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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 탐사체의 운항제어 개선에 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Automatic Control System Using Remotely 

Underwate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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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수질정보의 획득을 하여 기존의 물가에서 직  채수하여 실험실에서 수질을 측정하거나, 

휴 용 장비를 이용하여 직  수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원격 탐사체의 자동유도 알고리즘은 

채수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격 탐사체가 미리 지정된 항로를 따라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원격 탐사

체가 스스로 목표지 까지 운항 할 수 있도록 기본 알고리즘을 정립하 다. 원격 탐사체의 장착된 추진기 4

개는 후 양단에 치시켜 원격 탐사체의 기동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지 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 다. 원격 탐사체가 계획 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자동  수동제어 로그램을 개발하

다. 원격 탐사체의 통신부 구성은 운항제어, 장비제어, 실시간 데이터 송을 해 스마트폰을 이용하 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제어 시스템 작업에서는 상 서버 확보 작업  련 로그램 분석 작업을 수행하

고 별도의 컴 일 없이 독립 인 형태로 로그램 설계 작업  분석 평가 작업을 진행하 으며 로그램 

코딩 작업  시험 작업을 거쳐 상 서버에서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핵심용어 : 원격 탐사체, 운항제어, 원격제어, 수질정보

1. 서 론

   원격 탐사체가 계획 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자동  수동제어 로그램을 개발하 다. 로그램은 

노트북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원격 탐사체의 치를 모니터링하면서 방향  속도를 제어할 수 있

도록 개발하 으며 그림 1과 같다. 제어 로그램의 베이스 맵으로는 국토교통부 V-world와 포털사이트들에

서 제공하고 있는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로그램 로그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 으며, GPS로부터 입력된 치정보에 의해 상지역의 바로 이동하게 된다. 후좌우 방향 조 을 

이용하여 좌우 추진기의 출력을 조 하도록 개발하 다. 

그림 1. 원격 탐사체 제어 로그램 

       

그림 2. 제어  데이터 수집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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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탐사체의 운항제어 성능 평가

   상용화된 추진기의 거치 방식은 선체의 후  끝단에 치하여 좌․우 회  시에 모멘트의 심이 선체 

후  심에 치하므로 선체의 길이를 고려하 을 때, 회 각이 작기 때문에 회 반경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원격 탐사체에 거치된 추진기의 경우, 선체의 후 양단에 치하여 좌․우 회 시에 모멘트의 심이 

선체의 심에 치하므로 회 각은 크며, 회 반경은 작게 할 수 있다.

   

그림 3. 추진기의 회 반경  비교

   

   운한제어 성능분석은 장실험 비, 원격 탐사체의 안정성 실험, 자동운항 실험 등을 30회 이상 수행하여 평가하

으며, 약 1,000개의 데이터 세트를 획득하 다. ArcGIS를 이용하여 계획노선과 측 결과값의 인 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거리가 1.554m로 나타나 수심측량과 련된 시방기 의 오차범 인 3m 이내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 . 측값 분석
     

그림 5 . 인 성 분석 결과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운항제어 성능분석 결과, A지역은 운항  바람에 의한 향으로 오차허용범 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B지역의 경우 육상부분과 인 된 지역으로 운항  수심이 낮아 원격 탐사체의 운항

이 어려운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 두 개의 지역을 제외할 경우 계획노선과의 거리가 3m이상인 측 이 

51개로 체 777개의 측 의 약 7%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획노선과 실제 운항노선과의 일치율은 약 93%

인 결과를 도출하 다. 인 성 분석결과를 토 로 상지역의 A지역과 B지역은 원격 탐사체의 근이 불가

하 다. 이는 원격 탐사체의 운항에 있어서 바람이나 지형지물의 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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