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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on attitude control of an underwater robot by using five ABTs (Attitude Ballast Tank). 

A pipe is connected to the bottom of the ABTs and transfers water by a pump, while another pipe is connected to the top of the ABT 

to transfer air. The buoyancy center of the underwater robot can be changed by means of the water transfer. This way, the attitude of 

the underwater robot can be maintained and/or controlled as desired. The changes of the center of gravity and the buoyancy central 

are estimated by a Lagrangian function which is similar to that for an inverted pendulum. The controller in this paper is designed by 

modeling of the underwater robot and selecting suitable gains of a PD controller which has fast response characteristics. This paper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attitude control of an underwater robot by changing the center of gravity and the buoyancy center of the 

robot. Moreover, experimental results verify that the controller is effective in maintaining Roll/Pitch of the underwater robot with 

very low powe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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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수중로봇은 대표적으로 AUV와 ROV로 분류할 수 있다[1-

4]. AUV는 장거리 주행하며 비교적 넓은 지역을 탐사에 목적

을 두고 있으며, ROV는 특정지역에 대한 탐사 및 작업용으

로 많이 사용된다. AUV는 국한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 전력은 운영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ROV는 선박

에서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운용 가능 하지만 

소비 전력에 비례하여 케이블의 굵기가 결정된다. 케이블의 

굵기는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ROV운용에 있어 이동 

반경과 잠항 깊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5]. 

이 논문은 위의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중로봇의 저전력을 

이용한 수중로봇의 자세 제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BT (Ballast Tank)를 이용한 방법으로 잠수함에서 

Pitch 제어에 사용되는 Trim tank를 Roll, Pitch 제어에 사용 가

능 하도록 4방향으로 BT를 설계 하여 자세 제어 한다[6]. 추

진기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직접 유체

를 이용하여 구동하지 않고 BT간의 내부의 유량을 이동하여 

부력 중심점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소형 펌프만을 이용하

기 때문에 작은 소비 전력만으로도 자세 제어가 가능 하다.  

유사 연구 사례는 Sekhar Tangirala는 대형 AUV에 BT를 이

용하여 Pitch 제어를 하였다[7]. 그리고 Norimitsu Sakagami는 

ROV에 BT를 회전 운동시켜 Pitch 제어한 연구가 있다[8]. 

유사 연구들과 차별화 되는 부분은 부력 중심점을 Roll, 

Pitch 방향으로 제어 할 수 있으며 Norimitsu Sakagami의 사례

와 같이 BT의 위치를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외력에 의한 모

터 마모가 발생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 전력인 소형 펌프를 

사용함으로 회로가 간단하다.  

제안하는 BTUR (Ballast Tank Underwater Robot)의 자세 제어

를 위해 라그랑지(Lagrange) 동역학을 이용한 모델링을 하였

다[9,10]. 설계된 BTUR의 유체력 계수와 관성 모멘트는 실험

에 의해서 추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제어기는 PD 제어기를 

사용하여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실험 방법으로는 외부에서 

외란을 주었을 때 만족한 자세가 되는지 확인 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비 전류를 관찰 하여 저전력으로 제어가 가능함을 

증명하겠다.  

 

II. 모델링 

BTUR은 FBT (Float Ballast tank), DBT (Deep control Ballast 

Tank), 및 ABT (Attitude Ballast Tank)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과 같다. FBT는 BTUR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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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BT. (b) DBT. (c) ABT. 

그림 1. BTUR로봇의 BT 배치. 

Fig.  1. BT arrangement of BTUR robot. 



밸러스트 탱크를 이용한 수중로봇의 Roll/Pitch 의 자세제어 

 

689

BTUR을 띄어 오르게 하며 내부에 제어 보드가 포함되어 있

다. DBT는 외부의 물을 흡입하거나 배수하여 BTUR을 heave

방향으로 제어한다. ABT는 5개의 BT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

래 부분은 펌프가 연결되어 물을 이동시키며 위 부분은 배관

이 연결 되어 공기가 이동한다. ABT 사이에 물의 양을 제어

하여 BTUR의 Roll, Pitch의 자세제어 하는 구조이다. 

1. 부력 중심과 무게 중심 

BTUR의 DBT를 제어 하여 중성 부력 상태로 가정 한다. 

부력 중심점은 각 BT에 포함하고 있는 공기의 양과 부피에 

의해 부력 중심점 BC 가 결정 된다. 여기서 BT에 포함된 물 

밀도와 외부의 물 밀도가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Inverted 

pendulum 형태로 모델링 할 수 있다. BC 를 정의 하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BC BV BC BV BC BV

C

BT BT BT

FBT FBT DBT DBT ABT ABT
B

WBT WBT WBT

⋅ ⋅ ⋅
= + +  (1) 

여기서 ( )
BT BV BV BV

WBT FBT DBT ABT= + + 이다. 

