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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수중 운항 플랫폼 TTURT(Tilt Thrusting Underwater RoboT)의 호버링 제어를 위한 선택적 스위칭 PD 제
어기를 제시한다. 본 시스템은 4 개의 추진기와 2 개의 틸팅 모터를 사용하여 6 자유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동역학 모델
에 비선형성이 나타나고 제어기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체 시스템의 제어기를 두 개의 하
위 제어 모드로 분리하고, 로봇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이 중 하나의 제어 모드를 선택함으로써 전체 6 자유도
를 제어하는 상위 제어기로 구성하였다. 하위 제어 모드는 추진기의 틸팅 각도에 따라 각 3 자유도(x, y, yaw 와 z,
roll, pitch)를 제어하는 두 개의 PD 제어기로 구분하였다. 두 하위 제어 모드 각각의 제어 안정성과 과도 시간에서의
제어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임의의 위치와 자세에서의 호버링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수 있다. 그리고 4개의 추진기가 z-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할 때(θ1, θ2 = 90°)는 남은 z-방향 위치, roll(x-방
향 회전), pitch(y-방향 회전) 각도를 제어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해양 관련 산업이 발전하며 수중 로봇의 필
요성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수중 로봇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에 [그림 1]과 같이 수중
작업자의 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소형 수중 로봇
플랫폼을 제시한 바 있으며 [1], 이는 점검, 탐사 작
업에 제한된 소형 수중 로봇들과 [2, 3], 그리고 그
외의 실질 작업이 가능한 대형 수중 로봇들과 차별
성을 갖는다 [4, 5].

[그림 2] 추진기와 틸팅 모터의 구성
4개의 추진기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소형화, 경
량화에 이점이 있지만 추진기의 틸팅은 동역학 모델
의 비선형성을 야기하여 제어의 측면에서는 제어 복
잡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
는 방법으로써 전체 6자유도를 두 개의 3자유도 하
위 제어 모드로 분리하고 상황에 맞추어 제어 모드
를 선택하는 선택적 스위칭 PD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스위칭 제어기는 일반적으로 여러 보드의 기구학/동
역학 모델을 갖는 시스템의 제어를 위해 사용되며,
외벽 등반 로봇의 벽면 전환 [6], 하드 디스크 드라
이브 [7] 등에 적용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기의 틸팅 각도에 따라 수평
제어 모드(x, y, yaw), 수직 제어 모드(z, roll, pitch)의
두 가지 하위 PD 제어기를 설계하였고, 실시간으로
로봇의 6자유도 위치/자세를 파악하여 모드 선택 알

[그림 1] 수중 운항 플랫폼 TTURT
본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로봇의 네 귀퉁이에
비스듬하게 설치된 4개의 추진기와, 로봇의 전면부,
후면부에서 각각 두 개의 추진기를 틸팅하는 틸팅
모터 2개를 사용하여 전체 6자유도를 제어한다. 4개
의 추진기가 로봇의 xy-평면과 수평할 때(θ1, θ2 = 0°)
는 추진력 f1, f2, f3, f4를 독립적으로 제어함으로써 x,
y-방향의 위치와 yaw(z-방향 회전) 각도를 제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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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제어 지령치와 현재 위치/자세를 비교하여
수직 모드 3자유도(z, roll, pitch)와 수평 모드 3자유도
(x, y, yaw) 중 우선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모드를 선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기를 틸팅하여 해당 모드
의 3자유도를 제어한다. 해당 모드의 3자유도가 다
른 모드의 3자유도보다 제어 지령치에 더 수렴하면
추진기를 틸팅하여 다른 제어 모드를 제어하고, 이를
반복하여 로봇이 지령 위치/자세에서 호버링 제어한
다.

고리즘에 따라 우선 제어 모드를 선택한다. 실시간으
로 로봇의 6자유도 위치/자세를 파악하며 현재 제어
하고 있는 모드의 3자유도 오차가 제어하고 있지 않
은 다른 제어 모드의 3자유도 오차보다 적은 크기로
수렴하면 추진기를 틸팅하여 우선 제어 모드를 변경
한고, 이를 반복하여 로봇은 6자유도 제어가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스위칭 제어기의 제어 이득과 모
드 간 최대 이동 시간을 선정하여 제어기를 설계하
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위칭 제어를 통한 로봇의
호버링 성능을 검증하였다.

