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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의 생물학적 특징을 모사한 고속주행 다리 메커니즘
Cat-Inspired Leg Mechanism for High Speed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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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엔지니어들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수단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현재는 바퀴를 구동하

여 도로나 철도를 달리는 형태의 교통수단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퀴는 소음과 진동이 작아 

승차감이 좋고 효율이 높아 고속 주행 시스템에 

적합하다. 또한 관련 제조기술이나 분석방식에 대

한 연구의 축적도가 높다. 하지만 바퀴는 포장된 

도로나 철길과 같은 인프라가 전제되었을 경우에

만 성능이 보장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동물은 다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형에 

적응이 가능하며 동시에 뛰어난 이동성을 지니고 

있다. 동물의 이동방식을 모방한 족형 로봇에 대한 

연구와 관심도는 근래에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로봇 플랫폼과 제어 및 보행 알고리

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족형 

로봇의 연구 성과와 발전 가능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로봇의 이동 속도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로봇이 실제 생물처럼 험로

를 민첩하게 이동하는 궁극적 목표의 달성에 앞서 

현재의 느린 속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Boston Dynamics社의 Cheetah 로봇은 현존

하는 가장 빠른 족형 로봇으로써 최대 21 
1eg-length/sec 이상 달릴 수 있다. MIT Leg labo-
ratory의 Planar Biped 로봇은 2족 로봇으로써 최대 

8.8 leg-length/sec의 속도를 낼 수 있다[1]. 이상의 

두 로봇은 유압 구동기를 활용하여 비교적 높은 

속도를 구현하였지만, 구동기의 특성상 효율이 낮

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Institute for Human 
and Machine Cognition에서 개발 중인 FastRunner는 

각 다리에 1개의 구동기를 가지는 2족 로봇으로써 

최대 7 leg-length/sec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2]. 
FastRunner는 모터와 under-actuated시스템을 활용

하여 경량화/고효율을 달성하였지만 아직 시뮬레

이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른 이동성을 가지는 고양이의 

생물학적 특징과 이를 모사한 로봇 다리 메커니즘

의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고양이의 생물학적 특징

고양이과 동물은 유연하고 민첩한 움직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각 동물의 속도를 실제 몸의 

길이를 고려한 상대속도를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가장 빠른 동물은 고양이(52 leg-length/sec)로써 절

대 속도가 가장 높은 치타(47 leg-length/sec)보다 

빠르다[3]. 고양이의 뒷다리는 총 6개의 연속적인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다리에 비하여 크고 강한 

근육 군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양이의 뒷다리는 

보행 중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며 달리는 

동안 무릎과 발목의 각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4]. 이러한 고양이의 생물학적 특징을 

모사할 경우, 간략화/경량화를 통하여 고속 주행에 

적합한 다리 메커니즘의 설계가 가능하다. 

3. 다리 메커니즘

다리 메커니즘은 고양이의 생물학적 특징을 기

반으로 제작되었다. 총 6개의 뼈 중, 발가락을 구성

하는 부분을 통합하여 간략화 하였으며, 각 뼈에 

해당하는 링크의 길이는 실제 고양이 다리뼈의 

길이에 비례하여 설계되었다. 다리 링크를 구동하

기 위한 보조 링크는 고양이의 대퇴근과 아킬레스

건을 모방하여 배치되었으며 링크 사이의 상대 

운동을 생성한다. 메커니즘 작동시 고양이의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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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The hind leg mechanism

패턴을 고려하여 각 링크 및 관절의 각도를 결정하

였으며 아킬레스 링크에 스프링을 삽입하여 지면

으로 부터의 반력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작된 메커니즘은 총 9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자유도를 가진다.(Fig.1)

3. 시뮬레이션

제안된 메커니즘의 동적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

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1의 설계 모델을 

바탕으로 동역학 시뮬레이터를 구성하였으며 지

면과 로봇 다리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은 0.4로 

세팅하였다. 로봇의 이동시 균형을 고려하여 pitch 
및 yaw 방향의 회전 움직임을 제한한 상태에서 

다리 메커니즘의 구동성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

션 수행결과 다리 메커니즘은 최대 7.5Hz의 step 
frequency에도 안정적으로 구동됨을 확인 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주행에 적합한 로봇 다리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양이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로봇 

다리 메커니즘을 설계하였으며 동적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메커니즘의 구동성을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메커니즘의 제작과 더불어 다리 속도 

제어기 및 보행패턴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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