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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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글 

먼저 이번 대회에 알려주신 윤길호 교수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 대회

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연 초부터 귀중한 경

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에디슨의 다양한 

S/W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실제 써볼 수 있

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기, 

그리고 이를 이용하고, 이를 위해 도면을 하는 

등 많은 것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대회 전 

보다는 많은 것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시작을 했다는 것

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에디슨의 여러 분들

과, 미래창조과학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

브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0020576)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EDISON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NRF-2011-0020576) 

참고문헌 

 

[1] 김선욱, 김동헌 (2011). 4절 링크 이론과 j 

얀센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보행 로봇의 운

동학 해석.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1(2), 

159-164.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63 

 

Jansen Mechanism을 이용한 보행로봇의 설계  
 

저자 1윤지훈  

한양대학교 융합국방학과1,  

Author 1 Ji Hoon Yoon1  
1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Hanyang Univ.,  

E-mail: jihoon9212@hanyang.ac.kr 

 

1. 서 론 

기존에 사용하던 로봇은 바퀴, 캐터필러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바퀴, 캐

터필러를 이용한 이동 방식은 비평탄 지대, 

무른 지대, 장애물 등이 있는 지형에서는 이

동 속도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한다. 하지만 보행 로

봇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이동이 가능한 구

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이 수행 

되고 있다.  

육지에서 걷는 다관절 형태의 로봇(multi-

legged robots) 다리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10]. 기존의 방법 들은 

각각의 다리 관절의 위치에 서보 모터(servo 

motor)를 장착하여 구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많은 하중이 걸리고 속도도 빠르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터의 수는 

가급적 최소화 하고 다리 구조를 가볍고 

안정감 있게 설계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더욱이 줄어든 모터의 

수에 관계 없이 전, 후, 좌, 우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테오 얀센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보행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게(crab) 로봇의 다리 

길이와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는 보행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로봇의 구조 분석 

2-1보행 로봇의 다리 움직임 분석 

ABSTRACT: 

Develop a leg walking robot with ‘Janssen mechanism’. Using ‘ScienceBox’ base and add more 

items to improve moving speed and balance of the robot. 

To make the robot better, made optimized drawing and produced it using plastic with 3D 

printer and acyrl with Laser cutting machine. 

 

Key Words: Acryl, 3D printer, Jansen mechanism,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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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crab) 로봇의 다리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게 로봇은 베벨기어(bevel gear)가 달린 양축 

DC 모터를 사용한다. 여덟 개의 다리는 좌·우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각각 하나의 모터로 

동력이 전달 된다. 여덟 개의 다리는 2개씩 

짝지어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고, 총 

4개의 덩어리가 존재한다. 각 덩어리 사이에는 

위상이 180° 차이를 두고 결합하였다. 이렇게 

결합하였을 시, 8족(8 legs)로 이루어진 다리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왼쪽 오른쪽에서 각각 교차로 2개의 다리가 

또 다른 2개의 다리는 지면에서 떠 있다. 그림 

1의 (a)는 게 로봇 다리 구조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하여 보여준 것으로 두꺼운 실선의 

다리가 첫 번째 다리이며, 얇은 실선의 다리가 

두 번째 다리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모터의 

중심축에 연결된 절점(node)들과 두 개의 

회전관절(pivot joint)에 의한 구조로 인해서 두 

다리의 위상 차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의 

(b)에서 실제 로봇의 다리가 움직였을 때 각 

다리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a) M.sketch에서 다리의 위상 

(b) 로봇 모델 

그림 1. 시뮬레이션과 로봇 모델 

Fig. 1. Simulation and robot model 

 

 테오 얀센 메커니즘(Theo Janssen 

mechanism)을 이용하여 다리를 설계 및 제작 

하였고,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보행을 위해선 

몸체가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13]. 따라서, 

수평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무게를 몸체가 

아닌 다리 부분으로 분산 시켰다. 그 결과 

좌우 불균형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 할 수 있다.  

2-2보행 로봇의 다리의 소재 

현재 사용하는 모터는 과학상자 

모터(No.100B)로 선정되었고 사용 전압은 4.5V 

이고, 구동 축 회전 수는 250rpm 이다.  

