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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얀센 메커니즘을 활용한 보행 로봇의 궤적을 최적화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궤적의 최적화 목표는 지면에 닿는 시간이 길고 

지면에 평행하며 빠른 이동을 위해 넓은 보폭을 생성 하는 것으로 두었다. 

초기 값은 Edison design의 m.sketch를 사용하여 결정하였고 최적화 

과정에서는 MATLAB을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빠른 계산이 가능한 것에 초점을 

두고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최적화된 결과 값에서는 지면에 닿는 궤적의 

범위와 보폭의 크기, 궤적의 높이가 가장 큰 값을 결정하였다. 

Keyword: Jansen mechanism, optimization, kinematics, Simulation, Walking 

Robot   

 

1.서론 

대부분의 척추 동물들을 비롯한 지구상의 

많은 동물들은 관절로 이루어진 다리로 이동하

며 살아가고 있다. 다리로 이동하는 방식은 습

지나 사막과 같이 이동이 불편한 지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서 바퀴로 

이동하는 방식과 차별성을 갖는다. 기존의 인

류가 발명한 이동수단의 대부분은 바퀴로 움직

이는 방식이었고 로봇의 이동방식 또한 마찬가

지이다. 바퀴의 움직임은 매우 효율적이고 간

단하지만, 지면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이에 지면의 상태

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보행 로봇의 개

발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예술가 테오 얀센 (Theo Jansen, 

1948. 3. 14~)은 1자유도의 운동만으로 보행이 

가능한 11개의 링크 조형물을 보였으며 본 연

구에서는 얀센이 제시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보행 로봇을 설계한다. 이와 같은 보행 로봇 

설계에는 11개 링크의 최적 길이비를 계산해

야 한다. 따라서 최적 설계의 방법이 요구되는 

연구이며, 다양한 최적 설계 방법을 사용한 얀

센 메커니즘 보행 로봇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설계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매트랩 

(Matlab, Natick, Massachusetts, United State)과 

m.sketch를 사용했으며, 최적 설계방법으로는 

Combination방법을 사용여 최적의 링크 길이

비를 설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1장

에서 보행 궤적 최적화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

고, 2.2장에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위한 계산 방

법을 설명한다. 2.3, 2.4장에서는 알고리즘에 대

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2.5장에서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실험 과정을 보였다. 2.6장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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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값과 분석을 설명하고 결론을 맺는다.  

 

2.본론 

2.1 연구 목표 

다음 [Figure.1]은 11개의 link로 구성된 얀

센 메커니즘의 구조이다. 이때 p0는 회전의 

중심점이고, p3도 정점이다. P0에서 p7까지의 

좌표를 P0 (x0,y0), p1(x1,y1), … p7(x7,y7) 로 

나타내고 각 점 사이의 길이는 선분 𝑝𝑝0𝑝𝑝1 , 

𝑝𝑝1𝑝𝑝2…𝑝𝑝6𝑝𝑝7 와 같이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는 각 링크의 길이비를 최적화 하여 다리의 

끝점인 점 P7의 지면에 닿는 시간이 최대한 

길고, 지면에 평행한 궤적을 그리는 것과 빠

른 이동을 위한 넓은 보폭 생성을 목표로 한

다. 또한 비슷한 길이의 보폭 중에는 궤적의 

높이가 높은 궤적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Figure. 1 얀센 메커니즘 구조도 

2.2 계산 방법  

이 장에서는 p0와 p3를 기준으로 나머지

점들의 좌표를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P0를 기준으로 p1을 나타내는 방법은 좌표 

평면상에서 간단하게 표현 할 수 있다. 

P0(x0,y0)에서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는 원

의 임의의 좌표는 p1( x0 + rcosθ, y0 + rsinθ )

로 나타낼 수 있다. [Figure.2] 

 

Figure. 2 원 위의 점 표현법 

다음으로 두 점 p1, p2와 두 선분의 길이

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삼각형의 좌표를 구하

는 함수를 생성한다. 계산방법은 p3(x3,y3)를 

중심으로  p2p3 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과 

p1(x1,y1)을 중심으로  p1p2를 반지름으로 하

는 원의 교점을 구하는 방식이며 상세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𝑥𝑥 − 𝑥𝑥1)2 + (𝑦𝑦 − 𝑦𝑦1)2 = 𝑝𝑝1𝑝𝑝22---(1) 

(𝑥𝑥 − 𝑥𝑥3)2 + (𝑦𝑦 − 𝑦𝑦3)2 = 𝑝𝑝3𝑝𝑝22---(2) 

x = x1 + 𝑝𝑝1𝑝𝑝2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3) 

y = y1 + 𝑝𝑝1𝑝𝑝2𝑐𝑐𝑠𝑠𝑠𝑠𝑐𝑐          ---(4) 

 

Figure .3 두 원의 교점 

 (2)식에 (3)식과 (4)식을 대입하면 

(𝑥𝑥1 + 𝑝𝑝1𝑝𝑝2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𝑥𝑥3)2 
+(𝑦𝑦1 + 𝑝𝑝1𝑝𝑝2𝑐𝑐𝑠𝑠𝑠𝑠𝑐𝑐 − 𝑦𝑦3)2 = 𝑝𝑝3𝑝𝑝22---(5) 

이때 x좌표의 차이를 X라하고 y좌표의 차이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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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값과 분석을 설명하고 결론을 맺는다.  

