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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towfish systems do not have propulsive devices and cannot compensate for perturbation motion, which can affect the observation
data. This paper discusses attitude control of a towfish with elevators on the left and right tail wing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observational
data.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owing point, the center of gravity, and the drag forces produced by the elevators to
clarify whether the elevators can control the attitude of the towfish sufficiently for various positions of the towing point and center of gravity. The
feasible positions of the towing point and center of gravity are defined by mechanical analyses, and simulations are conducted to verify that the
elevators can provide attitude control in these position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at some positions, the elevators can control the attitude
quickly and sufficiently even if disturbances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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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on vector to towing point in xz plane

      Position vector to center of elevator in xz plane

 Weight
 Buoyant force
  Left and right elevator angle

 Synchronous elevator angle

 Area of a single elevator
 Drag coefficient of elevator

 Lift coefficient of elevator

1. 서    론

모선과 케이블로 연결되어 예인되는 수중 예인체는 자체 추력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모선에 연결된 케이블에 의해 이끌려 이동한

다(Go et al., 2016; Buckham et al., 2003; Isa et al., 2014). 이러한 수중 예인체는 운용 및 정비의 편리성으로 인해 최근 민수 및 국방 

분야에서 수중표적 탐지 및 해저자원 탐사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소나(Sonar, Sound navigation ranging)들이 개발, 탑
재되어 운용되고 있다(Park and Shin, 2009; Song and Choi, 2016). 
수중 예인체의 형상은 유체역학적으로 안정된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해상 또는 수중 환경 및 다양한 

운용 환경에 의한 동요에 완벽히 대응하기는 어렵다. 특히 상이한 위치의 배열센서에 수신된 신호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3차원 이미

지를 얻는 간섭합성개구소나(InSAS,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sonar)(Lee et al., 2019; Kim et al., 2017)와 같은 고해상도 소나

시스템이 수중 예인체에 탑재될 경우 수중 예인체의 불규칙한 움직임은 InSAS 이미지의 왜곡 또는 디포커싱(Defocusing)을 초래하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중 예인체의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제어가 동반되어야 한다(Park and 
Kim, 2015; Lambert et al., 2003; Kim et al., 2016; Choi et al., 2005). 
한편, 수중 예인체의 운동은 모선으로부터 연결된 케이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인위치(케이블이 연결되는 지점)를 적절

히 결정하는 문제는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중 예인체의 무게중심 및 부력중심과의 역학적인 관계를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특
히, 프로펠러, 엘리베이터와 같은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자세를 제어할 경우에는 무게중심, 부력중심에 추가하여 액츄에이터의 능

력을 포함한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좌우 수평꼬리 날개에 엘리베이터가 부착된 수중 예인체의 자세 유지 제어를 목적으로 예인위치, 무게중심, 부력

중심, 엘리베이터의 능력 간의 역학적 해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적합한 예인위치, 무게중심위치의 

영역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단, 수중 예인체의 운동이 안정화된 상태를 고려하여 수중 예인체에 작용하는 예인력은 일

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역학적 해석을 위한 수중 예인체의 운동 방정식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예인위치, 무게

중심위치 변화에 대한 8가지 Case를 선정하여 각 Case별로 적합한 예인위치, 무게중심위치의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
장에서는 구해진 예인위치, 무게중심위치의 영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수중 예인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한 자세 유지 제어 시

뮬레이션을 실시한다.

2. Mathematical Model of the Towfish

Fig. 1은 모선에 케이블로 연결된 수중 예인체 및 수중 예인체에 부가되는 힘을 나타낸다. 자세 제어를 위해 좌우 수평꼬리 날개

에 엘리베이터가 부착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케이블에 의한 예인력을 포함한 부력, 무게, 엘리베이터 항력을 고려한 수중 예인체의 

6자유도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

여기서, 는      ∈ 이며   와   는 각각 수중 예인체에 부착된 동체 좌표계의 3축 방향으로의 속도와 회전 각속도

를 나타낸다. 그리고  ∈ ×  , 는  관성행렬, 는 유체력에 의한 부가관성행렬,      ∈ ×  ,  
는 코리올리의 힘과 구심력행렬,  는 유체력에 의한 코리올리의 힘과 구심력행렬,    ∈  ×  , 은  유체력에 의한 선

