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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shing Lure

Fig. 1 Development of the United States MIT. 

The world's first robotic fish 'Charlie'

Fig. 2 Designed water 

flow in robot fish

1. 서론

1.1 로봇 물고기의 개발 배경
 

 1994년 MIT의 로봇 물고기 개발을 시작으로 지속

적인 발전을 하였다. 현재까지의 로봇 물고기의 

방식은 Fig.1 과 같이 관절마다 서보 모터를 사용

한 방식으로 물고기와 유사한 유영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실제 물고기의 움직임을 표현하기에는 많

은 제어부와 모터 수에 따른 공간,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1] 

 본 연구에서는 Fig.2 와같이 꼬리부에 별도의 

동력 없이 스크류를 이용한 추력에 의해 움직이며 

낮은 속도에서 낮은 속도에서도 물고기의 유영과 

유사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관절의 수에 따른 

물고기의 움직임을 실험적으로 파악하였다.

1.2 로봇 물고기의 설계 배경
 

물고기가  유영하는 운동 형태는 BCF(Body and/or 

Caudal Fin)운동과 MPF(Median and/or Paired 

Fin)운동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2] 

 본 연구에서는 루어의 메커니즘과 유사한 BCF 

운동 형태로 제작된 모형 물고기로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로봇물고기 형상을 Fig.3 과 같은 실제 

루어 형상을 참조하여 설계하였다.

2. 실험용 루어의 설계와 실험방법
 

2.1 실험용 루어의 설계
 

먼저 시판되고 있는 루어의 형상을 기본 형태로 

하고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확대

하여 설계하였다. 설계한 형상을 Fig.4 와 같이 

2관절, 3관절, 4관절로 구분하여 설계했다.

 모형 제작시 총 길이와 폭은 일치 시켰으며 머리는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였다.

Fig. 4  Designed fish model with two, three 

and four joints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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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oint 3-Joint 4-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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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sec]

A 1.32 1.04 0.42 0.21 X 0.12

B 1.32 0.95 0.44 0.25 X 0.13

C 0.39 0.21 X 0.13

D X 0.15

Deviation 
[%]

0 8.3 4.09 8.28 X 8.96

Fig.5 The measured motion of each joint at low 

(1.68 m/s)and high(2.0 m/s)flow velocity 

2.3 물고기의 움직임 정의 
 

물고기 꼬리의 임의의 점은 시간에 따라 물고기 

몸을 중심으로‘Sin파’를 그리며 상하로 움직인

다. 각 관절이 일정한 주기와 진폭을 가지고 움직이

며, 모든 관절의 주기가 일정할수록 물고기의 거동

과 유사하다고 정의할 수 있다.[3][4]

3. 실험방법과 분석
 

3.1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Fig.4 와 같이 설계한 모형을 자체 

제작한 수류시스템을 이용해서 물고기의 움직임

을 관찰했다. 측정된 각 점의 변위를 측정한 뒤  

Curve Fitting을 통해 평탄화된 그래프로 주기를 

파악했다.

3.2 실험분석

 

Table 1 Cycles of each joint

 

   4.결론
 

  2관절과 3관절을 갖는 물고기 모형에서는 모든 

속도에서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며 4관절의 형상은 

고속(2 m/s)에서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4관절에서는 

관절에 의한 수류의 흐름이 뒤쪽의 움직임을 방해

하고 운동저항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실험 결과 2관절과 3관절의 형상 모두 저속

(1.68m/s) 및 고속에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으

나, 2관절의 물고기형상에서 주기의 편차가 평균 

4.15%이고 3관절은 6.18%로 2관절에서 더 낮은 

편차가 발생했음으로 2관절의 물고기형상이 가장 

물고기의 거동과 유사한 움직임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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