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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도제어 시스템 체계 개발의 초기단계에는 운용 효과도 도출 및 요구사항 적합성 검토를 통한 체계 개략사양도

출을 위해 효과도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M&S (Modeling & Simulation)를 활용하여 항법센서 성능과 환경

영향(조류의 세기와 방향)에 따른 유도제어 시스템의 목표점 도달 정확도에 대한 운용 효과도 분석을 수행한다. 효과

도 분석을 위해 6자유도 운동모델, 환경모델, 유도항법제어모델을 구성한다. 항법센서는 관성항법센서(Inertia 
Navigation Sensor, INS)와 도플러 속도센서(Doppler Velocity Log, DVL)로 구성하고, 환경변수는 조류(current)의 

세기와 방향이다.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는 CEP(Circular Error Probability)와 분산을 이용한 확률분석으로 분석한다. 
효과도 분석 결과는 항법센서의 가격을 고려한 비용 대비 효율 분석에 활용하여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의 센서 사양을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수준의 INS와 낮은 수준의 DVL을 이용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복합항법센

서를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To obtain the system requirement specification in the beginning of the precision guidance and control system 
development,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the system are necessar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btain the system requirement specification by carrying out the effectiveness analysis using the modeling and 
simulation(M&S) scheme. M&S model is constructed using 6-DOF dynamic model, environment model, guidanc 
-navigation & control model. Assume that the navigation sensor is consist of inertial navigation sensor(INS) and 
doppler velocity log(DVL), and the speed and direction of current is environment parameter.  The effectiveness 
analysis is carried out using circular error probability(CEP) and variance analyze scheme. Also, the effectiveness 
analysis is utilized for cost-performance analysis considering the cost of commercial INS and DVL sensor. This paper 
shows the high-level INS and the low-level DVL configure a high price-performance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키워드 : 수중운동체, Modeling & Simulation, 효과도 분석,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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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도제어 시스템 체계개발의 초기단계에는 운용 효

과도 도출 및 요구사항 적합성 검토를 통한 체계 개략

사양도출을 위해 효과도 분석을 수행한다[1]. 본 논문에

서는 M&S(Modeling and Simulation)를 활용하여 대상 

무인 수중운동체의 운용 효과도 도출 및 항법센서의 가

격대비 성능비 분석을 통해 센서 사양을 도출한다. 수
중운동체의 효과도 분석을 위해 운동모델, 유도제어모

델, 항법모델을 구성하며, 조류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조류 환경모델을 구성한다. 또한, 운용개념을 

통해 운용 효과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한다. 
운용 효과도는 대상 무인 수중운동체의 목표점 도달 정

확도로 정의한다. 도달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항법센서 성능 및 조류의 세기와 방향

이다. 확률분석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몬테카를로 수

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항법센서 및 조류 변수에 

대한 효과도 분석을 수행한다.
무인 수중운동체는 수중의 기뢰 탐지 및 제거  혹은 

수중 지형 탐색을 위한 임무를 위해 연구되고 있다. 특
히, 군사 분야에서는 기뢰 탐지 및 제거를 위한 무인 잠

수정이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거리의 기뢰부

설 예상지역을 탐색하기 위한 임무를 가정한다. 선행연

구에서는 질점모델을 기반으로 항법센서 성능에 따른 

효과도 분석을 수행하였다[2]. 본 논문에서는 6-자유도 

모델을 기반으로 대상 무인 수중운동체의 기동 특성이 

반영된 목표점 도달 정확도를 위한 효과도 분석을 수행

한다. 
도달정확도는 x-y축의 2차원 평면에서 목표점과의 

거리오차로 정의하며, 도달 정확도는 정밀 항법 성능에 

크게 좌우된다[2]. 대상 무인 수중운동체에서 사용하는 

항법센서는 관성항법센서(INS)와 도플러 속도측정 센

서(DVL)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무인 수중운동체의 

운용효과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INS 성능, 
DVL 성능, 그리고 조류의 세기 및 방향을 관찰요소로 

정의하고 효과도 분석을 수행한다.
본론의 2장에서는 분석모델에 대해 기술하는데, 2.1

와 2.2장에서는 대상 무인 수중운동체의 운동모델과 조

류 환경모델에 대해 기술한다. 2.3장에서는 INS와 

DVL 속도센서를 이용한 복합항법기법에 대해 설명하

고, 2.4장에서는 유도제어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효과

도 분석을 위한 몬테카를로 수치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는 3장에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서

술한다.  