본 연구에 있어 연구 초기에 과학상자 부품을 

이용한 로봇을 제작을 하였지만 제작하고 

구동을 시켰더니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동 시에 좌 우 다리에 유격이 

발생하면서 결국 기어가 축을 이탈하게 되고 

일직선으로 보행을 못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운 철판 대신 

3D프린터를 이용하여 가공이 쉬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가벼운 대신 안정감을 더하기 위해 

레이저 커팅 기계를 이용하여 아크릴판을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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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지어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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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이 180° 차이를 두고 결합하였다. 이렇게 

결합하였을 시, 8족(8 legs)로 이루어진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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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첫 번째 다리이며, 얇은 실선의 다리가 

두 번째 다리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모터의 

중심축에 연결된 절점(node)들과 두 개의 

회전관절(pivot joint)에 의한 구조로 인해서 두 

다리의 위상 차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의 

(b)에서 실제 로봇의 다리가 움직였을 때 각 

다리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a) M.sketch에서 다리의 위상 

(b) 로봇 모델 

그림 1. 시뮬레이션과 로봇 모델 

Fig. 1. Simulation and robot model 

 

 테오 얀센 메커니즘(Theo Janssen 

mechanism)을 이용하여 다리를 설계 및 제작 

하였고,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보행을 위해선 

몸체가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13]. 따라서, 

수평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무게를 몸체가 

아닌 다리 부분으로 분산 시켰다. 그 결과 

좌우 불균형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 할 수 있다.  

2-2보행 로봇의 다리의 소재 

현재 사용하는 모터는 과학상자 

모터(No.100B)로 선정되었고 사용 전압은 4.5V 

이고, 구동 축 회전 수는 250rpm 이다.  

본 연구에 있어 연구 초기에 과학상자 부품을 

이용한 로봇을 제작을 하였지만 제작하고 

구동을 시켰더니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동 시에 좌 우 다리에 유격이 

발생하면서 결국 기어가 축을 이탈하게 되고 

일직선으로 보행을 못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운 철판 대신 

3D프린터를 이용하여 가공이 쉬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가벼운 대신 안정감을 더하기 위해 

레이저 커팅 기계를 이용하여 아크릴판을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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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학상자를 이용한 로봇 모델 

Fig. 2. Robot model using the scientific Box 

 

1. 로봇 다리 구조의 기구학적인 
분석  
3.1 링크 길이 및 사이각 도출 

 

 로봇 다리의 기구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나타내는 그림 및 수식이 

필요하다. 그림 3은 로봇의 다리에 대한 

구조를 X, Y 직교 좌표 계로 나타내었다. 그림 

3은 직교좌표 면에서 링크 l2의 끝 단이 X축을 

기준으로 양의 θr값만큼 좌측으로 회전한 

상태이다. 

그림에서 C2_3절점이 Y축과 일치할 때 

θr(모터의 회전각)은 90°이다.  

 

그림 3. 로봇 다리구조 

 로봇 다리 구조에서 각 마디(관절)에 

해당하는 을 절점(node)이라 한다. 음영으로 

표시된 절점은 두 원의 접선방정식에서 사용될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원이다. 진행중인 다관절 

보행 로봇인 게 로봇의 다리 구조는 얀센 

메커니즘(Jansen mechanism)과 

4절링크이론(four-bar linkage mechanism)을 

배경으로 한다[14]. 여기서, 링크(link)의 역할은 

길이가 서로 다른 링크를 핀으로 연결한 

것으로 주동절(회전 하는 l2의 C2_3 절점)의 

운동에 따라 종동절(왕복 운동 l3의 C3_4 

절점)이 일정한 운동을 하도록 꾸며진 

장치이다. 절점의 수에 따라 3절, 4절 등의 x절 

링크라 한다. 

또한 4절 링크의 각 링크 길이에 따라 링크의 

운동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고정된 두 

절점의 초기 조건이 회전 또는 왕복 운동인지 

그리고 운동 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그림 4는 로봇 다리에서 

주동절과 종동절 부분의 위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4절 링크 장치이다. 제안한 로봇에서는 

진한 실선으로 그려진 l1막대(bar)의 양 절점 

C1_4와 C1_2는 핀(pin)으로 고정되어있다. 

