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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주요 국가에서 기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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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수중운동체를 활용한 기뢰 탐색이나 기뢰 소해 

등의 기뢰대항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1]. 이러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수중운동체는 자세를 측정 및 제어되어야 

한다. 수중운동체의 자세 측정은 관성항법장치를 주로 

사용하며 수중운동체의 심도(depth), 경로(course),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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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isting underwater vehicle controller design is applied by linearizing the nonlinear dynamics model to a 
specific motion section. Since the linear controller has unstable control performance in a transient stat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overcome this problem. Recently, there have been studies to improve the control 
performance in the transient state by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can be largely divided 
into value-based reinforcement learning and policy-based reinforcement learning.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roll 
controller of underwater vehicle based on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DDPG) that learns the control policy 
and can show stable control performance in various situations and environment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DDPG based roll controller was verified through simulation and compared with the existing PID and DQN with 
Normalized Advantage Functions based roll controllers.

Key Words : Underwater Vehicle(수중운동체), Roll Control(롤 제어), Actor-Critic(행동자-비평자),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심층 확정적 정책 그래디언트)



수중운동체의 롤 제어를 위한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기반 강화학습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4권 제5호(2021년 10월) / 559

(roll) 3축 자세 제어는 자동조종장치(autopilot)에서 수

행한다. 3축의 자세 제어를 위한 기존 제어기의 설계 

방법은 수중운동체의 운동 모델을 특정 운동 구간으

로 한정하여 선형화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의 제어 성

능은 안정적이나 과도 상태의 제어 성능은 불안정한 

문제가 있다.
  기존 선형 제어기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인

제어[2] 및 적응제어[3]와 같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4-6]. 최근 딥마인드의 알파고를 통

해 주목받고 있는 강화학습은 자가 학습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강화학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에는 가치함수를 추정하는 방법과 직접 정책

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치함수를 추정

하여 최대의 보상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강화학습으로 

DQN(Deep Q-Network)[7-9]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

존 제어기의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의 제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0,11]. 가치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어진 

정책에 대한 가치함수를 학습할 수 있으나 연속 행동 

공간(continuous action space)에서 적용하기 어렵고 다

양한 경험이 필요하므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 및 환경

에 대한 결과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직접 정책을 유도하는 강화학습 방법 중에서 

on-policy로 연속 행동 공간(continuous action space)에서 

적용 가능한 Actor-Critic 방법[11-13]이 제안되었으나 학

습에 사용되는 샘플 데이터가 시간적으로 상관되어 있

어 학습 성능이 불안정하며 신경망의 출력을 특정 구

조를 갖도록 제한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직접 정책을 유도하는 강화학습 방법 중에서 off-policy
로 안정된 신경망 학습이 가능한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DDPG)[14,15] 기반 수중운동체의 롤 제

어기를 제안하고 Critic 신경망에서 추정된 행동가치함

수를 이용하여 Actor 신경망이 최적의 롤 제어 정책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선형 제어기의 단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선형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제어 정책 학습을 수행한다. 학습된 DDPG 기반 수중

운동체의 롤 제어기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PID 및 가

치기반 강화학습 중에서 연속 행동 공간에 적용 가능

한 DQN with Normalized Advantage Functions[16] 기반

의 롤 제어기와 동일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고 각각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2. 수중운동체의 운동방정식

  수중운동체의 6자유도 운동에 대한 비선형 운동방

정식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  , ,  ,  ,  ,  , , , ,  ,  ,  , 
, , 은 수중운동체의 질량, 몸체고정 좌표계에서

의 관성모멘트, 전후, 수평, 수직 방향에 대한 속도, 
roll rate, pitch rate, yaw rate 및 각각의 가속도를 나

타낸다. , , , , , 는 수중운동체가 외부

에서 받는 힘과 모멘트이며 하첨자 , ,  , , 

는 동유체력, 추진력, 저항, 제어력, 정역학적 힘과 

모멘트이다. 식 (1)로부터 종방향 및 횡방향 운동방

정식으로 선형화할 수 있으며 롤 제어 시스템의 설

계를 위한 횡방향 선형 상태공간 모델식은 다음 식 

(2)와 같다[5,11,17].

