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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o Jansen mechanism using 1 degree of freedom is special 

system of walking robot. The trajectory made by the point of ground position is 

similar to other walking robot using many degrees of freedom. Because of 

diversity of design parameter of the Jansen mechanism, it makes a lot of 

trajectory and takes possibilities of optimization. However this research doesn’t 

focus on the optimization of trajectory, but it focused on comprehensive design 

of the robot using well-known trajectory and line tracer logic to go fast and 

accurate along the line. The logic to follow a line has many kinds of possibility 

of algorithm. To eliminate uncertainty about recognizing a line, I divide the case 

of line following situation and make optimized logic.  

 

1. 서론 

얀센 메커니즘은 기존의 로봇의 주요 이동

방식인 바퀴가 아닌, 동물과 유사한 다리를 이

용하는 구동 방식이다. 다리 기구를 이용한 보

행은 주요 이동방식보다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 

비해 이동하기 수월하다. 그러나 다리 기구를 

사용한 보행 방식에는 관절마다 모터를 부착하

여 자유도를 증가시켜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얀센 메커니즘은 자유

도의 증가 없이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적

으로 얀센 메커니즘은 4 bar linkage 구동으로 

모터 1개에 따른 이동은 단순하고 일정하다. 

그러나 모터 1개에 다수의 4 bar linkage 시스

템을 부착함으로써 다 관절 보행 로봇과 유사

한 구동 반경을 구사할 수 있다. 이러한 얀센 

메커니즘은 다른 4 bar linkage 시스템처럼 다

리길이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리

길이에 따른 최적의 효율 메커니즘은 이미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으나 설계 변수의 다

양성이 워낙 많으므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연

구를 진행하는지에 따른 부분은 부족하다. 어

떤 변수를 고정 설계 변수로 두어야 하는 지와 

같은 내용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내용

과 라인 트레이서 시스템에 관한 것을 혼합하

여, 직접 로봇을 제작해보고 이를 시험해 보았

다.  

2. 이론 및 계산방법 

2.1.1 Jansen mechanism 의 설계 변수 설정 

얀센 메커니즘은 총 7개의 bar 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개의 bar 는 3개의 점이 모인 각

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총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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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는 링크의 길이를 설계 변수로 본다

면, 11개의 길이가 설계 변수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제일과학㈜ 에서 제공하는 부품과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정 변수로 삼을 

수 있었다. 모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을 고정 변수로 삼고, 또한 모터가 연결되는 

부분을 고정 변수로 삼았다. Figure 39 에 나타

난 그림을 본다면 점 A와 점 C를 잇는 직선과 

B의 x,y 좌표를 고정 변수로 삼았다. 따라서 이 

외의 나머지 직선은 설계 변수로 작용하게 되

었다.  

 
Figure 40. 얀센 메커니즘 도식화 

 

2.1.2 m-sketch를 활용한 설계 

고정된 설계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길이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

다. 속도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를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

는 지표를 설정하여야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Figure 41 에서 점 H가 움직이는 궤적으로 

삼고 이 궤적이 다른 설계 변수들이 변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살펴보았다. 기준이 되

는 궤적으로 삼은 것은 Theo Jansen 

mechanism이 직접 이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생긴 궤적으로 삼았다.  

 

 
Figure 2. 얀센 메커니즘 궤적 

 

 위의 궤적이 얀센 메커니즘의 초기 궤적이다. 

이를 토대로 m-sketch 최적화 궤적으로 설정

하였다. 최적화 궤적 설정을 위한 각 나머지 

설계 변수를 직접 대입해보며 효율적인 궤적을 

찾았다.  

 
Figure 3. m-sketch 궤적 

 

길이 (mm) 단위 

Bx 63.3 

By 13 

AC 25 

CD 83.3 

BD 69.17 

BE 65.5 

CE 103.17 

DF 93 

529



37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26 

 

에 들어가는 링크의 길이를 설계 변수로 본다

면, 11개의 길이가 설계 변수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제일과학㈜ 에서 제공하는 부품과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정 변수로 삼을 

수 있었다. 모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을 고정 변수로 삼고, 또한 모터가 연결되는 

부분을 고정 변수로 삼았다. Figure 39 에 나타

난 그림을 본다면 점 A와 점 C를 잇는 직선과 

B의 x,y 좌표를 고정 변수로 삼았다. 따라서 이 

외의 나머지 직선은 설계 변수로 작용하게 되

었다.  

 
Figure 40. 얀센 메커니즘 도식화 

 

2.1.2 m-sketch를 활용한 설계 

고정된 설계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길이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

다. 속도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를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

는 지표를 설정하여야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Figure 41 에서 점 H가 움직이는 궤적으로 

삼고 이 궤적이 다른 설계 변수들이 변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살펴보았다. 기준이 되

는 궤적으로 삼은 것은 Theo Jansen 

mechanism이 직접 이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생긴 궤적으로 삼았다.  

 

 
Figure 2. 얀센 메커니즘 궤적 

 

 위의 궤적이 얀센 메커니즘의 초기 궤적이다. 

이를 토대로 m-sketch 최적화 궤적으로 설정

하였다. 최적화 궤적 설정을 위한 각 나머지 

설계 변수를 직접 대입해보며 효율적인 궤적을 

찾았다.  

