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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어 

해양으로의 진출과 해양자원의 개발이 매우 용이한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해양자원의 개발에 있어 

수중이라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수중로봇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의 

경우 시계가 탁하고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프로펠러 

추진기와 광학식 카메라의 의존도가 높은 기존의 

수중로봇은 우리나라의 서해, 남해에서 활용하기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섯 개의 다리를 장착한 

해저보행로봇 크랩스터(CR200)가 개발되어 시험운용에 

있다.(1~3) CR200 은 조류가 존재하고 시계가 불량한 

해저환경에서, 기존의 수중로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해저  관측과  수중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중 

보행로봇으로서 조류극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Key Words: Crabster(크랩스터), Hydrodynamic Force(동유체력), Stability Analysis(안정성 해석), Tidal Current 

Environment(조류환경), Seabed Walking Robot(수중보행로봇)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해저보행로봇 크랩스터(CR200)의 전방 입사 조류에 대한 동적 전복안정성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CR200 은 우리나라 근해 환경의 특징인 강조류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몸체도 유체역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해저보행로봇의 동적 전복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육상보행로봇의 동적 전복안정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수중환경에 맞도록 전복 판별식을 재정의하고 이를 

이용해 전방 조류에 대한 동적 전복안정성을 시뮬레이션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류속도가 변할 

때 CR200 의 자세변화에 따른 유동해석 결과를 이용하였다. 또한 CR200 의 지지다리를 이동하여 전복축

의 위치가 바뀌었을 경우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전복축의 이동에 따른 CR200 의 전복안정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dynamic tumble-stability analysis of a seabed-walking robot named Crabster 

(CR200) in forward-incident currents. CR200 is designed to be operated in tidal-current conditions, and its body shape 

is also designed to minimize hydrodynamic resistances considering hydrodynamics. To analyze its tumble stability, we 

adopt the dynamic stability margin of a ground-legged robot and modify the definition of the margin to consider tidal-

current effects. To analyze its dynamic tumble stability, we use the estimated hydrodynamic forces that act on the robot 

in various tidal-current conditions, and analyze the dynamic tumble-stability margin of the robot using the estimated 

results obtained for the various tidal-current conditions. From the analyses, we confirm the improved tumble stability of 

the robot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the tumble axis caused by the supporting points of the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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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ulti-legged subsea walking robot, Crabster 

 
이러한 수중 보행로봇 크랩스터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 하나는 수중에서 조류를 만났을 때, 

조류에 의해 로봇이 전복되지 않도록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이다.(4) 빠른 조류가 존재하는 천해 

환경에서는 조류에 의해 몸체에 작용하는 

동유체력이 해저로봇의 주된 외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조류력의 추정과 

이에 의한 로봇의 전복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육상 

보행로봇의 전복안정성 개념을 수중 환경에 

맞도록 수정하여 해저 보행로봇의 전복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정의 하였다. 

육상에서 운용되는 다족 보행로봇의 전복안정성은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정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적 

안정성은 지면을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접점들로 

이루어진 지지다각형 안에 무게중심의 투영점 위치로 

로봇의 전복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5) 로봇의 

무게중심점이 지지다각형의 바깥쪽에 있으면 

불안정하고 무게중심이 다각형의 안쪽에 있으면 

안정하다는 개념이다. 보행로봇의 정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수 십년 동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되어 왔다. 로봇의 지지다각형 모서리와 

무게중심간의 거리를 이용해 안정여유도를 구하는 

방법(5~8)과 이동에 따른 무게중심의 높이 변화를 

고려한 전복 안정여유도(9)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무게중심점의 위치에너지를 고려하여 안정여유도 

측정의 효율성을 개선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0~12) 

이러한 정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로봇의 

운동, 지형, 외력에 대한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적 전복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로봇의 동적 전복안정성은 로봇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고려하여 전복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를 위해 지지다각형에 

존재하는 전복축에 대한 합력과 모멘트합을 이용한 

동적 전복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13) 전복 

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동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4) 하지만,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모두 육상로봇에 국한되어 있으며, 조류의 

영향을 고려한 수중보행로봇의 전복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천해용 해저보행로봇 CR200에 대하여 

우리나라 천해 수중환경의 특징인 강조류환경을 

가정하여 수중 로봇의 동적 전복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육상로봇의 경우 동적 안정성 판단을 위해 

보행 중 다리 움직임에 의한 영향을 이용하였지만, 수중 

로봇의 경우 다리는 해저면에 고정한 채 몸체에 

대한 조류의 영향만을 고려하여 동적 전복안정성을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몸체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해 전방 입사 조류의 영향을 

고려한 수중로봇의 동적 전복안정성을 해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조류력에 대한 동적 

전복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방향 별 

입사조류에 대하여 전복안정성 해석을 수행해야 

하지만, 수립된 조류극복 전략과, 조류의 방향 변화가 

약 6 시간을 주기로 일어나는 것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방 입사조류로 해석조건을 한정하였다. 

