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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얀센 메커니즘을 이용한 4족 보행 로봇의 설계와 라인 

추적을 통해 목표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센싱에 대해 보인다.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구동부의 최적 설계를 위해 m.Sketch를 이용하여 GAC와 

GL를 설정하였고, 최적 설계 후 다리 경량화를 통한 로봇 속도 개선 등의 

문제는 차후에 다루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모든 구동부는 이론적 

계산을 기초로 하여 CATI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과학상자를 

이용한 여러 번의 구조변경 실험을 통해 최적의 설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서 론 

보행 로봇은 바퀴, 캐터필러 구조에 비해 효

율적인 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탄한 장

소가 아닌 건설, 광업, 해양 산업 등에서 광범

위한 용도로 작업할 수 있는 보행 로봇의 개발

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보행 로봇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1족, 2족, 

4족으로 나뉜다. Jansen Mechanism은 4족 보

행 메커니즘으로서 11개의 관절 다리를 링크

로 연결하여 경사, 장애물, 특수표면을 안정적

이고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바퀴 보행 로봇이 임

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바닥이 단단하지 않은 

지형, 장애물이 있는 지형 등의 확장된 영역에

서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DISON m.Sketch 및 CATI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링크의 길이와 관절의 위치를 지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다룬다. 구동부의 최

종 설계 후 라인추적을 위해 아두이노 & 적외

선 센서를 이용하여 최종 목표지점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코딩하였다. 

 

2. 보행 로봇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2.1 GL과 GAC의 정의 

구동부의 이론적 계산에 사용되는 GL 

(Ground Length)은 m.Sketch를 이용해 다리를 

설계한 후 궤적 해석을 수행 시 궤적이 바닥과 

접촉하는 각도가 5도 미만일 때의 길이를 의

미한다. 또한, GAC (Ground Angle Coefficient)는 

모가 한 바퀴를 돌 때를 기준으로 그것을 

Ground Length를 360도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

다. 

Figur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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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절부의 설계 및 제작 

본 논문에서는 얀센 메커니즘 이용한 4족 

보행 로봇을 이용하여 주어진 트랙을 짧은 시

간에 주행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트랙은 

장애물이 없는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이므로 GAC는 고려하지 않고 GL만을 중

점적으로 고려하였다. 기어의 중심과 구동점 

사이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 이 길이를 

14.6cm로 고정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Figure 64 

 

Figure 65 

 

Figure 66 

 

Figure 5  

위의 Figure는 커플러 곡선이 가시화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설계한 모듈을 보인다. 

실험  

1 
GL 18.469 

GAC 0.137 

2 
GL 15.986 

GAC 0.095 

3 
GL 25.204 

GAC 0.162 

4 
GL 70.749 

GAC 0.519 

Table 15. 조건에 따른 관절부의 GL과 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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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그림은 과학상자에 있던 기본 부품

으로 제작한 다리의 커플러 곡선이다. 기어의 

중심과 구동점 사이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으므

로 L1과 L2의 길이를 조절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그 결과 L2의 길이보다 L1의 길이가 짧

아졌을 때 GL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L9와 L10의 길이를 조정하여 

구동시킨 결과 L9보다 L10의 길이가 길어지면 

GAC의 값이 작아지면서 GL값이 늘어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L10의 길이

가 늘어나자 오히려 GL값이 줄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안전성도 줄어들어 L10의 길이를 

75mm로 채택하였다.  

다리 제안된 다리의 이상적인 길이(mm) 

L0 14.6 

L1 75 

L2 90 

L3 80 

L4 55.1 

L5 55.1 

L6 55.1 

L7 55.1 

L8 75 

L9 75 

보폭 70.749 

Table 2. 제안된 다리의 이상적인 길이 

이후 이상적인 길이의 다리를 레이저 절삭을 

이용해 철판으로 제작하였다. 

 

 

Figure 67 

 

 

Figure 68 

 

 

Figure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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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동부 설계 

 

 

Figure 70 

 

Figure 71 

안정적인 보행을 위해 몸체의 무게중심이 

낮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두개의 모터를 

180도 뒤집어 반대쪽에 고정해 무게 중심을 

낮추었다. 이로 인해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러

운 보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경량화를 위해 기존에 제공된 몸체부

분의 큰 판을 제거하고 스트랩만을 이용하여 

아두이노 보드와 구동부를 연결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부품을 바꿔 다리 길이를 변경하면서 여러 

차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방법을 선택

한 이유는 이론적 구조는 다리와 바닥과의 마

찰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이론적 계산을 참고하여 여러 번

이여 실험을 통해 최적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

였다. 실험은 기본으로 제공된 과학상자 부품

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 다리구조 및 길이 

변경을 통해 실험을 진행한 후 문제점을 수정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아래 그래프는 실

험 50 번에 대한 결과값을 나타낸다. 

아직은 최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트랙 

완주까지 3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최종 구조 

설계 보완 및 다리 경량화 등의 작업을 수행한

다면 더 빠른 완주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 이

라고 예상된다. 

여러 번의 실험 끝에 L1의 길이를 변경하였

을 때는 보폭이 증가하여 주행시간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L9의 길이를 

변경하였을 때는 철판과 바닥이 만나는 면적이 

줄어들고, 마찰력이 감소하여 미끄러짐이 발생

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여러 번의 실험 주

행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피드백 후 재설

계의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하면 최적의 설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periment number

T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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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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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논문에서는 보행 로봇 구동부 설계에 사

용된 이론적 계산과 실험에 의한 피드백 과정

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이론적 계산으

로 모든 변수를 잡는 것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

히므로 여러 번의 실험 주행을 통해 최적의 설

설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동부의 설계를 

마치면 속도 개선을 위한 다리의 경량화, 라인 

추적을 위한 센싱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계

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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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메커니즘 기반의 보행 로봇을 직접 설

계 및 제작해보았다. 또한, m. Sketch를 이용하

여 보행 로봇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로 효

과적으로 보행하는지 실험적인 방법으로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아직 배우지 못한 기구학과 

여러 보행 메커니즘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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