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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walking robot platforms have been developed to carry out 

missions such as explorations, pass of obstacle or inspections of dangerous 

environments. In this work, a four legs mechanism based on Jansen mechanism 

is developed, which can trace a certain line. In order to maximize the tracing 

speed, mechanism design is performed in multiple phases using m.sketch, 

EdisonDesign and Arduino programs. In design process, control of power path 

and optimization of the locus of legs(GL/GAC) are found to be most important. 

A prototype model is constructed and test run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design 

optimization. 

 

1. 서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로봇을 필

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로봇의 이

동방식에는 일반적으로 바퀴 또는 무한 궤도가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이는 지형이 평탄하지 

않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 속도를 낼 수 없어 

기동성이 크게 저하 되거나 이동자체가 제한되

는 문제점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행 메커니즘이 연구 

되어 왔는데 많은 보행 메커니즘 중 에너지 효

율이 높고4족 보행을 기본 바탕으로 한 

Jansen Mechanism도 이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Aduino 호환보드를 활용하여, 

특정 색의 선을 따라 자율 주행하는 Jansen 

Mechanism 기반의 라인트레이싱를 설계한다. 

기구가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Aduino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Aduino소스를 프로그래밍

하고M.Sketch를 사용하여 다리 길이의 변수에 

따른 GL (Ground Length) 과 GAC (Ground 

Angle Coefficient)의 가장 최적화된 값을 찾

아 이를 바탕으로 Edison Designer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수행한다. 이를 토대로 

구성된 보행기구에 라인트레이서를 결합하여 

연구목표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 해냈는지에 대

한 비교와 평가를 진행한다. 

2. 설계 목표 및 조건 

자율 주행 기구를 제작하기 앞서 본 연구의 

주 목표와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Fig. 1에서 

제시된 것 과 같은 예시로 만들어진 트랙을 따

라 최단 시간 내에 자율 주행해야 하므로 빠른 

속도와 정확한 센서 인식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보행로봇을 설

계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는 프레임 같은 경우 

과학상자와3D프린터, 아크릴을 전제로 하며 

모터는 과학상자의 No.100B를 사용, 제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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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에 포함된 적외선 센서와 스마트 보드

를 사용한다. 다음 3장에선 각 단계별 연구에 

대해서 소개한다. 

 
Figurel.1 

3 기구 설계 

3.1 구동부 설계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동력전달과 안정성인데 구동부에서는 동력전달

을 주로 다룬다. 기구를 가동하기 위한 힘과 

기구의 빠른 속도를 위해선 효율적인 동력 전

달이 필요하다.  과학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모

터는 축에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만 모터 축에 다리를 연

결 할 시 바닥과의 마찰력보다 모터 축의 회전

력이 약해진다. 스마트보드와 적외선 센서를 

몸체에 설치 할 시 마찰력은 더 커지므로 구동

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 회전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듈이 같은 두 기어의 한

쪽 기어 직경을 크게 만든다. 기어비의 차이가 

나게 될수록 회전력은 커지고 회전속도는 감소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력제어의 

최적화를 위하여, 과학상자에 있는 기어들 중 

회전력을 마찰력보다 크게 하되 회전속도가 가

장 빠르고 적합한 fig2의 우측에 나온 기어를 

선택하였다.  

 
Figurel.2 

 
Figurel.3 

 

안정성 같은 경우는 라인 트레이싱을 이용하

여 정확한 트랙을 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

요한 부분 중 하나로 구동부에서는 두 개의 모

터를 좌우 대칭 시켜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도록 Fig3의 3D 모델과 같이 설계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3.2 프레임 설계 

프레임 설계는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

하였는데 인터페이스가 쉽고 직관적이며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얀센 구조를 시도하고 궤

적을 살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M.sketch를 

사용하였다. M.sketch를 사용 시 두 가지 지표

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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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l.4 

첫 번째, GL(Ground Length)은 M.Sketch을 

실행하였을 때 Fig4에서와 같은 궤적이 그려진. 

