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2, No. 10, pp. 1436～1443, 2013

http://dx.doi.org/10.5370/KIEE.2013.62.10.1436

1436

도마뱀 생체 데이터를 이용한 속보 걸음새 생성

Trotting Gait Generation Based on the Lizard Biometric Data

김 창 회*․신 호 철†․이 흥 호** 

(Chang Hoi Kim․Ho Cheol Shin․Heung Ho Lee)

Abstract - A variety of studies on imitating the skeletal structure and the gait of legged animals have been done in 

order to develop walking robots which have an ability to adapt to atypical environment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gait of a Bearded dragon lizard using the motion capture system, proposed a calibration scheme of the motion data and 

generated the trotting gait of a lizard based on the calibrated data. Also, we constructed the dynamic model based on the 

biometric data of a Bearded dragon lizard and applied the trotting gait of the lizard to the dynamic model. We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gait with the commercial dynamic simulation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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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사람이 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원격으로 작업을 수행

하기 하여 개발이 시작된 로 은 산업 장에서 활용이 되

어 왔으며 최근에는 가정, 병원 등의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

라 재난 장, 국방 등의 분야로의 용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로 을 다양한 분야에 용시키기 해서

는 다양한 환경에서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로 의 이동 

방식은 크게 바퀴 구동형과 다리 구동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바퀴 구동형은 은 에 지를 소모하고 평지에서 빠른 

이동과 제어가 간단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물이

나 계단 등이 있는 험지에서의 이동성은 격하게 떨어진

다. 다리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보행 로 은 부착된 다리 형

태에 따라 2족, 4족, 6족 등의 여러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

다. 이러한 보행 로 은 험난한 지형에서 용이하게 이동이 

가능하나 기계  구조  제어가 복잡하여 안정성이 떨어진

다. 4 족 보행 방식은 자연계에서 포유류  뱀을 제외한 

충류의 이동방식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비교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4족 보행 로 을 산악과 같이 험

한 지형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주변을 탐색하는 등의 분야에 

용을 하기 한 연구가 폭넓게 수행되고 있다. 

4족 보행 로 의 안 성은 몸체의 이동에 따라 다리를 연

속 으로 움직이는 걸음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걸음새에 

한 연구는 4족 로  개발의 기반이 되는 연구이다. 걸음

새 생성을 해서는 다리의 움직임 순서, 발끝의 궤   안

정성 해석 등의 여러 요소를 복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행 로 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무게 심(center of 

mass : CoM)을 이용하는 방법, 세로 안정 여유 

(longitudinal stability margin : MSM)을 이용하는 방법, 에

지 안정 여유 (energy stability margin : ESM) 등이 제

안되었다[1-3]. 한 4족 보행의 안정  걸음을 하여 

phase 걸음새, intermittent crawl 걸음새, sway 걸음새, 

ZMP (zero moment point)를 이용한 걸음새 등의 걸음새가 

제안된 바 있다[4-6]. 이러한 많은 노력과 심에도 비정형 

환경에 충분한 응 능력을 갖기 한 명확한 해결책은 제

시되지 못하 으며 이를 해결하기 하여 많은 연구가 재

까지도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4족 보행 

로 을 개발함에 있어 동물의 골격 구조와 보행 방법을 모

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유류  충유는 4 개의 다리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표 인 동물이지만 걷는 자세는 상이하다. 개나 말과 같이 

기립자세(upright posture)로 보행하는 포유류의 걸음새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이들의 걸음새를 모방한 

견마형 로 은 많이 개발된 바 있다[7-11]. 충류의 경우에

는 뱀의 형태와 운동 방식을 모방한 뱀 로 이 개발된 바 

있으며 도마뱀붙이의 수직벽을 이동하는 능력을 모방한 로

, 수상에서 이동 가능한 도마뱀 로  등이 개발되고 있으

나 도마뱀 걸음새를 모방한 보행 로 은 기 연구단계이다

[12-13].  

펼친 자세(sprawled posture)로 보행하는 도마뱀은 기립

자세(upright posture)로 보행하는 포유류에 비하여 무게

심이 지면에 착되어 있고 4 개의 다리를 펼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된 자세로 이동이 용이하다. 한 몸통의 뛰어

난 유연성으로 인하여 좁은 통로나 장애물이 있는 험한 지

형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이러한 도마뱀의 형태는 재난

장에서의 정찰  탐지 등의 분야에 용이 합한 장 이 

된다.