 

2.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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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Figure.1]은 11개의 link로 구성된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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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지면에 평행한 궤적을 그리는 것과 빠

른 이동을 위한 넓은 보폭 생성을 목표로 한

다. 또한 비슷한 길이의 보폭 중에는 궤적의 

높이가 높은 궤적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Figure. 1 얀센 메커니즘 구조도 

2.2 계산 방법  

이 장에서는 p0와 p3를 기준으로 나머지

점들의 좌표를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P0를 기준으로 p1을 나타내는 방법은 좌표 

평면상에서 간단하게 표현 할 수 있다. 

P0(x0,y0)에서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는 원

의 임의의 좌표는 p1( x0 + rcosθ, y0 + rsinθ )

로 나타낼 수 있다. [Figure.2] 

 

Figure. 2 원 위의 점 표현법 

다음으로 두 점 p1, p2와 두 선분의 길이

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삼각형의 좌표를 구하

는 함수를 생성한다. 계산방법은 p3(x3,y3)를 

중심으로  p2p3 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과 

p1(x1,y1)을 중심으로  p1p2를 반지름으로 하

는 원의 교점을 구하는 방식이며 상세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𝑥𝑥 − 𝑥𝑥1)2 + (𝑦𝑦 − 𝑦𝑦1)2 = 𝑝𝑝1𝑝𝑝22---(1) 

(𝑥𝑥 − 𝑥𝑥3)2 + (𝑦𝑦 − 𝑦𝑦3)2 = 𝑝𝑝3𝑝𝑝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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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y1 + 𝑝𝑝1𝑝𝑝2𝑐𝑐𝑠𝑠𝑠𝑠𝑐𝑐          ---(4) 

 

Figure .3 두 원의 교점 

 (2)식에 (3)식과 (4)식을 대입하면 

(𝑥𝑥1 + 𝑝𝑝1𝑝𝑝2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𝑥𝑥3)2 
+(𝑦𝑦1 + 𝑝𝑝1𝑝𝑝2𝑐𝑐𝑠𝑠𝑠𝑠𝑐𝑐 − 𝑦𝑦3)2 = 𝑝𝑝3𝑝𝑝22---(5) 

이때 x좌표의 차이를 X라하고 y좌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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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Y라고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X=x3-x1    ---(6) 

Y=y3-y1    ---(7) 

이에 (6)식과 (7)식을 각각 (5)식에 대입하면, 

(𝑝𝑝1𝑝𝑝2cosθ − X)2 + (𝑝𝑝1𝑝𝑝2sinθ − Y)2 = 𝑝𝑝3𝑝𝑝22
 

---(8) 

(8)식을 간단히 하면, 

p1p22 − p3p22 + X2 + Y2    

= 2p1p2(Xcosθ + Ysinθ) 

= 2p1p2√X2 + Y2cos (θ − tan−1 Y
X)   ---(9) 

이 (9)식을 θ 대하여 정리한 식을 (3),(4)식에 

대입하면 p2(x2,y2)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x
= x1 + p1p2cos (tan−1 Y

X

± cos−1 (p1p22−p3p22 + √X2 + Y2

2p1p2√X2 + Y2
)) 

---(10) 
y
= y1 + p1p2sin (tan−1 Y

X

± cos−1 (p1p22−p3p22 + √X2 + Y2

2p1p2√X2 + Y2
)) 

---(11) 

2.3 최적화 알고리즘 

m.sketch를 활용하여 임의로 잡은 초기 좌

표들의 집합 [Figure1]에서 p0를 기준으로 

𝑝𝑝0𝑝𝑝1을 1°씩 360° 회전시킨다. 이때 회전된 각 

지점의 좌표는 두 원의 교점을 구하는 함수로 

계산한다. 이때 최적화 대상인 p7의 궤적을 분

석하기 위해 궤적의 분포를 Q라고 두고 무게

중심과 최저 점의 거리를 H라고 둔다. 