   Fig. 1. Body-fixed and earth-fixed coordinate of 

underwate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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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  , ,  , ,  ,  ,  , , , , 

는 각각 물의 밀도, 수중운동체의 단면적, 길이, 중

량, 부력 ,속도,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의 x, z방향 편차, 
sway velocity, roll rate, yaw rate, roll, yaw를 가리키며, 
 , 는 롤 제어 입력, 방향 제어 입력을 나타내며 롤 

제어 입력은 우승강타() 및 좌승강타()에 0.5, 

-0.5로 할당되어 제어된다. 모델링된 수중운동체의 

유체계수는 수조 및 해상 시험을 통하여 선정하였으

며 Fig. 1은 수중운동체의 몸체고정 및 지구고정 좌표

계이다.

3. Deep Deterministic Poilcy Gradient 기반 강화 

학습

3.1 Dueling Deep Q-Network 강화학습[10,11]

  강화학습은 에이전트(agent)와 환경(environment)의 

상호작용에 따라 관찰되는 상태(state), 행동(action) 및 

보상(reward)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얻는 보상의 합

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것이다. DQN은 행동

가치 함수를 추정한 후에 각 상태에서 행동가치 함수

를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해 최적 정책을 찾아내는 

대표적인 가치 기반 강화학습으로 큐러닝(Q-Learning)
에 가치신경망(Value Neural Network)을 함께 사용하며 

Q함수의 업데이트 식은 아래 식 (3)과 같다.

←  

max′ ′  
 (3)

  DQN 알고리즘은 동작 정책을 정의하는 신경망 

(), DQN 오차함수에 대한 타깃 Q 값을 생성

하는데 사용되는 타깃 신경망(), 에이전트가 

신경망 학습을 위해 무작위로 샘플링하는데 사용하는 

리플레이 메모리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Fig. 2
와 같이 구성된다[18].
  DQN은 매 타임 스텝마다 메모리에서 샘플을 배치

로 추출하여 학습에 사용하며 타깃신경망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고 심층신경망을 계속 학습시키며 

타깃신경망은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학습된 신경망으

로 업데이트한다. DQN 학습에 사용하는 오차함수(loss 
function)는 아래 식 (4)와 같으며 는 타깃신경망의 

매개변수, 는 신경망의 매개변수이다[13].

  


  max′′


 (4)

  Dueling Q-Network[9]은 Q함수를 상태 s만으로 결정

되는 부분 V(s)와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Advantage인 

A(s,a)로 나눠서 학습한 다음 마지막 출력층에서 V(s)
와 A(s,a)를 더해 Q(s,a)를 아래 식 (5)와 같이 계산하

며 Dueling Q-Network을 결합한 Dueling DQN의 구조

는 Fig. 3과 같다.

     (5)

  기존의 DQN과 비교했을 때 V(s)로 이어지는 결합 

가중치를 행동 a와 상관없이 매 단계마다 학습할 수 

있어서 DQN보다 적은 수의 에피소드 만으로 학습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Dueling DQN을 적용한 가치함

수 추정 방법은 이산 행동 공간(discrete action space)
에 적합한 방식으로 연속 행동 공간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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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deep Q-Network algorithm[18]

Fig. 3. Structure of dueling deep Q-Network

3.2 Deep Q-Network with Normalized Advantage 

Functions 기반 강화학습

  가치함수를 추정하는 강화학습 방법은 이산 행동 

공간에 적합한 방식이나 연속 행동 공간에서 큐러닝

에 심층 신경망을 적용 가능하게 하는 DQN with 
Normalized Advantage Functions(NAF)[16]이 제안되었다. 
NAF의 기본 개념은 큐러닝에 가치 신경망을 함께 적

용하여 Q함수를 업데이트 하며 Dueling Q-Network[9]와 

같이 상태 s만으로 결정되는 가치 함수 와 행

동에 따라 결정되는 Advantage 를 별도로 

출력하는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며 Q함수는 식 (6)과 

같다.

     (6)

  Advantage 는 상태의 비선형 2차 함수로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Fig. 4. Structure of deep Q-Network with normalized 

advantage functions

  는 state-dependent, positive-definite square 
matrix로, 는 이다. 여기서 

는 대각 항이 지수화 된 신경망의 선형 출력 

계층 항목이 나오는 lower-triangular matrix 이다. 일반

적인 신경망 함수보다 더 제한적이지만 Q함수는 a에
서 2차이므로 Q함수를 최대화하는 동작은 항상 

로 제공되며 DQN에서는 -탐욕 정책을 통해 

샘플을 획득 하였으나 NAF에서는 식 (8)로부터 행동

을 결정하며  은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즈(Gaussian 
white noise)이다.

