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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설계변수를 바꿔가면서 최적값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를 통해 

상관관계를 찾아낸다면 최적값을 얻는 일이 

훨씬 정교해지고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설계변수사이에서도 독립적이지 않고 

couple 되어 영향을 주는 요인도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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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메커니즘을 이용한 라인트레이싱이 가능한 보행로봇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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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논문에서는 jansen’s linkage와 기구설계를 기반으로 Theo Jansen의 

strandbeast을 DC모터를 통해 구동하는 8족 보행로봇으로 설계 및 제작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제작된 로봇은 크게 구동부, 제어부, 센서부로 나눌 수 

있으며, 구동부는 모터와 다리로, 제어부는 Arduino 보드로 그리고 센서부는 광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구동부의 다리부분은 에디슨의 M-sketch를 통해 설계하였고, 제어부는 

센서의 신호를 트랙에 맞추어 적합하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코딩을 작성하였다. 제작된 

로봇은 일반적인 로봇이 아니라 트랙에 맞추어 특화된 로봇으로 그 목적이 제한되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1. 서론 

로봇이란 용어는 20세기 소설가 차페크의 

Rossum’s Universal Robots란 희곡에서 처음 나

왔으며, 어원이 체코어로 노동을 의미하는 

robota인 만큼 로봇의 역할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 수행하는데에 있다. 로봇의 역사는 오래

되었는데, 그 기원은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청동거인 ‘탈로스’가 

최초의 로봇이라 할 수 있는데, 크레타 섬의 

순찰을 돌면서 무단접근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예로부터 로봇에 대해 이야기가 끊임 없이 

이어져 내려온 까닭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존재를 원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나, 18세기 산업혁명이

란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제조, 제작이

라는 사회의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었으나 그러

한 기술을 현실로 이끌어내었고, 무궁한 가능

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마치 중력처럼 발전

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의 지식에서 새로

운 지식으로, 기술에서 신기술로의 간격이 짧

아졌고 그 결과, 최근에는 산업부터 가정, 서비

스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로봇의 쓰임새가 많아

지게 되었다.  

현재 산업분야에서는 자동화 설비부터, 매니

퓰레이터 등 다양한 산업용 로봇 등이 쓰이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군용 로봇, 의료 

로봇, 서비스 로봇 등 여러 가지 로봇들이 설

계되고, 만들어지고,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다.  

로봇은 크게 이동 가능한 로봇과 고정 로봇이 

있는데, 그 중 설계가 복잡한 것은 이동 가능

한 로봇이다. 이동 수단과 이동함에 따라 발생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봇이 

이동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수단이 필요

한데, 발판 등을 통한 이동이 아닌 이상 로봇 

자체가 이동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바퀴나 다

리가 그러한데, 둘 다 이동 시 관성이나 무게

중심 축의 이동에 따른 충격과 자세를 제어하

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갖추

는 데에는 이족보행 혹은 사족보행 로봇 등 보

행로봇의 경우가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자세

나 무게에 따른 안정성에 있어서는 2족보다는 

4족이, 4족보다는 6족이 효율이 높다. 

이러한 보행로봇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설계 및 제작하고자 하는 보행로

봇은 Theo Jansen의 strandbeast의 기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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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얀센 메커니즘으로 구동하는 로봇이다. 

본 논문에서는 얀센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보행

로봇을 설계하고, 적외선센서와 Arduino 보드

를 이용해 라인트레이서로서 제작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이

론 및 설계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제작의 결과물과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4장에서는 이에 대해 연구의 총체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2. 이론 및 계산방법 및 계산결과 

2.1 얀센 메커니즘 

얀센 메커니즘은 실제로는 jansen’s linkage 

라 하여야 한다. Jansen‘s linkage는 8-bar 

linkage중 하나로 Fig. 1과 같이 8개의 bar로 

구성된 linkage가 하나의 간단한 축의 회전으

로 마치 유기체의 걷는 모션을 취하게 되는 메

커니즘이다. 축이 회전함에 따라 축과 연결된 

링크(파랑)가 회전하고, 이 회전이 연결된 회전

하는 링크와 연결된 링크(초록, 노랑) 두 개가 

축과 함께 고정된 조인트(빨강, 황갈의 연결점) 

한 개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마치 걷는 

것처럼 반복운동을 하는 것이다.  

