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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sh generates large thrust through an oscillating motion with a compliant joint of caudal fin. The compliance of caudal fin 

affects the thrust generated by the fish. Due to the flexibility of the fish, the fish can generate a travelling wave motion which is 

know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fish. However, a detailed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lexible joint and the thrust 

generation is needed. In this paper, the compliant joint of a caudal fin is implemented in the driving mechanism of a robotic fish. By 

varying the driving frequency and stiffness of the compliant joi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ust generation and the stiffness of 

the flexible joint is investigated. In general, as the frequency increases, the thrust increases. When higher driving frequency is applied, 

higher stiffness of the flexible joint is needed to maximize the thrust. The bending angles between the compliant joint and the caudal 

fin are compared with the changes of the thrust in one cycle. This result can be used to design the robotic fish which can be operated 

at the maximum thrust condition using the appropriate stiffness of the compliant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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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수중로봇에 대한 연구는 어류와 돌고래와 같은 수중동물

들의 몸체 움직임과 꼬리 지느러미의 움직임을 모사하는 것

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수중동물들의 

수영 능력은 생물학자들이 예측한 것 보다 높은 추력을 발생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1] 이러한 움직임을 수중로

봇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프로펠러를 이용한 수중로봇보다 수중동물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는 것이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2].  

수중동물들이 수영하는 방법은 몸체와 꼬리 지느러미를 

주로 이용하는 BCF (Body and/or Caudal Fin) 운동과 중간이나 

옆지느러미를 주로 이용하는 MPF (Median and/or Paired Fin)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3]. 특히 빠른 수영을 위해서는 

BCF 운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몸체나 꼬리 지느러미

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몸체와 꼬리 지느러미가 

수중동물의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움직여지면서 만들어

내는 진행파는 수중동물의 수영의 효율과 추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진행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로봇 물고기들이 여러 개의 링크와 관절,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다[4,5]. 

그러나 실제 수중동물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진행파를 만

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링크와 관절,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적은 수의 링크와 관절, 액추에이터를 사용

하면서도 진행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한 재료를 사용하

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였다. Alvarado 등은 유연한 

몸체를 실리콘으로 제작함으로써 간단하고 튼튼한 로봇 물

고기를 제작하였다[6,7]. 이 로봇 물고기는 물고기가 진동하

여 만드는 진행파를 하나의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완벽하

게 구사할 수 있었다. Tangorra 등은 옆지느러미와 꼬리 지느

러미에 유연한 재료를 이용하여 그 움직임에 변화를 주었다. 

즉, 지느러미에 평평한 운동, 롤링 운동, 파도 모양 운동, 컵 

모양 운동 등을 형성하면서 이 변화에 따른 추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8]. 이와 같이 로봇 물고기를 제작함에 있어서 기

존에 알루미늄, 철과 같은 강성 재료에 실리콘과 우레탄과 

같은 연성 재료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추력을 증진시키고 실

제 수중동물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몸체와 꼬리 지느러미의 강성변화에 따른 추력의 

변화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가 로봇 물고기 연구분야에서 진

행되어 왔다. Low 등은 주파수, 꼬리 지느러미의 가로세로비, 

스프링 계수 등을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추력을 측정하였

으며, 실험을 통한 식을 생성하였다[9]. 지느러미의 유연성 

변화에 따른 효율과 최대추력의 변화를 측정한 실험결과에

서는 연성 재질을 이용한 지느러미가 강성 재질을 이용한 지

느러미보다 27% 이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0]. 또 다

른 연구로는 오스트라키폼 물고기 로봇의 움직임을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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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에 대한 조인트 위치 변화에 따른 추력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있다. 이 연구는 탄성 조인트 위치 변화로 

인하여 추력이 변화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11]. 강성 

변화에 따른 이론적인 연구로는 꼬리 지느러미의 움직임을 

액추에이터에 스프링을 장착한 모델로 분석한 것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최적화된 탄성 계수를 적

