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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sen mechanism을 이용한 4족 보행로봇 설계 

  

 저자 노치호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초록 본 연구는 4족 보행 로봇을 설계하기 위해 linkage of jansen mechanism을 

선택하였고 설정한 보행 목적에 맞는 최적 링크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Edison 

SW를 사용하여 해석을 하고 수치적 해석을 동원하여 목표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1. 서론 

   최근 산업 현장이나 위험한 지역을 탐사하

는 목적으로 사람 대신 로봇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로봇의 이동에 있는데, 이는 크

게 주행 이동과 보행이동으로 나뉜다. 주행 이

동의 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차륜을 이용하는

데, 적은 에너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가공된 도로가 아니면 이동이 제한적이라는 단

점이 있다. 반면에 보행에 의한 이동은 험지나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도 그 이동이 좀 더 수

월하다는 장점이 있어 환경에 대한 적응이 뛰

어나다. [1][2] 

   많이 연구되고 있는 보행로봇으로는 2족과 

4족 보행이 있다. 2족 로봇은 보행 로봇 중에

서도 가장 대지 적응성이 뛰어나지만 구조가 

불안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4족 보행을 이용하

는 로봇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3] 

   또한 이런 다족 보행을 구현하기 위해 기구

적인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

로 얀센 메커니즘을 들 수 있다. 얀센 메커니

즘은 2007년 테오 얀센이 제시한 모델로서 보

행에 이상적인 궤도를 구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족 보행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로서 얀센 메커니즘을 채택하였다. 또한 

보행에 필요한 최적의 링크 길이를 구하기 위

해서 기구의 운동학적 분석과 Edison S/W를 

통한 시행착오법을 이용하여 최적 해를 도출한

다. 

 2. 얀센 메커니즘의 기구학적 구조 

얀센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fig1과 같은 형

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OMCB와 OMDB의 두

개의 크랭크 로커의 4절 기구를 기본으로 하

고 있다. 그리고 C의 궤적과 링크 L2 L3의 길

이에 의해 E의 궤적이 정해지게 되는데 점 C, 

D, E는 모두 고정점 B를 중심으로 한 호의 궤

적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D와 E의 궤적이 정

해지면 L4 L5의 길이에 의해 F의 궤적이 정해

지는데, 이때 궤적은 일정한 반경을 갖는 형태

가 아닌 D와 E의 궤도 및 속도에 따른 time 

ratio차이에 의한 찌그러진 원의 궤적을 그리

게 되고 이를 통해 보행궤적 G가 정해지게 된

다. 각 궤적의 형태는 fig2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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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목표 정의 

현재 설계의 목표는 보폭의 크기와 안정성

그리고 보행 높이를 문제로 삼고 있다 보폭의

크기는 로봇의 다리가 연속적으로 땅에 닿아

있을 때의 평평한 이동 거리로 정의 하며

이라 한다 이때 로

정의 되는 부분은 점의 궤적 중에 가장 낮은

점부터 위로 이내의 점 중에서 각도가

이하가 되는 부위로 설정한다

안정성은 로봇이 걸으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설정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다리가 땅에

닿아 있다고 판단되는 크랭크의 각도를 말하며

크랭크 한 바퀴를 로 놓고 사이의 값으로

정의하고 라

한다 로봇의 앞다리와 뒷다리는 서로 도의

위상을 가지고 궤적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두

다리 모두 바닥에서 떠있는 위상을 갖는

부분이 생기면 로봇이 기우는 현상이

일어난다 때문에 를 에 가깝게

설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장애물 혹은 보행 중 다른

링크들이 땅에 끌리는 현상이 나지 않기 위해

보행 높이를 아래에서부터 이상을

갖도록 정의한다

최종적으로 최적화 문제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와 같다

     

 

Figure 3. process of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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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과정 

4.1 수치적 운동 해석 

 이 기구는 1 자유도를 지니고 있어 다리의 

최종 위치 G 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joint 들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하나의 fomula 를 사용하고, 이는 fig5 의 기본 

도형 해석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 fig3는 두 점 

A,B의 좌표와 두 점으로부터 점 C까지의 거리 

L1 과 L2 를 통해 C 의 좌표를 산출해 낼 수 

있다. 이 fomula 는 직교좌표계 상의 점 C 가 

vector(AB)의 오른쪽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재로 한다. 

 A와 B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vector(AB)의 크기(L3)는 식(1)로 방향( θ1 )는 

식(2)로 나타낼 수 있다. 

 

  L3 = √(xB − xA)2 + (𝑦𝑦𝐵𝐵 − 𝑦𝑦𝐴𝐴)2     ...(1) 

  θ1 = arctan( 
yB–yA
xB–xA

 )              ...(2) 

 

 L1,L2,L3 에 대한 3 변의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2 법칙을 통하여 theta2 를 

식(3)로 구할 수 있다. 