본 논문의 자들은 선행연구에서 도마뱀의 동작을 구

하기 한 기구학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14].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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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턱수염도마뱀 (Bearded Dragon 

Lizard)의 걸음 형태를 분석하 으며 이를 기구학 모델에 

용하여 걸음새 기법을 제시하 다. 한 턱수염 도마뱀의 

생체 데이터를 획득하여 동역학 라미터를 생성하고 상용 

동역학 해석 로그램에 용하여 동력학 모델을 구축하

다. 구축된 도마뱀 모델에 생성된 걸음새를 용하여 움직

임을 분석함으로써 동력학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2. 도마뱀 동작 데이터 획득  보정

2.1 기구학 모델

그림 1은 도마뱀의 동작을 기구학 으로 해석하기 한 

기구학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허리를 유연하게 움직이는 

펼친 자세 움직임을 충실하게 구 할 수 있도록 몸통은 3 

개의 유니버셜 과 1 개의 수직회  로 구성되었다. 

그림 1 도마뱀 기구학 모델

Fig. 1 Kinematic model of the lizard

속보로 이동하는 도마뱀의 동작을 분석해보면 다리를 앞

으로 뻗을 때 쇄골과 골반도 같이 뻗음으로써 짧은 다리로

도 넓은 보폭으로 걷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구 하기 하여 쇄골 앙에 어깨를 수평방향으로 회 시

키는 수평회  (j5)를 배치하 다. 골반의 경우에는 골반

의 폭이 어깨에 비하여 상 으로 좁고 복부의 치한 유

니버셜 (j16)로 이러한 동작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

기에 몸통에 한 골반의 수평 회 은 배제하 고 이를 보

상하도록 동작 데이터를 보정하 다. 무릎  팔꿈치는 1 

자유도의 회  로 설정하고 어깨  고 은 구형

을 배치하 으며 발의 움직임은 고려하지 않았다. 체 모

델은 25 자유도를 가지며 식 (1)과 같이 5 개의 기구학 체

인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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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작 데이터 보정

2.2.1 턱수염도마뱀 모션 캡쳐

몸 길이 약  32 cm 인 턱수염도마뱀의 동작 데이터를 획

득하기 하여 도마뱀의  부  피부에 직경 4 mm의 마

커를 부착하 다. 그림 2에서 보여주는 것쳐럼 몸통  꼬

리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하여 머리부터 꼬리까지 척추를 

따라 9 개의 마커를 부착하 으며 다리에는 고 , 무릎, 

발목  부 에 마커를 부착하 다. 도마뱀의 보행 동작

은 8 의 외선 카메라 (Vicon Motion Co. MX-F40)를 사

용하여 5 msec 간격으로 측정하 다. 측정은 온도 25.8 ℃, 

습도 54 %의 실내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평지에서  6회 측

정하 고 23.6°의 경사면에서 6회 실시하 다. 경사면에서의 

동작이 평지와 다른 것으로 상하 으나 캡쳐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지와 같은 패턴으로 보행함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더 가 른 경사면에서는 미끄럼으로 인하여 측정할 

수가 없었다. 

 

그림 2 마커 부착된 턱수염도마뱀

Fig. 2 Markers adhered Bearded dragon lizard 

2.2.2 동작데이터의 보정

본 논문에서는 학식 모션 캡쳐 방식으로 도마뱀의 동작

을 측정하 다. 약 1.5 m 거리에 떨어진 직경  4 mm 의 소

형 마커의 치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하므로 오차의 발

생은 피할 수 없으며 도마뱀이 움직임에 따른 피부의 떨림으

로 인하여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한 실제  치에 정

확하게 마커를 부착하기는 용이하지가 않다. 측정 데이터에서 

쇄골 앙(j5)과 어깨 (j6, j10)에 부착한 마커의 간격은 최

 약 6 mm 의 편차(var 2.37)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깨 , 고 , 쇄골   골반 의 치는 보행 패

턴을 분석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 치는 

기구학 모델의 특성에 부합되게끔 수정되어야 한다. 