Ⅱ. 본  론

2.1. 운동모델

수중운동체의 운동을 모사하기 위해서 6자유도 운동

모델을 이용하였다[3,4]. 수중운동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의 관계식으로 속도, 가속도, 각속도, 위치, 그리

고 자세의 상태변수를 사용하여 비선형 미분방정식으

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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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모델

수중운동체의 유도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

인 조류는 운동모델에 다음과 같은 상대속도 성분으로 

표현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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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비회전 동체고정(body- 

fiexd) 조류속도 벡터이다. 는 지구고정 조류속도 벡

터,   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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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오일러 각,  는 지구고정 좌

표계를 기준으로 하는 조류의 받음각과 옆미끄럼각이

며, 는 평균 조류속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류속도

를 다음과 같은 1차 가우스-마코브 프로세스로 표현하

였다.

                       (5)

여기서, 는 평균이 0인 가우시안 백색 잡음, 
 ≥ 는 상수이다.

2.3. 항법모델

대상 수중운동체의 항법시스템은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로 구성된 관성항법장치인 INS와 DVL으로 

구성된다. DVL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속도측정 장치

로 복합항법 알고리즘에서 속도를 보정한다. DVL을 이

용한 복합항법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Fig. 1 Configuration of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복합항법 시스템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동체좌표

계 기준의 속도를 계산하고, DVL에서 측정된 지면속도

로 보정한다. 속도추정 및 보정은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재귀적 형태의 분산

시간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속도를 추정한다[5].

2.4. 유도제어모델

본 논문에서는 대상 수중운동체의 정밀 유도를 위해 

시선각 유도법칙인 Lookahead-based 조종기법을 이용

한다[6]. 그림 2와 같이 두 경로점의 직선 경로를 추종

하는 상황을 가정하도록 하자. Lookahead-based 조종기

법에서 추종해야 할 경로각 는 경로-접선각 와 

속도-경로 상대각 의 합으로 설정한다.

      ,                        (6)

         ,       (7)

    ∆
  ,               (8)

 



cos sinsin cos








     (9)

여기서, ∆은 lookahead-distance이다. 추종할 헤

딩각 은 추종할 경로각과 옆미끄럼각 의 차로 설정

한다.

  , (10)

  arcsin
  (11)

Fig. 2 Lookahead-based Guidance Law

대상 수중운동체의 심도와 헤딩각 제어를 위해 선형 

가로 및 세로 운동모델과 PID제어 기법을 이용했다. 심
도제어를 위해 사용한 세로운동 모델은 x축 방향 속도 

, z축 방향 속도  , 피치 각속도 , 피치각  , 심도 을 

상태변수로 한다[3]. 수평타각 입력은 각 측정치에 제어

이득을 곱하여 계산한다.

                  (12)

여기서,  , , 는 심도제어를 위한 제어이득들이

며, 는 명령심도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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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로제어를 위해 사용한 가로운동 모델은 y축 방향 

속도  , 롤 각속도 , 요 각속도 , 롤 각 , 요 각 을 

상태변수로 한다[3]. 세로운동에서 롤과 요축 운동은 

서로 연성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롤과 침로제어를 

설계하였다. 롤과 침로제어를 위한 타각입력은 다음

과 같다.

 ,                    (13)

                       (14)

여기서, , , , 는 침로제어를 위한 제어이

득들이며, 는 명령 침로각이다.

Ⅲ. 수치 시뮬레이션

분석모델은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모델화 

하였고, 수치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간간격은 0.01초이

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INS와 DVL 속도센서 성능은 

표 1, 2와 같다. 
주행속도는 국방임무용으로 개발된 무인 잠수정 사

례[9]를 바탕으로 설정하고, 주행거리는 5, 10km, 조류

의 세기는 3, 6노트, 조류 방향은 앞/뒤/옆 방향을 고려

하였다. 몬테카를로 수치 시뮬레이션은 각 조합에 대

해 100회 수행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몬테카를로 수

치 시뮬레이션 결과는 CEP(Circular Error Probability, 
50%)로 살펴보았다. 

Table. 1 INS Sepcification[7]

INS 
Lv. 1 (LN-251) Lv. 2 (HG-1700)

Accel. gyro Accel. gyro

update
rate 100Hz 100Hz 100Hz 100Hz

noise 0.1e-3g 0.125rad/


0.1e-3g 0.125rad/


scale-factor 
error 500ppm 150ppm 500ppm 150ppm

bias 0.5mg 0.1°/hr 1mg 1.0°/hr

Table. 2 DVL Specification[8]

DVL update
rate

scale-factor
error noise bias

Lv. 1 2Hz 0.2% 0.0099% 0.001%

Lv. 2 2Hz 1.0% 0.0144% 0.002%

항법센서 성능에 따른 운용효과도 분석을 위해서 각

각 두 가지 수준의 INS와 DVL 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총 4가지 조합에 대해 몬테카를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DVL은 주행 전구간에서 사용하였고, 조류

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표 3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INS 성능이 동일한 

경우에 성능이 좋은 DVL을 이용하면 CEP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수준의 INS 이용 시에 

