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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sen Mechanism을 기반으로 한 보행로봇의 최적화와 Line tr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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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E-mail: ds5110@naver.com 

Based on the Jansen mechanism theory, a walking robot is developed, which is able to trace a line. 

In order to find the optimized legs, GL(Ground Length), GAC(Ground Angle Coefficient) and Grashof 

criteria are utilized in m.sketch program as well as EdisonDesign program. Many types of design are 

applied to sensors and controls, and the functionality is checked. Finally, a prototype line tracer 

robot is manufactured using aduino parts and smart boards. The prototype robot is test run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design, and modifications are appli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according to each test result until the best design is achieved. 

 

1. 서론  

최근 세계에서 군사, 건설,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로봇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로봇은 이동 수단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

데, 그 중 보행로봇이 환경 적응력 부분에서 

가장 우수하다. 그러나 환경의 인식, 이동경로

의 결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위하여 

얀센 메커니즘과 라인트레이서 기본인 센서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보행 로봇을 만들었다. 

2. 관련연구 

2.1 구동부(얀센 메커니즘) 

Jansen 메커니즘은 동물 다리의 골격을 모

방한 방 식이다. 또한 같은 링크 구조를 단순

히 연결하여 4 족, 6족, 8족등 의 보행로봇을 

구현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Jansen 기

구는 보행에 있어 이상적인 궤적을 그리는 특

징이 있다. 따라서 Jansen 메커니즘과 4족보행 

기구를 함께 적용을 하게 되면 균형감각에 있

어 안정적이고 최상의 궤적을 맞추는 데 손쉽

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였다. 

2.2 센서부(적외선 센서) 

사람으로 치면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라인트레이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센서는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와 적외

선 수광 트렌지스터를 이용하는데,  

 

Figure 1. 적외선 센서의 동작원리 

 

Figure 2. 구동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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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광 트렌지스터가 적외선의 양을 읽어 그 변

화를 바탕으로 라인을 검출하는 센서이다.  

2.3 제어부(스마트보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보드는 aduino 

호환을 기반으로 한 제어 시스템으로써 

aduino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코드를 이용하여 

적외선 센서에 감지되는 출력 값을 받아 구동

부에 신호를 전달 하는 일종에 인간의 두뇌 역

활을 하는 부분이다. 

 

3. 최적 설계 

3.1 최적화 문제 정의 

3.1.1 구동부(Grashof 조건) 

 

 

Figure 3. 다리구조 최적화 도면 

 

Figure 4. m.sketch를 이용한 다리도면 

다리의 초기 설계를 위하여 초기 설계 과정

에서 Grashof 조건을 이용해 치수를 찾아내고 

적용하였다. Grashof 조건에서 2개의 링크가 

상대적으로 연속적인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

단링크와 최장링크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두 

링크 길이의 합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 조건

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l≤p+q 

 

· s : 가장 짧은 링크의 길이                   

· l : 가장 긴 링크의 길이                       

· p,q : 나머지 링크의 길이       

 본 논문에서 필요한 조건은 크랭크-로커 

조건이다.                                     

· 크랭크 : 프레임에 고정된 최단 링크로, 360 

도 회전을 한다. 

· 로커 : 왕복각 운동을 하는 링크로, 프레임에 

인접한 또 다른 링크이다. 

 본 논문에서는 Fig.4에서 링크ab를 크랭크로, 

링크cd와 링크df를 로커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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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구동부(m.sketch)  

 

본 연구에서는 m.sketch를 이용하여 각 링크의 

길이를 조금씩 달리하여 GL(Ground Length)와 

GAC(Ground Angle Coefficient)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0.5에 가까운 GAC와 가장 큰 GL을 갖

는 다리모형을 찾는데 목표를 두었다. GAC는 

기어가 한 바퀴 회전 동안 다리 한쪽 다리가 

지면에 닿는 구간과 공중에서 체공하는 시간의 

비율이 1:1, 즉 0.5에 가까울수록 가장 최적의 

GAC 값이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1~10까지의 링크 중 어느 부분이 가장 

GL과 GAC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Teo jansen이 고안한 모형의 최적길이에서 한 

링크의 길이만을 변화해 보았다. 그 결과 fig.4

의 링크bf, fh, hg번 링크의 길이가 다른 링크들

에 비해 GL과 GAC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Case1 
 

 

 
 

Case2  

 

 

 

 

Case3 
 

 

      

Case4       

Table 1. GL, GAC비교표 

이를 토대로 각각의 링크의 길이를 변화시켜 

table1과 같은 결과들이 나왔고, 그 중 가장 

GL이 크고 GAC가 0.5에 가까운 table1의 

Case1 모델을 선정하여 prototype을 제작하였

다. 

 

 

 

Figure 6. 회로도 

 

3.2 제어부(arduino) 

  

제어부를 제작하는데 있어 과학상자용 적외

선 센서와 스마트보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센서 값 인식과 모터 제어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5에서 보듯이 센서 값을 읽어 

sensorValue[i] 변수에 저장하여 기존에 선언해

놓은 참고 값 Reference와 비교하여 라인을 검

Figure 5. programin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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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라인검출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

어 각각의 경우에 맞춰 모터의 속도를 

analogWrite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결과 및 논의 

Table1의 case1을 토대로 Prototype을 제작

하였다.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A4용지 위에 

가상 트랙을 만들어 시험주행결과 안정성이 예

상보다 떨어졌고, 재원의 재질은 무게와 관련

되어 완주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위 문제점을 

위한 방안으로 4족에서 4개의 다리를 추가 하

여 8족으로 변경했다. 완주시간은 이전보다 길

어졌으나 안정성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 그리

고 재원의 재질은 3D프린터를 사용하여 플라

스틱 섬유재질로 변경했다. 그 결과 다리 수 

증가로 인한 속도 저하를 상쇄할 수 있었다.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Jansen mechanism의 원리

를 이해하고,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Line tracer 

제작에 있다.  

 최적화 설계 시 주로 m.sketch와 Edison 

design을 사용하였고, m.sketch의 GL(Ground 

Length), GAC(Ground Angle Coefficient),   

grashof 기준 등을 참고하여 최적의 치수를 정

하였다. EDISON Designer를 이용하여 

prototype 수정 시 실재로 분리시키지 않고도 

simulation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였다. 

protype 제작결과, 과학상자 제원으로는 한계

가 있어 추후 3d프린터를 활용하여 모형을  

제작해 볼 예정이다. 

 

Figure 7. 1st prototype  

 

Figure 8. model by EDISON Designer 

 

Figure 9. 2nd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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