozuki), 마크 고텐키니 (Marc Gottenkieny) (maxon motor ag); 아래: 요타로 모테기 (Yotaro Motegi), 올리버 
카멘진트 (Oliver Camenzind) (maxon motor ag), 유키 아사노 (Yuki Asano). © 2013 maxon motor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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