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현재 무인 수상선(Unmanned surface vehicle, USV)과 무인 수중선(Umanned underwater vehicle, UUV)은 석유·가스·환경 등 다양한 해양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Bentley, 2002; Nicholson and Healey, 2008). 하지만, 바다는 많은 자원을 지니고 

있지만 해류나 기상환경 등의 이유로 탐사에 어려움이 있다(Hou, 2013). 특히 수중에서의  UUV의 운용은 전기 공급의 어려움, 통신의 문

제, 혼탁한 시계, 수압 등으로 육상에 없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USV와 UUV를 결합한 형태의 플

랫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Sarda의 연구(Sarda and Dhanak, 2017)는 USV와 UUV를 얇은 테더케이블을 사용하여 진수와 회수를 돕는 복

합무인 수상선·수중선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은 실시간 전원 공급 및 많은 데이터 전송에는 제한적이다. Zwolak의 연구

(Zwolak et al, 2017)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으로서 진수와 회수를 돕는 형태이고 더하여 많은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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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플랫폼들은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어렵고 장시간 운용을 위한 전원 공급이 어렵다. 또한 UUV의 실시간 위치를 알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USV나 UUV의 장점을 갖도록 이들을 결합한 복합 무인 수상선·수중선(Hybrid surface & 

underwater vehicle, HSUV)을 구성하였다. USV는 쌍동선의 형태로서 안정적이고 직진속도를 내기 쉽게 하였다

(Molland ea al., 1994). UUV는 USV에서 전력 공급을 받아 전장으로부터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이 자유롭고 쌍동선의 형태로 Payload
를 늘렸다. UUV의 센서 데이터는 테더 케이블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육상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제어 명령을 송신할 수 있다. 육상과의 실

시간 통신 기능과 USV에서 UUV로 공급되는 전원을 이용하여 UUV를 장시간 이용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UUV에서의 영상

을 육상에서 취득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Ultra short base line(USBL) 센서를 사용하여 수상선과 수중선의 실시간 상대 위치를 알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개발된 복합 무인 수상선·수중선의 시스템 구성을 기술하며, 3장에서는 복합 무인 수상선·수중선의 운동역

학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복합 무인 수상선·수중선의 제어 알고리즘을 기술하며, 5장에서는 실해역 실험을 통한 운동 성능 및 제어 실

험 결과를 기술한다.

2. 복합 무인 수상선·수중선 시스템 구조

 Fig. 1은 본 연구에서 직접 제작한 복합무인 수상선·수중선 구조 를 보여준다. 육상에서의 운용콘솔 명령은 무선 브릿지를 통해허브를 

거쳐 USV와 UUV에 각각 전달된다. USV와 UUV는 테더케이블로 연결된다. 복합무인 수상선·수중선의 총 중량은 운용콘솔을 제외하고 

350kg이다.

2.1 복합무인 수상선·수중선 시스템 구성

 Fig. 2와 같이 복합 무인 수상선·수중선의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콘솔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육상의 PC는 C#
으로 프로그래밍하여 수상·수중선의 실시간 상태를 Graphic user interface(GUI)로 알 수 있게 하였다. USV의 메인 컨트롤러는 

CYBCKIT-059 PSoC을 사용하여 추진기를 작동시키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Attitude & heading reference system(AHRS)값 기

반으로 자율운항도록 코드를 작성하였다. 수상선에는 2개의 카메라가 있으며 라이다와 USBL, Battery  management system(BMS)이 탑재

되어있고 운용콘솔 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중선의 메인 컨트롤러는 Pixhawk를 사용하고 카메라와 사이드 스캔 소나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운용 콘솔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Fig. 1 HSUV components

Fig. 2 HSUV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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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인 수상선 시스템 구성

복합무인 수상선·수중선에서 USV는  Fig. 3과 같이 구성된다. USV는 쌍동선의 형태로서 안정적이고 부력 이득을 가지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USV는 GPS을 통하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율운항을 실현하여 UUV를 탐사지점으로 운반한다. USV는 전압강하와 

효율을 고려하여 48V 배터리 팩과 24V 배터리 팩이 설치된다. 윈치 시스템은 Brushless direct current(BLDC) 모터와  슬립링, 레벨샤프트로 

구성된다. 윈치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테더 케이블을 감을 수 있게 하고 UUV에 전류를 공급하며 탐사 수심을 조절 할 수 있게 한다. 장애물 

인식을 위해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를 부착하였다. 라이다는 360°전방위 식별이 가능하며 카메라는 전방 카메라와 도킹 확인용 카메라로 

구성되어 운용에 시각적인 도움을 준다. USV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Fig. 3 USV components

Table 1 USV and UUV specifications

Item Specification
USV size (m) 3.3 × 2.5 × 1.6

USV weight (kg) 310
UUV size (m) 1.15 × 0.55 × 0.3

UUV weight (kg) 49.5

2.3 무인 수중선 시스템 구성

Fig. 4는 UUV의 구성을 나타낸다. UUV는 해저 지형과 수중 구조물을 탐사하는 용도의 센서로 사이드 스캔 소나와 수중 틸트 카메라

가 있다. UUV는 육상에서 49.5kg이고 물 속에서 14kg의 음성부력을 가진다. 더 높은 정밀도의 사이드 스캔 소나의 데이터 취득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횡동요가 안정적인 쌍동선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Depth 센서를 기반으로 윈치 시스템을 이용한 수심 제어를 한다. 또한 선

체에는 6개의 추진기를 활용하여 6축 제어가 가능하다.

