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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인 잠수정(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 중 대표적인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심해자원 

탐사 및 개발용 무인 잠수정이다. 육상 또는 수상의 운용시스템

에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여 사람이 작업하기 힘든 해저 환

경에서 사람을 대신해 해저 자원의 탐사, 침몰된 선박의 인양 

작업, 바다 밑바닥의 기름 제거 작업, 해저 케이블 설치, 각종 

수중 구조물의 설치 및 수리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수중환경은 

조류의 방향이나 속도가 깊이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가 심하므

로 다양한 임무수행을 하는 ROV의 자세 유지를 위한 정밀한 

제어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ROV와 같은 무인 잠수정의 활

용이 늘어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무인 잠수정의 제어를 위한 

다양한 제어기법의 개발과 적용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

면, 슬라이딩 모드 제어(Sliding mode control)의 경우 선형화 없

이 직접 비선형 동역학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제

어방법이 복잡하고 많은 변수를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Soylu et al., 2008; Raygosa-Barahona et al., 2011).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모델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 제

어(Adaptive control)의 경우 모델 기반 적응제어는 이상적인 모

델을 만들어 추종 신호를 생성하는 방식과, 비모델 기반 적응제

어는 제어 성능 특성을 나타내는 평가값을 정해 이를 기반으로 

제어 변수를 바꾸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비선형 모델에 대해서 

많은 연산량이 요구되고, 모델이 복잡할수록 적용하기가 어렵

다는 단점이 있다(Antonelli et al,. 2004).

또 다른 제어 기법 중 신경 네트워크 제어(Neural network 

control)는 제어대상과 관련된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들의 결합과 

결합의 가중치를 변수로 설정하는 제어 기법이다. 이 제어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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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중치를 결정하는 중간층 설계가 어렵다. 그리고 층의 개수

가 증가하면 제어 정밀도는 증가하지만 연산량이 증가하여 많

은 연산시간이 요구된다(Yuh, 1990).

그 외 비선형 추종제어 방법 중 하나인 백스텝핑 제어

(Backstepping control)는 목표치가 변할 때 그것을 제어량이 뒤

쫓아 가는 제어 방식이다. 이 기법의 단점은 급격한 출력의 변

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제어 기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Wu and Karkoub., 2014.).

위에 제시된 대부분의 제어기법은 비선형 동역학을 모델링하

고, 다양한 환경변수들을 처리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또한 시스

템 동역학을 고려한 제어기법들의 경우 피드백 제어루프에 모

터 등 추진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환경이 많이 변하

는 해양환경에서 작업 및 임무수행을 하는데 정확하고 빠른 대

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동적 작업 및 임무수행을 위해서

는 정확한 자세와 속도제어가 필요하고, 환경이나 시스템의 동

적 특성에 맞는 신속한 제어를 위하여 모터 제어루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ROV가 이동해야할 목

표점이 주어질 경우, 속도 프로파일을 통한 목표 속도 생성부터 

모터 제어까지 통합된 제어 방법을 제시한다. 외부 교란과 유체

역학계수에 따른 적응 백스테핑 제어(Adaptive backstepping 

control)와 위상 고정 루프(PLL, Phased locked loop) 제어 방법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PLL 모터제어 루프를 추

가함으로써 제어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2장에

서 ROV의 모델을 도입하고, 3장에서는 백스테핑과 PLL제어기

를 설계한다. 4장의 시뮬레이션과 5장의 실험을 통하여 위에서 

소개한 PLL을 추가한 백스태핑 제어기와 독립적인 백스태핑 제

어기의 성능을 비교한다. 끝으로 6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언을 제시한다.

2. ROV 모델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이 Surge, Sway, Yaw 운동에 영향

을 주는 4개의 수평 트러스터와 Heave, Roll, Pitch 운동에 영향

을 주는 2개의 수직 트러스터가 장착된 ROV 모델을 사용하였

Fig. 1 Redone-technologies aROV100

다. 수직 트러스터의 장착 위치가 Roll, Pitch 운동에 많은 영향

을 주지 않기 때문에 Roll과 Pitch운동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

았다. 또한 ROV를 원격제어하기 위한 Tether cable의 영향은 무

시하기로 한다. 이 ROV의 기구학 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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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전역좌표계(Earth-fixed frame)에서의 , , 

의 위치와 Roll, Pitch, Yaw의 오일러각이고,       는 

ROV의 좌표계(Body-fixed frame)에서의 선속도와 각속도이다. 속

도 자코비안은 식 (2)와 같다. Roll()에 대한 sin는  , cos는 

 , tan는 로 나타내었고. Pitch(), Yaw()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

으로 나타내었다. 

아래의 식 (3)은 ROV의 동역학이다.

