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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UUV)은 해양 정찰임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정찰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기뢰나 적잠수함의 위치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대잠수함전에서 매우 유리하다. 무인잠수정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무인잠수정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무인잠수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주변의 물체를 

감지하여 식별하는 탐지기술이다. 이 기술의 목적은 무인잠수정이 움직이면서 목표 물체나 장애물을 

감지 및 분류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중에서는 반사, 산란, 굴절 및 수온 구조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음선(sound ray)의 경로가 변한다. 이를 고려하여 탐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대표적으로 음향탐지기술인 소나(sound navigation and ranging: 

SONAR)와 비음향탐지기술인 라이더(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전자적 지원책(electronic 

warfare support measure: ESM)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운용 중인 무인잠수정 정보의 송수신에 필요한 통신기술이다. 수중의 전파특성은 

공기중에서의 전파특성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수온 및 수심 등에 의해 생기는 다중경로의 페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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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ing) 현상 및 음속의 변화가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원활한 통신을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세 번째는 정찰수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킹

(docking)기술이다. 도킹기술을 이용하면 무인잠수정을 완전히 

회수하지 않고 임무수행 중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유도제어기술이 필요하다. 유도제어는 모선 

근처로 유인하는 원거리 유도제어기술과 모선에 도킹시키기 위한 

근거리 유도제어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무인잠수정이 스스로 최선의 정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율제어기술이다. 수중에서는 조류 등으로 인한 극심한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위치파악이 제한되므로 무인잠수정 

외부에서 수행되는 위치보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인잠수정은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경로계획(path planning), 위치계산(computation of position)과 

경로점제어(waypoint tracking) 등의 기술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최적 경로계획은 무인잠수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기술이다 [4–6].

경로계획은 전역 경로계획과 지역 경로계획(global path 

planning and local path planning)으로 구분된다. 전역 경로계획은 

제공된 지도의 고정된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는 최적의 경로를 

찾는 방법이고, 지역 경로계획은 지도가 미리 제공되지 않거나, 

이동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의 경로계획을 의미한다. 경로계획을 

위해 많은 기법들이 연구되었으며,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A* 

알고리즘, 유전자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RRT(rapidly-

exploring random tree) 알고리즘 등이 있다 [7,8]. 유전자알고리즘은 

복수의 개체들을 교배연산자(crossover operator), 재생산연산자

(reproduction operator), 돌연변이연산자(mutation operator)를 

사용하여 해를 찾는다. 이 방법은 탐색시간이 짧고 전역최적화가 

가능하지만 찾아야 할 파라미터의 수가 많고, 일반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자에 역량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RRT 알고리즘은 무작위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경로계획이므로 3차원 환경의 경로계획에서도 타 알고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경로를 찾을 수 있지만 최적화를 

보장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 알고리즘을 기반한 전역 경로계획을 논의한다. 

기존의 휴리스틱(heuristic) 방법에 기초한 알고리즘들은 짧은 

시간에 적정한 수준의 준최적 경로를 찾아주지만 최적의 경로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반면 A* 알고리즘은 경로탐색을 위한 데이터 

저장공간이 보장된다면 항상 최적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A* 알고리즘은 무인잠수정이 인접노드로 이동하는 경로를 

직선으로 가정하고 이동비용을 계산하여 최적의 경로계획을 

산출한다. 즉, 무인잠수정의 동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인잠수정이 항행하기 불가능한 경로가 생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무인잠수정은 적절한 회전반경을 거쳐 경로를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로계획 기법은 급격히 꺽인 

경로를 생성하여 무인잠수정이 항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무인잠수정의 동역학적 제한을 고려한 경로계획 

기법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고찰한 결과,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잠수정의 동역학적 제한을 고려한 최적 

경로계획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A* 기반  알고리즘은 무인잠수정이 

인접노드로 이동하는 경로를 직선으로 가정하여 이동비용을 

계산하는 반면, 제안한 기법은 경로점제어에 의하여 생성된 현실적 

항행궤적을 노드 간의 이동경로로 설정하고 이동비용을 계산한다. 

이것과 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계획한다.

2절에서는 A* 알고리즘과 무인잠수정의 동역학을 논의한다. 

3절에서 무인잠수정의 동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A*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제안한 기법과 기존의 기법을 

비교하는 모의실험을 보여 각각의 기법이 생성하는 경로와의 

차이점을 논의하고 효용성을 확인한다.

2. 사전 지식

2.1. A* 알고리즘

A*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은 노드(node)를 의미하며 은 시작노드로부터 

목적노드까지의 총 이동거리를 계산한 비용함수(cost function)

이다. 은 시작노드부터 현재 노드까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한 함수이고 은 휴리스틱 함수로서 현재 노드에서 목표 

노드까지의 예상 거리를 계산한 함수이다. 일반적으로 은 두 

노드 간의 직선 거리를 사용하거나 또는 맨해튼 거리로 불리는, 두 

노드간의  좌표의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거리를 사용할 수 

있다.