Fig. 4 UUV components Fig. 5 Ethernet speed measurement result using ‘iper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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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운동성능과 USBL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중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육상과의 통

신 속도는 86Mb/s정도로서, 각 센서의 데이터들은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통신은 이더넷을 사용하였고  Fig. 5와 같이 통

신 속도를 계측할 수 있는 iperf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용콘솔과 수중선 간의 통신 속도가 86Mb/s임을 확인하였다.  수중카메라는 수중

선 전방의 돔 형태의 공간에 들어있으며, 틸트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총 90° 방향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카메라는 빛이 적은 수중탐사를 위해 저조도 카메라이고 수평시야 80°, 수직시야 68°를 가진다. 수중선은 테더 케이블에서의 전

압강하를 고려하여 48V direct current(DC)의 전원을 공급받는다. 수상선과 수중선의 통신 또한 테더 케이블로 이루어지며 그 방식은 

PoE(Power over ethernet)이다. 또한, 조도가 부족한 수중 탐사를 위해 1,500lm까지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을 부착하였다.

2.4 운용콘솔 및 GUI 프로그램

Fig. 6은 복합 무인 수상선·수중선의 운용콘솔이다. 운용콘솔은 USV와 UUV의 현재 상태, 제어 명령, 카메라 및 사이드 스캔 소나 데이

터 실시간 확인을 위하여 제작하였다. 케이스 안에 상용 PC와 조이스틱, 와이파이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AP-Bridge에 전원공급을 위

해 내부에 인버터를 장착하였다. 기타 구동에 필수적인 파워 케이블과 마우스, 조이스틱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

다. 해상에서의 강한 직사광선을 고려하여 쿨링 팬을 부착하였다.
Fig. 7은 본 연구에서 구성한 운용프로그램 화면의 일부이다. 운용프로그램에서는 GPS 및 수상·수중선의 데이터를 수치상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GUI를 통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시간 위치 및 경로 확인이 구글맵으로 가능하며, 기능으로서는 조이스

틱모드, 경유점  추종제어 모드, 동적위치제어 모드, 윈치 제어를 구현하였다. 수상·수중선의 총 4대의 카메라는 운용콘솔에서 확인이 가

능하도록 운용콘솔에 듀얼 모니터로 연결해 더 편리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하였다. 

Fig. 6 Operation console components Fig. 7 Operation console program

3. 복합 무인 수상선·수중선 운동역학 

역학의 기본은 뉴턴-오일러 공식과 벡터를 기반으로 한다. USV는 와 축을 따라 동작하므로 Surge, Sway 그리고 Yaw로 표현할 수 있

다. 각 축과 관련된 표기법은 Table 2와 같다. USV에 작용하는 코리올리 중심력과  감쇠를 고려하여 역학 식은  식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매개 변수 및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Fossen(2011)과 Cho et al.(2020)에 기술되어 있다.

 
         (1)

Table 2 Notation of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Marine Engineers for USV and UUV

Translational motion Force Position Linear velocity
Surge   

Sway   

Heave   

Rotational motion Moment Euler angle Angular velocity
Roll   

Pitch   

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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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식 (1)-(3)은 USV의 운동방정식을 나타내고, 은 질량, 는 질량관성 모멘트,  는 USV에 부착된 두 개의 후방기의 추진력을 나타낸다. 
UUV의 운동방정식은 식 (4)-(6)로 표현된다. USV를 따라 UUV가 추적하는 형태로서 이와 관련된 Surge, Sway, Yaw 만이 상대 위치와 

상대 방향각으로서 고려된다. 단순 식 (4)-(6)에서 아래첨자 은 USV의 식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시그마 오른쪽의 기호는 

환경 외란과 추진력의 합을 나타낸다.

 
  


 

 
 


 

  (4)

 
  


 

 
 


 

  (5)













 

   
    (6)

4.복합 무인 수상선·수중선 제어 알고리즘

4.1 동적위치제어(Dynamic Positioning, DP) 알고리즘

Fig. 8은 USV의 동적 위치제어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USV는 조류나 바람의 영향으로 목표반경을 이탈 할 시, DP지점을 목표로 

회전 방향각을 구하고 헤딩을 조정한다. 플랫폼의 헤딩이 목표방향각과 일치하면 이동, 목표지점에 도착하면 정지한다. 이 과정을 반복

하여 DP을 수행한다. 