용하면 꼬리 지느러미를 동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와 유연한 재료를 적용한 관절에 따

라 로봇 물고기의 추력이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로봇 물고기 설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론

적으로 탄성 계수에 따라 최적화된 에너지 비용을 산출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실질적으로 탄성 관절의 영향에 대한 실험

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로봇 물고기 설계

를 하기 위해서는 모터에서 꼬리 지느러미로 전달되는 힘을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속도로 로봇 물고기가 진

행한다는 것을 계산 및 예측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에 사용되는 이론을 이용하려면 유체의 속도가 반드시 필요

하다. 이는 유속이 없는 잔잔한 물 속에서 물고기가 정지한 

상태에서 전진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제작했던 유연한 몸체를 적용한 로봇 

물고기의 성능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13] 실제 로봇 물고

기 설계에 있어서 구동 주파수에 따른 최대 추력을 낼 수 있

는 유연한 관절의 강성을 파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14]. 

수직으로 제작된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유효한 추력을 측정

하였으며 이를 초고속 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하여 측정한 수

동적인 유연한 관절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구부러지는 각

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수동적인 유연한 관절을 로봇 

물고기에 적용함으로써 이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사용 주파

수에 맞는 추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실제 로봇 물고

기 설계에 적용하였다.  

 

II. 유연한 관절을 이용한 로봇물고기 개념 

유연한 관절을 이용한 로봇물고기의 움직임은 실제 수중

동물의 움직임에서 모사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봇 물고기에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방법은 많은 수의 

강성 링크, 관절과 액추에이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연성 재료

를 이용하여 수동적인 유연한 관절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림 1과 같이 철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강성 재질을 이용

하여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링크, 

관절과 액추에이터를 이용할수록 보다 부드러운 곡선의 움

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그림 1의 오른쪽에서와 

같이 연성 재질을 이용하여 로봇 물고기의 관절을 구현하면 

간단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

는 기존에 그림 2와 같은 로봇 물고기를 제작하여 실험하였

다[14]. 유연한 몸체를 가진 로봇 물고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SDM (Shape Deposition Manufacturing)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로

봇 물고기 몸체를 제작하였다[15,16].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

된 로봇 물고기의 움직임은 그림 2(b)와 같이 나타난다. 하나

의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곡선의 움직임을 구현

하는 로봇 물고기를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로봇 물

고기는 기존의 강성 링크와 관절 등으로 구현된 로봇 물고기

보다 실제 물고기와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었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하기 용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작한 유연한 로봇 물고기가 최대한 효율

적이고 추력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강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였다. 로봇 물고기의 구동 주파수, 

수영 속도 등에 따라 최대의 효율과 추력을 발생할 수 있는 

연성 재료의 강성에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

험 결과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로봇 물고기의 구동 주파수에 

따른 최적의 연성 재료의 강성을 경향을 파악하여 이를 실제 

로봇 물고기 설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실험장치 

유연한 재질로 이루어진 관절의 강성 변화에 따른 추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봇 물고기의 구동장치만 실험장

치에 구현하였다.  

 

그림 1. 관절에 사용된 재질에 따른 로봇물고기의 움직임 모

식도. 

Fig.  1. The concept motion of robotic fish depending on rigid or 

compliant materials. 

그림 2. (a) 유연한 로봇물고기 제작 순서도, (b) 유연한 로봇

물고기 움직임. 

Fig.  2 (a)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compliant robotic fish, (b) 

Motion of the compliant robotic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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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장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propulsion system. 

Mass Approx. 900 g 

Dimension 310 mm  x  60 mm  x  160 mm 

Actuator Maxon DC Motor(RE35) with Encoder 

Driver Maxon ADS50/5 Speed Controller 

Power source 350W Power Supply 

Materials Astile, Acryl 

 

 

그림 3. Scotch-yoke 시스템을 적용한 구동장치 설계도. 

Fig.  3. Design of the driving mechanism with scotch yoke system. 