 

 

Figure. 4 점 p7의 궤적 

 

Figure.5 최적화 알고리즘 

궤적 양 끝 점 X1과 X2를 연결하고 그 아래

로 존재하는 점의 개수를 세서 360으로 나누

면 전체 궤적에서 지면에 머무는 궤적의 비율

을 측정 할 수 있다.  

Q = 𝑋𝑋1𝑋𝑋2아래의 점의 개수
360 ×100 ---(12) 

주어진 360개의 점을 이용하여 무게중심 G

를 계산하고 최저점 M(xm, ym)과의 거리를 계

산한다. 

H = √(𝑥𝑥0 − 𝑥𝑥𝑥𝑥)2 + (𝑦𝑦0 − 𝑦𝑦𝑥𝑥)2   ---(13) 

또한 위에서 사용한 X1과 X2점을 이용해 보

폭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D = a − c 

계산된 Q값과 H값과 D값 및 나머지 좌표들

을 출력한 파일을 저장하고 점들의 좌표를 변

경하여 다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2.4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얀센 메커니즘에 쓰이는 모든 점들에 대하

여 총 8개의 점을 변경하게 되며, 16개의 좌표

에 대한 반복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좌표가 

단위 변화량만큼 양과 음의 방향으로 각각 n

번 변화한다고 할 때, 변동이 없을 때를 포함

하여 2n+1번의 반복문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전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Θ((2𝑛𝑛 + 1)16)   ---(14) 

M(x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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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좌표의 변화 횟수

에 따라서 𝑛𝑛16에 비례하는 계산 시간을 소모하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8개의 점

에 대하여 각각 좌표에서 ±방향으로 좌표를 2

번씩 변화시킬 때는 좌표를 1번씩 변화시킬 

때에 비해 약 516 ÷ 316 ≅ 3545배의 시간이 소

모된다. 그러므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고려했을 때 좌표를 1번씩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좌표를 2번씩 변화시

키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2.5 MATLAB을 활용한 최적화 

MATLAB을 활용하여 [Figure5]의 과정을 반

복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궤적을 최적화 한

다. 그리고 결과로 나온 파일을 분석하여 가장 

최적의 결과를 스크립트에 반영하고 다시 스크

립트를 실행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 때 계산 

시간의 단축을 위해 몇 개의 점을 고정한 뒤 

최적화 과정을 실행 하였다. 최적화를 실행할 

때마다 점점 단위 변화량을 줄여 값이 하나의 

결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조건은 보폭 D가 길고 지면에 닿는 비율 Q가 

크고 지면과의 거리 H가 충분히 큰 결과물을 

최적으로 놓았다. 

매 과정에서 평균 7분의 시간이 걸렸으며, 

좌표를 2번씩 변화시킨 실험의 경우 12시간 

지속 후에도 계산이 완료되지 않아 실험을 중

단하였다. 

 

2.6 최적화 결과 

[Figure.6]는 각 질 점의 궤적들을 나타낸다. 

P7궤적의 세부 값들은 다음과 같다. 

Table 9 궤적 평가 값 

궤적 평가 수치 

Q 61% 

H 1.3mm 

D 18.7mm 

또한 [Table 2.]는 최적화 결과 link의 길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Figure. 6 각 점의 궤적 

Table  2. 최적화된 link 길이 

결론 

본 논문은 얀센 메커니즘을 적용한 로봇의 

보행 운동 궤적 최적화와 그것을 위한 알고리

즘을 분석하였다. 좌표 정보를 이용하여 실험

을 설계하였으며, 여러 점들의 좌표의 이동을 

조합하여 최적의 좌표 위치를 찾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최적화 조건은 보폭과 높이, 지면 

접촉 비율으로 설정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알고

리즘을 실행하여 최적에 수렴하는 값을 도출하

Link 길이 Link 길이 

𝑝𝑝0𝑝𝑝1 4.63mm 𝑝𝑝3𝑝𝑝6 11.07mm 

𝑝𝑝1𝑝𝑝2 14.71mm 𝑝𝑝4𝑝𝑝5 12.5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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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좌표의 변화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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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좌표를 2번씩 변화시

키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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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으로 놓았다. 

매 과정에서 평균 7분의 시간이 걸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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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때 1회의 최적화에 약 7분이 소요되

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제작하였으

며, 이를 통해 재사용 및 적용이 용이한 최적

화를 시행할 수 있었다. 다리를 이용한 로봇은 

바퀴에 비해 최적화 요소가 매우 다양하며 이

끌어낼 수 있는 결과 역시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최적화를 위해 기존보다 

빠른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보행기계 설계에 매

우 유용할 것이다. 

최적화 결과 지면에 닿는 궤적의 비율을 61%

까지 끌어 올렸고 넓은 보폭과 높이를 갖는 궤

적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이 궤적을 사용한 보

행 로봇은 빠른 보행과 보행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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