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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얀센 메커니즘을 이용한 라인트레이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주행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설계변수는 다리 링크길이에 

따른 GL(Ground Length)의 크기, 로봇의 크기, 센서의 위치와 개수 그에 따른 

Arduino cording으로 결정하였다. 연구는 이 설계변수들과 결과값의 상관관계를 

예측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론 

얀센 메커니즘은 예술가 테오 얀센이 동물의 

4족 보행에서 착안해 10개의 링크로 연결된 

다리가 움직여 이동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얀센 메커니즘은 지형이 불규칙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는 다리의 끝점이 움직이는 

GL이 끝나는 궤적이 바닥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크게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  

본 대회는 주어진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빠르게 가는 것이 목적이므로 궤적과 바닥의 

각도보다는 최적의 GL(Ground Length)의 

크기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구동부가 모터의 토크를 전달하는 방식, 4족 

보행과 8족 보행의 차이, 센서의 위치와 그에 

따른 적절한 Arduion cording, 전체 로봇의 

규격, 발의 마찰력 등에 따라서 보행의 

정확성과 속도가 결정되므로 실험을 통해 

최적의 설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 

1. GL크기의 설정 

빠르고 정확하게 가는 것이 본 대회의 

목적이므로 지면과 다리의 발끝이 닿는 길이인 

GL의 크기를 적절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GL의 크기가 클수록 보폭이 커져 

앞으로 크게 나아가겠지만 지나치게 커지면 

센서와 로봇의 보폭 간의 오차로 인해 주어진 

경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m.sketch를 

사용하여 기존 비스트레이서 링크의 길이를 

바탕으로 궤적을 살펴본 결과 링크의 길이가 

길어 몸체가 큰 반면 [Figure 1]과 같이 궤적과 

바닥이 이루는 각도가 크고 GL은 그에 비해 

짧은 6mm의 보폭을 가지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링크의 형태가 매우 

비효율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크기와 이에 

비례하여 로봇의 질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링크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기존 과학상자 

재료가 아닌 다른 가벼운 재료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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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비스트레이서의 보행궤적 

 

Figure 44. 라인트레이서의 최적의 궤적형태 

대회에서 주어진 트랙의 두께는 3cm이고 

직각커브를 만났을 때 보폭이 3cm가 넘어가면 

로봇이 트랙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가능성을 감안하여 3cm 이내의 GL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2]에서 angle의 경우 너무 커지면 

발끝의 궤적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높이가 

증가하여 로봇의 몸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m.sketch의 궤적 최적화 기능을 활용하여 

[Figure 2]와 같은 최적화된 궤적을 그릴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후 도면을 출력하여  

레이저 커팅을 이용한 필요한 길이의 아크릴을 

재료로 한 링크를 구하였다. 

3cm 내의 GL중 트랙을 정확히 따라가기 

위한 최적의 크기를 예측해보기 위해 각각 

대략적으로 18mm, 22mm, 26mm GL을 갖도록 

하는 링크길이를 m.sketch를 이용하여 설계해 

임의로 만든 트랙에서 완주시간을 측정해 

보았고 [Figure 3]은 보폭의 크기를 14mm, 

18mm, 22mm, 26mm로 고정하였을 때 각각 

최적화된 궤적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때의 

보행시간의 결과는 Table1과 같다. 

 

Figure 45. 각 길이마다 최적화된 궤적의 모양 

 14mm 18mm 22mm 26mm 

1 73.56s 66.71s 60.54s 64.22s 

2 75.77s 65.32s 63.55s 65.22s 

3 72.20s 69.54s 59.10s 66.31s 

평균 73.84s 67.19s 61.06s 65.25s 

Table 10. GL크기에 따른 주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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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mm 18mm 22mm 2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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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아크릴 커팅으로 만든 다리의 모습 

2. 로봇의 규격 

로봇의 앞뒤 크기와 높이는 다리의 길이와 

센서와 몸체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높이는 

높을수록 다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링크의 

연결부위가 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다리가 많이 길지 않아도 원하는 크기의 GL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링크의 연결부위가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 높이의 다리길이를 얻을 

수 있었다. 로봇의 앞뒤 크기 역시 링크의 

길이를 크게 하지 않아도 원하는 GL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규격내의 크기에서 센서와 

몸체의 거리를 조정하며 최적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로봇의 폭은 로봇이 커브를 돌 때 각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Figure 5]와 같이 

질량분포가 균일한 막대로 가정된 로봇의 

몸체가 θ의 각을 가진 커브를 지난다고 

가정하자. 로봇이 커브를 돌 때 양 다리를 

돌리는 모터의 속도는 동일하지만 위상이 

반대이므로 회전 중심은 막대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앞의 가정을 이용하면 다음의 

식을 유도가 가능하다. 

 

Figure 47. θ의 커브를 회전하는 로봇을 단순화

한 모습 

                                (1) 

                         

(2) 

                               (3) 

(단, m은 로봇의 질량, l은 로봇 몸체의 폭) 

여기서 F는 모터의 동력에 의해 발이 바닥을 

미는 힘이라고 하면 앞선 가정에 의해 모터는 

다른 위상의 같은 속력으로 작동되므로 F는 

항상 같은 크기이다. 그러므로  는 에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봇의 몸체는 

실제로 질량이 균일한 막대가 아니므로 질량이 

로봇의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 관성모멘트를 

줄여 각가속도를 크게 할 수 있다. 