 

 

그림 4. 다른 재질을 적용한 관절이 있는 꼬리 지느러미 도

안. 

Fig.  4. Design of the caudal fin with joint. 

 

표 1의 사양에서와 같이 로봇 물고기를 구현하는 데 브러

시리스 모터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로봇 물고기를 제작

하는데 사용하는 서보모터는 로봇 물고기의 가동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반응하는 시간에 따른 한계로 움직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서보모터를 이용할 경우에 2.5 Hz 이상의 구

동에서 진폭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브러시리

스 모터를 사용하여 진폭이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이

러한 브러시리스 모터를 이용하여 왕복운동을 구현하기 위

하여 그림 3과 같이 Scotch-yoke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17]. 

이 메커니즘을 사용함으로써 구동 주파수가 모터 자체의 반

응속도가 아니라 회전속도에 제한되기 때문에 구동 주파수

에 맞추어 회전 수를 제어하면 원하는 구동 주파수에서 실험

이 가능해진다. 

로봇 물고기 꼬리는 그림 4와 같이 관절의 강성 변화를 주

기 위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꼬리의 모양은 실

제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의 모양을 본 떠 실제 모양을 축소

하여 제작하였으며, 다양한 강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9가지 

조건을 구성하여 강성의 변화를 주었다. 강성 재료는 아크릴 

1.7 mm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과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두께를 변화시켜 

꼬리 지느러미 관절의 강성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꼬

리 지느러미 재질 자체는 아크릴로 고정함으로써 꼬리 지느

러미관절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봇 물고기 구동부의 추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힘 

센서를 그림 5와 같이 수직 방향의 힘을 측정할 수 있도록 

부착하였다. 꼬리 지느러미가 움직일 경우에 발생하는 유체

의 흐름이 수조의 벽에 반사되어 다시 꼬리 지느러미에 미치

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수조의 깊이를 꼬리 지느러미 길이

의 5배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수조의 옆면에는 

반사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스펀지를 설치하여 최대한 

반사되는 유체의 흐름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로봇 물고기 구동부의 움직임과 힘 센서 데이터는 National 

Instrument사의 CompactRIO를 이용하여 제어하고 분석∙ 처리

하였다. 유연한 관절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Photron 

FASTCAM-APX RS 초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유

연한 관절의 움직임과 추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 저장

하여 동기화 하였다. 또한 추력 데이터를 Savitzky-Golay 평활 

필터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18]. 이 필터는 시간에 따라 평

균을 구하는 time-averaging 방법과 비교하여 기본 데이터의 

피크와 폭을 보존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  

실험의 제어변수는 표 2에서와 같이 주파수를 0.5 Hz에서 

3.2 Hz까지 6단계로 변화시켰으며, 꼬리 지느러미 관절의 재

질은 9 가지 조건으로 변화를 주었다. 주파수는 수조의 길이

와 모양에 따라 발생하는 정상파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주파

수를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 2에서와 같이 0.5 

Hz, 1.0 Hz, 1.6 Hz, 2.2 Hz, 2.7 Hz, 3.2 Hz로 변화를 주어 수조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하였다. 

각 주파수마다 9가지의 재질 조건을 실험함으로써 총 54 

가지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재질의 강성은 인장기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그림 6에 표시되어 있

 

그림 5. 실험장치 배치 및 유연한 관절을 적용한 꼬리 지느

러미를 부착한 구동장치 [14]. 

Fig.  5. The layout of the experimental setup and the driving device 

with the caudal fi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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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연한 관절에 사용한 재질은 최대한 고르게 강성 분포

를 가질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IV. 유연한 관절을 적용한 추력 실험 결과 및 적용 

1. 유연한 관절의 기하학적 정의 

유연한 관절의 기하학적인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

에서 초고속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Xcites사의 동영상 분

석 프로그램인 ProAnaly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

램은 각 지점 사이의 거리, 속도, 각도 등을 자동적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성 재질로 이루어진 관

절로 인하여 구부러지는 각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7에서와 같이 연성관절에 의하여 구부러지는 각도를 

Scotch-yoke 메커니즘이 움직이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온 수직선을 영점으로 잡고 시계방향으로 구부러지는 

각도를 음으로 하였고, 반시계방향으로 구부러지는 경우는 

양의 값을 갖도록 정의하였다. 구부러지는 각도는 꼬리 지느

러미가 한 주기를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를 측정하

였다. 