 
Figure 48 jansen's linkage 

 

 

2.2 구동 설계 및 설계방법 

이론을 통해 게 로봇의 다리의 움직임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Fig. 

2과 같이 다리를 12개의 bar로 변환시키고, 이

를 4절 link 이론과 기구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링크 길이와 각도에 따른 다리 끝단의 값 변화

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값을 다시 변형

시키고 값을 구하여 표나 그래프 등으로 나타

냄으로써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변화값을 

구하는 어렵다기 보단 여러 과정을 거침에 따

라 수작업 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값을 구하더라도 이를 

직관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

이나 알고 싶다면 참고문헌을 이용하길 바란다.  

본래 다리의 끝이 그리는 경로를 정하려면 

기구의 기구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그 과정은 

반복과 값의 변경으로 지난해야 했을 것이나, 

이번의 경우에는 EDISON의 M-sketch라는 디

자인 툴을 통해 많이 간략화 하고 그 과정을 

가시화시킬 수 있었다. 

M-sketch는 간단하고 쉽다는 무엇보다 큰 

장점이 있으며, 경로를 가시화시키고, 궤적을 

해석할 수 있어서 실제 사용하기에 적합한 데

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에 이번 궤적분석

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용법은 원하는 링크를 그린 다음 실행하기

만 하면 끝이다. 그 다음 마커를 지정해 경로

를 가시화 시키고, 적절한 궤도를 가지도록 링

크 편집 기능을 사용한 다음, 궤적 해석 패널

을 통해 GL(Ground Length)와 GAC(Ground 

Angle Coefficient)를 얻는 것이다. 여기서 GL은 

지면과의 각도가 5˚이하인 길이이고, GAC는 지

면과의 각도가 5˚이하일 때 모터 각도를 360으

로 나눈 무차원 값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좋다고 생각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끝이다. 

본 연구에서 만들고자 하는 8족 보행로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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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회전축에 각각 앞, 뒤 양방향으로 그리

고 축의 위상이 180˚ 차이가 나도록 2쌍으로 

다리를 만들어 지면에 번갈아 닫도록 Fig. 3과 

같은 형태로 설계하고, 이를 2개의 DC모터로 

동력이 전달되게 만들고자 한다. 

 
Figure 49 jansen's linkage 2 

 

 
Figure 50 M-sketch 구상 

 

2.3 제어부 코딩 

 

2.3.1 라인트레이서 

라인트레이서라는 것은 제어부, 센서부, 구동

부, 전원부로 이루어진 지능형로봇으로서 센서

부를 통해 검출된 라인정보를 CPU에서 처리하

여 정해진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을 말하

는 것으로서 흔히 무인 자동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물건을 운반하는 로봇에 많이 이용되는 

로봇이다.  

라인트레이서의 구동원리는 간단하다. 센서

부의 적외선 센서로 지정된 라인을 검출하게 

되는데 이는 센서부의 발광센서로부터 나오는 

빛을 라인의 흑/백에 따라 반사되는 빛의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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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과 0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를 제어부에서 

판단하여 라인의 직진화, 곡선화를 구분하여 

로봇의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2.3.2 Arduino 보드 코딩 

대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드에는 4개의 센

서가 있다. 이 4개의 센서를 순서에따라 배치

한 다음, Arduino 보드가 신호를 받아드리게 

만들고, 이를 DC모터의 구동과 연결시킴으로

서 제어부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코딩은 로봇이 실제 작용하도록 여러번의 수

정작업을 통해 보안되어야 하나 기본적인 원리

는 4개의 센서를 통해 신호를 읽고, 각각의 신

호에 따라 전진 후진, 회전등의 경우를 지정하

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데이터의 앞의 두 자리

는 좌측의 DC모터와 연결하고, 뒤의 두 자리

는 우측의 DC모터와 연결하도록 한다음, 각각

의 데이터를 경우에 따라 좌측 정지, 우측 정

회전으로 좌회전을 지정하든가, 또는 좌측 정

회전 우측 역회전으로 전진을 지정하도록 코드

를 만드는 것이다. 

로봇이 잘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신호를 잘 읽고,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외

부적인 요소와, 각각의 경우에 따른 DC모터의 

회전의 여부, 회전 세기를 정하는 코딩 등 내

부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3. 결과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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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작 

먼저 제품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과학을 통해 구입한 대회용 비스

트레이서를 조립해 보았다. 형태는 Fig. 4와 같

은 형태이며 사용된 재료는 모두 과학상자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부품이다. 