다리의 끝부분과 이루는 각도가 5° 이하인 부

분의 길이를 측정한 것으로 이때 실제로 다리

가 지표면과 맞닿아 있다고 예상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GL이 길수록 다리와 지표면사이의 

미끄럼이 작고 보행기구가 더 큰 보폭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GAC(Ground Angle Coefficient)는 

모터가 한 바퀴 회전할 때 GL에 대한 360°에 

대한 비율이다. GAC가 클수록 기구가 지표면을 

차는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다. 적외선 센서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 기구의 수평이 유지 되

어야 한다. GAC값이 작아질수록 양다리가 어느 

지점에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 생기고 반대

로 커질수록 양다리가 지면에 동시에 닿는 순

간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GAC가 0.5에 가

까워야 기구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Figurel.5 

 
Figurel.6 

 

우선, 가장 최적화된 GL과 GAC를 얻기 위해

서 Fig5 에 표시된 곳ㄴ 두 곳을 고정 시키고 

앞서 선택한 기어의 크기인 링크 L0는 

12.7mm로 고정을 하였다. 그리고 링크L0를 

고정함에 따라 다리의 전체적 크기를 너무 커

서 GL이 작아지지 않도록 작게 설정하였다. 

그 후, 수 차례 반복을 통해 아래Table1과 

같이 각 링크들의 길이를 설정 하였는데 링크

L5~L8의 길이가 각각 37mm로 궤적의 모양을 

마름모에 가깝게 하여 GL 길이가63.81mm, 

GAC가 0.5에 가까운 0.433이 나오게 설계하였

다. 또한 .실제로 Fig6과 같이 prototype을 제

작하여 테스트 해봄으로써 다리가, 얇은 철로 

구성되어 프레임 부분, 부분에서 휘거나 흔들

리는 곳이 생기고 끝 부분에서는 미끄럼이 심

한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휘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리 재질을 3D프린팅

으로 바꾸기로 하였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마찰을 올려 고무를 고정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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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설계된 다리 길이(mm) 

L0 12.70 

L1 60.00 

L2 63.13 

L3 44.01 

L4 68.00 

L5 37.00 

L6 37.00 

L7 37.00 

L8 37.00 

L9 97.00 

L10 98.59 

Table 2.  

3.3. 제어부 설계

 

Figurel.7 

 

제어부 설계에 앞서, 보행기구 구동부의 제어

는 4개의 적외선 센서 그리고 모터 2개를 이

용한다. Fig7처럼 센서의 발광부와 수광부가 나

란히 놓여있기 때문에 센서는 지면과 수평에 

놓여야, 보다 정확한 방향제어를 한다. 바퀴로 

이동하는 로봇이 아닌 보행기구이다 보니 흔들

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의 프레임 설계에서 

GAC를 0.5에 가깝게 설계함으로써 흔들림을 

최소화 하였다. 

제어를 위한 아두이노 소스는 과학상자에서 제

공해주는 예제파일을 사용한다.  

우선 Fig8에서 모터의 4가지 핀을 각각 설정

하고 초기 값을 넣어준다. 

idmotorControl (intlPwm, boolean lDir, 

intrPwm, booleanrDir)함수를 사용하여

motioncontrol에 따라 모터를 low, high 

즉 모터를 멈추거나 작동시킬 수 있게 

하였다. Fig8,Fig9 처럼 50ms 간격으로 

analogread 함수를 통해서 4개의 적외

선 센서를 이용한다. 만약 센서에서 특

정 값을 탐지할 경우 motorcontrol 

(int,boolean,int,boolean)함수에서 모터를 

작동시킨다. 
 

 
Figurel.8 

 
Figure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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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은 얀센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자율 

주행하는 라인트레이싱을 설계 하였다. 

M.sketch로 다리 길이의 변수를 두고 수차례 

걸쳐 실험 해본 결과 길이에 따라 다양한 궤적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센서 값을 이용하여 

자율 주행하는 기구인 만큼 정확한 센서 값을 

읽고 해석 하기 위해 GAC값이 중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연구목적에 맞는 궤적을 구할 수 있었고 

Jansen Mechanism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구 

제작에 이론적인 도움을 주었다. 제안된 자율

보행기구는 오지탐사, 우주탐사 등 사람이 임

무 수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신 하여 줄 

수 있고, 실생활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한 이동

수단을 제공 해주고 더 나아가 시각장애와 다

리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여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횡단보도 등 보도블록이 

설치 된 곳에서 센서가 보도블록을 인식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의의 사고

에 대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논문에

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확한 센서를 인식과 보

행 기구 궤도에 대한 해석이 필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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