이와 같이 그림 2에서 4절 링크 장치에 l3, 

l5는 종동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 된다. 

그림 4. 4절 링크 

Fig. 4.Four-bar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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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절점(node)은 두 원의 접선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로봇 다리 끝 단(foot-

point)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5개 X, Y 절점 

좌표와 각 절점 θi값을 구한다. 여기서 θi 의 

값은 식 (1)에서 i값이다. 그림 2에서 찾아야 

할 절점 각들은 θ3_4, θ5_6, θ7_8, θ9_10, 

θ11_12이다. 위의 해석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 하여 표기한다. 

두 원간에 교점에 따른 로봇 관절 θi값과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 식을 사용한다. 

𝜃𝜃𝑖𝑖 = Atan2(𝐶𝐶2𝑦𝑦 − 𝐶𝐶1𝑦𝑦, 𝐶𝐶2𝑥𝑥 − 𝐶𝐶1𝑥𝑥)

𝑖𝑖 = 3_4,5_6,7_8,9_10,11_12 

 

식 (1)에서 1 1 2 2, , ,x y x yC C C C 는 표 2의 2번째, 

3번째 열(column)에 해당한다. 그림 4의 (a)에서 i
를 보여준다. 

𝜃𝜃𝑖𝑖 = 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2(𝑦𝑦, 𝑥𝑥) = 𝜃𝜃𝑖𝑖 = 𝐴𝐴𝐴𝐴𝐴𝐴−1 (𝑦𝑦
𝑥𝑥) , (−𝜋𝜋 < 𝜃𝜃𝑖𝑖 ≤ 𝜋𝜋) (2) 

원의 반지름은 그림 2에서 막대(bar)의 

길이인데 로봇 다리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막대들이다. 그림 4의(b)는 두 원의 중심점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 것이 식 (3)이다. 이는 그림 

4의 (b)에서 두 원의 중심점간 거리를 

의미한다. 

Dj = √(𝐶𝐶2𝑥𝑥 − 𝐶𝐶1𝑥𝑥)2 + (𝐶𝐶2𝑦𝑦 − 𝐶𝐶1𝑦𝑦)2, 𝑗𝑗 = 1_2, 𝑖𝑖

 

 

(a) 기준 X좌표와 θ 값에 따른 X ̍ 

(b) 두 원의 반지름과 찾을 관절점 

그림 5. 두 원에 따른 C, X-Y 좌표계 

 

식 (2)와 (3)은 로봇 다리의 절점을 구하기 

위한, 두 개의 변수를 계산하는 식이다. 

여기서,Pix와 Piy는Pi(Pix, Piy)의 X-Y축 좌표이다. 

i는 앞서 식 (1)에서 정의 하였다.  

식 (4)는 두 원에서 절점을 찾기 위한 

삼각함수 식이다. 수평한 두 원에서 Piy는 

±해(solution)가 2개이다. 

 

𝑃𝑃𝑖𝑖𝑥𝑥 = 𝐷𝐷𝑗𝑗2+𝑙𝑙1
2−𝑙𝑙2

2

2𝐷𝐷𝑗𝑗 ,     𝑃𝑃𝑖𝑖𝑦𝑦 = ±√𝑙𝑙1
2 − (𝑃𝑃𝑖𝑖𝑥𝑥)2

식 (4)에서는 그림 4(b)의 수평상태의 두 

원으로부터 절점의 좌표를 구했다. 이에 그림 

4의 (a)에서 변화된 θi값에 따른 현재 위치의 

각 절점 좌표 값(Xn, Yn)을 구하기 위해서, 

식(5)에서는 지금까지 구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Cn에 대한 좌표(Xn, Yn)을 구한다.   