,
BV

FBT ,
BV

DBT
BV

ABT 는 각각 BT에 포함된 공기의 부피 

이며 ,
BC

FBT ,
BC

DBT
Bc

ABT  각각 공기의 부피의 중심점이

다. 무게 중심은 Gc 는 탱크 내부에 물의 무게를 제외하고 총 

BTUR의 무게 중심점을 나타낸다. 

2. 동역학 

BTUR의 FBT는 중성 부력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큰 부력

을 가지고 있으며 로봇의 무게 중심점 보다 높은 지점에 위

치한다.  

그리고 5개의 ABT간의 물 이동에 의해 부력 중심점이 이

동되며 Roll, Pitch를 제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 2와 같

이 BTUR의 좌표계를 설정한다. 여기서 BC 부력 중심점, 

GC 무게 중심점, LB 는 BC 에서 GC 까지 거리이다. ,θ ψ 는 

Roll 축과 Pitch 축의 회전 변위를 나타낸다. b 는 BC  에서 부

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g 중력 가속도 이다. 라그랑지 방정식

을 이용하기 위해 위치 벡터를 설정한다. 원점에서 무게 중

심점까지의 위치 벡터 r
�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cos

cos sin sin

B

B B

r L x

L y L z

θ ψ

θ ψ θ

= ⋅ ⋅ ⋅

+ ⋅ ⋅ ⋅ + ⋅ ⋅

� �

� �
 (2) 

BTUR의 운동 에너지 T 는 다음과 같다. 

 2 21 1 1

2 2 2

T
T m v v J Jθ ψ= ⋅ ⋅ + +

� �

 (3) 

여기서 
dr

v
dt

=

�

�

이다. J 는 
C

G 와 
C

B 의 회전 관성이다.  

질량 m M B= − 이며 M 은 BTUR의 전체질량, B 는 

BTUR의 전체부력이다.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cos cos
B B

V mgL mgLθ ψ= +  (4) 

이를 통해 라그랑지안(Lagrangian) L은 다음과 같다. 

 2 21 1 1

2 2 2

cos cos

T

B B

L T V

m v v J J

mgL mgL

θ ψ

θ ψ

= −

= ⋅ ⋅ + +

− +

� �

 (5) 

라그랑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here, [   ]
T

q

d L L
q

dt q q
τ θ ψ

∂ ∂
− = =

∂ ∂�

 (6) 

라그랑지 방정식 식 (6)를 식 (5)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2 2 2

cos
Roll

ml J mglθ θ θ τ+ − =
�� ��  (7-a) 

 2 2 2
cos

Pitch
ml J mglψ ψ ψ τ+ − =�� ��  (7-b) 

여기서 ,
Roll

τ
Pitch

τ 는 펌프에 의해 발생하는 토크이며 아래와 

같이 정의 한다. 

 
1 3 D

f
Roll

τ τ τ θ= + −
�  (8-a) 

 
2 4 D

f
Pitch

τ τ τ θ= + −
�  (8-b) 

여기서 
D
f θ�는 로봇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유체저항력(fluid 

damping)이다. 
1
,τ

2
τ 는 Roll 축 제어를 위해 작용하는 펌프

의 토크이며 
2
,τ

4
τ 는 Pitch 축 제어를 위해 작용하는 펌프의 

토크이다.  

3. 펌프의 특성 분석 

로봇에 적용된 펌프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펌프를 모델

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모터에 역기전력, 모터 코일의 

저항, 모터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마찰 계수에 대한 파라미

터 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BT와 펌프에 연결된 호수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의 흐름을 계산하여야 함으로 복잡해 진다. 그

래서 실험을 통해 입력 PWM과 유량의 특성을 분석하여 모

델링 하였다. 그림 4는 PWM과 유량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f 100 950

0 if 0 100

i i

w

i

D t V
Q

V

η ⋅ ⋅ ≤ <⎧
= ⎨

< <⎩

�

 (9) 

여기서 
w

Q
�

는 유량, η 는 비례 상수, 
i

D 는 모터에 인가된 

PWM (Pulse Width Modulation) 이다. 각 1~ 4ABT 까지 토크

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BTUR의 좌표계. 

Fig.  2. The coordinate system of B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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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펌프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PUMP. 

 

 

그림 4. PWM신호에 따른 펌프의 초당 유량. 

