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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얀센메커니즘을 활용한 보행로봇의 단점인 저속을 개선 하기위한 

연구이다. 그 예시로 라인트레이싱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리의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EDISON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Ground 

angle coefficient 와 Ground length를 더한 목적함수를 최대값으로 설계하였고 

보행능력이 증가하였다. 

 

서론 

실생활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퀴 달

린 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걸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동로봇 또한 크게 바

퀴로 이동하는 로봇과 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

는 보행로봇으로 나뉘어 진다. 현재 널리 쓰이

고 있는 바퀴로봇은 형상이 단순하고 속도가 

빠르며 작동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

나, 평탄하지 않은 지형에서는 이동이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그와 반대로 보행로봇은 속도

는 느리지만 다양한 지형에서도 잘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얀센 메커니

즘을 적용한 보행로봇은 다리의 확장을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쓰임새는 무궁무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로봇은 현재 이동수단의 지능화(자율주행 자동

차)와 같은 트렌드와 결합하여 미래에 구조로

봇이 나 탐사로봇에 적용되어 인류에 큰 도움

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행로

봇의 단점인 저속을 개선하기위해 얀센 메커니

즘을 기반으로 EDISON에서 제공하는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라인트레이싱이 가능한 보행로

봇을 설계하였고, 아두이노 보드, 과학상자 및 

아크릴을 사용하여 실제 제작해보다.[1] 

 

Fig. 1 Completed product made by science box  

이론 및 계산방법 

과학상자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라인트레이

싱이 되는 로봇은 Fig. 1과 같이 조립하였다. 

EDISON m-Sketch에서 제공하는 과학상자를 

사용한 예제파일로 분석해본 결과 다리 조인트

의 위치는 Fig. 2로 다음과 같다. 시계방향으로 

0P
(-12.70, 0.00), AP

(0.00, 0.00), BP
(34.93, 

39.89), CP
(63.12, -5.37), DP

(25.40, 0.00), EP

(34.92, -36.89), FP
(72.65, -42.26), GP

(27.77, -

87.18)로 정의가 되어있다. 이 기구에 관한 

의 궤적은 Fig. 3로 나타났다.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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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dinate of mechanism’s joint 

 

Fig. 3 Tracking line of point GP  

 

Fig.4 Ground length and ground angle 

coefficient 

얀센메커니즘의 보행성능에 미치는 인자는 

Fig. 4와 같이 Ground angle coefficient(이하 

GAC)와 Ground length(이하 GL)가 존재한다. 

GAC는 지면과의 각도가 5도 이하일 때 모터 

각도를 360으로 나눈 0부터 1사이의 실수 값

이고 GL은 지면과 포인트의 진행방향 벡터와

의 각도가 5도 이하인 길이로써 0이상의 실수

를 의미한다. 상기 예제를 m-Sketch상에서 분

석결과 GAC = 0.137mm, GL = 24.208mm 나왔

다.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을 목표로 설계인자

들을 고려하였을 때 경량화, 코너링에서의 속

도 그리고 제어요소가 중요하다. 첫 번째로 고

정된 동력원인 2개의 과학상자 부품인 100B. 

구동기어뭉치로 이동속도를 높이려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따라 질량을 줄여서 가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질량의 차이로 인하

여 유의미한 가속도 증가를 이끌어 내는데 제

한이 있다.  두 번째로는 코너링 및 직선운동

에서의 속도인데 Fig 5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

이 회전운동시 GL1과 GL2를 비교 시 GL값이 

큰 조건을 가지면 메커니즘의 1회전당 회전각

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선운동 또한 

마찬가지로 GL이 최대값을 가질수록 1회전당 

진행거리가 늘어난다. 

이 두번째의 조건과 적외선 센서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구동부와 지면 접촉점  사이의 

길이를 10cm이상으로 제한하면서 GL값이 가

장 큰 값을 도출하도록 EDISON m-Sketch를 

설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6와 같다. 또한 동

일 웹사이트에서 Theo Jansen Mechanism 

Optimization Solver라는 Fig.6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링크길이를 설계하였다. 

 

Fig. 5 Angle change result from GL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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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ptimization result of m-Sketch’s link 

변수명 정의 

1f  Ground angke coefficient(GAC) 

2f  Ground length(GL) 

iw  Weight factor 

Table 16 Definition of variabels 

Case 1 2 3 4 5 6 7 

1w  1 1 1 1 1 1 1 

2w  0.1 0.2 0.3 0.4 0.5 0.6 0.7 

Case 8 9 10 11 12 13 14 

1w  1 1 1 2 3 4 5 

2w  0.8 0.9 1 0.1 0.1 0.1 0.1 

Case 15 16 17 18 19 20 

 6 7 8 9 10 100 

 0.1 0.1 0.1 0.1 0.1 0.1 

Table 17 Case by weight factor 

해당 프로그램은 입력받은 링크좌표를 통해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를 최대화하여 얀

센메커니즘의 조인트 위치를 최적화 하는 프로

그램이다. 목적함수는 1 1 2 2w f w f
의 식을 가

지며 각각의 변수가 갖 는 정의는 Table 1과 

같다. Weight factor의 경우 목적함수에서 GAC

와 GL의 비중치를 조절하여 설계목표에 부합

한 최적화를 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Fig. 