DVL 성능향상에 의해 CEP가 줄어드는 양보다, 동일

한 수준의 DVL 이용 시에 INS 성능향상에 의해 CEP
가 줄어드는 양이 크다. 다시 말해, INS 성능이 목표점 

도달 정확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DVL에 의한 CEP 감소(목표점 도달 정확도 향

상) 효과는 INS성능 수준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거리

가 멀어질수록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INS의 

적분오차가 커져서 추정하는 속도의 오차가 커지지만, 
DVL에서 추정하는 속도의 오차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낮은 성능의 INS을 이용하

여 장거리 주행할 경우에 목표점 도달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DVL가 필요하다. 10km 주행시에 50% 
확률로 100m 이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0.1deg/hr 
수준의 INS와 1.0% 수준의 DVL이 필요하다. 만약, 
1.0deg/hr 수준의 INS를 이용하여 10km 주행에 50% 
확률로 200m 이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0.2% 수준의 

DVL이 필요하다.

Table. 3 Result based on Integrated Navigation sensor 
effect (10km)

INS 0.1 deg/hr 1.0

DVL 0.2 % 1.0 0.2 1.0

CEP(50%) 51(m) 79 157 258

(65%) 56 87 214 293

case casea 1 case 2 case 3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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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 based on Integrated Navigation sensor 
effect (CEP)

조류의 세기와 방향에 대한 운용효과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0.1deg/hr 수준의 INS와 0.2% 수준의 DVL 센서

를 고려하였고, 각 조합에 대해 100회의 몬테카를로 수

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DVL은 주행 전구간에서 

사용하였다. 조류의 세기는 3/6노트, 조류의 방향은 앞/
뒤/옆 방향을 가정하였다. 앞의 조류방향은 조류가 수

중운동체 진행방향의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

을 의미한다.
조류가 진행방향의 뒤에서 앞으로 작용할 경우, 수중

운동체의 운동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어 좀 더 빠르게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주행시간이 짧아지고 항법오차가 적게 쌓인다

는 것을 의미한다. 조류의 방향이 이와 반대일 경우, 주
행시간이 길어져서 항법오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쌓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4와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조류가 뒤에서 앞으로 작용할 경우에 오차가 가

장 작았고, 이와 반대방향의 조류에서 오차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조류의 세기가 크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Table. 4 Result based on current effect (10km)

Direction vel 0 kts 3 6

0 deg CEP(m) 51 47 46

90 CEP 51 53 58

180 CEP 51 58 69

270 CEP 51 52 58

Fig. 4 Result based on current effect (CEP)

몬테카를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

밀 유도제어를 위해서는 고성능의 관성항법센서가 필

요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성항법센서를 이용

할 경우에는 DVL가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거리를 주

행할 경우에 주행시간이 짧을수록 오차가 작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항법오차와 작동시간과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그림 5는 가격상승율에 대한 성능비율을 도시한 것

이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INS와 DVL 가격수준은 INS
의 경우에 0.1deg/hr급 1억여원, 1.0deg/hr급은 3천여만

원, DVL의 경우에 0.2%급은 3천여만원, 1.0%급은 1.5
천여만원이다.

Fig. 5 Price vs. Performance

가장 저렴한 INS와 DVL 복합항법(조합 4)의 가격과 

성능을 기준으로 가격상승율에 대한 성능 향상율의 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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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2의 경우, 가격이 1.33배 늘었고 성능(도달 정확

도)은 1.64배 향상되어 성능지수가 1.23 (=1.64/1.33)이
다. 조합2의 경우, 성능이 3.27배 향상하였으나, 가격도 

2.56배 높아져서 성능지수가 1.28이다. 성능이 향상된 

만큼 가격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조합4의 경우, 성능지

수가 1.75이다. 4가지 조합을 살펴보면, DVL 성능수준

(가격)을 높이면 성능지수가 상승하게 된다(조합1에서2 
그리고 조합3에서 조합4). 결국, 가격과 성능을 고려한

다면 INS보다 DVL 성능수준(가격)을 높이는 것이 유

리하며, 요구되는 목표점 도달 정확도 수준에 따라 INS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인 수중운동체의 운용효과도 분석

을 위해 수중운동체의 기동모델과 환경모델 을 설계하

였고, 운용효과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

를 정의하고 몬테카를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하였다.
가격 대비 성능비를 고려한 정밀 유도제어를 위해서

는 높은 수준의 DVL이 필요하며, 관성항법센서 수준은 

필요한 유도제어 성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또한, 조
류 방향에 따라 목표점 도달 정확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의 수치 시뮬레이션에서는 운용 전 구간에서 

DVL 속도센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지만,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전구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DVL운용구간에 따른 운용효과도를 분석해야 한다. 또
한, 실제 해저지형 정보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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