그림 3은 기구학 모델의 상부 몸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림 3을 살펴보면 쇄골 심  pc의 치는 양쪽 어깨의 

앙에 치하며 한 쇄골 (j5)과는 수직 방향으로 d1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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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 즉, 2T 좌표계를 기 으로 한 하

을 때 2pc의 치는 식 (2)와 같아야 한다. 

그림 3 상부 기구학 모델

Fig. 3 Upper body kinematic mode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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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l3는 j2 과 j5  간의 링크 길이이고 d1

은 쇄골 과 어깨  사이의 옵셋링크 길이이며 z 는 

pc 로부터 양쪽 어깨 길이의 차이이다. 따라서 양쪽 어깨 

 치를 식 (3) 에 용하여 보정된 쇄골 과 어깨 

의 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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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106   , pp 은 캡쳐된 양쪽 어깨 의 치벡터이

고 T02 는 D-H 변환행렬이며 5
~p 는 보정된 쇄골 의 치

벡터이고 6
~p , 10

~p 는 보정된 양쪽 어깨 의 치벡터이

다. 같은 방식을 용하여 골반 과 고 의 치를 보

정하 다. 

도마뱀은 보행시 그림 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팔을 앞

으로 내뻗을 때 어깨를 지면으로부터 올려서 팔끝과 지면과

의 거리를 유지한다. 그림 3과 같은 기구학 모델에서는 이

러한 어깨의 상하 움직임은 구 할 수가 없다. 어깨의 상하 

움직임을 고려하여 의 치 값을 하게 보정하지 않

으면 그림 5(a)와 같이 지면에 닿아 있는 발이 공 에 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걸음새 분석에 치명  오류가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오류를 보정하기 해서 그림 5(b)에서 보

여주는 것과 같이 어깨 의 상하 움직임에 따른 어깨 

의 치는 보정하면서 양쪽 팔끝 의 치는 원래의 

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깨  팔굽 의 치를 보정

하 다. 

어깨 은 3 자유도의 구형 이고 팔굽은 1 자유도의 

회 로 모델링되어 다리 은 4 자유도를 가진다. 2 

개의 링크로 구성된 다리가 4 자유도를 가질 경우 한 개의 

여유자유도로 인하여 팔꿈치의 치는 일반 인 기구학 해

석 방법을 용하여 구할 수 없다. 즉 팔꿈치의 치는 어

깨 을 심 으로 상완 길이를 반경으로 하는 구와 손

끝을 심 으로 하여 팔뚝 길이를 반경으로 하는 구가 교

차하여 만들어 내는 원주 형태의 무한 해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깨 (fr1), 팔굽 (fr2)  손끝(fr3)이 이

루는 평면(P1)이 어깨의 높이가 변하더라도 일정하다고 가정

하여 팔굽의 치를 보정하 다. 

그림 4 보행 시 양팔의 자세

Fig. 4 Limbs posture during walking  

(a) 쇄골 값 단순 배제 (b) 쇄골 값 보정

그림 5 쇄골  수직방향 움직임 보정

Fig. 5 Vertical rotation calibration of clavicle joint

어깨 은 3 자유도의 구형 이고 팔굽은 1 자유도의 

회 로 모델링되어 다리 은 4 자유도를 가진다. 2 

개의 링크로 구성된 다리가 4 자유도를 가질 경우 한 개의 

여유자유도로 인하여 팔꿈치의 치는 일반 인 기구학 해

석 방법을 용하여 구할 수 없다. 즉 팔꿈치의 치는 어

깨 을 심 으로 상완 길이를 반경으로 하는 구와 손

끝을 심 으로 하여 팔뚝 길이를 반경으로 하는 구가 교

차하여 만들어 내는 원주 형태의 무한 해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깨 (fr1), 팔굽 (fr2)  손끝(fr3)이 이

루는 평면(P1)이 어깨의 높이가 변하더라도 일정하다고 가정

하여 팔굽의 치를 보정하 다. 