2. 추력 실험 결과 

그림 8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증가하면 추력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관절의 강성이 

감소함에 따라 추력이 증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든다. 이는 

가동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강성이 큰 관절을 사용하면 같은 

 

그림 7. 꼬리 지느러미와 유연한 관절의 움직임 도해. 

Fig.  7. Schematic drawing of the caudal fin and compliant joint. 

 

 

그림 8. 주파수 증가에 따른 추력을 변화 그래프. 

Fig.  8. Variation of the thrust with the frequency. 

 

주파수 내에서 최대의 강성을 나타내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

한 같은 연성 재질 내에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최대 추력이 

나타나는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J1(1.6 Hz)와 J3(2.2 Hz)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파수가 증가할

수록 최대 추력이 나타나는 강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최

소 추력은 주파수가 증가하면 강성이 낮은 곳에서 나타난다. 

주파수가 0.5 Hz에서 최대 추력은 J1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주파수가 3.2 Hz로 변경되었을 때 J7에서 최대 추력이 발생

한다. 즉,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강성이 높은 재질을 이용하여 

꼬리 지느러미의 관절을 구성할 경우 보다 높은 추력을 발생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로봇 물고기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 

로봇 물고기의 가동 주파수를 고려하여 그 주파수에 맞추어 

꼬리 지느러미 관절의 재질을 결정하여야 최대 추력을 내는 

로봇 물고기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림 9는 추력과 유연한 관절로 인하여 꼬리 지느러미가 

구부러지는 각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 모두 2.2 

Hz에서 구동하였으며, (a)의 유연한 관절에 사용한 재질은 J7, 

(b)에 사용한 재질은 J1이다. 2.2 Hz 결과에서 J7, 그림 9(a)에 

최대추력이 나타나며, 그림 9(b)에서 최소추력이 나타난다. 

꼬리 지느러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 최대추력 

표   2. 제어 변수. 

Table 2. Control parameter. 

Frequency 

(Hz) 
Material of Joint  

Stiffness

(N/m) 

0.5 Polyvinyl chloride (0.4 mm) J1 102 

1.0 Polypropylene (0.5. mm) J2 171 

1.6 Polyvinyl chloride (0.55 mm) J3 236 

2.2 Polypropylene (0.7 mm) J4 292 

2.7 Polyvinyl chloride (0.75 mm) J5 775 

3.2 Polypropylene (1.0 mm) J6 803 

 Polyvinyl chloride (1.0 mm) J7 1666 

 Polypropylene (1.3 mm) J8 1950 

 Acryl (1.7 mm) J9 8780

 

그림 6. 재료의 강성 실험 결과. 

Fig.  6. The stiffness of th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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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파수 별 최대 · 최소 추력 결과. 

Table 3. Maximum thrust and minimum thrust data with the 

frequency. 

Hz 

mN 
0.5 1.0 1.6 2.2 2.7 3.2 

MAX 
재질 J1 J3 J5 J7 J7 J7 

추력 45.1 191.9 507.6 892.9 1152 1349

min 
재질 J9 J9 J1 J1 J1 J1 

추력 19.3 93.6 181.7 180.4 172.9 161.8

 

 
(a) J7 at 2.2 Hz. 

 
(b) J1 at 2.2 Hz. 

그림 9. 추력 결과와 유연한 관절로 인하여 꼬리 지느러미가 

구부러지는 각도 비교. 

Fig.  9. Mapping with the thrust data and motion of the compliant 

joint. 