6에서 연산된 결과값을 가지고 weight factor만 

Table 2와 같이 20개의 케이스로 다르게 하여 

연산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논의 

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모든 조건에

서 Fig. 7과 같은 동일한 해석이 나왔다. 최적

화 프로그램에서 나온 조인트 위치로 파트를 

설계하여 조립한 결과 Fig. 8처럼 보행 로봇을

조립할 수 있었다.  

  

Fig. 7 Drawing of mechanism optimization 

result  

1w

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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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ssembly result of jansen mechanism 

 Example  Result 변화량

(%) 

GAC 0.137 0.143 4.380 

GL(mm) 24.208 61.060 152.231 

Rotation 

Angle 

(R=150mm) 

 

16.42  

 

22.15  

 

7.84 

Table 18 Compare of design prameter 

 도출된 메커니즘의 GAC와 GL을 예제파일 분

석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Table 3와 같다. GAC

과 GL은 각각 4.380%와 152.231%증가를 하였

고 기구의 중심이 회전반경 중심이라 하고 그 

길이가 150mm, 한쪽 다리가 GL대로 움직였다

고 가정 했을 때 회전 각은 7.84%증가하여 직

선과 곡선에서 모두 단위 메커니즘 회전당 주

행능력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Balaji이 작성한 

논문 Optimization of PID Control for High 

Speed Line Tracking Robots. 에서 바퀴를 사용

한 라인트레이싱의 제어 결과에서 Modified 

PID control with speed reduction and open 

loop control과 P control을 비교할 때 난코스

를 전자에서 통과함은 물론 전체 동일 트렉조

건으로 24.53s에서 13.29s로 11.24s, 

Algorithm Total Time 

Taken(sec) 

P control 24.53 

PD control 16.61 

Modified PID control 15.05 

Modified PID control whith 

speed reduction 

15.08 

Modified PID control whith 

speed reduction and open 

loop control 

13.29 

Table 19 Quoted table on paper[3] 

약 -46%의 시간단축을 달성하였다.[3] 해당 논

문에서 인용한 수치의 표는 Table 4이다. 이를 

적용하여 향상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제안사항으로 험지를 움직이는 보행로봇의 경

우 바닥의 조건에 따라 자세가 제어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Fig. 9 과 같은 충격 흡수장치를 장착한 형태의

메커니즘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보행을 하

면서 발생하는 흔들림 즉 진동에 관하여 보행 

궤적을 최적화 하여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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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o-jansen mechnism with shock 

obserber 

결론 

 본 논문에서는 EDISON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테오 얀센메커니즘을 사용한 라인트레이싱

용 보행기구의 다리를 최적설계 하였다. m-

Sketch상에서 기구를 설계하고 예상 궤도를 그

려서 이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 하였다. 이후 

조인트의 위치데이터를 추출하여 Theo Jansen 

Mechanism Optimization Solver에 변수를 설정

하여 목적함수가 최대가 되게끔 연산을 수행 

후 나온 조인트위치와 도면을 가지고 아크릴로 

레이져 커팅하여 조립하였다. 과학상자의 예제

와 비교하였을 때 GAC는 4.380%, GL는 

152.231%, 회전각은 7.84%의 증가를 보이며 

보행능력이 향상됨을 보였다. 향후 보완 방향

으로는 제어적 요소와 자세안전성에 대하여 제

시를 하였다. 또한 직선으로 가정한 설계이기 

때문에 궤적 주행 조건에 따른 궤도 최적화의 

정보와 같이 설계를 하면 향후 상용화하여 이

동기구로써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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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아두이노 회로도 

 

Fig. 10 부록 1 아두이노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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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isonDesigner 조립도 

 

Fig. 11 부록 2 EdisonDesigner 조립도 

3. 아두이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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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부록 2 EdisonDesigner 조립도 

3. 아두이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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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부록 3 아두이노 주행제어 코드 

4. Theo Jansen Mechanism Optimization Solver 

input file 

 

Fig. 13 Theo Jansen Mechanism Optimization 

Solver input file 

 

 

 

 

5. 최적화 후 m-Sketch 출력 파일 

 

Fig. 14 Out put .txt file data of m-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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