어깨 을 기 으로 평면 P1은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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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왼쪽 앞발의 모식도

Fig. 6 Schematic Diagram of the front limb

여기에서 d는 어깨 과 손끝까지의 거리이며 l6은 상

완 길이, l7은 팔뚝길이다. 손끝의 치가 (a, b, c) 일 때 평

면 P2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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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P1과 P2가 교차하는 직선 w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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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매개변수 s는 식 (10)과 같이 구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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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이러한 보정 기법을 용하기 이 의 캡쳐된 도

마뱀의 자세를 보여주고 그림 8은 보정기법을 용하여 쇄

골 과 골반 의 치를 보정하고 쇄골 의 수직방

향 회 을 보정한 도마뱀 모델의 자세를 보여 다. 

3. 도마뱀 걸음새 생성

4족 동물의 보행 방식은 걷기(walk), 각의 다리가 동시

에 움직이는 속보(trot), 몸통을 으로 좌우 같은 쪽의 다리

가 동시에 움직이는 측 로(pace), 후 같은 쪽의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질주(bounce)로 구분할 수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턱수염도마뱀이 속보로 움직이는 동작을 분석하여 

걸음새를 생성하 다. 그림 9는 걸음새를 생성하는 흐름도

를 보여주고 있다. 도마뱀의 모션 캡쳐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구학 모델에 용이 가능하도록 보정하여 기구학 라미

터를 결정하고 역기구학 해석을 통하여 얻은  궤 을 

기구학 모델에 용한다. 기구학 모델의 시뮬 이션을 통하

여 얻은 동작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 주기의 걸음새 패턴을 

추출한다. 캡쳐 데이터의 오차로 인한 걸음새 패턴의 오차

를 보정하고 역기구학 해석을 통한 궤 을 동역학 시뮬

이터에 용하게 된다. 

그림 7 캡쳐된 도마뱀 자세

Fig. 7 Captued Lizard posture

그림 8 보정기법을 용한 도마뱀 모델 자세

Fig. 8 Lizard model posture after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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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걸음새 생성 흐름도

Fig. 9 Gait generation flowchart

도마뱀의 동작 측정은 여러 번에 걸쳐 수행하 으나 최종

으로 총 5 차례의 의미있는 보행 자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1회 당 4~6 걸음을 걸어 총 25 걸음의 보행 

자세를 측정할 수 있었다. 왼쪽 뒷발이 지면을 닫는 때를 

걸음의 시작 으로 하여 보행 패턴을 분석하하 다. 측정 

결과 한 걸음을 걷는데 평균  0.56 가 걸렸으며 보행 주

기 동안에 지면에 발이 닿아있는 비율인 디딤율 (duty)은 

평균 0.42 이다. 한 걸음동안 평균 약 11 cm를 약 20 

cm/sec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사람에 의하여 

애완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턱수염도마뱀을 상으로 측정하

으므로 야생의 턱수염도마뱀은 훨씬 빠른 것으로 상되

며 한 상 도마뱀이 측정된 이동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

도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 다. 표 1은 이러한 측

정 결과를 보여 다. 매 걸음마다 디딤율의 편차가 심하고 

최고 0.63에서 최  0.16 까지 측정이 되었다. 디딤율이 낮으

면 이동 속도가 빠를 것으로 상되었으나 디딤율과 속도와

는 일치하지 않았다. 일 로 동일한 디딤율을 가지는 걸음

이지만 이동속도는 차이가 많아서 최고로 빠르게 이동한 걸

음 구간과 최  속도 걸음 구간에서의 디딤율은 동일하게 

0.4 이었다.  한 디딤율이 제일 높았던 걸음구간에서의 이

동속도는 26.7 cm 이었고 디딤율이 제일 낮았던 걸음 구간

에서의 이동속도는 20.9 cm 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연 

상태 도마뱀은 매번 같은 주기로 걸음을 반복하지는 않는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 걸음마다 이동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걸음 자세를 분석하여 보면 유사한 보행 패턴은 가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림 10의 발

목 의 궤 을 살펴 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턱

수염도마뱀 발목이 x 방향으로 이동할 때 발목 의 움직

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 10(a)는 모션캡쳐 시스템 좌표

계를 기 으로 한 XY 평면상에서의 발목  궤 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10(b)는 같은 움직임을 몸통좌표계 기

