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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S-IvP를 이용한 무인잠수정 제어기 개발의 효용성

(The Effectiveness of MOOS-IvP based Design of Control 

System for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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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monstrates the benefit of using MOOS-IvP in the development of control 

system for Unmanned Underwater Vehicles(UUV). The demand for autonomy in UUV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due to the complexity in missions to be performed. Furthermore, the 

increased number of sensors and actuators that are interconnected through a network has 

introduced a need for a middleware platform for UUVs. In this context, MOOS-IvP, which is an 

open source software architecture, has been developed by several researchers from MIT, Oxford 

University, and NUWC. The MOOS software is a communication middleware based on the 

publish-subscribe architecture allowing each application to communicate through a MOOS 

database. The IvP Helm, which is one of the MOOS modules, publishes vehicle commands using 

multi-objective optimization in order to implement autonomous decision making. This paper 

explores the benefit of MOOS-IvP in the development of control software for UUVs by using a 

case study with an auto depth control system based on self-organizing fuzzy logic control.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sign and verification of UUV control software based on 

MOOS-IvP can be carried out quickly and efficiently thanks to the reuse of source codes, 

modular-based architecture, and the high level of sca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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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무

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은 1980년대부터 수중 센서/액추에이터 및 마이크

로프로세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잠수정이 수행해야할 임무의 복

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성(autonomy)을 갖는 자

율무인잠수정(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의 개발에까지 이르렀다[1]. AUV는 통신이 

어려운 수중 환경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

므로 경로계획, 장애물 탐지 및 충돌회피, 고장복구, 

임무재할당 등의 과정이 자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

다. 그 결과, 탑재되는 센서와 액추에이터 개수가 

늘어나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됨으

로써, 무인잠수정의 소프트웨어를 보다 손쉽게 개발

하고 검증하기 위한 미들웨어가 도입되고 있다[2]. 

MOOS-IvP(Mission Oriented Operating Suite- 

Interval Programming)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된 C++ 기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

랫폼으로, 이미 Bluefin 21-inch UUV, Hydroid 

REMUS-100, REMUS-600, Ocean Server Iver2 

등 실제 무인잠수정에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다[3].  

MOOS-IvP 아키텍처는 크게 무인잠수정의 각 

모듈간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MOOS, 그리고 

항해와 관련된 자율 시스템을 담당하는 IvP로 구성

된다[4]. MOOS 부분은 MIT와 옥스퍼드대학교 연

구진에 의해 공동 개발되었으며, 무인잠수정이나 무

인 지상로봇 어플리케이션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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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할 수 있는 미들웨어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덧

붙여 NUWC(Naval Undersea Warface Center)에

서 개발한 IvP Helm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되

어 MOOS-IvP 아키텍처를 이루고 있다. IvP Helm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IvP 알고리즘은 행위

(behavior) 기반의 아키텍처에서 각 행위 간 중재를 

위해 다목적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다. MOOS-IvP

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각 MOOS 모듈들이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발자가 제공하는 

기본 모듈 외에 사용자가 직접 개발한 다양한 어플

리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다. 기본 모듈의 소스코드

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MOOS-IvP 아

키텍처의 모듈 확장성과 개발기간 단축 및 재사용 

편의성을 확인함으로써 MOOS-IvP에 대한 국내 연

구자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로서 기 개발된 자기구성 

퍼지제어(self-organizing fuzzy control) 기반 자

동심도제어기[5]를 하나의 독립적인 MOOS 어플리

케이션으로 구현하고, 이를 표준 MOOS 아키텍처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즉, 표준 MOOS- 

IvP에 포함된 무인잠수정의 수학모델을 전혀 모르

는 상태에서 자동심도제어기를 모듈로 설계하고, 이

를 MOOS-IvP 아키텍처에 통합하여 제어성능을 검

증한다. 제어기를 제외하고,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무인잠수정의 운동방정식, 센서, 액추에이터 등의 

모델 및 자율 알고리즘은 표준 MOOS에서 제공되

는 모듈을 재사용하므로 제어기 설계검증 및 시뮬

레이션 환경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

으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한다. 