A* 알고리즘은 탐색되는 노드를 Open List와 Close List 상태로 

분류한다. Open List는 아직 주위가 완전히 탐색되지 않은 노드들의 

목록이고 Close List는 주위의 탐색이 완료된 노드들의 목록이다. 

최종적으로 Open List안의 노드 탐색이 완료되어 목록이 비거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Close List에 목적노드가 추가되면 

탐색이 완료된다.

단계 1 : 시작노드를 Open List에 추가한 후, 탐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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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시작노드에서 탐색된 인접노드들을 Open List에 

추가하고 시작노드는 Close List로 변경한다.

단계 3 :  이후 Open List에 추가된 노드들 중 가장 낮은 비용이 

계산된 노드에 대해서 다시 인접노드의 비용을 계산한 

후, 인접노드를 Open List에 넣고 이 노드는 Close List로 

변경한다.

단계 4 :   Open List가 존재하지 않거나 Close List에 목표 노드가 

추가될 경우에 탐색을 완료한다.

2.2. 무인잠수정의 동역학

수평면에서 항행하는 무인잠수정의 운동학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지구고정좌표계에서 바라보는 잠수정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며, 은 각각 동체고정좌표계에서의 

전후속도(surge speed)와 좌우속도(sway speed) 그리고 각속도이다.

동역학은 다음과 같다.[9]
 

 (2)

여기서

 

이고, 은 제어입력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는 프로펠러 추력(thrust), 는 방향타 각도

(rudder angle)이며, , , , 는 방향타에 대한 

유체력 계수이다. 은 강체의 질량(mass), 는 회전력에 대한 

모멘트(moment), 는 잠수정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 

, , , 은 부가질량 및 부가 관성 모멘트를 나타내며, ,  

, , , , , , , , , 은 1차와 2

차의 항력상수이다.

2.3. 경로점제어

시스템 (1)-(2)로 표현된 무인잠수정의 경로점제어를 위해 다음의 

변환을 고려하자.

  (3)

여기서 는 번째 경로점, 는 추종속도, 는 

와  사이의 시선각(line of sight)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식 (3)에서 정의한 상태오차와 새로운 변수 를 

도입하면, 에 대하여 다음의 오차 동역학을 얻을 수 있다 

[10].

  (4)

여기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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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리 1([10]): 다음 형태의 제어입력을 고려하자.

  (5)

여기서 이고 는 제어이득행렬이다. 식 (5)로 

구성되는 (4)의 폐루프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6)

식 (6)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양한정행렬 

와 적절한 차원의 행렬  그리고 임의의 상수 가 

존재한다면 (6)는 리아푸노프(Lyapunov) 정리에 의해 점근적으로 

안정하다.

3. 개선된 경로계획

기존의 A* 알고리즘의 비용함수는 노드 간의 직선거리로 

계산된다. 이방식은 동특성이 좋은 소형 무인잠수정에 적용할 경우 

생성된 경로와 추종경로간의 차이가 적어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지만 

대형급 무인잠수정이나 고속 무인잠수정과 같이 제한적 운동특성을 

가지는 무인잠수정의 경우 생성경로를 추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생성 경로로 인해 전체 임무가 불안정화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경로점제어에 

의하여 생성된 무인잠수정의 실제 항행궤적을 도입하고 이것을 A*

알고리즘의 비용계산에 사용한다.

개선된 경로계획에서 사용하는 평가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인접 경로점 간에 항행된 실제 거리를 정해진 으
로 이산화한 좌표값 중 번째 값

여기서 은 기존의 A* 알고리즘과 동일하며, 은 노드 

간의 직선거리가 아닌, 경로점 유도제어에 의한 무인잠수정의 

항행궤적에 의하여 계산된 거리를 사용한다.

개선된 경로계획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며 그림 1에 

순서도를 보인다.그림 1. 제안한 기법의 순서도
Fig. 1. Flow chart of propose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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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시작노드를 Open List에 추가한다.

단계 2 :  시작노드에서 탐색된 인접노드들을 Open List에 추가한 

후 시작노드를 Close List에 추가한다.

단계 3 : 이후 아래의 과정을 통해 탐색한다.

부단계 1 :  Open List에서 가장 낮은 비용(또는 거리)을 가진 

노드를 선택한 뒤 이 노드를 Open List에서 Close List

로 이동시킨다.

