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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here are three types of robots that move on the ground classified as 

drivetrain. Wheels, tracks and Legs. Wheels and tracks are much easier to 

construct and control, but they have problems passing through obstacles like 

people. This paper discusses the design of line tracing using Theo Jansen, one of 

multi-legged walking mechanism. In order to increase the moving speed, the 

Jansen mechanism is designed by maximizing the objective variable as GL 

(Ground Length), GAC (Ground Angle Coefficient). In this project, only three 

sensors were attached and Arduino was used for optimal control of the motor 

using the sensor values. 

 

서론 및 선행 연구 

지상위를 움직이는 로봇은 구동방식에 따라

바퀴, 무한궤도 그리고 보행으로 나눌수가 있

다. 

바퀴와 무한궤도에 비해 설계가 힘들고 속

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다족보행구조의 연구

는 활발하다. 세계적인 로봇회사인Boston 

Dynamics의 부회장 인 Robert Playter 는 라스 

베이거스에서 열린 AUVSI  

로봇 컨퍼런스(2012)에서 무한궤도를 사용한 

탱크는 자기 자신보다 높은 벽을 넘을 수 없지

만 보행로봇은 Climbing이 가능해 이러한 한

계가 없다고 했다. 

지난 전산설계 경연대회에서는 이러한 다족

보행 로봇의 특징을 살려 컨트롤러로 로봇을 

조작해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번 전산 설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

행이 가능하도록 임베디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라인트레이싱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얀센메커니즘은 이전에 발표

한‘최적 보행 동작 구현을 위한 시뮬레이 기반

Jansen Mechanism 활용 보행 로봇 설계 및 구

현’(김희찬, 김승하) (이하 '선행연구'라고. 칭함)

을 토대로 제작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얀센케너니즘이 지면에 작

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Ground Length(지표면

과 궤적이 이루는 각도가 5도 미만일 때의 길

이), Ground Angle Coefficeint(얀센 메커니즘이 

한 사이클을 회전할 때 Ground Length에 대한 

360°에 대한 비율을 목적변수로 두고 

Maximize하는 방향으로 설계(Fig. 1)하고 아크

릴(3T)를 가공해 구동부를 제작(Fig. 2, Table. 1)

하였다. M-sketch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Fig. 2)

를 보면 다리 궤적을 보면 지표면과 접촉하는 

구간(빨간 곡선 부분)이 길어 지표면에 작용하

는 힘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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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선행연구 Scene of Optimal Design 

using M.sketch. 

 

Figure 2. 선행연구 Numerical Information of 

actual Leg Structure. 

Link 길이(mm) 

Bx -64 

By -16 

AC 30 

CD 88 

BD 71 

BE 89 

CE 112 

DF 98 

BF 80 

FG 80 

EG 74 

GH 130 

EH 98 

 

Figure 3. 선행연구 The actual implementation 

Leg model. 

보행 로봇 제작 

2.1. M.Sketch를 활용한 최적화된 다리구조 

재제작 

일반적으로 라인트레이싱에서는 발광소자와 

광센서를 사용해 바닥면에서 반사되는 광센서

의 량을 읽고 알고리즘을 써 주행 방향을 계산

한다. Fig. 5의 왼쪽을 그림을 보면 바닥면이 검

정색일 경우(선위로 Line Tracer가 지나가는 경

우)에는 바닥면이 빛을 흡수해 센싱되는 광량

은 적다. Fig. 5의 중간을 보면 위치 바닥면이 

흰색일 경우 (선 밖으로 Line Tracer가 벗어난 

경우)에는 바닥면이 빛을 반사해서 커져서 센

싱되는 광량이 커진다. 이를 토대로 센싱 데이

터 값을 알고리즘에 넣어 Line Tracer의 이동방

향을 제어한다. 하지만 Fig. 5에서 처럼 바닥면

하고 센서와 거리가 증가하면 빛이 분산이 되

기 때문에 센싱되는 광량이 적어지고, 가까워

지면 반대로 센싱되는 광량이 커진다. 이러한 

값으로 인해 주행방향을 계산 하는 알고리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Jansen Mechanism과 

같은 다족 보행 메카니즘은 이동시 로봇 동체

의 무게중심이 계속해서 변하고 바닥면과 센서

의 거리가 일정치 하지 않아 강건하지 못한 

Sensor값이 측정이 된다. 따라서 Jansen 

Mechanism 제작에 있어서 Robust Desig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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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야 될것이다. 

 

Figure 4. Sensor values depending on color and 

distance from ground. 

 

선행연구에서는 최적화한 얀센메카니즘 설

계를 아크릴 면의 두께가 얇아 Shear Strain값

이 커 비틀림 심하였고 보행시 진동이 컸다. 

진동을 줄이기 위해 보행 동작을 위해 3D프린

터로 Shear Strain이 작아지도록 힘과 작용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더 길어 길어지고 끼인 결

합 형태의 다리 제작하 였다. (Fig. 5, Fig.6) 

 

Figure 5. The actual New Leg model 

 

Figure 6. The actual implementation New leg 

model. 

2.2. 전장 설계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라인트레이싱 대회 동영상과 오픈소스 자료

를 보면 홀수개(3, 5)의 광센서를 사용하였다. 

오픈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코드들

이 가운데 센서는 검은색 라인을 센싱하면 직

진하게 하였고, 좌우의 센서들이 라인을 센싱

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였다. 과학

상자에서 나온 EDISON Challenge페키지는 광

센서를 4개를 사용하였지만 여러 오픈소스 데

이터를 토대로 3개의 센서와 2개의 모터를 사

용하였다. 

회로를 설계하는데는 Android Play Ground에 

올라와있는 Arduino Helper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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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rduino Helper 

 

 

Figure 8. The actual used circuit parts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몇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정리해보았다. Fig. 9의 왼쪽 이미지에서

는 가운데만 센싱된 상황이다. Line Tracer가 도

로 정중앙을 잘 주행하고 있다는 뜻이고 두 모

터에 동일한 전류를 최대로 가해준다. Fig. 9의 

가운데와 오른쪽 이미지는 왼쪽만 센싱된 상태

이다. Line Tracer가 도로의 왼쪽으로 쏠려있다

는 뜻이므로 오른쪽 모터의 전류를 낮춘다. Fig. 

10는 직각 코너를 만난 경우이다. 이때는 한쪽 

방향과 가운데, 두센서가 센싱된다. 코너일 때

는 자칫하면 길 밖으로 벗어날 확률이 크기 때

문에 일단 두 센서가 센싱되면 한 센서가 센싱

되도록 방향을 틀어 이동방향을 찾는 것을 우

선적 목표로 삼았다. Fig. 10에 순차적으로 나와 

있듯이 두 센서가 센싱되면 가운데 센서만 센

싱될 때까지 회전하고, 다음에 직진을 반복하

면서 나아가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Figure 9. At Straight and curved roads 

 

 

Figure 10. At Right angle road 

결 론 

Jansen mechanism을 설계할 때에는 

Coupling된 여러가지 변수들을 최적화 해야 

되므로 많은 Resource가 필요하다. Edison 전

산 설계에서 지원해 주는 App을 사용하여 이

러한 Resource를 줄 일수 있었다. 하지만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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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ing을 위한 Jansen mechanism를 설계 할 

때에는 안정적인 센서 값을 얻어야 되므로 장

애물 통과를 위한 설계와 달리 움직임일 때 진

동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맞추어 기계와 IT의 융합은 피할 수 없는 

방향이 되었다. 앞으로의 전산설계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추가적으로 Micro Controller 

System을 지원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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