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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은 수중 생물

형태를 본 뜬 로봇으로 물고기 형태의 모양과 수중

유영 기능을 가진 로봇을 의미한다. 프로펠러 방식

의 수중로봇에 비해 소음 및 크기가 작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점 때문에 민수용 뿐 아니라 군사용

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

히 연구되고 있다. 
수중로봇은 환경적 제약으로 유선을 이용한 전

원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전지(Battery)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서는 주기적인 충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자동

화된 충전 시스템이 요구된다. 지상 로봇용 무인

충전 시스템은 로봇 청소기의 사례처럼 이미 상용

화 단계에 있지만 수중로봇을 위한 무인 충전 시스

템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천 환

경의 감시 및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수질환경

감시용 수중로봇 플랫폼(익투스 V5.5)을 기반으로

로봇이 주어진 임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

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화된 충전 시스템을 갖춘

도킹스테이션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그 성능을 검

증하였다.

2. 도킹스테이션의 설계

도킹스테이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로봇의 도킹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실패 확률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수중환경에서

운용되는 특수성 때문에 도킹 실패는 고가의 로봇

을 유실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

로 도킹의 신뢰성 확보가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라

고 볼 수 있다.
도킹과정은 로봇을 수중에서 도킹스테이션 내

부로 유도하기 위한 1차 도킹과 충전단자를 접속하

는 2차 도킹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도킹

메커니즘에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2.1 호밍 메커니즘

로봇이 스스로 도킹지점으로 찾아오는 기술을

호밍(homing) 이라고 하는데, 현재 익투스 로봇의

위치 인식 정밀도가 ±5.0m 로 자체 호밍이 어렵기

때문에 "V"자 형태의 가이드를 이용한 강제 유도

방식으로 로봇이 가진 호밍 능력을 보완하였다.

Fig 1. Robot homing mechanism by guide equipment

2.2 1차 도킹 메커니즘

1차 도킹은 충전을 위한 2차 도킹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가 요구

된다. 로봇이 진입하면 리프트가 상승하면서 로봇

하중에 의한 슬립(slip)에 의해 기본적인 위치 정렬

이 이루어지며, 그리퍼 동작에 의해 로봇의 최종

자세 정렬 및 파지를 통해 1차 도킹이 완료된다.

Fig 2. Lift mo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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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ipping mechanism 

2.3 2차 도킹 메커니즘

 익투스 로봇은 양쪽 측면에 각각 2개의 충전단

자를 가지고 있으며, 충전단자 On/Off 스위치가

배면에 위치하고 있다. 2차 도킹에 필요한 로봇의

충전스위치 동작과 충전단자부의 접촉은 로봇의

자중을 이용한 기구적 메커니즘을 이용하였다. 충
전부에 장착된 근접센서는 로봇의 도킹여부를 판

단하고 충전압 공급을 제어한다.

Fig 4. Recharing mechanism

3. 도킹스테이션의 제작

도킹스테이션의 외곽은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덮개를 씌워 구조적 강성 및 방수성능을 확보하였

으며, 3축의 직선왕복 운동과 1축의 회전운동이

가능한 4축 겐트리 로봇(Gantry-Robot)을 이용하여

도킹스테이션 내부에서 수중 로봇의 이송을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킹스테이션의 수중

설치가 가능하도록 육면체 형태의 플로터(Floater) 
를 이용하여 부력을 확보하였다. 

완성된 시제품의 전체적인 크기는 전장 3.7m, 
폭 5m, 높이 1.9m 정도이며 총 중량은 약 350kg 
이다.

Fig 5. Appearance of docking-station

4. 시험

도킹스테이션 자체 동작테스트를 통해 기능 점

검을 수행하고, 간이 수조 시험을 통하여 부력 및

로봇과의 도킹 테스트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환경 테스트를 통해 조류 및 하천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도킹, 충전 기능에 대한 종합

적인 성능을 검검하였다. 

Fig 6. Actual environment test of docing-station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수중환경에서 운용되는 생체모

방형 로봇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무인 충전 기능

을 갖춘 도킹스테이션의 도킹 메커니즘에 대한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제품을 설계, 제
작하고 실환경 테스트를 통해 도킹스테이션의 기

능,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시험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도킹 테스트를 기반으로

도킹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도킹스테이션을 보

다 소형 경량화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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