Fig.  4. Flow rate of pump with the PWM signal. 

 

 )( [ ]
i ABTi wi

V Q g Nτ ρ= −

�

 (10) 

여기서 ,
ABTi

V
wi

Q
�

는 각각 i번째 탱크 용량과, 유량을 나타

낸다. ρ 는 물의 밀도이다. 상온 20℃ 기준 값인 0.99823 

(g/mL)을 사용하였다.  

 

III. 제어기 설계 

본 연구에서는 BTUR의 제어를 위하여 PD 제어를 활용한

다. PD 제어란 오차신호를 미분하여 제어신호를 만들어내는 

미분제어와 비례제어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어기법

이다. PD 제어기의 시스템 구성은 아래 그림 5와 같다.  

오차 신호와 제어신호의 시간영역에서의 신호를 표시 하

면 다음과 같다.  

 ( ) ( ) ( )p d

d
u t K e t K e t

dt
= +  (11) 

여기서 Reference input는 원하는 각도 값이고 IMU 센서에서 

출력되는 각도 값과 Reference input값의 차가 e 이며 에러 값

을 의미한다. KP 비례계수와 KD 미분계수는 시뮬레이션에서 

tuning 하였으며 실험에 적용하였다[11]. 

 

IV.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 

BTUR를 제작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으며 특징을 표 1에 

정리하였다. BTUR은 7개의 BT를 가지고 있으며 BT의 크기

를 표 2에 나타내었다. 그림 7은 BT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보드를 에 나타내었으며. MCU, motor driver, IMU sensor, Current 

sensor로 구성된다. MCU는 Ti사의 LM3S8962를 사용하였으며, 

Motor driver는 NTREX사의 NT-S DCDM1210을 사용하여 그

림 1과 같이 6개의 펌프를 구동한다. IMU는 E2BOX사의 

EBIMU-9DOF를 사용하였다. Current sensor는 펌프 구동 시 사

용되는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림 8은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UART0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유선 

원격 제어하며 UART1은 IMU 데이터 수집한다.  

 

표   1. BTUR의 특징.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BTUR. 

Parameters Specifications 

Hull shape Frame TYPE 

Dimension 426mm(W)×426mm(D)×388mm(H) 

Weight 13.2kg 

Communication RS-232, I2C 

 

표   2. 밸러스트 탱크 용량. 

Table 2. Capacity of ballast tanks. 

Tank capacity(W×D×H) mm 

FBT 175×175×75 

DBT 175×175×60 

ABT1, ABT2, ABT3, ABT4 95×95×75 

ABT5 175×175×100 

 

 

그림 6. BTUR. 

Fig.  6. BTUR. 

 

 

그림 7. FBT에 포함되어 있는 제어 보드. 

Fig.  7. Control board in the FBT. 

 

d
K s

p
K

+

−

+

+

e u

그림 5. PD 제어기 시스템. 

Fig.  5. Changes in the volume Vb of DBT for neutral buoy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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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Fig.  8. Interface system. 

 

1. Depth Ballast Tank (DBT) 

DBT는 Depth를 제어 하는 부분으로써 그림 1(b)과 같이 2

개의 PUMP로 외부에 있는 유량을 흡입, 배수한다. 이때 

DBT 내부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센서를 설치하였다. DBT

의 부력에 따라 BTUR이 중성 부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

며 상승하거나 하강 시킬 수 있다. . 

2. ABT (Attitude Control Ballast Tank) 

ABT는 5개의 ABT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c)와 같이 

설계하였다. 초기 ABT5에 유량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제어 

입력에 따라 ABT1, ABT2, ABT3, ABT4에 유량을 흡입, 배수

하면서 BTUR의 자세제어를 한다. 

 

V. 실험 

1. 실험 환경 

실험은 장소로는 부산대학교 기계관 가공자동화 실험실 

2m(w)×2m(d)×1.5m(h) 크기의 수조를 사용하여 실험 하였다. 

2. 실험을 통한 시스템 파라미터 찾기 

관성 모멘트와 유체력 계수를 구하기 위해 수중에서 

BTUR의 DBT를 제어하여 중성 부력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

다. 그림 10과 같이 Roll과 Pitch 축으로 각각 외력을 가하여 

자유 운동 시켜 자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IMU 센서의 데이터

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

성모멘트와 유체력 계수를 찾을 수 있다. 표 3에 J 와 표 4에 

D
f 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Roll
J 은 Roll 방향 관성 모멘트, 

Pitch
J 은 Pitch 방향 관성 모멘트, J 은 

Roll
J 과 

Pitch
J 는 평균

값으로 모델링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D_Rollf 은 Roll 방향 회

전 시 유체 저항력, D_Pitchf 는 Pitch 방향 회전 시 유체 저항

력, 
D
f 는 D_Rollf 과 D_Pitchf 의 평균값으로 모델링에 사용하였다. 