 

𝑋𝑋𝑛𝑛 = 𝑐𝑐𝑐𝑐𝑐𝑐𝜃𝜃×𝑃𝑃𝑖𝑖𝑥𝑥 − 𝑐𝑐𝑖𝑖𝐴𝐴𝜃𝜃×𝑃𝑃𝑖𝑖𝑦𝑦 + 𝐶𝐶1𝑥𝑥   (5) 

𝑌𝑌𝑛𝑛 = 𝑐𝑐𝑖𝑖𝐴𝐴𝜃𝜃×𝑃𝑃𝑖𝑖𝑥𝑥 + 𝑐𝑐𝑐𝑐𝑐𝑐𝜃𝜃×𝑃𝑃𝑖𝑖𝑦𝑦 + 𝐶𝐶1𝑦𝑦  

n = 1_2,1_4,2_3, 𝒾𝒾  

해석 순서에 따른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 

절점의 좌표 식을 (6)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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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절점(node)은 두 원의 접선방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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𝑖𝑖 = 3_4,5_6,7_8,9_10,11_12 

 

식 (1)에서 1 1 2 2, , ,x y x yC C C C 는 표 2의 2번째, 

3번째 열(column)에 해당한다. 그림 4의 (a)에서 i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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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반지름은 그림 2에서 막대(ba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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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을 이용한 것이 식 (3)이다. 이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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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 √(𝐶𝐶2𝑥𝑥 − 𝐶𝐶1𝑥𝑥)2 + (𝐶𝐶2𝑦𝑦 − 𝐶𝐶1𝑦𝑦)2, 𝑗𝑗 = 1_2, 𝑖𝑖

 

 

(a) 기준 X좌표와 θ 값에 따른 X ̍ 

(b) 두 원의 반지름과 찾을 관절점 

그림 5. 두 원에 따른 C, X-Y 좌표계 

 

식 (2)와 (3)은 로봇 다리의 절점을 구하기 

위한, 두 개의 변수를 계산하는 식이다. 

여기서,Pix와 Piy는Pi(Pix, Piy)의 X-Y축 좌표이다. 

i는 앞서 식 (1)에서 정의 하였다.  

식 (4)는 두 원에서 절점을 찾기 위한 

삼각함수 식이다. 수평한 두 원에서 Pi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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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𝑃𝑖𝑖𝑥𝑥 = 𝐷𝐷𝑗𝑗2+𝑙𝑙1
2−𝑙𝑙2

2

2𝐷𝐷𝑗𝑗 ,     𝑃𝑃𝑖𝑖𝑦𝑦 = ±√𝑙𝑙1
2 − (𝑃𝑃𝑖𝑖𝑥𝑥)2

식 (4)에서는 그림 4(b)의 수평상태의 두 

원으로부터 절점의 좌표를 구했다. 이에 그림 

4의 (a)에서 변화된 θi값에 따른 현재 위치의 

각 절점 좌표 값(Xn, Yn)을 구하기 위해서, 

식(5)에서는 지금까지 구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Cn에 대한 좌표(Xn, Yn)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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𝑌𝑌𝑛𝑛 = 𝑐𝑐𝑖𝑖𝐴𝐴𝜃𝜃×𝑃𝑃𝑖𝑖𝑥𝑥 + 𝑐𝑐𝑐𝑐𝑐𝑐𝜃𝜃×𝑃𝑃𝑖𝑖𝑦𝑦 + 𝐶𝐶1𝑦𝑦  

n = 1_2,1_4,2_3, 𝒾𝒾  

해석 순서에 따른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 

절점의 좌표 식을 (6)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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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조건 값에 의한 행렬식의 반복이며, 

각각의 찾을 절점을 식에 대입해서 푼다. 

𝐶𝐶𝑛𝑛 = (𝑋𝑋𝑛𝑛, 𝑌𝑌𝑛𝑛)𝐶𝐶1−2 = (𝑋𝑋1−2, Y1−2)

𝐶𝐶1−4 = (𝑋𝑋1−4, 𝑌𝑌1−2)

𝐶𝐶2−3 = (𝑋𝑋2−3, 𝑌𝑌2−3)

𝐶𝐶3−4 = (𝑋𝑋3−4, 𝑌𝑌3−4)

𝐶𝐶3+2𝑘𝑘,4+2𝑘𝑘 = (𝑋𝑋3+4𝑘𝑘,4+2𝑘𝑘, 𝑌𝑌3+2𝑘𝑘,4+2𝑘𝑘) 𝑘𝑘 = 1,2,3,4

°  

° 

° 

𝐶𝐶11−12 = (𝑋𝑋11−12, 𝑌𝑌11−12)

다음은 로봇 다리 끝 단을 찾기 위한 순차적인 

과정의 예로 설명한다. 앞의 그림 2와 같이 

정지된 상태에 초기 설정된 값을 기준으로 

한다. C1_2 절점은 X, Y직교 좌표면 중심점으로 

베벨기어가 달린 모터 회전축 중심점이 된다. 