Ⅱ. MOOS-IvP 개요

 

1. MOOS-IvP의 구조

MOOS는 그림 1과 같이 MOOSDB라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어플리케

이션(MOOSApp)들이 스타 토폴로지 구조로 연결되

어 있다. 각각의 MOOS 어플리케이션은 publish- 

scribe 방식으로 MOOSDB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며,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한 경

우 MOOSDB를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다. 각 

MOOS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어플리케이션과는 별

개로 독립적인 내부 주기를 가지고 MOOSDB와 통

신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이 용

이하다.

그림 1. MOOSDB와 MOOS 어플리케이션

Fig. 1 MOOSDB and MOOS application

그림 2. Backseat driver 구조

Fig. 2 Backseat driver paradigm

전체적인 MOOS-IvP 아키텍처는 그림 2와 같이 

항법제어(control and navigation) 모듈과 자율제어

(autonomy system) 모듈이 분리된 ‘backseat 

driver’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율제어 모듈은 

‘frontseat driver’인 항법제어 모듈로부터 무인잠수

정의 현재 상태정보를 획득하여 속도, 방향, 심도 

명령값을 계산한다.

2. IvP 자율화 어플리케이션

MOOSDB와 연결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인 행

위 기반의 IvP 모듈은 pHelmIvP라고도 하며 무인

잠수정의 방향, 속도, 심도를 결정하는 자율항해와 

관련되어 있다. 행위 기반의 제어 구조는 정보를 입

출력 처리하는 단위인 행위 모듈의 집합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

에 응답속도가 빠르고 확장성이 우수하다. IvP 알고

리즘은 ‘interval programming’이라는 선형 프로그

래밍 모델을 사용하여, 미리 선언되어 있는 행위들

로부터 생성된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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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HelmIvP와 MOOS 어플리케이션

Fig. 3 The pHelmIvP and MOOS application

해 무인잠수정의 다목적 최적화(multi-objective 

optimization) 문제를 해결한다[6]. IvP Helm도 

MOOS 구조와 마찬가지로 그림 3과 같이 다수의 

행위 모듈과 스타 토폴로지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pHelmIvP와 MOOSDB 간에는 현재 무인잠수정의 

위치와 방향, 주변 환경 및 장애물에 대한 센서 정

보, 제어 명령 등을 publish-subscribe 방식으로 주

고 받는다.

IvP Helm 내부에는 그림 4와 같이 사전에 선언

된 미션모드와 각각의 IvP 행위, 그리고 IvP 

Solver가 포함되어 있다. MOOSDB로부터 무인잠수

정의 센서 정보와 제어 명령값을 받아 IvP Helm의 

버퍼에 저장한다. 이 단계에서 행위 파일에 선언된 

미션 모드가 있을 경우, 이를 분석하여 미션에 포함

되어 있는 IvP 행위를 순차적으로 구분한다. 이 때 

IvP 행위의 구분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각각의 

IvP 행위 모듈에서 IvP 함수와 각 행위에 대한 출

력값(variable-value)을 계산하고, IvP Solver에서 

IvP 함수들에 대한 가중치를 최적화하여 하나의 출

력값을 계산하게 된다. n개의 decision 변수(x1

,…,xn)로 이루어진 i번째 목적함수를 
, 각 함수

에 대한 가중치를 ωi라고 할 때, k개의 구간선형

(piecewise linear) 함수에 대한 IvP 알고리즘은 다

음과 같다[6].

        


argmax
   

  

 
 

IvP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명령값은 

DESIRED_HEADING, DESIRED_SPEED, DESIRED_DEPTH

그림 4. IvP Helm 모듈의 내부 동작 루프

Fig. 4 Iterate loop of IvP Helm

그림 5. 행위 클래스의 상속

Fig. 5 Behavior inheritance

의 형태로 MOOSDB에게 publish된다.

개발자가 제공하는 표준 MOOS-IvP 소프트웨어

는 한 대의 무인잠수정에 관련된 동작 뿐 아니라, 

여러 대의 무인잠수정의 협업 제어와 관련된 동작 

등 30개의 행위 클래스를 포함한다. C++ 기반의 

모든 행위 클래스는 그림 5와 같이 IvPBehavior라

는 슈퍼클래스와 IS-A 상속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구현하고 싶은 행위는 기존의 행위 

클래스의 소스코드를 재사용하여 IvP Helm 내에 

쉽게 추가할 수 있다.