조립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

데, 일단 쇠로된 부품이라 전체적인 무게가 상

당하여 둔중하여, DC모터의 회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속력이 떨어지는 듯하였으며, 규

격화된 다리는 얀센 메커니즘에 부적절한 형태

를 띄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M-sketch를 

통해 각종 다양한 다리 형상을 만들고 그에 따

른 GL과 GAC값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Table 1와 같은 다양한 경우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이번 보행로봇의 제작에 있어서 목적은 라인

트레이서로 제작하는 것이지, 장애물이나 경사

를 대비하고자 한 경우가 아니므로, GAC값의 

경우 안정성을 제외하고는 그리 큰 의미는 없

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들 중 GL

의 길이가 가장 길고 경로의 형태가 좋은 

CASE 6 하나를 ‘Theo Jansen Mechaanism 

Optimization Solver이란 최적화 툴을 통해 얻

은 값은 Table2와 같다.  

 
Figure 51 prototype비스트레이서 

 GL GAC 

CASE 1 23.495 0.659 

CASE 2 23.227 0.255 

CASE 3 27.019 0.323 

CASE 4 35.350 0.118 

CASE 5 37.498 0.124 

CASE 6 37.910 0.131 

Table 12 기구모양에 따른 GL, GAC 값 

 
 최적화 전 최적화 후 

LINK 1 (12.70, 50.80) (12.71, 50.82) 

LINK 2 (0.00, 50.08) (-0.63, 49.95) 

LINK 3 (50.80, 114.30) (50.90, 114.27) 

LINK 4 (114.30, 50.80) (114.55, 50.99) 

LINK 5 (50.80, 50,80) (50.36, 50.69) 

LINK 6 (50.80, -12.70) (51.10, -12.54) 

LINK 7 (114.30, -12.70) (114.15, -12.89) 

LINK 8 (50.08, -88.9) (51.10, -88.94) 

Table 13  CASE 7의 링크 좌표값 

 

 
Figure 5 CASE 7의 M-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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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dison Designer 구상 

 

이렇게 툴을 얻은 값을 이용해 Fig6. Fig7과

같이 다리의 형상을 만들고, CAD를 이용해 도

면화하여 구상한 다리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다리를 제작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었는

데, 하나는 3D 프린터를 통해 제작하는 것이었

다. 3D프린터의 경우 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

었으나, 제작에 시간이 걸리고, 곡선 및 모서리

에 대해서 정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방향을 선회하여 레이저 커팅기로 Fig. 7와 같

이 아크릴 가공을 하였다.  

Fig. 8은 가공에 이용한 도면이고, Fig. 9은 이

를 통해 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

해 코딩을 다양한 코스라인에 맞도록 최적화시

키고, 작동 도중 생기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Figure 7 아크릴 가공품 

 

 
Figure 8 도면 

 
Figure 9 새로운 비스트레이서 

 

3.2 문제점 및 보강 

일차적으로 무게와 다리형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매끄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면이 

남아 있으며, 센서의 인식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센서 인식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

각되며, 움직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GL과 GAC 뿐만 아니라 

실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경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얀센 메커니즘을 적용한 라인

트레이서를 제작하기 위해 기존의 제품을 조립

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edison의 M-sketch

를 통해 다리 끝단의 궤적을 가시화하고 보다 

보행에 적합하도록 다리기구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를 도면화 하여 레이저 커팅을 통

해 부품을 제작 및 조립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실험한 결과, 센

서의 인식과, 코드 문제, 다리기구의 고정나사

의 풀림현상, 다리끝단의 실제 움직임이 기대

와는 다르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내부적으로는 코드의 개선

이 필요하며, 외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형상

을 제작하여 실험해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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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본 연구로 제작한 얀센 메커니즘을 이용한 

라인트레이서는, 장애물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

기에, 높은 GAC를 갖도록 설계가 되었고, 그에 

따라 평지용으로써 그 용도가 제한되었으며, 

바퀴를 이용한 다른 라인트레이서와 비교해 볼 

때, 역동성은 있지만, 속도 등 여러 가지 면에

서 부정적이라고 생각되기에, 아직은 많은 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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