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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해양 환경에서 국방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수상정(USV, unmaned surface vehicle)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인수상정이 해양 환경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체부, 추진시스템, 조향시스템, 
제어시스템, 전원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원격/자율 무인수상정 플랫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존 무인수상정은 기
계식 제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이는 중량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제약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본 논문에서는 무인수상정의 플랫폼 장비를 전자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발한 시스템을 실험
하여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서 제어 명령에 따라 엔진, 워터젯, 전원 등 플랫폼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주 제어 시스템과 엔진 제어장치, 워터젯 제어장치, 전원 제어장치에 관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각 구성 요소를 개발한다. 또한, 개발한 시스템의 수조 실험 및 검증을 위하여 엔진 및 워터젯의 각 구성 요소를 포함하
는 테스트베드를 설계 및 제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development for USV-related technologies are actively growing up in military domain. The USV 
(unmanned surface vehicle) conducts various missions for national defense at maritime environment. For succeed the 
missions, the USV essentially needs an automatic and remote control platform which includes propulsion system, steering 
system, control system, power system and so on. In this paper, we developed an integrated control system for the platform 
equipments and verified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system. To do this, we designed a system architecture and 
implemented a main control system that processes and controls platform equipments by received command. Also we 
developed components of designed architecture such as engine control device, water-jet control device and power control 
device. For test and verify the developed system, we designed and made a test-bed of engine and water-jet with related 
parts, and proceeded a basin test for verifying the developed system based on the test-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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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해양 환경에서 국방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수상정(USV, unmaned surface vehicle)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인수상정은 전장 등 인적 자

원의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시 정찰, 탐색 추적, 항

만 감시, 기뢰 탐지 등 다양한 임무를 원격 혹은 자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1]. 임무수행과 관련

하여 무인수상정에  특정 명령을 주기 위해서는 일련의 

통신 장비 등을 갖춘 원격 운용 시스템이 필요하며, 주로 

육상이나 모선에 이를 구축하게 된다[2]. 또한 무인수상

정에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항해통신장비를 비롯

하여 여러 카메라, 센서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처

리하여 속력 및 침로 제어 명령으로 변환하는 등의 작업

을 해주는 처리 시스템이 탑재되어야 한다[3, 4].

이를 위해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무인수상정의 플

랫폼 장비부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경량화나 임무지속시

간 증대 등 여러 측면에서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5]. 

플랫폼 장비부는 추진시스템, 조향시스템, 제어시스템, 

전원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원격/자율 무인수상정 플랫

폼을 의미하며, 추진시스템은 디젤 혹은 가솔린 엔진과 

같은 추진장치로 구성되며, 조향시스템은 프로펠러/타

(rudder)나 워터젯/노즐(nozzle)과 같은 조향장치로 구

성된다. 또한 전원시스템은 배터리, 발전기, 전원제어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전원제어장치는 무인수상

정에 탑재되는 각 장비의 전원 공급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임무지속시간을 향상시키는 등의 역할

을 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을 다루는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은 디젤 엔진과 워터젯(water-jet)이 탑재된 무인

수상정을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 혹은 원격 운용 시스템의 통제 

명령에 따라 무인수상정의 플랫폼 장비를 전자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장에서는 무인수상정 개발과 관련한 

동향 등 관련 연구에 관해 기술한다. 개발하는 시스템

은 통신 장비로부터 수신된 특정 명령을 처리하여 제어 

신호로 변환해주는 컴퓨터 기반 제어 시스템과 엔진, 

워터젯, 전원을 제어 및 계측하는 임베디드(embedded) 

장치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3장에서 이에 관해 자

세히 설명한다. 4장에서는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의 

각 요소를 시작품 형태로 개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5장에서는 플랫폼 장비 테스트베드(test-bed)를 

제작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조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

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6장의 결론 및 향후 연구로 끝

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무인수상정 연구 동향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인선을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하여 판매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이 있으며, 목적에 따라 크기와 성능을 다양화하여 

개발/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인수상정 설계/개발 

기술은 선행 연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국방과학연구

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대부분 해양조사 및 해

양감시를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다[6]. 최근에는 국방 분

야에 무인수상정 도입 시급성이 제기되어 ‘민‧군 기술 

적용사업’을 통하여 그림 1과 같은 해상 감시정찰과 

수중탐색을 위한 무인수상정 ‘해검’이 개발되었으며, 

2017년 4월 공개되었다(LIG넥스원, 방위사업청 등)[7]. 

