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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얀센 메커니즘을 이용한 자

율주행 로봇을 설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m.Sktech를 통해서 주어진 제한조건에서 최적

의 구조를 해석적으로 구하였고 Line tracing을 

이용한 자동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를 이용해서 회로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과

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커니즘의 최적화

하는 과정과 아두이노 코드 수정을 통해서 이

전보다 효율적 이동을 구현했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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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heo Jansen Mechanism을 바탕으로 다리부분의 상하진동폭을 줄여 전체 

기구의 안정성을 갖추면서 전진거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핵심 부위인 다리를 설계하였다 

 

서론 

Jansen Mechanism이 적용된 라인 트레이서

의 실제 제작에 앞서 초기에는 과학상자키트에

서 제공하는 부품들을 조합하여 다리를 제작하

려고 했으나 설계의 자율성을 높이고 원하는 

궤적을 얻기 위해서는 기구의 다리부분을 직접 

제작하고 키트의 부품들로 구성된 동체와 결합

하는 방향이 낫겠다는 데에 팀 구성원들의 의

견이 모아졌다. Edison Designer와 m.sketch를 

비롯하여 에디슨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어플

리케이션을 활용해 기구의 다리를 구성할 각 

요소들의 수치를 계산하고 설계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 

Jansen Mechanism에서 회전축에 연결하는 

부위를 따로 설계하지 않고 모터에 연결되어 

돌아가는 기어와 결합하여 회전운동을 시켜서 

직접 제작하는 부품의 개수를 줄이기로 하였다. 

다리와 직접 결합하는 키트내의 기어 부품의 

수치를 먼저 측정하고 다리를 구성하는 요소들

의 대략적인 크기를 설정하고 m.sketch를 활용

해 1차적으로 요소들 간의 연결을 목표 궤적

에 맞춰 수정했다. 이렇게 얻은 요소들의 수치

를 에디슨 웹사이트 앱스토어의 Theo Jansen 

Mechanism Optimization Solver 앱에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각 joint의 위치와 요소

의 세부적인 수치들을 최적화하였다. 

 

Figure 85. Opt Solver를 통해 최적화된 수치 

최적화된 값을 m.sketch에 입력하여 기존 과학

상자키트의 부품을 활용한 예제와 비교했을 때

Ground Length, Ground Angle Coefficiency 두 

값의 개선여부를 점검하고 지면과 접촉하는 부

분의 궤적의 형태가 팀이 의논했던 설계의 예

상을 어느정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Figure 86. 과학상자 부품을 활용한 leg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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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7. 직접 설계한 leg의 궤적 

과학상자 활용예제의 다리 크기에서 크게 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제의 Ground Length 값

과 Ground Angle Coefficiency 값과 비교했을 

때 양쪽 모두 증가된 수치를 얻을 수 있었고 

궤적의 상하 폭 또한 줄어들어 보행에 안정감

을 더하고 전진거리를 증대한다는 목표를 만족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리의 구성요소들의 수치를 특정한 후 다리의 

재료와 연결 부위의 설계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처음에는 다리의 모든 연결을 bar

로 하는 것을 가정하고 스케치를 진행했으나 

삼각형을 이루는 2부분은 아크릴을 가공하여 

1개의 독립된 부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부품의 

개수를 줄여 전체 구조를 더 단순화할 수 있고 

무게와 강성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라는 

데에 팀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다리 구

성 요소들의 스케치를 수정하였다. 먼저 각 요

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스케치하고 Edison 

Designer와 FreeCAD등의 제도프로그램에서 스

케치한대로의 부품이 서로 간섭이 없는지, 가

동범위에 예상밖의 방해요소가 없는지 확인하

고 간섭이 발생한 부위의 수치를 수정하여 겹

침 문제를 수정한다.  

 

Figure 88. 다리 구성 bar의 스케치 초안 

triangle과 bar의 연결부를 어떻게 설계하는게 

더 견고하고 제작을 단순화할 수 있을지에 대

한 고민이 있었고 2번의 변경과정을 거쳤다. 

초기에는 triangle에 bar 1개를 연결하여 볼트 

등으로 조이는 단순한 구조를 생각했다가 결합

부위의 한쪽 면에만 힘이 실려서 보행 시 유격

이 생기거나 오차가 커질 수 있겠다는 예상에 

설계를 한번 변경하였다. 

 

Figure 89. 1차 수정을 거친 bar의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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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0. 2차 수정을 거친 bar의 예상도 

 처음 변경된 설계는 Triangle에 연결되는 bar

의 끝부분에 홈을 삽입하여 triangle의 양쪽면

에 bar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아크릴을 직접 가공할 때 작은 부품이라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았고 끝 쪽의 홈 양쪽 부

분에 응력집중이 발생하여 쉽게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2차적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2차적으로 변경된 다리의 

구조는 bar의 구조를 다시 단순화 하고 

triangle을 bar의 양면에 겹쳐서 결합하는 방식

으로 다리의 하중 균형을 잡고 구조를 안정화

하기로 하였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미끄

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의 triangle에서 지

면과 맞닿는 점에 공간을 만들어 추가로 마찰

력이 높은 소재를 삽입하여 지면과의 접촉을 

높이고자 하였다. 결합부분엔 베어링과 스페이

서를 이용해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하여 구동 

시 마찰로 인한 동작 지연과 에너지 손실을 줄

이기로 하였다. 