으로 변환한 궤 이다. 그림 10(b)를 살펴보면 보행시 

앞발과 뒷발이 다른 패턴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평균 최 값 최소값

걸음 주기(sec) 0.56 0.63 0.45

디딤율 0.42 0.61 0.16

이동거리(cm) 11 12.3 10.1

이동속도(cm/sec) 20 27.3 17.9

표 1 측정된 걸음새 변수

Table 1 Measured gait parameter

(a) 기  좌표계 (b) 몸통좌표계

그림 10 XY 평면에서의 발목  궤

Fig. 10 Ankle loci on XY plane

그림 11은 몸통 좌표계를 기 으로 한 걸음 주기 동안의 

발목 의 궤 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2는 한 주기 동안

의 걸음새 변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와 그림 11을 

살펴보면 보폭이나 발간격 등의 변수값이 왼쪽, 오른쪽 발 

사이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앞발과 뒷발 사이에는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발목 높이의 경우에는 격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행시 앞발과 뒷발의 역할이 다르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뒷발은 몸을 추진시키는 역할의 

비 이 큰 반면에 앞발은 방향 환  제동의 역할에 큰 

비 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11(b)의  XZ 평면에서

의 발목  궤 을 보면 보행시 지면을 딛고 있는 다리를 

앞으로 뻗을 때 사람이 달리는 동작과 유사하게 다리를 뒤

로 어느 정도 뻗은 상태에서 앞으로 옮기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다리를 앞으로 내딛는 동작은 뒤로 뻗는 구간, 앞으로 

뻗는 구간, 지면에 착지하는 구간으로 세분할 수 있다. 

(a) XY 평면 (b) XZ 평면

그림 11 한걸음 주기의 발목  궤

Fig. 11 Ankle loci during one cycle

항목 (mm)
앞발 뒷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보폭 60 58 55 48

펼침넓이 10 9 9 7

발 간격 24 25 37 39

최고 발목높이 27 26 21 18

표 2 한 주기 동안의 걸음새 변수

Table 2 Gait parameter during one cycle

그림 12는 보행시 발목의 높이 궤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각방향의 다리가 비슷한 

주기로 움직이지만 주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각 방향의 다리가 지면에 닿는 순서도 일정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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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약 64 %)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먼  지면에 닿는

다. 앞발과 뒷발의 지면을 딛는 시간차는 최  0.04 로 측

정되었다. 

도마뱀 모델의 동력학 모델을 구축하기 하여 냉동 상태

의 턱수염 도마뱀 사체를 그림 13과 같이 기구학 모델의 

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하여 각 부  별로 무게  크기

를 측정하 다. 본 논문의 자들은 선행 연구를 통하여 측

정한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쿠반에놀 도마뱀을 상으로 

Micro CT 촬 을 수행하여 쿠반에놀의 형상데이터를 획득

하 으며 이를 CAD 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 모델

로 복원하여 각 부 별 성모멘트를 구한 바 있다[15].  턱

수염 도마뱀의 각 부 별 성모멘트는 선행 연구에서 획득

한 값을 용하 다. 표 3은 턱수염 도마뱀의 각 부 별 길

이  무게를 보여 다. 

   

그림 12 발목의 높이 궤

Fig. 12 Ankle height trajectory 

그림 13 턱수염 도마뱀 단

Fig. 13 Bearded dragon lizard dissection

그림 14 도마뱀 CAD 모델

Fig. 14 Lizard CAD model

부 질량(g) 길이 (cm)

머리 10.3 3.6

목 1.5 0.8

쇄골 길이 5.9 1.7

가슴 7.8 1.8

복부 10.8 3.6

골반 3.7 1.9

앞발 상완 0.8 2.4

앞발 팔뚝 0.5 1.7

뒷발 허벅기 1.3 2.3

뒷발 정강이 0.6 2.2

손 0.3 2.3

발 0.4 3.1

꼬리

1 2.9 3.1

2 1.7 3.6

3 0.9 4.1

4 0.5 7.7

표   3  턱수염 도마뱀 부 별 길이  질량

Table 3 Length and weight of a lizard

측정된 보행 자세 에서 지면을 딛고 있는 구간이 명확

하고 XY 평면상에서 4 개 발목 궤 이 단순한 걸음 주기를 

선정하여 걸음새 보정 작업을 수행하 다. 그림 15는 보정 

의 한주기 걸음 궤 을 보여주고 그림 16은 보정을 거친 

궤 을 나타낸다. 

