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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1자유도 시스템이며, DC모터로 간단히 구동 가능한 로봇으로, 

Jansen Mechanism을 사용한 4족보행 로봇을 설계 및 제작하고, 센서를 사용한 

탐사 수행의 예시로 라인 트레이싱을 구현, 성능 테스트를 통해 차기 연구용 

및 단가가 낮은 대량 생산형 로봇으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한다. 

 

서론 

최근 들어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로봇으

로 Drone과 같은 예가 있다. 이는 탐색을 목적

으로 하는 로봇으로,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나 

센서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 주 임무이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

봇의 경우에는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시퀀스를 

따라 작동하므로 고장의 염려가 적어 고가의 

재료를 사용해도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는 반면, 

야외 환경에 노출되어 주행이나 탐색을 하는 

로봇은 특성상 손상이 일어나기 쉬워 유지 보

수가 어렵다. 따라서 고급화 목적보다는 단가

를 낮춘 뒤 여러 대의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상을 이동하는 로봇의 이동 방식은 크게 

바퀴와 관절이 있는 다리 형태가 있다. 바퀴 

방식은 DC모터만으로 간단히 구성 가능하며, 

모터의 출력이 바퀴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에너

지 소모가 적다. 단, 바퀴 직경보다 일정비율이 

높은 장애물은 통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다리 관절을 사용한 보행 방식은 장애

물을 넘는데 유리하나, 일반적으로는 각 관절

마다 서보 모터를 부착하여 다 자유도 형식으

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는 로봇의 무게를 늘리

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다 자유도 시스템이므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론적인 해석이 매우 어려워

진다. 또한 많은 서보 모터중 단 한 개의 모터

에 이상이 생겨도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유지 

보수에 민감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두 방식의 장점을 

취한 방식으로 Theo Jansen Mechanism을 사용

한 보행 로봇의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DC모터만으로 구동하는 다리 관절 방식이라는 

착안하여, 장애물을 넘을 수 있고 구조도 간단

하다는 장점을 활용한다.  그리고 완성된 다리

를 바탕으로 로봇에 Arduino를 장착, 근접 센

서를 이용한 라인 트레이싱을 수행하여 로봇이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스스로 탐색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구동부 설계 

Theo-Jansen Mechanism을 이용한 설계에는 

2개의 3-bar linkage, 2개의 4-bar linkage, 그리

로 2개의 고정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링크

들을 상호 연결되어 있어, 고정점 1개의 회전

으로 모든 링크가 상호작용하는, 1자유도 시스

템이다. 이 설계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Performance는 Figure 1에서 바닥에 닿는 부분, 

즉 G와 F의 교점 부분의 궤적이 어떻게 진행

되는가 이다. Node수가 많아 각 링크나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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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궤적을 계산하는 데에 복잡한 식이 필요하

므로, 이론적인 단계에서부터 접근하기 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이 타당하다. 

 

Figure 75 Theo Jansen Linkage 

 이 Theo Jansen Linkage를 사용함에 있어, 기

존 연구자들이 설계 방법을 고민한 결과, 가장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링크들의 길이 비율, 

통칭 11 Holy Number에 해당하는 것이 Figure 

2와 같다.  

 

Figure 76 11 holy numbers of  Theo Jansen 

Linkage 

 단, 이는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 동력원의 

Input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이상적인 궤적을 

그리는 형태로, 실제 로봇에 적용하기에는 이

런저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설계에는 

holy numbers의 일부만을 취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설계 과정 

 전체적인 다리 설계는 Edison 전산설계 홈페

이지에서 제공하는 m.Sketch를 하였으며, 설계 

초안은 Figure 3과 같다. 

 

Figure 77 m.Sketch를 사용한 설계 초안 

각 링크의 길이는 과학상자에서 사용하는 링크

들의 규격인 12.5mm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다. 

링크들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고, 그 중 아래 

부분을 특히 더 짧게 설계한 이유는, 실제 로

봇에 장착할 때 걸리는 부하 때문이다. 프레임

을 과학상자 부품으로 사용할 때 Figure 4와 

같이 축의 직경이 과학상자 부품들의 구멍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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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작아 축이 어긋나기 쉽다. 