 

Figure 91. 하부 trianlge 의 예상도 

결과 

 x좌표 y좌표 

P(A) -12.700233 0.000000 

P(B) 0.003234 -0.000471 

P(C) 33.000549 36.890728 

P(D) 61.301025 -3.000083 

P(E) 25.399471 0.000329 

P(F) 34.920616 -36.890736 

P(G) 75.001472 -42.260750 

P(H) 27.770519 -87.181900 

Table 20. 다리 구성요소 joint의 최적화 좌표 

Theo Jansen Mechanism Optimization Solver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의 표와 같은 결과값

을 얻었다. 이 좌표 값을 토대로 각 구성요소

의 수치를 계산하고 실제 설계에 반영하여 실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구동되는 모습을 

예상해본다. 

 

(과학상자)GL 24.208mm 

(과학상자)GAC 0.137 

(설계)GL 26.645mm 

(설계)GAC 0.140 

Table 21. 접지점의 궤적의 GL, GAC 값 변화 

622



130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120 

 

결과로 얻은 m.sketch 파일을 이용해 궤적의 

GL과 GAC값을 산출한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설계한 다리의 접지점이 그리는 궤적의 GL과 

GAC 값이 기존의 과학상자키트를 이용한 다리

의 경우보다 GL은 2mm정도 증가하였고 GAC

도 미미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모터의 한 사이클 당 이동거리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주행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행속도도 중요하지만 기구의 센서가 

바닥의 라인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

하므로 센서와 지면의 거리가 큰 변화없이 일

정하게 유지되는 안정성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Figure 92. 접지점의 예상 궤적 

안정성 또한 앞선 설계 시 같이 반영된 요소로 

이처럼 상하 진동의 폭을 줄이고 좌우로 길어

진 궤적을 얻었다. 

논의사항 

다리의 소재를 무게와 마찰, 비용 등의 요소

를 고려했을 때 아크릴이 제일 무난하고 접근

성이 크며 가공도 쉬우리라 의견일치를 보여 

아크릴로 가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제작에 

예상밖의 문제가 발생할 시 표면처리나 소재 

자체를 교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리가 일체형이나 용접된 게 아니고 독립된 

구성요소들이 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품 교

환문제가 크게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코스의 곡률에 따라서 좌우의 다리들에 연

결된 모터의 회전비를 다르게 프로그래밍 해야 

할 텐데, 프로그래밍에 앞서 기구에 장착될 다

리의 개수와 배치를 확정하여 제작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기구가 코스가 직선

일 때는 진행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감 

있게 전진하는 게 중요하므로 전진방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각 다리의 phase를 알맞게 

조정하는 작업 또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구

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가벼울 시 모터의 회

전효율이 저하하거나 기구 자체가 흔들려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구의 무게를 적정하게 설

계해야 한다. 센서가 지면의 라인을 주행동안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센서를 부

착하고 기구의 부품이 센서에 간섭하지 않도록 

미리 고려해야한다. 

결론 

실제 제작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과

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에디슨 웹사이트의 각

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였고 다리의 접지점

이 그리는 궤적이 상하 변동이 적고 좌우가 긴 

형태가 되도록 설계하고 각 구성요소의 수치를 

최적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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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얻은 m.sketch 파일을 이용해 궤적의 

GL과 GAC값을 산출한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설계한 다리의 접지점이 그리는 궤적의 GL과 

GAC 값이 기존의 과학상자키트를 이용한 다리

의 경우보다 GL은 2mm정도 증가하였고 GAC

도 미미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모터의 한 사이클 당 이동거리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주행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행속도도 중요하지만 기구의 센서가 

바닥의 라인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

하므로 센서와 지면의 거리가 큰 변화없이 일

정하게 유지되는 안정성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Figure 92. 접지점의 예상 궤적 

안정성 또한 앞선 설계 시 같이 반영된 요소로 

이처럼 상하 진동의 폭을 줄이고 좌우로 길어

진 궤적을 얻었다. 

논의사항 

다리의 소재를 무게와 마찰, 비용 등의 요소

를 고려했을 때 아크릴이 제일 무난하고 접근

성이 크며 가공도 쉬우리라 의견일치를 보여 

아크릴로 가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제작에 

예상밖의 문제가 발생할 시 표면처리나 소재 

자체를 교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리가 일체형이나 용접된 게 아니고 독립된 

구성요소들이 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품 교

환문제가 크게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코스의 곡률에 따라서 좌우의 다리들에 연

결된 모터의 회전비를 다르게 프로그래밍 해야 

할 텐데, 프로그래밍에 앞서 기구에 장착될 다

리의 개수와 배치를 확정하여 제작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기구가 코스가 직선

일 때는 진행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감 

있게 전진하는 게 중요하므로 전진방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각 다리의 phase를 알맞게 

조정하는 작업 또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구

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가벼울 시 모터의 회

전효율이 저하하거나 기구 자체가 흔들려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구의 무게를 적정하게 설

계해야 한다. 센서가 지면의 라인을 주행동안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센서를 부

착하고 기구의 부품이 센서에 간섭하지 않도록 

미리 고려해야한다. 

결론 

실제 제작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과

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에디슨 웹사이트의 각

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였고 다리의 접지점

이 그리는 궤적이 상하 변동이 적고 좌우가 긴 

형태가 되도록 설계하고 각 구성요소의 수치를 

최적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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