   (3)

∈×은 강체의 질량과 관성(Rigid body mass and inertia), 

유체역학적 부가 질량(Hydrodynamic added mass)에 관한 행렬, 

∈×는 강체 코리올리와 구심성(Rigid body Coriolis and 

centripetal matrix)에 대한 행렬, ∈×는 유체 저항에 대한 선

형 및 이차 감쇠에 대한 행렬, ∈는 중력과 부력(Gravitation 

and buoyancy)에 대한 벡터 그리고 ∈는 유체 운동에 의한 외

란(Disturbance)에 대한 항이다. ∈는 ROV 트러스터의 힘과 

모멘트에 대한 벡터이다(Lee et al., 2015; Fossen, 1994).

ROV 좌표계는 Fig. 1과 같이 무게중심(COM, Center of mass)

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 ∈×는 대칭 양의 정

부호행렬(Symmetric positive definite matrix)이고 반대칭행렬

(Skew-symmetric matrix)이다. ∈×을 구성하고 있는 질량과 

관성 행렬, 부가질량 행렬은 아래의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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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로 인한 힘과 모멘트의 유체역학적 계수이다. 이 값들은 

힘과 모멘트를 해당하는 방향의 가속도와 각가속도의 편미분으

로 계산된다




















. 강체 코리올리와 구심

성에 대한 행렬은 아래의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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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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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저항에 대한 선형 및 이차 감쇠 행렬은 아래의 식 (6)과 

같다.

  (6)

  

  

  

  

  

  

수중 로봇은 저밀도 유체에서 움직이는 동안 유체운동은 동

역학에 영향을 주어 운동에 방해하는 힘과 모멘트를 발생시킨

다. 이런 외란에 대한 힘과 모멘트 벡터는 아래의 식 (7)과 같이 

정의하여 시스템 모델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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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로봇에 의해 이동된 유체의 질량이고  

   
는 유체의 속도벡터,      

는 부력 중심의 

위치벡터 이다.

중력과 부력에 대한 벡터는 식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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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의 힘/모멘트 기구학은 아래의 식 (9)과 같이 주어진다.

 (9)

  
는 트러스터의 출력을 나타내는 벡터이

다. 트러스터 구성 행렬(TCM, Thruster configuration matrix)은 

ROV의 6개 트러스터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

에서 과 는 수직 트러스터의 추력이며  ,  ,  , 은 수

평 트러스터의 추력이다. TCM은 아래 식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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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OV 좌표계에서 평면상에서의 축과 트러스터가 

이루는 각도이고, 은 ROV의 무게중심과 트러스터까지의 거리

이다.   이고, 는 ROV 좌표계에서 면상의 축과 

벡터가 이루는 각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직 트러스터

는 Heave, Roll, Pitch운동에 영향을 주지만 트러스터 장착 위치

로 인해 Roll과 Pitch운동에 대한 영향력은 무시하기로 하였으므

로  ( )와  ( )는 0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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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어기 설계

3.1 Backstepping control design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백스테핑 제어 모델은 아래의 

Fig. 2와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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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은 ROV의 목표속도()를 구하는 식이다. 식 (1)과 식 

(2)를 기반으로 위치의 오차를 보상해준다.      
이고, 

   는 현재 위치 및 자세()와 목표 위치 및 자세 사

이의 에러값을 나타낸다.    는 양의 

이득값이다.

식 (12)는 ROV의 목표 힘과 모멘트를 구하는 식이다. Regression 

matrix(   )은 식 (3)을 기반으로 도출한 행렬로 트러스

터의 홀센서와 AHRS(At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로 각 

원소의 값을 계산하였다. Unknown parameter vector(×)는 

ROV의 불확실한 회전 모멘트와 유체역학 계수로 이루어진 벡터

이고, ×는 식 (13)에 의해 계산된 Unknown parameter vector의 

추정값이다. 는 1보다 큰 양의 이득값이다.    는 ROV 좌

표계에서 목표 속도()와 현재 속도()사이의 에러값을 나타낸

다.    는 양의 이득값이다.

식 (14)는 Inverse TCM에서 얻을 수 있는 식으로 식 (12)에서 

계산된 힘과 모멘트( )를 4개의 수평 트러스터와 2개의 수직 

트러스터의 추력으로 분리하기 위한 식이다. 이는 ROV의 기하

학적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식 (9)와 식 (10)에서 TCM을 구하

였다. ＃은 ROV의 힘과 모멘트를 수직 및 수평방향 트러스터

의 추력으로 분리해내기 위한 Pseudo inverse이다.

식 (15)는 Inverse Thruster Model이다. 이 식은 사용하는 트러

스터의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트러스터의 

추력에 따른 트러스터의 회전속도에 대한 자료는 트러스터의 

제조사인 레드원테크놀러지 사에서 제공받아 정리하였다. 는 

트러스터의 번호이며 는 비례상수, 는 트러스터의 회전속도

이다.

3.2 PLL control design
PLL(Phased locked loop) 제어는 모터의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

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PLL 모터 

Fig. 2 Backstepping control block diagram

Fig. 3 Motor control block diagram using PLL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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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델은 아래의 Fig. 3과 같다.