 
Figure 3. m-sketch 궤적 

 

길이 (mm) 단위 

Bx 63.3 

By 13 

AC 25 

CD 83.3 

BD 69.17 

BE 65.5 

CE 103.17 

DF 93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27 

 

BF 66.83 

FG 65.67 

EG 61.17 

GH 109.5 

EG 81.67 

Table 8. 최적화 길이 

 

2.1.2 CAD 설계 및 조립 

 다음 표와 같이 최적화 길이를 찾게 되었다. 

AC 는 앞서 언급한대로 고정된 변수였으며, Bx, 

By 도 고정변수였지만, 최적화 설계 과정을 통

해 길이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설계된 길이에 

맞게 CAD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CAD 모델링

은 Edison Designer 와 PTC 사의 Creo를 사용

하였다. 또한 해당 길이에 맞게 3D 프린터로 

다리를 출력하였다.  

 

 
Figure 4. 에디슨 디자이너를 통한 구동부 설

계 

 

 

 
Figure 5. 3D 디자인  

 

 
Figure 6. 3D 프린터 출력 

 

 
Figure 7. 3D 과학상자부품과 조립 및 결합 

 

2.2.1 Line Tracing 

 라인 트레이싱 로봇을 만들기 위해 에디슨 경

진대회 과학상자 부품인 적외선 센서와 아두이

노 보드를 사용하였다. 적외선 센서의 갯수는 

총 6개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일지 고민해 보았다. 먼저 적외선 센서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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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led 에서 발생된 조명의 빛이 바닥에 반

사된 후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을 인식한다. 이

때 조명부의 빛은 원형형태로 조사되므로 바닥 

면과의 각도 조절에 따라 그 해당 면적의 형상

을 바꿀 수 있으며, 원형 형상이 아닌 타원 형

상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원형 형상

이 제어가 용이하므로 직각으로 빛을 조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빛을 받아들이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다 수의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면 넓은 면적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센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라인 트레

이싱을 위한 적외선 센서는 홀수개가 유리하며, 

혹은 3배수의 개수가 유리하다. 이에 따라서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는 가지 수는 3가지이다. 

3개사용, 5개사용, 6개 사용이다. 6개 사용은 3

개 사용의 상위 호환으로 조금더 정밀한 제어

가 가능하나, 로봇의 주행 속도가 빠르지 않으

며 보드와의 조립이 용이한 3개를 채택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보드는 적외선 센서를 

4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더 추가하여 사용시

에는 Breadboard를 사용해야 함으로 3개를 채

택하였다.  

 

2.2.1 Line Tracing Logic 

 라인 트레이싱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하였다. Figure 8. 에 표시한 Case 1은 직선인 

경우다. 만약 가운데 센서만 인식이 되면 직선 

주행 하도록 하였다. Case 2 는 궤적이 좌측으

로 회전되는 경우이다. 만약 이와 같은 회전 

이 나오면 로봇을 회전시켜 주행하도록 하였다. 

Case 3 은 이와 반대로 우측으로 회전하는 경

우이며 이때도 Case 2 와 같이 회전하여 주행

하도록 하였다. Case 4 는 주행 트랙이 끝이 난 

경우로 이때는 정지하도록 하였다. 혹은 이와 

정 반대로 모든 라인이 인식이 될 때, 즉 정지

선을 만날 경우 정지하도록 설계하였다.  

 
Figure 8. Normal Case of Line Tracing Logic 

 

 
Figure 9. Special Case of Line Tracing Logic 

 

 Figure 9 에 등장하는 Case 에 경우는 회전각

이 매우 큰 경우들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회전각이 매우 크므로 주행이 아닌 제자리에서 

회전 즉 한쪽 모터는 정 방향으로 회전하고 반

대쪽 모터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계 

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얀센 메커니즘을 이용한 

라인트레이서 로봇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과

학상자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하였

으나, 과학상자의 장점이자 단점인 치수가 고

정되어있는, 즉 설계변수가 고정적인 부분에서 

한계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3D 프린터의 치수 

공차에서 조인트 부분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

므로 이 부분에서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베어링과 같은 기타 제작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얀센 메커니즘은 1

자유도이지만 보행이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설

계 변수 변화, 즉 각 Bar 의 길이 변화에 따라 

무궁 무진한 궤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원하고

자 하는 궤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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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상자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하였

으나, 과학상자의 장점이자 단점인 치수가 고

정되어있는, 즉 설계변수가 고정적인 부분에서 

한계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3D 프린터의 치수 

공차에서 조인트 부분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

므로 이 부분에서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베어링과 같은 기타 제작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얀센 메커니즘은 1

자유도이지만 보행이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설

계 변수 변화, 즉 각 Bar 의 길이 변화에 따라 

무궁 무진한 궤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원하고

자 하는 궤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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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즉 다양한 설계 변수를 어떻게 설

계할지 과연 어떤 궤적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남게 된다. 또한 주행 시 마찰에 대

한 영향과 같은 다양한 변수 상황이 존재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해 어떤 기준을 보고 

궤적이 효과적일지 판단 하는 것과, 더 나은 

기준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확실한 가이

드 라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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