이처럼 지능화/첨단화된 무인시스템의 기술을 바탕으

로 해양 무인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방전력 향상 및 해

양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주도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시장 확대와 더

불어 급속도로 국내 관련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전망

이다[6].

Fig. 1 A recently released Korean USV ‘Hae-Geom’

2.2. 무인수상정 개발 과제 개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무인수상정은 앞서 언급한 ‘해

검’과는 별개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임무모듈형 공통

플랫폼 설계기술 개발(선도형 핵심기술)’ 사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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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5년 5월 공고된 ‘복합임무 무인수상정 설계/제

작/통합/시험지원’ 과제이며, 선정 과정 등을 거쳐 2015

년 11월부터 설계 및 개발에 착수하여 2017년 말 공통

플랫폼의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공통

플랫폼이란, 해양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선체부, 추진시스템, 조향시스템, 

제어시스템, 전원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원격/자율 무인

수상정 플랫폼을 의미한다. 그림 2에 무인수상정의 선

체 및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의 탑재 개념도를 나타

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통플랫폼 중, 선체부

를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 장비를 제어 및 계측하기 위

한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기존의 무인

수상정은 추진 및 조향의 제어를 위하여 스티어링 휠이

나 가속기(accelerator) 레버 등에 엑츄에이터(actuator) 

기반의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시스템은 전자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Fig. 2 A Conceptual design of integrated control system for
platform equipments in USV

Ⅲ.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 설계

3.1. 플랫폼 구성 장비 명세

본 논문에서 다루는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은 무인

수상정의 구성 장비인 엔진, 워터젯,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대상이 되는 엔진은 Marine Diesel

의 VGT450[8], 워터젯은 Alamarin-Jet의 AJ-285[9] 모

델이다. 각 장비의 형상은 그림 3의 (a) 및 (b)와 같으며, 

주요 사양은 표 1에 정리하였다. 엔진 및 워터젯의 선정

에는 경량화 목표 달성 및 전자적인 제어를 위한 확장

성 등이 고려되었다. 전원의 경우에는 상용품이 아닌 

자체 개발한 전원 제어/관리장치를 적용하며, 이를 통

해 각종 장비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원 공급을 

제어/관리한다.

(a)
  

(b)

Fig. 3 Target equipments (a) engine (b) water-jet

Equipment Specification

Engine
(VGT450)

 - Max. power : 450 HP
 - Max. RPM : 3600 RPM
 - No. of cylinder : 8
 - Weight : 510 kg (dry)

Water-jet
(AJ-285)

 - Max. power : 500 HP
 - Max. shaft RPM : 3700 RPM
 - Max. impeller dia. : 288mm
 - Weight : 148 kg

Power
(self-developed)

 - Max. capacity : approx. 13kW
 - No. of channel : 6 (AC 220V or DC 28V)
 - Weight : 30 kg

Table. 1 Specifications of target equipments

3.2.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 설계

개발하는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통신 장비로부터 이더넷으로 수신한 데이터(항해통신

장비 수집 데이터/원격 제어 명령 등)를 처리하여 제어 

신호로 변환해주는 주 제어시스템(main control system)

과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엔진, 워터젯, 전원을 제어하

는 임베디드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Fig. 4 An architecture of the developed system

주 제어시스템과 각 제어장치 간의 통신은 RS-485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엔진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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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control device)와 엔진 ECU(engine control 

unit) 간의 통신은 제어 시 아날로그(analog) 신호, 계측 

시 J1939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워터

젯 제어장치(water-jet control device)와 워터젯 IO 시스

템 간의 통신은 OpenCAN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

지며, 전원 제어장치(power control device)와 전원 관리

장치(power management unit) 간의 통신은 GPIO 

(general purpose input/output)를 사용한다.

- 주 제어 시스템 : 주 제어 시스템은 자율 혹은 원격 운

용 시스템으로 부터 이더넷(TCP/UDP)을 기반의 데이

터를 수신하여 처리한 후에 제어 신호로 변환하여 해당

하는 제어장치에 전송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엔

진 제어장치, 워터젯 제어장치, 전원 제어/관리장치로

부터 실시간 상태 정보를 계측하여 원격 운용 시스템 

등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가적으로 주 제어 

시스템은 고장 알람, 데이터 송수신 로그 등 여러 기능

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 엔진 제어장치 : 엔진 제어장치는 주 제어 시스템으로

부터 시동 명령, RPM 제어 명령 등을 수신하여 처리한 

후, ECU에 아날로그 기반의 제어신호를 전송하여 엔진

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J1939를 기반으로 

RPM 등 엔진의 상태 계측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 제어

시스템으로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 워터젯 제어장치 : 워터젯 제어장치는 주 제어시스템