2. 시스템 구성 및 조류극복 전략 

2.1 시스템 구성 

CR200 은 Fig. 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견마형이 

아닌 게나 거미와 같은 형태의 보행로봇이다. 

몸체의 길이와 폭은 2.4 m 이며, 다리의 길이는 1.54 

m 이다. 몸체의 높이는 약 1.2 m 이고 로봇이 

일어섰을 때의 최대 높이는 약 1.8 m 이다. 공기 중 

총 중량은 약 680 kg, 수중중량은 약 200 kg 이다. 

CR200 의 몸체에는 해저탐사를 위한 여러 가지 

장비탑재를 위해 충분한 공간 확보가 요구되지만, 

뭉툭하고 각진 사각기둥 형태의 일반적인 몸체 

형상은 조류 속에서의 유체역학적 특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몸체의 형상은 유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FRP) 

으로 만들어진 외피를 장착하여 CR200 의 

유체역학적 특성을 개선하였다.  

CR200 은 경량화와 유체공학적 형상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  몸체의  프레임을  탄소  섬유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15,16) 수중 이동을 위한 여섯 

개의 다리는 몸체의 양 옆으로 장착되고,  왼쪽 

전방부터 1, 2, 3번 순으로, 오른쪽 전방부터 4, 5,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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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view of equipped devices, body frame, 

and the legs 
 

순으로 정하였다.  CR200 의 몸체에는  조류의 속도를 

계측하기 위한 초음파 유속계(ADCP)가 위 쪽에 

장착되고, 몸체의 기울기 계측을 위한 자세측정장치 

(AHRS)가 설치되어 있다.  제어 및 전기 시스템을 

위한 두 개의 내압용기와 분전함, 광학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악시계 환경 극복을 위한 스캐닝 

소나와 초음파 카메라가 장착된다. 여섯 개의 다리는 

24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로봇팔 작업 시 

30관절). 각 관절은 BLDC 모터와 하모닉 드라이브로 

구성되어 있고, 내압 수밀 방식으로 제작하고 FRP 로 

씌워 유선형 형상을 이루도록 하였다. 자세한 시스템 

구성 및 세부 사양은 Fig. 2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2.2 조류극복 전략 

CR200 의 개발 목적이 조류가 존재하는 천해 

환경에서 정밀한 관측과 로봇 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류환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류의 극복을 위해서는 CR200 의 

전복위험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17) 

① CR200 의 안정성은 해저면과 로봇의 발끝 

사이의 기계적인 접촉으로 확보되며 항상 세 

다리 이상을 지면과 접촉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해저로봇은 몸체의 방향과 종동요각(Pitch)을 

조절하여 안정성을 개선하며 몸체의 방향은 

조류의 방향으로 향하고, 종동요각은 저항력을 

저감하고 지면방향으로 양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어한다. 

③ 발끝의 접지력을 계측하여 접지력의 중심이 

발끝 지지다각형의 중심에 놓이도록 몸체의 

전후좌우 위치를 제어한다. 

④ 해저로봇은 발끝과 지면의 접촉점을 선택하여 

안정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복축을 

이동시킨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CR200 

PARAMETER VALUE 

Size (m) 2.4(L)× 2.4(W) 

× 1.2(H) 

Weight (Kg) 

Frame weight (Kg) 

681  

62 

Max. ground clearance (m) Over 0.5 

Number of legs 6 

Max. walking speed (m/sec) 0.5 

Max. depth of water (m) 200 

Max. endurable current (knot) 3 

Power supply (volt) 150-190 

 

 
(a) 

 
(b) 

Fig. 3 Coordinate system of CR200 for dynamic stability 
analysis 

 

3. CR200 의 유체력 하중 

3.1 좌표계 설정 

CR200 의 전복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좌표계

를 Fig. 3(a)과 같이 설정하였다. CR200의 좌표계는 

오른손 법칙에 의해 정의하고, 몸체의 중앙에서 2, 

5 번  다리가  장착되는  축  위에  몸체좌표계 

(x , y , )Body

xyz B B BO z 를 x 축이 로봇의 전방을 향하도록 

위치시킨다. 기준좌표계 ( , , )Ref

xyz R R RO x y z 는 고정좌

표계이며 몸체좌표계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설정하

였다. 일반적으로 부력중심은 물체의 체적 중심에 

형성되고, 무게중심은 그 아래 위치하게 되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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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ydrodynamic force analysis using ANSYS-
CFX(20) 

 

게 중심과 부력중심간의 거리에 따라 정적 복원력

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정적인 힘으로 무게중심

과 부력중심의 위치와 몸체의 기울어진 각도로 계

산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적 복원력 보다

는 동적 유체력에 의한 전복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을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몸체의 종동

요각(Pitch angle)은 θ  로 표기하였다. 