● 기존의  대신에 자식 노드과 부모 노드를 

제어기의 좌표에 대입한 후, 항행한 궤적을 

이용하여 의 값을 구성하고 이를 

에 대입한다. 여기서 이전 항행에서 만들어진 

자식 노드(현재 항행에서는 부모 노드인)의 출발 

좌표 및 각도와 같은 자세값이 필요하다. 각도가 

필요한 이유는 부모 노드에서의 무인잠수정의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경로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단계 2 :  이 노드(부모 노드)에 인접한 8개의 노드(자식 노드)

에 대해서 갈 수 없는 노드(장애물 등)과 이미 Close 

List에 추가된 노드을 제외한 나머지를 탐색한다.

● 그 노드들 중에서 Open List에 없는 노드들은 

Open List에 추가하고 비용을 계산한다.

● 만약 그 노드가 Open List에 추가되어 있는 

노드이라고 한다면 을 이용하여 원래 Open 

List에 추가되었던 비용과 지금 노드에서 출발하는 

비용 중에서, 지금 노드에서 출발하는 비용이 더 

작다면 지금 노드를 부모 노드로 변경한다. 그리고 

그 노드의 과 을 변경한다. 이 변경으로 

인해 의 정렬도 바뀌어야 한다. 만약 원래의 

비용이 더 작다면 그대로 둔다.

부단계 3 :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 

도달했을 경우 탐색을 멈춘다.

● 목표 노드가 Close List에 추가되었을 때

● Open List가 비는 경우(목표 노드에 도달 실패)

단계 4 : 완료된 길을 저장한다.

 

4. 모의실험

대형급 무인잠수정과 같이 동특성이 제한적인 시스템에 대한 

모의실험을 위해 LIG Nex1에서 제공한 전장 길이가 6.5 m 인 대형 

무인잠수정을 모델로 가정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A*의  노드간의 

간격을 15 m 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A* 알고리즘은 무인잠수정의 초기위치와 목표점의 위치 

그리고 장애물의 위치만을 고려하여 경로를 생성한다. 반면, 개선된 

알고리즘은 무인잠수정이 실제 항행할 수 있는 경로가 반영되므로 

무인잠수정의 초기 출발각도와 경로방향 변화의 빈도가 경로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i) 출발각도가 경로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장애물을 가정하고 출발각도만을 다르게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잠수정이  좌표 방향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바라보는 경우에 

대하여, 확실한 방향설정을 위해 출발각도를 각각 , 로 

설정한다. 제안한 기법이 계획한 경로는 그림들 2 and 3에 보인다. 

출발각도가 인 경우에는 위로 항행하는 경로를 생성하고, 의 

경우에는 아래로 항행하는 경로를 생성한다. 즉 출발각도가 

경로생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ii) 경로방향 변경의 빈도가 경로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기존 A* 알고리즘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의의 맵을 

생성하고 실험을 수행한다. 기존 A* 알고리즘이 계획한 경로는 그림 

4과 같다.

이 방법은 출발각도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모든 출발각도에 

대하여 동일한 경로계획을 수립한다. 개선된 경로계획은 

출발각도에 의해 다른 경로를 생성함을 보이고자, 출발각도를 각각 

위쪽과 아래쪽 경로 생성에 유리한 , 와 잠수정 방향의 영향이 

없는 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출발각도가 의 경우에는 

무인잠수정이 바로 옆에 장애물이 위치하여 경로계획이 제한되기 

때문에 생략한다. 실험결과는 그림들 5-7과 같다. 출발각도가 인 

경우에는 무인잠수정의 방향이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A* 알고리즘이 그리는 경로와 비슷한 경로방향의 변경빈도가 적은 

위쪽 경로를 계획한다. 출발각도가 인 경우에는  아래쪽 경로로 

진입하는 경로가 계획된다. 그 이유는 직선거리상으로는 더 김에도 

불구하고 경로방향의 변경빈도가 적기 때문이다. 출발각도가 인 

경우는 이 논의가 더욱 명백하다.

iii) 개선된 경로계획에서 출발각도에 따른 인접노드로의 

이동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5과 그림 7의 초기노드 (45, 45)

에서 인접노드로 이동하는 경로를 고찰한다. 출발각도 에 대하여  

초기노드 (45, 45)에서 (60, 60), (60, 30)로 항행하는 경로는 각각 

그림들 8 and 9에 보이며 경로비용은 표 1의 2행( =1.72)과 3

행( =3.01)에서 계산된다. 따라서 출발각도에 따라 항행비용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유사하게 출발각도 에 대하여  초기노드 

(45, 45)에서 (60, 60), (60, 30)로 항행하는 경로는 각각 그림들 10 

and 11이다. 표 2의 2행과 3행에서 (45, 45)→(45, 60)의 경로비용                       

( =1.72)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기존 A* 알고리즘의 

경우에는(표3) 두 노드로 경로비용이 같다. 그 이유는 실제 동역학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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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간단한 장애물을 피하는 제안한 기법의 경로계획

출발각도가 일 때)
Fig. 2. path planning of the proposed technique to avoid simple 

obstacles(departure angle = )