으로부터 노즐 제어 명령, 리버스 버킷 제어 명령 등을 

수신하여 처리한 후, IO 시스템에 OpenCAN 기반의 제

어 신호를 전송하여 워터젯의 유압 펌프를 제어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또한, 노즐(조향각), 리버스 버킷(전진/

중립/후진)에 관한 상태를 계측하여 주 제어 시스템으

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전원 제어/관리장치 : 전원 제어장치는 주 제어 시스템

으로부터 채널별 전원 공급 명령 등을 수신하여 처리한 

후, 전원 관리장치로 해당하는 신호를 전송하여 전원 

공급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전원과 관련된 데이터를 계측하여 주 제어 시스템으로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추가적으로 과전압/과전류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전원을 차단하여 임무 수

행에 필요한 각 장비를 전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능

을 포함한다.

Ⅳ.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 개발

4.1. 개발 환경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주 제어 시스템은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운

영체제에서 Microsoft Visual Studio 2015를 기반으로 

C++ 언어로 개발하였다. 또한, 엔진 제어장치, 워터젯 

제어장치, 전원 관리 장치의 보드는 공통적인 마이크

로컨트롤러 프로세서(Texas Instruments의 TMS320 

F28335)를 채택하고 있다.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펌웨어(firmware) 의 구현을 달리하는 형태

로 개발하였다. 각 제어장치 보드의 펌웨어 프로그래밍

은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운영체제에서 

Texas Instruments Code Composer Studio v5를 사용하

여 C언어로 개발하였다. 

4.2.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 개발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의 주 제어 시스템은 윈도우 

환경에서 백 그라운드(back-ground) 형태로 상시 동작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지 않는

다. 다만, 테스트를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 명령

의 생성 등 자율/원격 운용 시스템의 역할을 모사하여 

수행하는 데이터 생성기(generator)를 개발하였으며, 그 

화면은 그림 5와 같다.

Fig. 5 A developed data generator for testing of the 
main control system

각 제어장치의 구성은 그림 6과 같은데, 향후 선박 탑

재 시에는 케이스를 설계하여 각 제어 보드를 외부환경

으로부터 최대한 보호 가능한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며, 

교환 방식 전원 공급장치(SMPS, switched-mode power 

supply)와 함께 앞서(그림 2) 나타낸 것과 같이 랙(rack)

에 통합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랙-마운트 케이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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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개발한 전

원 관리장치는 그림 7과 같은데, (a)는 내부 구성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 (b)는 알루미늄 재질의 외부 케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작품 형태를 기반으로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 각 구성 요소의 주요 기능을 

실험하고 검증한다.

 

Fig. 6 The configuration of control devices

(a)
  

(b)

Fig. 7 A developed power management unit 
(a) internal circuit board (b) external aluminum case

Ⅴ.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 실험 및 검증

5.1. 엔진 및 워터젯 테스트베드 설계 및 제작

무인수상정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의 선체 탑재 전 

수조 기반 실험 및 검증을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길이 

4,200mm, 폭 2,840mm, 높이 2,260mm의 테스트베드 

프레임을 설계하였다. 여러 여건상 수조 주변에 테스트

베드를 고정(anchoring)하기 위한 구조물의 설치가 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레임은 워터젯의 흡입구/분

사구에서 요구하는 수위를 고려하여 일정 부분 수조에 

잠긴 형태로 설계하였다. 수조 내 한쪽 벽면을 바라보도

록 프레임을 설치하여 추진력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한 

후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림 9와 같이 설계한 프

레임의 중앙부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실제 무인수상정

에 탑재되는 것과 동일한 플랫폼 장비 및 관련된 구성 요

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박스 형태로 제작하였다.

(a)

(b) (c)

Fig. 8 A frame of test-bed for platform equipments
(a) water line (b) front view (c) side view

Fig. 9 A test-bed for platform equipments of USV

5.2.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 실험 및 검증

실험을 위해 크레인을 활용하여 프레임을 수조의 한

쪽 벽면을 바라보도록 배치한 후, 그림 10과 같이 엔진 

및 워터젯 등이 포함된 박스 형태의 플랫폼 장비를 프

레임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강시켜 설치하였다. 실험 시

에는 안전을 위하여 크레인은 계속해서 플랫폼 장비를 

고정하도록 하였다. 실험은 운용 시스템의 기능을 대신

하기 위해 개발한 데이터 생성기를 통해 엔진의 RPM을 

1700으로 제어하는 명령과 함께 워터젯의 노즐을 좌현

(port) 25도, 우현(starboard) 25도의 최대 범위 내에서 

초당 1도씩 증감을 반복 제어하는 명령을 주 제어 시스

템으로 전송하였다. 그 결과로, 주 제어 시스템과 엔진 

및 워터젯 제어장치는 이러한 명령을 처리하여 제어 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8 : 1611~1618 Aug. 2017

