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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무인선박용 스마트 운항제어기를 개발
하고, 실시간 시뮬레이터 기반의 HILS를 구축하여 스마트 운항
제어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다룬다. 실수역 시험
전에 HILS를 활용하여 실제 무인선박과 운항 상황을 모의하여
다양한 조건과 항목들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시험경
비 절감과 개발 기간 단축의 장점이 있다.
Abstract

1. 서

론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모바일 로봇 등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국방, 무기체계로서 연구되었던 자율운항 선박 기술은 최근 친
환경 전기추진 선박과 에너지 효율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민·관
에서도 실질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박 운용에 대한
인건비 절감과 선원들을 위한 부대시설 운용비용 감소, 저속주
행을 통한 연료 절약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
용 자율운항 무인선박에 대한 연구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IMO(국제해사기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방
지하기 위한 대처로 2050년까지 선박 배출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50% 감축하는 규제 강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의 내연기관 대신에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추진 선
박이 주목받고 있다. 선박의 전기추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기추진시스템의 장점인 속응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고, 자율운항 전기추진선박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1].
본 논문은 전기추진 기반 USV(Unmanned Surface Vehicle)에
탑재되는 스마트 운항제어기를 개발하고 HILS(Hardware-In
-the-Loop Simulation) 설비를 구축하여 스마트 제어시스템의
경유점 추종 등 자율운항 기능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자율운항 USV의 실수역 운항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USV를
구성하는 스마트 운항제어기와 전기 추진시스템 등에 대한 신뢰
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HILS를 활용하여 선박 동역학
모델로 USV 동작을 모의하고 운항 환경을 임의로 조절하여 다
양한 조건과 항목들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2].
본 논문의 USV의 전기추진시스템은 azimuth 구동부와 비접촉
상반회전 프로펠러 일체형 선외기이며 스마트 운항제어기는
HILS에서 실시간 시뮬레이터로부터 선박 위치 정보를 GPS 신
호 생성기를 통해 입력받고, 경로추종 제어 알고리즘을 실행하
여 azimuth 조타각과 프로펠러 회전 속도 지령치를 생성하여 전
기추진시스템으로 전달한다.
2. 본

론

<그림 1> 경로 추종 제어

구하는 식은 각각 식 (1)과 (2)와 같다[3].
   

<그림 2> USV 추진시스템 구조

그림 2에서 보듯이 식 (1)과 (2)의  은 거리 오차( )의 PID
제어값이고  은 요 오차( ) PID 제어값과 XTE 오차( )
PID 제어값의 합이다. 식 (1)에서 계산된 추진력(F)를 프로펠러
회전속도 관계식을 통하여 회전속도 지령치를 계산한다.
기지국(Ground Control Station) PC에는 HMI가 구현되어
USV와 통신을 통하여 자율 또는 수동 모드 설정, 수동 제어 그
리고 스마트 운항제어기의 경로 추종 제어 게인값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거나 스마트 운항제어기에 의한 경로 추종 제어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2.2 전기추진시스템

2.1 스마트 운항제어기

본 논문의 스마트 운항제어기는 윈도우 OS PC에서 Visual
Studio 2019 도구를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그림 1과 같이 거리
오차( ), 요 오차( ), XTE(cross track error) 오차( )를 최
소화하여 경로 추종 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2와 같이 선미에 azimuth 추진기를 설치한 구조에서 경로
추종 제어를 위하여 프로펠러 추진력(F)와 azimuth 조타각(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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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USV에 설치되는 전기추진시스템은 azimuth 구동
부와 비접촉 상반회전 프로펠러로 구성된 일체형 선외기 형태이
다. 선외기 상부에 azimuth 구동부를 설치하여 rudder 대신 스
마트 운항제어기로부터 전달되는 azimuth 조타각 명령에 따라
USV의 방향을 제어한다. Azimuth 구동부에 의하여 프로펠러
회전 중인 추진기가 스티어링하는 경우 자이로스코픽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상반회전 프로펠러를 사용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으므로 선외기 형태에서 azimuth 구동과 상반회전 프로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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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ILS 기반 실험 결과

광안해수욕장 앞

바다의 실제 GPS 좌표를 기반으로 목표 경유
점들을 설정하고 이 경유점들을 XTE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추
종하여 운항하는 스마트 운항제어기의 성능을 2.3 절의 HILS
기반으로 실험하였다.
그림 5는 가상 시각화 HMI 화면을 보여준다. 선박 운항의 저
항 요소로 조류가 1.2 m/sec로 12분 주기로 360도 회전하면서
방향이 바뀌는 상황에서 USV의 스마트 운항제어기와 azimuth
상반회전 전기추진시스템에 의하여 총 10개의 경유점을 거쳐서
충분히 작은 XTE 조건을 만족하면서 출발지점으로 다시 복귀
하여 성공적으로 경로 추종 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전기추진시스템

러는 페어(pair)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면에서 유리하다. 상반회
전 프로펠러를 사용하면 단일 프로펠러 구조에 비하여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효율을 약 6~7% 향상시킬 수 있
다. 특히 본 논문의 상반회전 프로펠러는 그림 3과 같이 한국전
기연구원에서 개발한 자기 기어 기반 비접촉 상반회전 프로펠러
로서 기존 기계식 유성 기어에 비하여 소음 및 진동 저감, 유지
보수 비용 절감, 신뢰성 향상, 자체적인 과부하 보호기능, 기계
적 비접촉에 의한 고효율화 등의 장점을 가진다.
2.3 HILS 구축

HILS는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되는 루프 안에서 실제 하드웨
어가 시뮬레이터와 연계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실제 하드웨어는
2.1 절의 스마트 운항제어기와 2.2 절의 전기추진시스템이며 시
뮬레이터는 USV의 동역학을 수치적으로 실시간 모의하는 장치
이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구축된 HILS 구성도를 보여준다.

<그림 5> HILS 실험 결과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SV 용 스마트 운항제어기를 개발하고 실수역
실험 전에 HILS를 구축하여 다양한 운항 조건에서 경로추종 제
어 성능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최대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모의된 HILS 환경에서 충분한 시험을 통하여 개발품
에 대한 신뢰성과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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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IL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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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실시간 시뮬레이터의 선박 동역학으로 입력되면 동역학 계
산 결과에 의한 선박 거동 위치 정보가 GPS 좌표 생성기로 전
달되고, 실수역 GPS 좌표값이 운항제어기로 입력되면 경로 추
종 제어를 위한 azimuth 조타각과 프로펠러 회전 속도 명령을
계산하여 전기추진시스템으로 전달하는 형태이다.
그림 4는 실제로 구축된 HILS 환경을 보여준다. 부산 광안해
수욕장 앞 바다를 가상으로 운항하는 USV의 스마트 운항제어

기에 의하여 전기추진시스템이 동작하고 그 결과가 실시간 시뮬
레이터의 USV 동역학으로 모의되는 결과를 가상 시각화로 보
여주고 있다.

<그림 4> 구축된 HILS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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