조류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조류극복 시 여섯 개

의 발끝과 지면은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며

 위치는 Fig. 3(a)에서 보는 것과 같다.  

전방에서 유입되는 조류에 의해 로봇이 전복된다면 

두 뒷다리(3, 6 번 다리)와 지면과의 접촉점을 잇는 

직선을 중심으로 전복이 발생하며 이 직선을 

전복축(tumble axis)으로 정의하였다. 몸체좌표계로부터 

전복축의 위치벡터는 R , 몸체의 중량과 부력은 각각 

GF  와 BF , 저항력과 양력은 DF  와 LF  로 

정의하고, hM 은 조류에 의해 발생하는 회전력이다 

(Fig. 3(b)). 조류는 로봇의 전방에서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고 가정하며, 해저면의 저질, 평평도 등 

경계조건에 따른 영향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3.2 CR200의 유체하중 추정 

조류환경에서  CR200 의  자세변화 (종동요각 

변화)에 따라 CR200 의 몸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추정하기 위해 Fig. 4 와 같이 ANSYS-CFX 패키지를 

이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ANSYS-

CFX 는 CR200 주위의 유체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난류 유동의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포함한 Reynolds-averaged Navier-Strokes 

방정식을 풀어 몸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추정하였다.(18) Fig. 5 는 CR200 몸체의 종동요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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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ydrodynamic force and moment with respect to 
the pitch angle 

 

–50°에서  +50°까지  변할 때 ANSYS-CFD 를 통해 

계산된 유체하중 및 모멘트를 나타낸다. 몸체에 

작용하는 유체 저항력( DF ) 은 –10 ° 에서 최소이고 

종동요각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양력( LF )은 약 –

15 °에서 0 이며, 0 ~ 30 °  사이의 구간을 제외하면 

종동요각에 선형으로 나타났다. 0 ~ 30°  구간(몸체를 

앞으로 숙이는 구간)의 비선형성은 몸체 상부와 

하부의 비대칭적 형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종동요각 방향의 모멘트( hM )는 약 0 °에서 0 이고 

종동요각에 따라 S 자형으로 나타났다. 유속이 

1m/s 일 때, 몸체에 작용하는 저항력은 –50 °에서 약 

55kg 이고, -10 ° 에서 약 15kg 으로 나타났다. 

무차원화를 수행하기 위해 조류의 투영면적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본 해석의 경우 주어진 

크기와 형상을 가지는 로봇에 대해 유속의 변화에 

따른 유체력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유체력과 그에 의한 모멘트를 조류 속도에 대하여 

정규화시켜 사용하였다.  

4. 조류환경에서의 안정성 해석 

4.1 조류를 고려한 동적 전복안정 여유도 

다족로봇의 전복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봇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가 로봇의 전복성을 

증가시키는 힘과 모멘트를 상쇄시킬 수 있어야 한다.(19) 

Lin 과 Song(13)은 이러한 다족로봇의 전복안정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동적 전복안정 여유도를 정의하였다. 

육상 다족로봇의 동적 전복안정 여유도(Dynamic 

Stability Margin)는 로봇의 다리가 지면을 지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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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각 다리의 지면 접촉점들을 연결한 지지 

다각형의 각 모서리에 대한 로봇과 지면 사이의 

상호작용력에 의해 유기되는 최소 모멘트를 

무게에 대해 정규화(weight normalizaton)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9) 
 

 
( )

min min
ii

DSM

M
S

mg mg

⋅ × +  
= =   

   

i R R
e F P M

  (1) 

 

여기서, 
i

P 는 로봇의 COG(Center of gravity)에서 i  

번째 지지 발끝까지의 위치벡터이고, 
R

F 와 
R

M  은 

각각 로봇과 지면 사이에 작용하는 합력과 모멘트 

합벡터이다. 
i

e 는 지지 다각형 주위를 시계방향 

순서로 정해지는 지지다각형 모서리의 단위벡터이다. 

만약 모든 모멘트가 양이면 시스템은 안정하다. 

육상 다족로봇의 동적 전복 안정여유도를 

수중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로봇에 작용하는 

힘과 조류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식 (1)을 

재정의해야 한다. 로봇이 평탄한 지면에서 정지해 

있고, 몸체가 조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조류환경에서의 수중로봇의 안정성여유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D L G B R h

WDSM

F F F F R M MM
S

mg mg

+ + + × + +
= =   

  (2) 
 

이 때, RM 은 로봇에 작용하는 동적 모멘트로서 

로봇의 매니퓰레이터나 다리 등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모멘트이다. CR200 이 정지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면 RM  은 무시할 수 있다. hM 는 조류에 

의해 발생하는 로봇 몸체에 대한 동적 모멘트이다. 