위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로봇의 폭을 

변경하며 여러가지 곡률을 가지는 커브를 

지나게 하여 각각의 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실험 결과 커브의 종류와 상관 없이 로봇의 

폭이 늘어날수록 완전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폭이 

늘어나면 각가속도는 줄어든다는 가정을 위의 

𝜃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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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검증하여 실제 로봇의 폭을 

주어진 재료의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최대한의 

길이로 설계하였다. 

 

Figure 6. 실험에 사용된 각 case의 트랙 

 100mm 150mm 200mm 

Case1 65.97s 67.20s 70.52s 

Case2 69.98s 75.46s 80.15s 

Case3 64.82s 66.31s 67.81s 

Table 11. 로봇의 폭에 따른 커브 주행시간 

3. 센서의 위치와 아두이노 코딩 

로봇이 [Figure 5]와 같은 커브를 지난다고 

하자. 로봇은   의 각을 회전해야 한다. 

[Figure 7]의 그래프에서 빨간 선은 rising 

time이 없이 커브를 인식함과 동시에   의 

각도를 회전하는 이상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원하는 각만큼 회전하는 데에는 rising time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등각속도로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프의 L2와 같은 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t=0에서   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Figure 6]의 그래프의 L1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큼 먼저 회전하기 

시작해야 한다. 

 은 커브의 곡률에 따라서 적정 값이 

달라진다. 위의 변수는 센서와 로봇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길어지며, Arduino 

cording의 센서가 loop를 거듭하며 감지하는 

시간의 크기(Interval)를 조절해 그 크기를 바꿀 

수도 있다. 트랙이 진행되며 코스의 곡률이 

변해감에 따라서 필요한 적정 값은 계속 

변하게 된다. 따라서 센서의 위치는 규격 

내에서 가능한 가장 앞으로 하고 interval 값을 

계속 변화시켜 다양한 곡률을 가진 커브에서 

완주시간을 비교해 최적의 을 내는 interval 

값을 구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커브에서의 

실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Figure 7. 일정한 곡률을 가진 코스의 이상적인 

로봇의 거동과 실제 거동 

 Interval(ms)=50 100 150 

Case 1 4.21s 4.10s 5.97s 

Case 2 2.54s 1.92s 2.98s 

Case 3 3.52s 3.42s 4.82s 

Table 3. Arduion cording의 interval 값에 따른 

커브 주행시간 

트랙을 정확히 감지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센서의 개수도 중요하다. 스마트보드에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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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를 연결할 수 있고 센서 4개로 직접 만든 

트랙에서 주행 했을 때 로봇의 움직임이 

트랙의 폭을 수용할 수 없는 위치로 센서를 

이동시키며 트랙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Figure 8]과 같이 센서 2개를 Arduino 

Uno의 비어있는 A0와 A1에 추가로 연결해 

트랙을 더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9]은 4개의 센서를 이용한 

라인트레이서의 기존코딩과 6개의 센서로 

변경된 코딩을 비교해 보여준다. 기존 

0000~1111까지 16개의 경우의 수에서 

000000~111111로 64개의 경우의 수로 

늘어났고 새로운 두 개의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이로 인해 추가된 

경우에서 모터의 속도를 지정해줬다. [Figure 

10]는 센서를 추가로 달고 코딩을 변경함에 

따라 센서가 트랙을 감지하는 모습을 비교한 

것이다. 감지범위가 증가하고 기존에 있던 

센서 간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감지가 가능했고 트랙에서 로봇이 

밖으로 벗어나는 일도 줄어들었다. 또 커브 

곡률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곡률반경이 작은 커브에서는 

회전을 크게, 곡률반경이 큰 커브에서는 

회전을 작게 하여 좀 더 빠르게 트랙을 돌 수 

있게 하였다. 

 

Figure 8. 추가된 센서의 모습 

 

Figure 9. 센서의 수 변화에 대한 Arduino 

cording의 비교 

 

Figure 10. 추가된 센서에 의한 라인의 감지 

5.결론 

얀센 메커니즘을 이용한 보행로봇으로 주어진 

트랙을 빠르게 걷게 하는 데에는 앞서 

언급했듯 많은 변수들이 있었다. 이 변수들을 

바꿔가며 실험을 해 최적값을 찾는 방식으로 

로봇을 빠르게 만들었지만 실험할 때마다 

다리를 바꾸거나 로봇의 폭을 조절하기 위해 

로봇을 뜯어 다시 제작하는 일에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한 점이 많았다. EdisonDesigner의 

Assembly 기능을 이용해 미리 설계해보고 

제작했다면 시간이 훨씬 단축됐을 테지만 

Assembly 기능이 제외된 상태라 그럴 수가 

없어 아쉬웠다. 

또한 GL크기를 설계변수로 한 실험이나 

Arduino cording의 Interval 값을 설계변수로 

한 실험의 경우 변수의 크기와 결과값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558



66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56 

 

단순히 설계변수를 바꿔가면서 최적값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를 통해 

상관관계를 찾아낸다면 최적값을 얻는 일이 

훨씬 정교해지고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설계변수사이에서도 독립적이지 않고 

couple 되어 영향을 주는 요인도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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