1616

상 장비인 엔진 및 워터젯을 성공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세한 실험 시나리오는 표 2에 정리하

였다. 이때, 설치사의 권고 등을 고려해 안전상의 이유

로 고 RPM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촬영한 실험 결과 동

영상의 스크린 샷을 그림 11에 나타냈다. 결과는 수동 

스티어링 제어의 경우와 전자적 명령으로 제어한 경우

를 비교하는 형태로 검증하였고, 향후에는 현재 개발 

중인 시험기술검증장비를 통해 제어 수행정도를 검증

하는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A basin test environment for developed system

Fig. 11 Captured images from video of test result

Control target Generated commands
Engine RPM Remain around 1700 RPM

Water-jet 
Reverse Bucket

Open (forward)

Water-jet 
Nozzle

PORT 0 ~ -25 ( ±1 deg/sec)
Repeat

STBD 0 ~ +25 ( ±1 deg/sec)

Table. 2 A scenario for basin test

한편, 전원 제어장치는 임무 수행을 위해 무인수상정

에 탑재되는 센서, 카메라, 항해통신장비, 수중 탐색 장

비 등 여러 장비들에 전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들 장비는 대체적으로 고가이고, 다루기가 어

렵기 때문에 실제 환경을 구축하여 실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슬라이닥스

를 활용하여 그림 12와 같이 전원 제어장치의 테스트를 

위해 개발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험실 환경에

서 전원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한지를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검증하였다.

Fig. 12 A test result of power control device

Ⅵ.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무인수상정의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

템을 개발하고, 개발한 시스템을 실험하여 유용성을 검

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제어 

명령에 따라 엔진, 워터젯, 전원 등 무인수상정의 플랫

폼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주 제어 시스템과 엔진 제어

장치, 워터젯 제어장치, 전원 제어장치에 관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각 구성 요소를 개발하였다. 또

한, 개발한 시스템의 수조 실험 및 검증을 위하여 엔진 

및 워터젯의 각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테스트베드를 설

계 및 제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실험하여 선체 탑재 

전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수동 

스티어링 제어 방식과 전자적 제어 방식을 비교하는 것

으로 검증하였다. 전원 관리의 경우, 플랫폼 이외의 다

른 장비들이 필요한 등 여러 제약점으로 인해 실험실 

환경에서 테스트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실험 및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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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 이를 통해 무인수상정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각 장비를 전자적으로 통합 제어 및 계측이 가능하며, 

기존 기계적 방식의 제어에서 요구되는 액츄에이터 등

의 설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경량화 실현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각 제어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를 설계하

여 외부 환경에 대한 내구성의 향상이 요구된다. 또한, 

실제 선체 탑재 전까지 충분한 실험을 통해 신뢰성의 

확보가 필요하고, 다른 임무 수행 장비와 연동 실험을 

통해 플랫폼 장비 제어 시스템의 개선점을 찾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개발 중인 시험

기술검증장비를 통해 RPM, 조향 제어의 정밀도 등을 

검증하는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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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동명정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2004년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제어계측공학과 (공학석사)
2016년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제어계측공학과 (공학박사)
2004년 ~ 2006년 :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연구원
2006년 ~ 현재 : 중소조선연구원 해양IT융복합소재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해양ICT융합기술, e-Navigation 기술, 항해통신장비, 임베디드 시스템

신지환(Ji-Hwan Shin)

1997년 :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공학사)
1999년 :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공학석사)
1999년 ~ 2002년 : 한국전기연구원 위촉연구원
2002년 ~ 2006년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연구원
2006년 – 현재 : 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본부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해양무인화시스템, 수중운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이영진(Young-Jin Lee)

2014년 : 한국해양대학교 조선기자재공학과 (공학사)
2016년 : 한국해양대학교 조선기자재공학과 (공학석사)
2016년 – 현재 : 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본부 연구원
※관심분야 : 해양무인화시스템, 수중운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최병웅(Byung-Woong Choi)

2001년 : 경북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공학사)
2003년 : 경북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008년 : 경북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2008년 ~ 현재 : 한화시스템 해양연구소 수석연구원
※관심분야 : 제어 및 신호처리, 해양무인화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