형댐핑행렬,  는 비선형댐핑행렬을 나타낸다. 
식 (1)의 우항은 수중 예인체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를 나타낸 것으로    ∈  , ∈는 각각 케이블로부터의 예인력, 엘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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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항력, 무게와 부력에 의해 발생되는 복원력이며     ∈ 은 각각 무게중심에서 예인위치와 엘리베이터 중심으로까지의 위치벡터

이다. 그리고 ×는 벡터외적을 나타내며  를 왜대칭행렬(Skew symmetric matrix)이라고 하면 ×    ∈ 의 관계식을 만족

한다. 여기서      인 경우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그리고 식 (1)의 우항 전체를 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 

 





 










(3)

여기서,    ,   는 각각 무게중심과 부력중심,  는 cos, sin을 나타내며,  는 수중 예인체의 롤, 피치 각으로 다음 식에 의

해 구해진다.

      

      
  

 ⋮⋮  
 

 ⋮⋮  

 

 
 (4)

여기서,    ∈  ,    ∈ 이고  는 축을 중심으로 각도  만큼 회전한 회전행렬을 나타낸다.

3. 예인위치와 무게중심위치 검토

Fig. 2는 평면에서 수중 예인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다.         ,        는 각각 평면에서의 예인력, 

엘리베이터 항력이며          ,         는 각각 무게중심에서 예인위치, 엘리베이터 중심까지의 위치벡터이다. 이를 

이용하면 평면에서 예인력, 복원력, 엘리베이터 항력에 의해 발생된 수중 예인체의 피칭(Pitching)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Fig. 1 Towfish system and the forces acting on the tow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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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rces acting on the towfish in the xz plane

Fig. 3 Eight cases [(a)–(h)] us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ositions of the towing point and center of gravity

있다.  

       ⊗         ⊗     (5)

단, 몸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에 의한 모멘트는 수중 예인체의 운동이 안정화되어 힘의 평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여 식 (5)에 추가하지 않

았다. 여기서, 는 식 (3)의 에서 5번째 성분이며, ⊗는 평면에서의 벡터외적으로 ⊗       , ∈ 와 같은 관계식

을 만족한다. 여기서 는 평면상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90o회전한 회전행렬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6)

수중 예인체는 예인위치, 무게중심위치, 부력중심위치에 따라 피칭 모멘트의 방향과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Case별로 해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3에서 주어진 8가지 Case를 선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3.1 예인위치만 변하는 경우(Case (a), (b))
CG(Center of gravity)와 CB(Center of buoyancy)가 동일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무게중심보다 예인 위치가 앞에 있는 Case (a)와 

무게중심보다 예인위치가 뒤에 있는 Case (b)에 대해 검토한다. 단, 이 경우 무게와 부력에 의한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복원력 

항 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식 (5)에서 엘리베이터 최대, 최소 항력과 평형을 이루는 는 Case (a), (b)별로 아래의 식 (7)로 계산된

다. 

Case a 
 max 

  min

Case b 
 min  

 max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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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feasible positions of   at which the elevators are able to control the pitching moment

여기서, 엘리베이터 최대, 최소 항력 max min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최대 각도에서 발생된다고 정의한다. 
식 (7)을 바탕으로 엘리베이터 항력 가 제어할 수 있는 의 영역은 Fig. 4와 같다. 는 값이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값으로 존

재하기 때문에 Case (a)에 해당하는 영역 중   지점은 추가적인 엘리베이터 항력 없이도 수중 예인체의 자세를 유지하게 하

는 최적의 예인위치가 된다.  그리고 예인위치 가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자세 제어를 위해 필요한 엘리베이터 항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세 제어가 어려워진다. 

3.2 무게중심과 예인위치가 변하는 경우(Case (c)-(h))
부력중심이 원점에 고정된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부력중심보다 앞에 위치한 Case (c)-(e)와 무게중심이 부력중심보다 뒤에 있는 Case 

(f)-(h)에 대해 알아본다. 이러한 조건에서 엘리베이터 항력 가 제어할 수 있는 와 의 영역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절

차를 수행한다.

