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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얀센 메커니즘을 구현할 때 다리의 좌우 흔들림 문제를 다리의 접합부의 

구조 안정화 설계를 통해 해결하였다. 이를 위해 다리 회전 부분의 최적 접합 

공차를 찾아 동력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최소화 하였다. 

서론 

 얀센 메커니즘 구동부(arm)의 구조 안정화는 

메커니즘의 동력 손실 최소화와 동력 제어 최

적화에 영향을 준다. 이 때 중요한 부분은 다

리 링크 사이의 이음( joint) 부분과, 동력 전달 

장치의 구조 및 축을 고정할 때 필요한 구멍 

공차이다. 

 링크의 joint를 링크 자체에 축을 구성하여 

안정성을 높였고, 동력 전달 장치를 CAD설계 

후 3d프린팅을 통해 최적설계 하였다.  

 

본론 

하드웨어 

1. 링크 설계 

 ㄱ. 이음부 

 얀센 매커니즘의 구동부의 결합에서 볼트를 

축으로 삼는 구조는, 접합부 1, 접합부 2, 볼트 

이렇게 3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

조에 안정화를 주기 위해 볼트와 너트의 조임

을 이용해 좌우 흔들림을 잡아줄 때 조이는 힘

이 강할 경우 마찰력이 커지고, 조이는 힘이 

부족할 경우 흔들림이 발생한다.  

 너트를 사용하지 않고 Figure1,2와 같은 구조

를 통해 좌우 흔들림을 방지 할 수 있지만, 위

의 구조는 현재 3d 프린팅의 한계상 Link A의 

한쪽면이 불균일 하게 나와 링크의 회전을 저

해한다. 

 이를 위해 접합부 자체에 축을 구성하여, 두 

링크가 3d 프린팅에 최적의 면을 갖도록 설계

하였다. 이 때 실험적으로 joint 축과 구멍사의

의 공차는 축의 두께가 4.9mm일 때 0.5mm로 

설정 하였다. 

Figure 1) link A Figure 2) link B 

Φ 

Figure 3) link *A 

Φ4.4mm 

Figure 4) link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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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다리 길이 설계 

Link ratio length(mm) 

AC 1.000 25 

CD 3.083 77.08 

DF 3.583 89.58 

BD 2.500 62.5 

BF 2.500 62.5 

FG 2.500 62.5 

BE 2.500 62.5 

GE 2.500 62.5 

GH 4.333 108.33 

EH 3.333 83.33 

CE 4.000 100 

Table 1) Jansen mechanism 길이 설계 

 

 일자 궤적 

 궤적의 일자부분은 GE가 바닥과 각은 각도를 

유지하며 움직일 때 나타난다. 이 움직임의 주

요 원인은 사이클 동안 삼각형 BDF의 정지상

태가 나타날 때, 링크 CE가 평행사변형 꼴

(GEBF)에 움직임을 주는 것이다. 

 정지 상태 유지 

 AC의 길이는 과학상자의 기어 링크 길이 

25mm로 사용하고, AB의 길이를 64mm로 설정

하였다. 이 때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최적의 

길이는 아래와 같다. 

Link Length(mm) 

AC 25 

CD 77.08 

BD 62.5 

AB 64 

Table 2) 

Figure 5) m sketch 

 

Figure 6)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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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요소 BE = BD 

 링크 CE, CD의 비율에 따라 평행사변형 GEBF

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이 때 CD는 삼각형 

BDF의 정지 상태를 위해 값이 설정 되었기 때

문에 변수는 CE하나이다. 이 상태에서 m 

sketch를 통해 링크 GE의 움직임이 좋게 나오

는 길이로 설계 하였다. 

Link length 

CE 100 

CD 77.08 

Table 3) 

 나머지 길이 비율도 m sketch 작업을 통해 

궤적이 좋게 나오는 길이 비율로 설계 하였다. 

