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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리 도마뱀을 모사한 로봇에 대한 해석
Analysis on the Robot  Mimicking a Frilled L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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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로봇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는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로봇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바퀴를 이용한 형태이다1. 
바퀴를 이용하여 로봇을 설계하면 그 메카니즘이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으며, 제어가 쉬워진다. 하지

만, 바퀴의 특성상, 지면이 불규칙하거나, 계단 형

태의 장애물은 극복하기가 힘든 면도 있어, 최근에

는 바퀴와 기계적인 메카니즘을 접목한 형태나 

무한궤도형식의 바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도 자연상태의 바위, 수풀과 같은 다양

한 장애물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에는 생물의 보행이나 주행 메카니즘을 본따서 

로봇을 제작하려는 생체모사 또는 생체 모방 로봇

에 대한 연구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로봇은 

흔히 2족 보행, 4족 보행 등과 같이 인간이나 포유류

의 운동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지 로봇과 

같이 곤충을 모사하거나 뱀과 같이 다리를 사용하

지 않고 대신에 몸통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동물을 

모사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빠르게 주행하는 특징을 가진 

목도리 도마뱀의 주행을 모사한 로봇을 제안하고, 
이의 주행 및 제어 특성을 분석 및 해석해 보았다. 

2.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은 다른 도마뱀과는 달리, 목주위

에 얇은 막 조직이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적을 

위협할 때 펼쳐서 크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목도리 도마뱀은 도마뱀 중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알려져 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48km 가량에 이르며, 또한 달리는 거리도 

수백 미터로써 여타의 도마뱀에 비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다. Fig. 1에 목도리 도마뱀 

로봇이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목도리 도마뱀은 빠른 속도로 달리면

서 목주위의 주름을 펼치고 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넓은 목주름이 목도

리 도마뱀이 달리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고찰하고 이를 로봇 설계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a) Side view

(b) Front view

Fig. 1 Frilled Lizard runn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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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도리 도마뱀의 해석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목도리 도마뱀은 기존의 

도마뱀에 비해서 더 빠르고 멀리 달릴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도리 도마

뱀의 주행상의 특징을 그것의 특이한 목주름의 

영향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해보기로 하였다.

Fig. 2 Balance of Frilled Lizard

대부분의 도마뱀은 2족과 4족 보행을 섞어서 

하게 되는데, 이때, 2족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체

를 직립시켜야 한다. 이때, 상체에 의한 하중으로 

도마뱀들은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체의 하중을 목도리 도마

뱀의 목주위의 주름에 의한 공기 저항력으로 보상

하는 메카니즘을 고안하였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

이, 하중 W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를 공기 저항력 

Fw에 의해 보상할 수 있으며, 허리를 중심으로 발생

하는 모멘트 M은

   (1)

이 된다. 여기서 a, b 는 각각 허리에서 각각의 

의 힘의 벡터까지의 거리이다. 저항력 Fw와 각 

모멘트팔의 길이 a, b를 적절이 조절하면 로봇의 

상체가 쓰러지는 것을 공기의 저항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2족 또는 휠을 

이용하여 기립하여 달릴 수 있는 모바일 로봇을 

고안하였다. 이와 같은 공기저항막을 이용한 목도

리 도마뱀 로봇은 공기 저항막을 가지는 역진자 

모델로 가정할 수 있으며, 로봇의 동역학적 모델을 

위해서 Fig. 3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Fig. 3의 모델을 

이용하여  제안된 목도리 도마뱀 로봇의 운동방정

식을 식(2)와 같이 구할 수 있었다. 

Fig. 3 Modeling of Frilled Lizard robot

2
1 2 1 2 1

1( ) ( ) ( cos sin )
2 cM m m x m m L F fq q q q+ + + + - = -&& &&&  

2
1 2 1 2 1 2

1 2 1 1

1 1 1 1( ) ( cos sin ) ( ) ( ) sin
2 2 6 2

1( ) sin cos
2

m m L x x m m L m m Lx

m m gL f l

q q q q q q

q q

+ - + + + +

- + = -

& && &&& & &

(2)

여기서, m1은 머리의 무게, m2는 상체의 무게, 
M은 몸통의 무게, f1은 공기 저항막에 의한 제어력

이며 Fc는 모터에 의해 발생하는 일정한 힘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목도리 도마뱀의 형상과 운동을 

모사한 목도리 도마뱀 로봇을 제안하였으며, 제안

된 로봇을 모델링하고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유도된 방정식을 통한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실체 목도리 도마뱀 

로봇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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