Ⅲ. 사례연구–자기구성퍼지 심도제어기

 

1. 자동심도제어기 모듈

앞서 소개한 MOOS-IvP 구조의 모듈 확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례연구로써 무인잠수정의 심도제

어기를 설계한다. 즉 참고문헌[5]에서 제안한 자기

구성 퍼지제어(Self-Organizing fuzzy logic 

Control, SOC) 기반의 자동심도제어기를 설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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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HelmIvP와 pFuzzySOC 어플리케이션

Fig. 6 The pHelmIvP and pFuzzySOC application

‘pFuzzySOC’ 라는 하나의 MOOS 어플리케이션으

로 모듈화하고, 이를 표준 MOOS-IvP에 포함된 

PID 기반의 기존 어플리케이션 모듈 ‘pMarinePID’

을 대신하여 적용한다.

그림 6과 같이 MOOS 파일(*.moos)에 지정된 

특정 미션이 실행됨과 동시에 사용자가 행위 파일

(behavior file, *.bhv)에 설정한 각 행위들의 세부 

명령이 pHelmIvP 모듈에 전달되고, pHelmIvP에서

는 행위 파일에 지정된 심도값을 DESIRED_ 

DEPTH라는 키와 함께 MOOSDB로 publish한다. 

MOOSDB에서는 현재 무인잠수정의 심도 및 방향 

정보와 함께 명령값을 pFuzzySOC 모듈로 전달하

고, 자기구성 퍼지제어기에서는 제어판(elevator) 

명령값을 계산하여 DESIRED_ELEVATOR라는 키

와 함께 다시 MOOSDB로 publish한다.

2. 자기구성 퍼지제어 기반 자동심도제어기

퍼지논리 기반의 제어 기법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이나 제어 대상의 특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제

어 규칙을 구축하여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정확한 

수학 모델을 얻기 어려운 비선형 시스템에서 우수

한 성능을 보인다[7-9]. 하지만 전문가의 제어지식

과 경험을 이용하여 정밀한 제어 규칙을 생성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9년 Procyk와 Mamdani에 

의해 자기구성 퍼지제어기가 제안되었다[10].

자기구성 퍼지제어기는 프로세스의 제어성능을 

평가하여 제어기 스스로 제어규칙을 조정하는 기법

으로서, 의료과학[11-13], 자동차 제조[14], 전력

기술[15]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 그림 7의 구성도에서 볼 수 있듯이, 자

기구성 퍼지제어기는 퍼지추론기(fuzzy inference 

engine)와 퍼지규칙기반(fuzzy rule base)으로 구성

된 일반적인 퍼지 제어기에 스스로 제어규칙을 변

경할 수 있는 자기구성단계(self organizing level)

그림 7. 자기구성 퍼지제어기 시스템의 구조

Fig. 7 Structure of the SOC system

그림 8. 자동심도제어시스템의 구조

Fig. 8 Structure of auto depth control system

   ce
 e

PB PM ZO NM NB

PB PB PB PB PM ZO

PM PB PB PM ZO NM

ZO PB PM ZO NM NB

NM PM ZO NM NB NB

NB ZO NM NB NB NB

표 1. 자동심도제어기의 퍼지 성능평가표

Table 1. Fuzzy rule-based performance 

evaluation table for auto depth controller 

(e=error, ce=change of error)

가 추가된 형태를 가진다. 

그림 8에 나타낸 것처럼, 압력센서를 통해 측정

한 무인잠수정의 실제 심도값과 목표 심도값의 오

차가 자기구성 퍼지제어기의 입력으로 인가되며, 이

를 기반으로 제어판 명령값이 계산된다. 본 논문에

서는 표 1과 같이 Procyk와 Mamdani[10]가 제시

한 성능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소속함수는 

그림 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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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자동심도제어기의 소속함수

Fig. 9 Membership functions for auto depth 

controller

그림 10. pMarineViewer의 임무 실행 화면

Fig. 10 Screen shot of mission running in 

pMarineViewer

Ⅳ. 시뮬레이션 및 고찰

MOOS-IvP에는 그림 10과 같이 MOOSDB를 통

해 subscribe된 무인잠수정의 위치, 방향, 속도 등

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하여 시뮬레이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pMarineViewer 어플리케이

션이 포함되어 있다. pMarineViewer는 

FLTK/OpenGl 기반의 GUI로서 NODE_REPORT라

는 키와 함께 실제 수중 환경에서의 무인잠수정의 

정보를 받아 사용자에게 이차원 화면으로 제공한다. 