M Ver vVer  CVer ( vVer ) vVer  DVer ( vVer )vVer  B (90 ,90 ) f , (3)
M Hor v Hor  C Hor ( v Hor ) v Hor  D Hor ( v Hor ) v Hor  B ( 0 ,0 ) f , (4)

2. 본론
2.1 동역학 모델링
수중 로봇의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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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위칭 제어기의 제어 안정성 검증
2.3.1 하위 PD 제어기의 안정성
두 개의 하위 PD 제어기는 각 3자유도의 비례 제
어 이득, 미분 제어 이득이 존재하여 총 12개의 이
득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다중입출력 시
스템에 대하여 임의의 이득을 시행착오법으로 선정
한 제어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어 성능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이득을
Matlab 최적화 툴박스의 fmincon() 함수가 제공하는
trust-region algorithm을 사용하여 최적화하였다.
각 하위 제어 모드에서는 3자유도의 제어 지령을
독립적으로 인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렴 시간
을 계산하고, 3개의 수렴 시간을 무차원화한 값의 합
을 최적화의 목적함수로 설정하였다. 최적화의 제한
조건으로는 모든 자유도의 오버슈트(overshoot)가
지령치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이론적 제어
안정성을 위하여 제어식 Lyapunov 함수의 Q 행렬이
항상 양의 정부호 행렬(positive definite) 조건을 만
족하도록 하였다.
두 하위 제어 모드의 각 제어 이득의 초기값과 최
적값, 목적 함수의 향상 정도는 표1, 표2와 같다.

(2)

식(2)와 같이 τc는 추진력 f 를 변환하여 생성되는
데, 변환 행렬 B에 제어 입력인 틸팅각 θ1, θ2의 코사
인, 사인 값이 포함되어 비선형 모델링이 된다.
2.2 선택적 스위칭 PD 제어기
로봇을 실제로 실시간 제어하는 데 있어 제어의
샘플링 시간은 제어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시간 제어의 계산량이 비교적 많은 비선형
제어 알고리즘은 본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시스템을 선형화한 후 비교적 간단한 선형 PD 제어
기를 기반으로, 두 개의 하위 제어 모드를 선택적으
로 사용하는 스위칭 제어기를 대안으로 선택하였다.
전체 제어기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3과 같다.

(5)

수직 모드와 수평 모드에서의 동역학 식은 각각
식 (3), (4)와 같이 선형화되고, 식 (5), (6)의 PD 제
어식을 통해 추진기의 제어 입력을 결정하고 각각의
3자유도를 제어할 수 있다.

식 (1)의 η는 공간 프레임에서 로봇의 위치 및 자
세 벡터, v는 로봇 바디 프레임에서의 선속도와 각속
도 벡터이다. M, C, D, g는 각각 질량 및 관성 행렬,
코리올리 구심 행렬, 항력 행렬, 그리고 중력 및 부
력 벡터이다. τc와 τe는 각각 추진력에 의한 힘과 모
멘트 벡터, 반력과 외란에 의한 외력 벡터이다.
τc = B(θ1,θ2) f

T
fVer  B (90 ,90 )  J Ver
[ K P ,Ver eVer  K D ,Ver eVer ],

표 1 두 하위 PD 제어기의 이득 최적화
Vertical mode
43
KP,Hor
90
KD,Hor
f
Vertical mode
44
KP,Hor
89
KD,Hor
f

[그림 3] 스위칭 제어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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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gain
Horizontal mode
43
54
37
KP,Ver
62
59
101
KD,Ver
40.00
f
Optimized gain
Horizontal mode
150
12
38
KP,Ver
200
12
101
KD,Ver
35.74
f

87
39
40.00

107
39

5
6
36.18

5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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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제어이득, 미분제어이득 총 12개의 제어 이득을
최적화하였고, 전체 제어기의 제어 안정성을 위한 최
대 과도 시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정하였다. 최적
제어 이득과 최대 과도 시간을 사용한 제어기를 적
용한 수중 운항 플랫폼의 호버링 제어 성능을 시뮬
레이션을 통해 성공적으로 검증하였다.

2.3.2 과도 시간에서의 제어 안정성
두 하위 제어 모드 간의 변경은 물리적으로 추진
기 틸팅각의 0°, 90° 간의 이동을 뜻하고, 틸팅 모터
의 위치 제어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과도 시간
이라고 하였다. 앞 절에서는 두 하위 제어 모드 각각
의 제어 안정성을 최적화 과정의 제한조건 설정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나, 전체 시스템의 제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과도 시간에서의 안정성 또한
확인하여야 한다. 즉 과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모드
변경 후의 위치/자세가 하위 PD제어기의 제어 불가
능한 영역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추진기의 틸팅 속도
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도 시간을
400ms에서 1200ms까지 200ms 간격으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어 성능을 시험하였고, 과도 시
간이 600ms 이하일 때 과도 시간 동안의 위치/자세
오차가 제어 가능 영역 내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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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어 성능 검증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틸팅이 가능한 소형 수중 운항 플
랫폼의 호버링 제어를 위한 선택적 스위칭 PD 제어
기를 설계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한 제어기
의 제어 성능을 확인하였다. 선택적 스위칭 PD 제어
기는 두 개의 하위 제어 모드로 이루어지고, 하위 제
어 모드는 추진기의 틸팅각에 따라서 수직 모드와
수평 모드로 구분된다. 선택적 스위칭 PD 제어기의
제어 성능 향상을 위하여 두 하위 제어 모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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