 

 

 

 

 

2. 본체 설계 

 ㄱ. 본체 설계의 장점 

   a. 기존 과학상자의 본체는 철로 이루어져 

있어, 동일 부피의 3d 프린터 구조체보다 무겁

다. 

   b. 모터의 위치를 기어에 닿는 부분에 한하

여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물

의 구성물 중 가장 무게가 나가는 모터가 아래

로 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안전성이 올라간

다. 

   c. 링크의 기본 parameter길이 AB를 자유

롭게 조절이 가능하다. 

ㄴ. Dimension 설계 

 a. 좌우 너비 

 너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모터에 연결되

는 두 기어가 모터 내부 간격 안에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모터의 내부간격은 27mm

이고, 기어의 두께를 포함한 거리를 27mm보

다 작게 설계 하여 24mm로 설정 하였다. 기

어와 body 내벽과 연결 되는데 필요한 거리가 

8mm이므로 body의 내벽 간의 거리는 40mm

가 되어야 한다. Body안정정을 고려한 두께를 

10mm로 두었을 때 너비는 총 60mm로 설계 

된다. 

Figure 8) 본체 설계 TOP 

Figure 7) ACDB 4-bar / ACEB 4-bar 

588



96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86 

 

 

 b. 앞뒤 길이와 높이 

 앞뒤 길이와 높이는 모터가 기어에 닿는 

거리에 위치 할 때, 두 모터가 body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모터의 위치는 서

로의 거리가 늘어 날 때, 높이도 같이 증가하

므로, 우선 위 body의 구조를 아치형으로 설

계 한 뒤 아치형 구조에 모터의 둥근 부분이 

닿도록 하는 길이로 설계 되었다.  

앞뒤 길이 : 160mm 

높이 : 27mm 

 

3. 동력 전달 부분 설계 

 링크의 구멍을 4.3mm로 설계 하였을 때, 

링크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의 직경은 

4.8mm(공차 5mm)로 설계 된다. 

 첫번째 구동부에서 두번째 구동부로 동력

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선, 결합이 다각형 구조

를 갖어야 하는데, 3개의 다리를 연결할 때는 

120도의 위상차가 필요하고, 2개의 다리를 연

결할 때에는 180도의 위상차가 필요하다. 연결

부를 육각형으로 설계함으로서 두가지 모두 가

능 하도록 하였다. 

 

  

Figure 9) 본체설계 Right 

Figure 10) 

Figure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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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곡률 판단 알고리즘 

 곡률 판단 변수 cur을 설정해, 회전 

시작부분(mode -1)으로 loop가 들어 갔을 때부

터 cur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회전 안정부분

(mode-2)에서 cur의 증가가 멈춘다. 곡선 주로

에 진입하기 전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 할 때, 

cur값은 곡률과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를 

통해 곡선 주로의 곡률을 자체 측정 할 수 있

다. 

delay(10); 

 switch(mode){ 

 case -1: 

  motor_split_val += 0.1; 

  `````` 

  break; 

} 

 

 

 

차체 기울기 측정 알고리즘 

 모터 불일치 시간 동안 카운트 되는 

변수 spl을 설정해, 차체가 기준 각으로부터 어

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센서 l3 l2 l1 r1 r2 r3 mode desc 모터출력 좌 우 

   1 1   0 직진  10 10 

  1 1 1   -1 회전 시작 지점  7 10 

  1 1    -2 회전 안정 지점  5 10 

 1 1 1    -3 회전 불안정 시작 지점  3 10 

 1 1     -4 회전 불안정 지점    

 1 1 1 1   -10 90도 회전 감지 지점  0 10 

       -11 90회전 마지막 지점  0 10 

Table 4) 직진 및 좌회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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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논의 

 

결론 

구조 안정화를 위해 고려된 구동부 설계 및 

동력 전달부의 설계를 통해, 동작 제어의 오류

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곡률 판단 변수를 통해 모터의 출력 

값을 제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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