 
   

 
 (7)

식 (7)에서  는 복합무인 수상선·수중선의 위치,  는 목표점 위치, 는 목표반경을 나타낸다.

4.2 경유점 추종제어(Way Point, WP) 알고리즘

Fig. 9는 USV의 경유점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USV는 이동하고자 하는 지점의 위도와 경도가 주어졌을 때 Line of sight
를 이용하여 목표 방향각을 구하고 헤딩을 조정한다. 플랫폼의 헤딩이 목표방향각과 일치하면 이동, 목표지점에 도착하면 정지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 경유점을 목표로 하여 다시 반복 수행한다.

Fig. 8 DP algorithm Fig. 9 WP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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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8)

식 (8)에서 는 복합무인 수상선·수중선의 위치,    목표점 위치를 나타낸다.

5. 실해역 실험 

연구한 복합무인 수상·수중선 시스템과 이의 제어시스템의 성능시험을 위해 실해역 시험을 하였다. 실해역 시험은 이의 핵심이 되는 

센서인 GPS의 정확성 실험을 육상에서 하고 통신성능 시험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SV의 경로추적제어 실험, 동적위치제어 시험 및 

사이드 스캔 소나의 성능시험을 하였다. 실험에서는 비교적 잔잔한 한국해양대학교 연안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의 선행 실험으로 플랫폼의 통신거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무인선박에 사용한 통신장비의 사양은 360Mb/s의 빠른 실효 

전송속도를 가지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추가하여 사용한다.
시험결과로 무선통신 장비 간에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 약  890 m까지  원활하게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10은 

한국해양대학교 연안에서 수행한 실해역 실험의 모습이다.

5.1 GPS 센서 시험

본 복합시스템에 사용되는 GPS 센서는 진북 데이터와 자북 데이터, 그리고 자세값을 제공해준다. 센서 값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동시

켜 총 5m를 이동한 뒤 다시 초기 지점으로 한 번에 돌아오는 실험을 하였다. 시험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5.2 경유점 추종제어 실험

센서 개별 실험을 통해 센서의 정확도를 확인하였고, 이를 USV에 적용하여 무인 수상선의 경로제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10 Sea experiment Fig. 11 GPS performance test 

Fig. 12 WP results of U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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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SV way points

Way point Latitude Longitude

Start point 35.0748403 129.0853198

Way point 1 35.0749253 129.0852248

Way point 2 35.0752943 129.0849620

Way point 3 35.0750570 129.0842860

Way point 4 35.0747102 129.0845596

본 실험에서는 4.2절의 경유점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해역에서의 USV의 경유점 추종제어를 수행하였다. Fig. 12은 실해역

에서 USV의 경유점 추종제어를 수행한 결과이고 Table 3은 운용콘솔에서 지정한 경유점 추종 지점이다. 운용콘솔에서 총 4지점의 위도

와 경도를 입력하여 경유점 추종제어를 실시하였다. Start Point 지점에서 Way Point 1~4 지점으로 경유점 추종제어를 하였다. 경유점 추

종제어의 최대오차는 2.6m이었다.  

5.3 사이드 스캔 소나 성능시험

수중 드론에 사이드 스캔 소나를 장착하여 하저면의 상태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낙동강 기수역 하구둑에서 실시하였으

며 강의 경우 수심이 낮아 수중선을 0.5m 내리고 수상선으로 견인하며 직선거리를 이동하였다. Fig. 13은 교량의 교각과 물고기들이 포

착된 모습이다.

Fig. 13 Search result of the river bottom using side scan sonar

5.4 동적위치제어 실험

본 연구에서 개발한 4.1절의 동적위치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해역에서 USV의 동적위치제어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동적위치제어 알고리즘은 USV의 운용시간을 늘리기 위해 목표반경 3 m에서 벗어났을 때 제어기가 가동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에도 불구하고 3.3m 전장의 USV가 일정한 반경 내에 머물도록 제어하였다. Fig. 14은 동적위치제어를 수행한 결과이다. 동적위

치제어를 10분 동안 수행하였고 측정 단위는 500ms이다. 실험결과  목표오차 반경 3m를 대체로 만족하며  동적위치제어의 평균 오차는 

2.03m으로 선체의 전장에 비해 동적위치제어가 매우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4 DP results for the U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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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무인 수상선·수중선의 구조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기초적인 성능시험을 하였다. 테더케이블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USV와 UUV의 센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UUV를 장시간 이용가능하게 했다. 센서 개별 성능 시험을 수행한 후, 4장
에서 구성한 제어기 알고리즘을 실해역 실험을 진행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USV의 경유점 추종제어의 최대오차는 2.6m이고 동적위치

제어 오차는 평균 2.03m로 양호한 결과를 통해 제어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해역에서 수중선의 사이드 스캔 소

나를 이용하여 하저면 탐색을 진행하였고, 강과 주변의 지형, 어류 탐색 정보를 실시간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육상에서 곧바로 모니터

링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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