(1) 무게 중심과 부력중심이 동일 위치에 있을 경우의 최대, 최소 예인위치( max ,  min ) 계산

(2) 계산된 최대, 최소 예인위치와 무게중심이 축 동일선상에 위치할 때의 무게중심의 최대, 최소 위치( max ,  min ) 계산

(3) 절차 (2)에서 계산된 최대, 최소 무게중심에서의 최대, 최소 예인위치( max ,  min ) 계산

ase (c)-(h)는 Case (a), (b)와는 달리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복원력 항을 고려해 주어야한다. 복원력 항인 는 이며 이때 부력중심의 위치가 원점에 고정되어 있고 수중 예인체가 안정화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기 때문에 는 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식 (5)를 이용하여 절차 (1)을 수행하면 최대, 최소 예인위치는 식 (7)과 동

일하게 구해지며 절차 (2)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ax  max

 min   min  (8)

그리고 절차 (3)에 의해 다음 결과 식을 얻을 수 있다. 

  max 
 min  max

  min  
 max  min  (9)

이와 같은 결과 식으로부터 엘리베이터가 제어할 수 있는 무게중심과 예인위치의 영역은 Fig. 5와 같이 주어진다.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

이 엘리베이터 항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수중 예인체의 피칭 모멘트가 발생되지 않는 지점으로 Case (c), (h)에 해당하는 영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중 예인체의 자세 제어에 있어서 유리한 영역이 된다. 반면, Case (e), (f)에 해당하는 영역은 점선이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제어하기 까다로운 Case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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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easible positions of   and   at which the elevators can control the pitching moment

4. 시뮬레이션

3장에서 구한 영역과 제어성능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수중 예인체의 자세는 좌우 엘리베이터

에 의해 발생되는 항력에 의해 제어되며 엘리베이터 항력은 다음 식에 의해 주어진다.

  
  
   
  

(10)

여기서, , , , 는 각각 물의 밀도, 한쪽 엘리베이터의 면적, 수중 예인체의 속도, 받음 각을 나타낸다.  은 각각 항력계수 , 양력계

수로 NACA(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에서 에어포일 모델에 따라 제공하는 값을 이용하였으며 받음 각은 엘리베이터 

각도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는 엘리베이터 각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Park et al., 2016).  를 각각 좌우 엘리베이터의 각도

라고 하면 수중 예인체의 피치 각 제어는 주어진 엘리베이터의 쌍동 각    의 값을 추종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식 

(1)과 식 (10)으로부터 얻어진 다음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  ⋮  ⋮   ⋮  ⋮ 
 

       

 (11) 

여기서,    는 PID(Proportional–integral–derivative) 제어기에서의 제어이득으로 각각 엘리베이터 각도에 대한 비례, 미분, 적분이

득을 나타내며   는 각각 목표 피치 각(기준 입력)과 현재 피치 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식 (11)에서 사용된 0.065, 0.11은 각각 엘리베이

터 각도와 항력계수, 양력계수에 대한 기울기 값으로 NACA에서 제공하는 NACA 0018모델에 대한 값을 참고하여 선형화하였다. 
Table 1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수중 예인체의 제원 및 파라미터 값들이며 수중 예인체는 좌우가 대칭인 원통형이라 가정하였다. 여

기서 , 는 각각 수중 예인체의 길이, 지름이고, 는 수중 예인체의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이다.  그 외의 기호는 유체력 미계수를 나타

낸다(Fossen, 1994). 그리고   는 수중 예인체의 제원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는 시뮬레이션을 통

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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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 values used in simulation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300 kg  –20 kg/s

 3.5 m  –200 kg/s

 0.4 m  –200 kg·m2

 309.25 kg·m2  –30 kg/m
 –12.8397 kg  –300 kg/m

 –276.2693 kg  –300 kg·m2

 –144.4516 kg·m2

4.1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2는 시뮬레이션 조건이며 여기서,  ′  로 수중 질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세 유지 제어기의 제어이득    는 각각 

3, 5, 0.01로 설정하였으며 좌우 엘리베이터 각도는 ±∘로 제한하였다. 
시뮬레이션은 Case (a), (b), Case (e), (f), Case (c), (h)에 해당하는 영역 중 엘리베이터의 능력으로 충분히 제어 가능한 위치와 다소 제어

하기 어려운 위치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제어하기 쉬운 Case (c)와 제어하기 어려운 Case (f)에 해당하는 영역 중 각각 한 

위치에서 외란이 인가된 경우에 대해 검토하였다. 