 

Figure 78 과학상자 축의 어긋남 

다른 고정용 부품을 사용해 축을 고정시켜 사

용하지만, 로봇 구동 과정에서 받는 돌림힘 등

으로 인해 이런 축 어긋남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다리의 길이를 짧게 함으로서 지렛대

의 원리로 인한 축 어긋남 현상을 최소화하여 

로봇이 받는 부하가 줄어들고, 이는 한정된 모

터와 에너지원으로 로봇을 구동해야하는 대회 

환경에서 장점이 된다.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다리 설계보다는 부하를 적게 하여 모터

가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기어비

를 줄여 속도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어지

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능을 올릴 수 있다. 로

봇이 발 부분을 매우 작게 만든 것도 같은 맥

락으로, 몇번의 시행착오 결과 다리 자체가 큰 

경우 차체가 높아지고, 무게중심 역시 높아지

는 효과가 일어난다. 로봇 특성상 다리의 체결

을 굳게 하지 못하고 약간 느슨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결합된 링크들이 다소 흔들리거나 휘어

지는 경향이 있는데 무게중심이 높은 경우 다

리가 버티지 못하고 한쪽으로 휘어지게 되어, 

로봇 자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따

라서 다리 자체를 짧게 설계함으로서 설계 시 

고려하기 어려운 로봇의 기울어짐을 어느정도 

차단하였다. 

 

설계된 다리의 이동 궤적은 다음과 같다. 설계

상에서는 GAC값이 0.5에 가까운 것이 이론적

으로 우수한 설계이지만, 설계했던 다리는 0.1

에 가까운 값이 나왔다. 이는 옆에 달린 다리

를 고려해도 80~90%는 지면에서 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목해야할 점은, 궤적의 가

로 길이 대비 세로 길이가 제법 높다는 점이다. 

로봇을 4족 형태로 제작하고, 양 모터가 180도

의 위상차를 가지게 했을 때, 양 다리간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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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로봇이 주행할 

때, “다리를 들어서 지면을 차면서 이동하는” 

효과가 일어난다. 바퀴 대신 다리를 사용하는 

보행 로봇의 사용 목적이 바퀴로는 이동하기 

힘든 장애물이 존재하는 험지 탐사인 만큼, 지

면을 차면서 이동하는 방식은 어느정도 높이의 

장애물은 별다른 부하 없이 확정적으로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 로봇 제작 취지에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작 목적에 라인 트레

이싱이 포함되는 만큼, 차체의 높이가 달라지

는것을 고려하여 센서의 성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어부 설계 

제어부는 제일과학에서 제공하는 BeastRacer의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 모터 제어는 보드에 내

장되어있는 모듈을 사용하여 PWM신호를 통해 

제어한다. 전면부에 설치된 4개의 근접센서를 

통해 로봇이 라인을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

는지 파악하여 좀더 라인에 근접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Figure 79 근접 센서 

라인트레이싱 코드는 제일과학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베이스로 하여 약간의 세부조정을 거쳐 

제자리 회전 등의 동작에서 모터 출력을 조정

하였다. 근접 센서의 출력은 TTL로 HIGH, LOW 

레벨만 가지므로 가변 저항을 통하여 인식 거

리를 조절한다. 

결과 및 논의 

 

Figure 80 완성된 로봇 

로봇의 작동 결과, 부하에 따른 양 모터의 

출력 변동, 체결의 강약정도의 차이 등으로 인

해서 모터간의 위상차가 시간에 따라 발생하였

다. 따라서 전진 기준으로 양 다리가 같은 형

상으로 움직였다가, 이내 다리를 찍어서 이동

하는 형태가 몇 번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났다. 

설계 의도에 의하면 양 다리의 위상차를 180

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양 다리의 회

전부에 근접 센서를 추가적으로 장착해 각 모

터의 위상을 파악하고, 상시 180도 차이를 유

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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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위상을 파악하고, 상시 180도 차이를 유

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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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Jansen Mechanism을 사용한 로봇은 구조의 

복잡함에 비해 1자유도 시스템으로, 작동방식

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계만 갖춰지

면 별도의 복잡한 제어 지식 없이도 우수한 보

행성능을 가지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설계 과정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각 링크의 

길이 관계 뿐만 아니라 볼트의 체결 정도, 프

레임의 무게중심과 체결 정도, 모터의 출력, 전

원 Source의 허용 전력 및 전압 강하 정도 등

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각 링크를 완벽하게 조일 수 없고, 주행 테스

트중 부하로 인하여 체결이 풀리는 로봇의 특

성상 실제 주행 성능은 조립자의 손재주에도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로봇을 표준화할 

때 중요한 요소로. 대량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

러한 체결부의 강약조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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