 

  θ2 = arccos( 
L1

2+L3
2−L2

2

2𝐿𝐿1𝐿𝐿3
 )           ...(3) 

 

 결과적으로 C 의 좌표는 식(4)(5)로 구할 수 

있다. 

 

 xC = xA+ L1Cos(θ1-θ2)          ...(4) 

 yC = yA+ L1Sin(θ1-θ2)           ...(5) 

 

  fig4 를 기본 모형으로 크랭크 OA 의 각도 θ 

에 따라서 따라서 G 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fig6와 같은 순서로 계산을 한다. 

 

 

Figure 4. Basic model to find 

coordinate G  

Figure 5. model of fomula 

Figure 6.  process of finding the coordinate 

G  

Figure 5. model of fo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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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rror of m.sketch  

4.2 수치적 해석의 한계 및 필요성 

 수치적 운동해석에서는 링크 길이를 하나하나 

바꿔 가며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과 링크들의 

충돌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m.sketch 를 통해 전체적인 링크 

설계를 하면 좀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m.sketch 에서 제공되는 계산법에서는 

fig7 와 같이 기울어져 있어도 ground 로 

인식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적화 

목적함수에 맞게 설계되어있는지 실제 계산을 

통한 신뢰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고 판단이 

된다. 

4.3 Edison SW를 활용한 설계 

 m.sketch 가 링크 길이 변화에 따른 기구의 

보행 궤적과 링크 충돌 여부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주고 GL 및 GAC 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장점이 있기 떄문에 m.sketch 를 

통해서 링크 길이를 정해보고 더 세부적인 

목적함수와 비교해보기 위해 수치적 계산을 

직접 해서 그 차이가 5%미만일 경우 최종 

링크로 선택을 한다. m.sketch 를 통해 링크 

길이를 구할 때 최대한 과학상자 규격을 

사용하기 위해서 fig4 에서 EFG 를 제외한 

링크들은 과학상자 링크 규격 중 하나를 

사용하고 설계의 자유를 위해 EFG 의 

링크들은 임의의 길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과학상자 링크 규격은 표 1과 같다. 

 

Table 1 과학상자 링크 규격 (mm) 

초기 기구 형상은 m.sketch 에서 제공해 주는 

얀센 메커니즘 예제를 사용하였고, 링크 

길이를 변화시켜주면서 시행착오 법을 통해 

이상적인 궤적을 그리는 표 2 와 같은 링크 

길이들을 구하였다. 

 

Table 2 최종 링크 길이 (mm) 

 

GL, GAC 및 보행 궤적은 fig8와 같고, 실제로 

수치적 방법으로 해석하고 설계 목표를 비교해 

본 결과가 표 3 과 같다. 그 변화 

∆

∆

12.7 25.4 38.1 50.8 63.5 76.5 

88.9      

L1 L2 L3 L4 L5 L6 

12.7 63.5 38.1 50.8 50.8 63.5 

L7 L8 L9 L10 L11 L12 

38.1 38.1 50.8 38.1 50.8 59.0 

Figure 8. Final GL and 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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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alculated by Excel 

량이 5% 미만이고 최적화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치 해석을 통한 

지면에 접촉해 있다고 판단되는 궤적 부분은 

fig9와 같다. 

 

결과 및 논의

 결과적으로 최종 링크 변수 값을 표 와 같

이 구할 수 있었다 과학상자 및 프린터를

통해 실제 족 보행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과 같이 만들고 실험을 해본 결과 매

우 걸으면서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로봇의 체결 부위를 꽉 조이

지 못해서 발생하는 유격과 실제로 의

링크를 프린터로 제작하면서 발생하는 오차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로 시뮬레

이션을 돌려보면 실제로 링크 하나의 의

오차에 따른 보행궤도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링크의 오차에 따른 보행궤도 변화가 최소화

하거나 링크 체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를 활용하여

기반의 족 보행로봇을 설

계하여 과학 상자를 통해 실제로 만들어 보았

다 기본적인 기구 설계는

를 통해 진행하였다 는 내부에서 자

체적으로 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행 궤적

및 를 계산하여 빠르게 설계 목표를

갖는 링크의 길이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수치적 계산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 보

았을 때 설계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게 된 적이 많다 이는 상의

를 정의하는 부분의 오류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최대한 과학상자 부품을 쓰려고

과학상자 부품 규격에 맞추어서 설계를 진행을

했지만 그 제약을 없앤다면 더 깔끔하고 최적

화된 보행궤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able 3 수치적 해석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GL GAC Height 

m.sketch 42.68 0.493 10.7 

calculated 40.43 0.488 10.7 

Figure 10. prototype of 4 legged walking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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