 
그림 3. 간단한 장애물을 피하는 제안한 기법의 경로계획

(출발각도가 일 때)
Fig. 3. path planning of the proposed technique to avoid simple 

obstacles(departure angle = )

 
그림 4. 기존 A* 알고리즘이 계획한 경로

Fig. 4. The path planned by the original A* algorithm 

그림 5. 제안한 기법이 생성한 경로계획(출발각도가 일 때)
Fig. 5. path planning of the proposed technique

(departure angle = )

그림 6. 제안한 기법이 생성한 경로계획(출발각도가 π일 때)
Fig. 6. path planning of the proposed technique

(departure angle = π)

그림 7. 제안한 기법이 생성한 경로계획(출발각도가 일 때)
Fig. 7. path planning of the proposed technique

(departure an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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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출발각도가 일 때 (45, 45)에서 (60, 60)을 탐색할 시 

무인잠수정이 항행하게 될 경로
Fig. 8. The path that UUV will navigate when the departure angle is 

, searching for (45, 45) in (60, 60)

그림 9. 출발각도가 일 때 (45, 45)에서 (60, 30)을 탐색할 시 무인잠
수정이 항행하게 될 경로

Fig. 9. The path that UUV will navigate when the departure angle is 

, searching for (45, 45) in (60, 30)

표 1. 개선된 경로계획의 초기노드 주위의 비용 계산

(초기 각도가 인 경우)

Table 1. The cost around the initial node of an improved path 

planning(departure angle = )

Navigation path

(45, 45) → (45, 45) 0 7.07 7.07

(45, 45) → (60, 60) 1.72 5.66 7.38

(45, 45) → (60, 30) 3.01 7.21 10.22

(45, 45) → (45, 60) 0.92 6.40 7.33

(45, 45) → (45, 30) 2.58 7.81 10.39

(45, 45) → (30, 60) 1.30 7.21 8.51

(45, 45) → (30, 45) 1.30 7.81 9.11

(45, 45) → (30, 30) 2.26 8.49 10.74

그림 10. 출발각도가 일 때 (45, 45)에서 (60, 60)을 탐색할 시 무인잠
수정이 항행하게 될 경로

Fig. 10. The path that UUV will navigate when the departure angle 

is , searching for (45, 45) in (60, 60)

그림 11. 출발각도가 일 때 (45, 45)에서 (60, 30)을 탐색할 시 
무인잠수정이 항행하게 될 경로

Fig. 11. The path that UUV will navigate when the departure angle 

is , searching for (45, 45) in (60, 30) 

표 2. 개선된 경로계획의 초기노드 주위의 비용 계산

(초기 각도가 인 경우)

Table 2. The cost around the initial node of an improved path 

planning(departure angle = )

Navigation path

(45, 45) → (45, 45) 0 7.07 7.07

(45, 45) → (60, 60) 3.01 5.66 8.67

(45, 45) → (60, 30) 1.72 7.21 8.93

(45, 45) → (45, 60) 2.58 6.40 8.98

(45, 45) → (45, 30) 0.92 7.81 8.74

(45, 45) → (30, 60) 2.26 7.21 9.47

(45, 45) → (30, 45) 1.30 7.81 9.11

(45, 45) → (30, 30) 2.26 8.48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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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존 A* 알고리즘의 초기노드 주위의 비용 계산
Table 3. The cost around the initial node of an original A* algorithm

Navigation path

(45, 45) → (45, 45) 0 7.07 7.07

(45, 45) → (60, 60) 1.41 5.66 7.07

(45, 45) → (60, 30) 1.41 7.21 8.62

(45, 45) → (45, 60) 1 6.40 7.40

(45, 45) → (45, 30) 1 7.81 8.81

(45, 45) → (30, 60) 1.41 7.21 8.63

(45, 45) → (30, 45) 1 7.81 8.81

(45, 45) → (30, 30) 1.41 8.48 9.90

5. 결론

본 논문은 무인잠수정에 대한 실 동특성을 고려한 실용적 

경로생성을 위한 개선된 A* 경로계획 기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출발각도와 경로방향 변경의 빈도가 고려되지 

않은 직선상으로만의 최적의 거리를 산출한다. 이에 비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출발자세와 경로방향 변경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실제 

무인 잠수정의 항행에 최적화된 경로를 산출하도록 개발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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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82-31-8026-4412

E-mail : hgpark77@lignex1.com

김태영(Tae Yeong Kim)

1985년 : 경북대 전자공학과(공학사)

1987년 : 경북대 전자공학과(공학석사)

2009년 :  성균관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공학박사)

1987년~현재 :  LIG 넥스원 근무, 현 LIG넥스원 

해양사업부장

관심분야 : 수중유도무기, 무인잠수정 개발

Phone : +82-31-8026-4300

E-mail : taeyeong.kim@lignex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