Table 2 Simulation conditions

 0.2 m  0.025 m2

 115 N  1,024 kg/m2

 2,450 N  1.5 m/s
 when   1.7 m  ′ 2,450 N

 2,940 N  490 N

4.2 Case (a), (b) 대한 시뮬레이션

Table 2의 조건과 식 (5)로부터  max ≈ 0.14m,  min ≈ –0.12m와 같이 구해진다. 시뮬레이션은 Fig. 4에서 표현한 것처럼 제어하기 어

려운  max ,  min인 경우와 제어가 다소 쉬운   0.02m,   –0.02m인 경우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Fig. 6은 그림에서 나타낸 4가지 위치에 대해 기준입력으로 피치각 ∘를 인가하였을 시 수중 예인체의 피치 각과 엘리베이터 쌍동 각

을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파란색 점선과 실선이 각각 Case (a)의 영역에서 선정한 ●, ○지점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빨

간색 실선과 점선이 각각 Case (b)의 영역에서 선정한 ▲, △지점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실선 부분(○와 △)은 예인위치가  max ,  min인 경우로 엘리베이터의 최대 각도±30°를 발생시켜도 수중 예인체의 목표 피치각 0°를 만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목표 자세로 제어가 된다 할지라도 엘리베이터 각도에 여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란

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점선 부분(●와 ▲)은 제어가 비교적 용이한 부분으로 목표 피치각 0°를 빠른 시간에 달성할 수 있고 엘리

베이터 각도에 여유가 많이 존재하여 외란이 인가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Fig. 6 Pitch angles and  (synchronous elevator angle) for cases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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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ase (e), (f), Case(c), (h)에 대한 시뮬레이션

Table 2의 조건과 식 (8), (9)로부터 엘리베이터가 제어할 수 있는 최대, 최소 무게중심 위치는  max ≈ 0.1m,  min ≈ –0.12m로주어지며 

이 때의 최대, 최소 예인위치는  max ≈ 0.27m,   min ≈ –0.26m 이다. 시뮬레이션은 제어하기 어려운 Case (e), (f)와 비교적 제어하기 

쉬운 Case (c), (h)를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각각의 Case에 해당하는 와 위치는 Table 3과 같다. 
Fig. 7은 Table 3에서 선정한 4가지 위치에서 기준입력으로 피치각 0°를 인가하였을 때 수중 예인체의 피치 각과 쌍동 각을 나타낸 시뮬

레이션 결과이다. Case (e), (f)에 해당하는 영역 중 ○, △지점은 엘리베이터 각도에 여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목표 피치 각 0°를 만족하

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외란이 인가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나 Case (c), (h)에 

해당하는 영역 중 ▲, ●지점은 엘리베이터의 각도에 여유가 많아 목표 피치 각 0°를 빠른 시간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외란

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Table 3 Positions of  and   for cases (e), (f), (c) and (h) 

Case  

(e)  –0.07 m 0.04 m

(f) 0.08 m –0.04 m

(c) 0.05 m 0.03 m

(h) –0.04 m –0.03 m

       

Fig. 7 Pitch angles and  (synchronous elevator angle) for cases (e), (f), (c) and (h)

4.4 Case (c), (f)에서 외란이 인가된 경우

Case (c), (f)에서  , 는 Table 3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Case에 대해 외란을 인가하였다. Fig. 8은 Case(c), (f)에 해당

하는 영역 중 ●, △지점에서 기준입력으로 피치 각 ∘를 인가한 상태에서 외란으로 50N·m의 피칭 모멘트를 주었을 때 수중 예인

체의 피치 각과 쌍동 각을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지점은 엘리베이터 각도에 여유가 많이 존재하여 외란이 인가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목표 피치 각 0°를 만족할 수 있지만 △지점은 엘리베이터 각도에 여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엘리베이터 제한 각

도 ‑30°를 양쪽 엘리베이터에 계속 인가해 주어도 목표 피치 각 0°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Pitch angles and  (synchronous elevator angle) under an applied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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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부터 엘리베이터 각도의 여유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은 피하고 엘리베이터 각도의 여유가 많이 존재하는 영역에 예

인위치와 무게중심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추가적인 외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좌우 수평꼬리 날개에 엘리베이터가 부착된 수중 예인체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능력, 무게중심, 예인위치 간의 역학

적 해석을 통해 자세 제어가 가능한 무게중심, 예인위치의 영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영역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중 예인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자세 제어가 용이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존재함을 보였다. 자세 제어가 용이한 

영역에서는 엘리베이터의 각도에 여유가 있어서 외란이 인가되더라도 빠른 시간에 목표 자세에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엘리베이터 각도에 여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외란의 영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예인위치 

및 무게중심의 영역은 수중 예인체의 설계단계 또는 실해역 운용에 있어서 예인위치, 무게중심, 엘리베이터의 능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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