3. 자세 제어 

실험은 일정 시간 동안 원하는 각도로 회전하고 다시 복

귀한다고 설정하고 로봇의 각도 변화를 측정한다. 그림 11은 

PD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림 12는 PD 제어를 했을 때를 

나타낸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각각 점선은 사다리꼴

(Ladder)형태의 기준 입력, 실선은 BTUR의 각도 변화, 점 실

선은 에러 값을 나타낸다[12]. 

 

 

그림 11. Ladder 제어 입력 시 BTRU의 각도 트래킹. 

Fig.  11. Angle tracking of BTRU for ladder input without PD. 

 

 

그림 9. 실험 환경. 

Fig.  9. Experimental environment. 

 

그림 10. 자유 운동 시 Roll, Pitch 변화 측정. 

Fig.  10. Change of Roll and Pitch angles in free motion. 

 

표   3. 관성 모멘트. 

Table 3. The inertia moment. 

Parameters 

roll
J  1.9400 3

[ ]kg m  

pitchJ  1.9451 3
[ ]kg m  

J  1.9425.5 3
[ ]kg m  

 

표   4. 유체력 계수. 

Table 4. The fluid force. 

Parameters 

D_f
Roll

 3.65
171e

−  

D_
f

Pitch
 3.7

170e
−  

D
f  3.66

170.5e
−  

 



최 성 희, 도 진 현, 이 장 명 

 

692

 

그림 12. Ladder 제어 입력 시 BTRU의 각도 트래킹. 

Fig.  12. Angle tracking of BTRU for ladder input with PD. 

 

4. 외부 외란시 자세 

수중에서 BTUR에 인위적인 외란을 가할 시 수평자세를 

능동적으로 복귀하는 호버링 자세제어를 실험 하였다[13]. 그

림 13은 3회에 걸쳐 외란을 주었다. PD 제어에 의해 자세가 

보정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P게인과 D게인은 시뮬레이션 

중 얻은 P- 41, D-10을 사용하였다. 그림 14는 그림 13 실험에

서의 전류를 나타내었다. Roll은 평균 180.48 mA, Pitch은 187.5 

2 mA 소비되었다. 

 

 

그림 13. 호버링 제어 실험. 

Fig.  13. Hovering control results. 

 

 

그림 14. 호버링 제어 실험에서 소비전류 측정. 

Fig.  14. Current consumption in hovering control experiments. 

VI. 결론 

이 본문에서는 Ballast tank를 이용하여 수중 운동체의 자세

를 제어하는 연구를 하였다. 중성 부력 상태에서 ABT 간의 

물 이동을 통해 무게 중심점과 부력 중심점과의 거리를 계산

하여 Inverted pendulum 형태로 라그랑지 동역학을 유도하였

다. 그리고 PD 제어기를 이용하여 각도 트래킹 성능을 향상

시켰다. BT를 이용한 제어 방법은 충분히 ROV나 AUV에 적

용하여 Roll, Pitch에 사용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BTUR에 사용한 소형 펌프는 개당 최대 2.4 W를 소비하며, 

외란을 가하여 자세제어 실험에서 안정화 되기까지 ABT에 

연결된 펌프 4개의 평균 소비 전류는 총 368 mA로 4.416 W

의 소비 전력을 보여 주었다. 서론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추

진기를 사용할 경우 보다 저전력으로 제어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JEONG SANG KI는 추진기를 Tecnadyne사의 

Model 1020을 사용하여 ROV를 설계하였다[12]. 또한, Kyeong-

ki Kim는 Roll, Pitch제어에 DC모터 90W급을 사용하여 ROV

를 설계하였다[13]. 앞의 두 연구의 호버링 제어에 대한 응답 

특성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자세 제어에서 BT를 사용

한 방법에 비해 다소 빠른 응답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

러나 소비 전력은 ABT를 이용한 방법이 월등히 작게 소비

된다. Tecnadyne사의 가장 작은 용량의 추진기인 Model 150의 

경우 입력 전력이 125 W 임을 고려해 볼 때 BT를 이용한 자

세 제어 방법은 펌프 4개의 소비 전력은 최대 9.6 W이다. 즉, 

8 % 이하의 전력만으로 제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ABT의 성능 개선 방법과 빠른 응답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모듈화하여 ROV나 AUV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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