 

4.2 조류환경에서의 CR200 에 대한 동적 전복안정 

여유도 해석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은 조류가 센 지역으로서 

연안의 최대 조류는 지역별로 0.8~1.7m/s 정도로 

조사되었다. CR200 의 조류극복 성능 지표가 

2knot(1m/s) 내 작업가능, 3knot(1.5m/s) 생존 

가능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CR200이 0 ~ 2 m/s 

인 조류환경에 있을 때, 몸체의 종동요각 변화에 

따른 동적 전복안정 여유도를 전복축의 위치가 

몸체중심에서 가장 가까울 경우(0.5m)와 먼 

경우(0.8m)에 대하여 구하였다.  

Fig. 6 은 전복축이 몸체좌표계의 중심으로부터 

0 . 5m 떨어진  곳에  위치할  때  동적  전복안정 

여유도를 보여준다. WDSMS 이 양수일 때 로봇은 

조류에  대해  안정하고 ,  음수일  때  불안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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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ynamic stability margin of the robot with respect 

to pitch angle and current speed at tumble axis 0.5 m 
away from 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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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ynamic stability margin of the robot with respect 

to pitch angle and current speed at tumble axis 0.8 m 
away from COG 

 

WDSMS 이 0 일 때 로봇은 전복되기 시작한다. 조류가 

흐르지 않을 때 CR200 은 모든 종동요각에 대하여 

일정한 전복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력과 부력 등 정적인 힘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종동요각이  음의  값을  가질  때  조류의 

속도가 증가하면 로봇의 전복 안정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  반면  종동요각이  양의  값일  때 

조류의  속도가  증가하면  로봇의  전복안정성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류가 로봇의 몸체를 

중력방향으로 누르는 효과를 내어 로봇의 전복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또한 조류의 속도가 1.0 m/s 미만일 경우 로봇은 

전 구간에서 전복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류의 속도가 1 m/s 일 경우, 로봇은 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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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3D Dynamic stability margin of the robot with 

respect to various pitch angle, current speed and 
position of tumble axis from COG (graph in 
bottom : tumble axis is 0.5m away from COG, 
graph in top : tuble axis is 1.0m away fromCOG) 

 
요각이 –40 °까지 전복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동요각이 –10 ° 이상일 경우 모든 조속조건에서 

전복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Fig. 7 은 CR200 의 뒷다리(Leg3, Leg6)를 

몸체중심에서 0.8 m 떨어진 위치로 이동하였을 

경우 조류에 따른 동적 전복 안정여유도를 보여준다. 

조류의 속도가 0 인 정적 상태에서 전복 

안정여유도는 기존 위치에 비해서 약 60% 

개선되었다. 이는 무게중심에서 전복축이 기존에 

비해 더 멀어졌기 때문이다. CR200 은 조류의 속도가 

1 m/s 이하일 경우 전구간에서 전복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속이 1.5 m/s 와 2 m/s 일 경우, 

종동요각이 약   –25 °와 –15 °에서 각각 전복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종동요각이 15 °  이상으로 

유지되면 로봇은 0 ~ 2 m/s 까지의 조류조건에서 

안정하다. 즉, 전반적인 안정성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은 조류의 속도와 종동요각의 변화에 

따른 동적 전복안정 여유도의 변화를 3 차원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조류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로봇의 종동요각이 음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로봇의 

전복안정 여유도는 작아지지만 지지점 이동에 의한 

안정성 개선 효과는 줄어든다. 이는 몸체의 

종동요각이 감소하면서(몸체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몸체에 작용하는 양력은 증가하지만 저항력은 

양력의 반대방향으로 커져 두 힘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몸체의 종동요각이 양의 

방향으로 커지면(몸체가 앞으로 숙여지면) 몸체에 

작용하는 양력과 저항력이 같은 방향으로 커지게 

되어 전복안정성이 증가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천해용 해저보행로봇 CR200 에 

대한 조류환경에서의 조류극복 전략과 동적 전복 

안정성을 제안하였다. 수중 보행로봇에 대한 동적 

안정성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육상 보행로봇에 대한 동적 전복안정 여유도의 

개념을 이용하여 조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수중 

보행로봇의 동적 전복안정 여유도를 유도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CR200 이 조류극복을 

위해 자세제어를 수행할 경우, 전방 조류에 대한 

동적 전복안정 여유도를 구하였다. 

자세제어각(종동요각)과 조속 변화에 따른 

여유도의 변화를 구하여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조류의 속도와 자세제어각의 범위를 구하여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의 조류환경에서 

해저보행로봇 CR200 의 동적 전복안정성을 

해석하였다. 또한 지지 다리의 접지점 이동에 

따른 전복안정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천해용 해저보행로봇 CR200 의 

조류환경에 대한 동적 전복안정성을 판별하여 

실제 서남해안에서 로봇의 운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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