NODE_REPORT에는 GPS나 마그네틱컴퍼스, 로컬 

무인잠수정의 시뮬레이터를 통해 전달된 무인잠수

정의 이름과 종류, 렌더링한 시간, X-Y 좌표, 속도, 

심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MOOS-IvP 소프트웨어에서 제공

하는 ‘Golf 미션’을 이용하여 자동심도제어기 모듈

을 검증한다. Golf 미션은 무인잠수정이 초기 지점

에서 시작하여 지그재그 형태의 8개의 경로점

(waypoint)를 따라가며 사용자가 설정한 행위 파일

의 목표심도를 유지하는 미션이다. 본 논문에서는 

Mission
“Golf” in 

moos-ivp/missions/s7_golf

Behaviors

BHV_Loiter,

BHV_Waypoint, 

BHV_PeriodicSurface, 

BHV_ConstantDepth

MOOS Apps

pHelmIvP, pMarineViewer,

pLogger, pNodeReporter,

uTimerScript, uSimMarine,

pMarinePID(or pFuzzySOC)

표 2. Golf 미션에 사용된 행위 파일과 MOOS 

어플리케이션

Table 2. Behaviors and MOOS applications of 

Golf mission

Variable 
Scaling 

factor

Input

Error [m] 2.0

Change in error[m/sec] 0.5

Output Elevator command [deg] 4.0

표 3. 자기구성 퍼지제어기의 입출력 변수 및 

환산계수

Table 3. Input/output variables and scaling 

factors of self-organizing fuzzy controller

120초 간격으로 0m-30m-15m- 30m로 목표 심도

값을 변경하였다. 해당 미션에서 사용한 행위 파일과 

MOOS 어플리케이션은 표 2와 같다.

동일한 미션에 대해서 pFuzzySOC 어플리케이

션의 성능과 표준 MOOS-IvP에 내장된 PID 제어기

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PID 

제어기의 계수값은 비례항   , 적분항 

  , 미분항    이며, 자기구성 퍼지제어

기의 입출력 변수와 환산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구성 퍼지 기반 

자동심도제어기를 pFuzzySOC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여 하나의 MOOS 모듈로 구성한 경우와, 기

존의 PID 제어기 모듈을 이용한 경우 모두 원하는 

심도값을 잘 추종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pFuzzySOC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첫 번째 목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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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각 제어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Fig. 11 Simulation results of two controllers

도인 30m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

버슈트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퍼지제어 규칙의 수정

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이후의 목표심도

에 대해서는 자기구성을 통해 제어규칙을 수정하므

로서 오버슈트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V. 결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을 위한 소프

트웨어 아키텍처인 MOOS-IvP를 적용한 자율 무인

잠수정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OOS-IvP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관심을 증대시키

고자, 기 개발된 자기구성 퍼지기반 자동심도제어기

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 과정을 사례연구로 수행하

여 MOOS-IvP의 모듈 확장성과 재사용성을 고찰하

였다. 먼저 자기구성 퍼지 기반 자동심도제어기를 

설계하여 pFuzzySOC라는 하나의 MOOS 어플리케

이션으로 구성하고, 이를 표준 MOOS에 포함된 

PID 기반 제어기인 pMarinePID 모듈을 대체하였

다. 심도제어기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무인잠수정의 운동방정식, 항법, 장애물회피, 

센서/액추에이터 모듈 등은 표준 MOOS-IvP에 포

함된 라이브러리 및 소스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하였

다. 또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pMarine Viewer를 통해 자동심도제어기 모듈

의 작동 상태를 손쉽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자가 향후 MOOS-IvP를 이용할 경우, 직접 개

발한 어플리케이션을 MOOS-IvP 아키텍처에 손쉽

게 추가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재사용성 향상 

및 개발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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