(a) XZ 평면 (b) 발목 높이

그림 15 보정 작업  발목의 궤

Fig. 15 Ankle trajectory before calibration

(a) XZ 평면 (b) 발목 높이

그림 16 보정 작업 후 발목 궤

Fig. 16 Ankle trajectory after calibration

캡쳐된 도마뱀의 동작 데이터를 살펴보면 앞 에서 언

한 캡쳐 오차로 인하여 손끝, 발끝의 높이가 지면 아래에 

치하는 경우가 있다. 지면에 딛고 있을 때의 발목의 높이가 

일정하며 걸음 주기 동안 움직임이 연속 이며 좌우 양쪽 

다리의 움직임이 유사하도록 각 임에서의 발목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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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작업으로 수정하 다. 수정된 발목의 치는 앞 에

서 기술한 보정 기법을 용하여 어깨, 고 의 치는 유

지하고 손끝, 발끝의 치는 지면과 일치하면서 고 , 무

릎, 발목이 이루는 평면이 일정하도록 무릎의 치를 보정하

다. 

보정된 한주기 걸음새에 한 역기구학 해석을 통하여 도

마뱀 모델의  궤 을 구하고 이를 동역학 시뮬 이터에 

입력하여 걸음 자세를 평가하 다. 그림 17은 우측 뒷다리

의  궤 을 보여 다. 그림 17에서 붉은 색 선은 걸

음 주기의 기 이 되는 골반 의 궤 이다. 

(a) 고 (j22) (b) 고 (j23)

(c) 고 (j24) (d) 무릅 (j25) 

그림 17 뒷다리  궤

Fig. 17 Hind limb joint trajectories

본 논문에서는 상용 동력학 상용 소 트웨어인 Recurdyn

을 사용하여 속보 걸음새에 하여 동역학 시뮬 이션을 수

행하 다. 그림 18은 도마뱀 모델이 속보로 걷는 동작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18 동력학 모델 시뮬 이션

Fig. 18 Dynamic model simulation

디딤율 0.5로 한 걸음에 8.3 cm를 움직이는 걸음새를 동

력학 모델에 용한 결과 10 걸음을 걷는 동안에 80 cm 이

동하는 것을 확인하 다. 용한 걸음새에 비하여 약 4 %의 

오차가 발생하 는데 이는 보행 기 정지상태에서 걷기 시

작할 때 지면과의 미끄럼이 발생하고 보행  지면과 

시 발생하는 반력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림 19는 발끝

의 궤 을 보여 다. 보행  앞발을 내딛는 동안 발끝과 

지면과의 거리가 용한 걸음새와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지면을 딛고 있는 발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상부 몸통이 

로 약 0.5 cm 올라가기 때문이다. 

  

(a) XY 평면 (b) 발목 높이

그림 19 발목 궤  시뮬 이션

Fig. 19 Ankle Loci Simulation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션 캡쳐 장비를 이용하여 획득한 턱수염

도마뱀의 걸음새를 분석하고 이를 기구학 모델에 용하여 

펼친 자세의 걸음새를 생성하 다. 이를 하여 도마뱀 보

행 데이터로부터 정확한 쇄골  골반 의 치를 찾기 

한 기법을 용하여 동작 데이터를 보정하 으며 보행시 

도마뱀의 쇄골과 골반의 움직임을 반 할 수 있도록 여유자

유도를 가지는 모델 다리의 기구학 해를 구하는 기법을 제

안하여 동작데이터를 보정하 다. 도마뱀의 보행 자세를 분

석하여 걸음새 생성에 필요한 주기, 보폭과 같은 변수들을 

확보하고 추출한 한 주기 걸음새를 수정하고 확보한 변수를 

용하여 걸음새를 생성하 다. 한 턱수염도마뱀의 부

별 생체데이터를 측정하여 동력학 모델을 구축하 으며 동

역학 시뮬 이션을 통하여 생성된 걸음새의 타당성을 검증

하 다. 동역학 시뮬 이션에서 지면과의  시에 발생하

는 미끄러짐과 반발력에 한 부분은 추가 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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