이 나타나는 경우 추력이 영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

하지 않는 반면, 최소추력이 나타나는 경우 추력이 영점 이

하로 내려가는 구간이 나타난다. 또한 순간적으로 최대 추력

이 나타나는 지점과 꼬리 지느러미의 관절이 최대 각도로 구

부러지는 지점이 최대 추력의 경우인 J7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대 추력이 

발생할 수 있는 꼬리 지느러미 관절의 강성의 조건은 구부러

지는 각도의 최대 혹은 최소값이 나타나는 점과 추력의 순간 

최대값이 나타나는 점이 일치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꼬리 지느러미의 동작 주파수가 증가하면 일반

적으로 추력은 증가한다. 다만, 동일 주파수 내에서 꼬리 지느

러미 관절의 강성에 따라서 최대추력이 나타나는 경향이 변화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낮으면 관절의 강성이 낮은 

꼬리 지느러미에서 최대추력이 나타나게 되며, 동작 주파수가 

높으면 관절의 강성이 높은 꼬리 지느러미에서 최대추력이 나

타난다. 동일 주파수에서 나타나는 최대추력은 주파수가 증

가할수록 꼬리 지느러미의 강성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낸다. 즉, 동일 주파수에서 최대추력이 나타나는 최

적화된 꼬리 지느러미 강성값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결과는 기존 연구 중에 꼬리 지느러미에 스프링을 

부착하고 이를 액추에이터로 가진하는 경우 최적화된 탄성 

계수는 이론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과 전

체적인 연구 방향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3. 실험 결과 적용 

앞의 실험을 통하여 사용 주파수에 따른 꼬리 지느러미 관

절의 강성은 추력을 발생시키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로봇 물고기의 꼬리 지느러미를 설

계할 때 가동 주파수에 따른 강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적

용할 수 있다. 다만, 꼬리 지느러미의 모양과 두께 등의 변수

는 고정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서는 꼬리 지느러미의 기하학적 형상과 그에 따른 추

력의 변화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실험 결과를 

응용하여 실제 로봇 물고기 제작에 이용하였다. 그림 10은 

실제 로봇 물고기 제작에 응용한 모습이다. 유연한 재질을 

꼬리 지느러미 관절에 적용하고 이를 제작 완성하였다. 

 

 

그림 10. 유연한 재질을 관절에 적용한 제작중인 로봇 물고

기의 꼬리 지느러미 모습. 

Fig.  10. Caudal fin joint of robotic fish with compliant material i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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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연성 재질을 적용한 꼬리 지느러미 관절은 실제 수중동물

의 꼬리 지느러미의 움직임에서 착안하여 적용하였다. 유연

한 움직임은 진행파를 생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운동을 가능

하게 한다. 또한 연성 재질을 이용하면, 액추에이터를 증가시

키지 않고도 로봇 물고기의 자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연한 재질을 이용한 꼬리 지느러

미 관절이 꼬리 지느러미의 모양이나 크기가 일정할 경우에 

구동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추력이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하

였다.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증가하면 꼬리 지느러미의 관절

에 사용한 연성 재질의 강성이 높아져야 최대추력이 발생하

게 된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단, 구동 주파수에 따라 최대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적 강성이 존재한다는 경향도 확

인할 수 있었다.  

꼬리 지느러미 관절이 구부러지는 각도와 추력간의 관계

에서 꼬리 지느러미 관절이 최대 혹은 최소로 구부러지는 시

간에 동시에 순간 최대 추력에 도달할 경우, 해당 구동 주파

수에서 최대 추력이 발생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의 강성을 적용하면 로봇 물고기가 최대 추력 조건으로 구동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면 로봇 물고기를 설계할 때 구동 주

파수가 결정되면 최대 추력을 낼 수 있는 꼬리 지느러미 관

절의 강성을 결정할 수 있다. 향후에는 꼬리 지느러미의 모

양과 크기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위의 결과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을 보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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