제안된 PLL 모터 제어 모델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변환

기를 사용하여 Backstepping 제어기에서 나온 출력을 주파수로 

변화시켜 모터의 기준 주파수를 구한다. 그리고 모터의 회전속

도를 디지털 엔코더를 이용하여 측정 후 출력 주파수로 변환한

다. 이후 출력 주파수와 기준 주파수의 비교를 위해 카운터

(Counter)로 고정주파수와 출력주파수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

식을 사용한다(Geiger, 1981; Wise., 1985). 출력 주파수와 기준 

주파수의 차이를 위상 검출기(Phase Detector)에서 계산하고, PI 

제어기를 이용하여 주파수를 보상해주는 입력 값을 생성한다. 

필터에서는 위상 검출기(Phase Detector)로부터 나온 주파수 차

이에 대해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고, 리플현상을 제거해 준다. 

마지막으로 증폭기를 이용하여 모터의 최종 입력값을 계산한다.

4.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National Instrument 사의 LabVIEW 2015버전을 

사용하였고 원점을 중심으로 가로 5m, 세로 5m의 정사각형 경

로를 움직이면서 ROV의 위치와 경로에 대한 오차를 확인하였

다. 아래의 Fig. 4는 경로를 움직일 때의 ROV의 , 좌표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검은색 점선은 입력 경로, 파란색 선은 백스

테핑 제어기와 PLL제어기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의 ROV의 자

취, 빨간색 선은 백스테핑 제어기만 사용하였을 경우 ROV의 

자취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백스테핑 제어기만 

사용하였을 때 보다 백스테핑 제어기와 PLL 제어기를 함께 사

용하였을 때 좀 더 입력 경로를 잘 따라 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 Result of ROV execution simulation

Fig. 5와 Fig. 6은 입력 경로를 주행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 

좌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도 백스테핑 제어기만을 사용

하였을 때보다 백스테핑 제어기와 PLL 제어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 리플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경로 추종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아래의 Table 1은 경로 주행 시 입력 , 좌표와 출력 , 

좌표 상의 최대 오차값을 나타낸 것이다.

Fig. 5 Coordinate of  and  using backstepping controller only

Fig. 6 Coordinate of  and  using backstepping and PLL controller 

Table 1 ROV position maximum error according to input path

Error [m] Backstepping + PLL Backstepping

 Maximum 0.0156 0.0563

 Maximum 0.0181 0.0756

5. 실    험

실험에 사용된 ROV는 Redone-technologies사의 aROV100이다. 

이 ROV는 200m정도에서 사용되는 ROV로 최대 속도 1.3m/s(Surge 

방향), 1.03m/s(Heave 방향)를 낼 수 있다. 무게는 60kg정도 이며 

전진 추력은 24kgf이다. 실험은 Redone-technologies사의 수중로

봇실험 수조에서 이루어 졌으며, 수조의 크기는 5m×5m×5m이다.

Fig. 7(a)는 백스테핑 제어만을 통해 –Sway방향으로 이동시킨 

결과이다. 흰색 점선은 처음 위치에서 ROV의 -Sway방향의 경

로이며, 흰색 점들은 이동하면서 측정한 ROV 중심의 위치이다. 

실험 결과에서 보면 -sway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처음 경로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7(b)는 백스테핑 제

어기와 PLL제어기를 함께 사용하여 Sway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의 결과이다. Fig. 7(a)와 마찬가지로 흰색 점선은 처음 위치

에서 ROV의 -Sway방향의 경로이며, 흰색 점들은 측정된 ROV 

중심의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백스테핑 제어만 사용하였을때

와는 달리 ROV의 중심이 처음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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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OV paths using backstepping controller with and without 

PLL controller

Table 2 ROV position maximum error according to input path

Error [m] Backstepping + PLL Backstepping

Maximum 0.0626 0.4895

Fig 8는 실험에서 측정된 ROV의 이동경로를 수치화해서 표

현한 그래프이다. 빨간색 점들은 백스테핑 제어와 PLL 제어기

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 ROV가 –Sway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매

순간 측정한 ROV의 위치이고 파란색 점들은 백스테핑 제어만

을 이용했을 때의 ROV의 위치이다. 하늘색 선분은 제어기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력한 Reference 경로를 의미한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백스테핑 제어기와 PLL 제어기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가 PLL 제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대 오

차율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6자유도 운동을 하는 ROV의 위치 및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 적응 백스테핑과 PLL제어 방법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PLL제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

교하여 적응 백스테핑과 PLL제어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위치 

및 자세 제어가 안정적임을 보였다. 또한 Redone-technologies사

의 aROV100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적응 백스테핑제어와 PLL제

어를 함께 사용한 경우가 ROV의 위치 및 자세제어에 더 안정

적임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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