여기서 C1_2=(0, 0)이며, C1_4는 고정된 

링크(fixed link)의 절점이다. 그림 2에서 

l1막대와 같이 링크된 하나의 막대로 

표현되어있다. l1은 게 로봇의 몸체를 

지지해주는 구조물로써 고정되어 있다. 

기구적인 해석에서는 절점 X1-4와 Y1-4는 게 

로봇 다리 구조에서 고정된 관절점으로, 좌표 

면에서 2사분면에 위치해 있기에 식 (7)로 

나타낸다. 

 

𝐶𝐶1−4 = (𝑋𝑋1−4, 𝑌𝑌1−4)

𝑋𝑋1−4 = −𝑙𝑙1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

𝑌𝑌1−4 = 𝑙𝑙1𝑐𝑐𝑐𝑐𝑠𝑠𝑠𝑠

 

C2_3은 게 로봇 다리 구조에 동력을 전달하는 

절점이다. 

로봇 구조에서 모터 혼(crank: l2)과 막대 

구조들(l3, l5)이 연결된 곳이다. 아래의 식 (8)로 

나타낸다. 

𝐶𝐶2−3 = (𝑋𝑋2−3, 𝑌𝑌2−3)

𝑋𝑋2−3 = 𝑙𝑙2𝑐𝑐𝑐𝑐𝑠𝑠𝑠𝑠

𝑌𝑌2−3 = 𝑙𝑙2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

 로봇 다리 끝 단(foot-point)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5개 절점위치를 구한다. 기본 

적으로 구해야 할 절점의 위치는 위 

식들로부터 구했다. 먼저 해석 순서로부터, 

C3_4를 구하기 위해서는 C1_4와 C2_3 두 원 

교점을 찾았다. 그림 4의 (a)처럼 절점을 찾기 

위한 기준 좌표 면에 X축과 두 원 간 위치한 

X ̍축 θ3-4를 구한다. 앞의 식으로부터 

대입하면 (9) 식을 얻는다. 

𝑠𝑠3−4 = Atan2(𝐶𝐶2−3𝑦𝑦 − 𝐶𝐶1−4𝑦𝑦, 𝐶𝐶2−3𝑥𝑥 − 𝐶𝐶1−4𝑥𝑥)

𝑑𝑑3−4 = √(𝐶𝐶2−3𝑥𝑥 − 𝐶𝐶1−4𝑥𝑥)2 + (𝐶𝐶2−3𝑦𝑦 − 𝐶𝐶1−4𝑦𝑦)2

𝑃𝑃3−4𝑥𝑥 = 𝑑𝑑3−4
2 +𝑙𝑙4

2−𝑙𝑙3
2

2𝑑𝑑3−4
,     𝑃𝑃3−4𝑦𝑦 = ±√𝑙𝑙4

2 − (𝑃𝑃3−4𝑥𝑥)2

𝑋𝑋3−4 = 𝑐𝑐𝑐𝑐𝑠𝑠𝑠𝑠×𝑃𝑃3−4𝑥𝑥 −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𝑃𝑃3−4𝑦𝑦 + 𝐶𝐶1−4𝑥𝑥  

𝑌𝑌3−4 =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𝑃𝑃3−4𝑥𝑥 + 𝑐𝑐𝑐𝑐𝑠𝑠𝑠𝑠×𝑃𝑃3−4𝑦𝑦 + 𝐶𝐶1−4𝑦𝑦  

 (6) 식의 k 조건 값에 의한 행렬식 대입으로 

절점의 좌표를 찾는다. 식 (10)은 마지막 5번째 

절점(foot-point C11_12)을 찾기 위한 식이다. 

 

𝑠𝑠11−12 = Atan2(𝐶𝐶9−10𝑦𝑦 − 𝐶𝐶5−6𝑦𝑦, 𝐶𝐶9−10𝑥𝑥 − 𝐶𝐶5−6𝑥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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