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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상지형 조사나, 해양 파이프나 

케이블등의 설치를 위한 사전 조사, 환경오염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율수중수송체(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가 연구개발 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정찰이나 감시등을 목적, 항구 정찰, 해양 지질 

조사 등의 분야에 활용되기도 한다[1]. 이러한 

용도로 개발된 자율수중수송체에 있어 핵심 

기술은 주어진 업무 혹은 환경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운동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특정 수중생물의 움직임을 모사하여 

환경 및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움직임을 

로봇에 구현, 자율수중수송체의 업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히 바다 거북이의 경우, 외해에 서식하며, 

하루 평균 이동 거리가 50km 가량 될 정도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형태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 

가장 빠른 파충류이면서 가속보다는 고속 

주행에 적합한 움직임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2]. 이러한 바다 거북 움직임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이를 로봇에 적용할 수 있다면 

넓은 영역에 대한 탐색 및 이동에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모터나 

피스톤 기반의 구동방식에서 이용되는 

링크(link)나 크랭크(crank) 등의 강성 

구조하에서는 거북이의 유연하고 복잡한 

움직임을 모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연성 

복합재(Smart Soft Composite, SSC) 구동기를 

활용한 거북이 로봇이 개발되었다[3]. 지능형 

연성 복합재는 지능형 재료와 방향성 재료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단일 모듈에서 면내 변형, 

면외 굽힘 변형, 비틀림 변형을 구현할 수 

있어, 거북이 플리퍼 움직임과 같은 유연함과 

동시에 복잡한 움직임 모사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연성 복합재를 

활용한 거북이 모방 로봇의 개발에 있어, 거북 

로봇 플리퍼 구동기의 설계 및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플리퍼 구동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2. 플리퍼 구동기 설계 및 제작 
 

바다 거북 플리퍼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능형 연성 복합재 구조체에서 방향성 

재료들의 조합을 통해 롤(roll), 피치(pitch), 

요(yaw) 구동을 생성한다. 특히 롤과 피치 

방향 구동을 위해 비대칭 지지체 구조에 

기반한 파트를 조합하였다.  

 

 
(a) Symmetric 

actuation 

(b) Anti-

symmetric 
actuation 

(c) Twisting 

actuation 

Fig. 1 Schematic diagram of actuating SS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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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icture of turtle flipper and dimension 

 

Fig. 1 의 (a)에서와 같이, 대칭 적층 공정을 

통해, 플리퍼의 대칭 움직임, 그리고 (c)에서의 

비대칭 비틀림 구동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조합을 통해 거북이 영법 모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플리퍼의 형상은 

fig. 2 에 표기된 바와 같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비틀림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와 굽힘-비틀림의 

대칭 구동을 구현하기 위한 지지체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계된 

플리퍼는 총 길이 120 mm 에 너비 42 mm 이며, 

총 3 개의 형상기억합금(SMA) 와이어가 

사용되었다.  

  

3. 거북 로봇 플리퍼 구동 
 

제작된 플리퍼를 거북 로봇의 몸체에 부착 

후, 구동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Fig. 3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선 지지체 상단부에 

위치한 형상기억합금에 전류를 인가하면서 업 

스트로크(up-stroke) 동작이 시작된다. 이어 

지지체 상단부 형상기억합금으로 계속된 전류 

인가로 인해 형상기억합금의 구조가 완전히 

Austenite 상태로 변환되어 최대 변형이 

구현되면, 업 스트로크 동작이 끝나게 된다. 

이어서 지지체 하단부와 비틀림 구동 구현을 

위한 지지체 뒷면에 위치한 형상기억합금에 

전류를 인가함과 동시에 상단부 

형상기억합금의 전류 인가를 중단하게 되면, 

플리퍼가 급격히 비틀리면서 다운 

스트로크(down-stroke) 동작이 구현되게 된다. 

이러한 순차적인 전류 인가를 통해 실제 거북 

구동 형상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   

 

 
 

(a) Actuation mechanism 

at up-stroke 

(b) Actuation mechanism at 

down-stroke 
 

Fig. 3 Actuation mechanism at up/down stroke 

 

4. 결론 
 

거북이 플리퍼의 유연한 움직임을 

모사하기 위한 SSC 구조체의 설계방안과, 이를 

이용한 플리퍼 구동기 설계 및 구동 

메커니즘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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