  
  (8)

  또한 NAF는 앞에서 설명 된 DQN의 리플레이 메모

리와 타깃신경망를 사용하며 매 타임 스텝마다 메모

리에서 샘플을 배치로 추출하여 식 (9)의 오차함수를 

최소화 하도록 신경망을 업데이트하며 타깃신경망

( ′)은 학습된 신경망()으로 갑자기 변경되지 않도

록 식 (10)과 같이 업데이트한다. DQN with NAF의 
구조는 Fig. 4와 같다.
 

  


  ′  

 ′ 
 (9)

 ′ ←   ′ (10)

3.3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강화학습

  강화학습의 최종 목표는 환경으로부터 받는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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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최대로 하는 최적 정책을 찾는 것으로 정책 

기반 강화학습에서 정책을 근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책신경망을 적용 할 수 있다. 누적 보상은 정책신경

망의 가중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는 최적화하고

자 하는 목표함수 가 된다. 의 최적화는 경

사상승법에 따라 정책신경망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1)

  연속 행동 공간에서 탐욕스러운 정책을 찾기 위해

서는 매 시간마다 행동의 최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 기반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

다. 연속 행동 공간에서 목표함수의 경사상승법을 따

라서 근사된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으로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DPG)[14]가 제안되었으며 

최종적인 목표함수의 Policy Gradient는 식 (12)와 같이 

나타낸다.

∇ ≈
 ∼

 ∇∇


    (12)

  식 (12)에서 ∇는 행동 a에 대한 행동 가

치 함수의 기울기이며 ∇


는 에 대한 Actor

의 기울기이다. 목표함수의 gradient를 계산하기 위해

서는 행동가치 함수 ∇의 근사가 필요하며 

이를 Critic이라는 가치신경망으로 추정하여 정책의 성

과를 평가하고 행동의 계산은 Actor라는 정책신경망을 

이용한다.
  DPG을 위해 신경망을 학습할 때 문제는 샘플이 독

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일반적인 Actor-Critic 구조에서는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샘플이 환경에서 순차적으로 탐색하여 

생성되어 시간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

습을 불안정하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이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DDPG)[15]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DDPG는 앞

에서 설명한 DQN의 에이전트가 신경망 학습을 위해 

무작위로 샘플링하는데 사용하는 리플레이 메모리와 

DQN 오차함수에 대한 타깃 Q 값을 생성하는데 사용

되는 타깃 신경망을 적용하였다.

  Fig. 5. Configuration of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algorithm

  목표함수의 gradient는 식 (12)에서 보듯이 Critic 신

경망의 상태가치함수를 잘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DQN에서는 시간차 오차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깃 계산용 신경망을 별도로 적

용하였다. DDPG에서도 타깃 Actor 신경망  ′과 타깃 

Critic 신경망  ′을 적용하였고 Critic 신경망의 학습

에 사용될 시간차 타깃 과 Critic 신경망의 업데이트

를 위한 오차함수는 식 (13)과 같다.

    ′   ′  

 



  



  
 (13)

  또한 DQN에서는 타깃 신경망을 일정 시간마다 주

기적으로 업데이트 했지만, DDPG에서는 타깃 신경

망이 학습된 신경망을 느린 속도로 따라가도록 식 

(14)와 같이 구성한다. 이를 통하여 목표 값이 천천

히 변경되도록 제한되어 학습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 ←   ′
′ ←  ′  (14)

  마지막으로 DQN은 -탐욕 정책을 통해 샘플을 획

득하였으나 DDPG는 확정적 정책이므로 행동에 노이

즈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즈)을 추가하여 행동에 무

작위적인 성질을 추가하였으며 아래 식 (15)와 같이 

행동을 결정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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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PG 강화학습의 주요 구성은 Fig. 5와 같으며 

DDPG는 Actor-Critic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태변수

를 입력받아 확정적 행동을 계산하는 정책의 발전은 

Actor 신경망의 업데이트로 Actor 신경망이 계산한 행

동과 상태변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행동가치를 계산하

는 정책의 평가는 Critic 신경망을 사용한다. Actor는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없고, Critic은 행동에 직접 접근

할 수 없다.

4.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기반 롤 

제어기 설계

4.1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기반 롤 

제어기 설계

  수중운동체의 PID 롤 제어기는 롤 제어 명령()과 

롤 오차를 입력 받아 PI 제어 명령을 계산하고 롤변

화율(roll rate)을 내부 루프로 D 제어 명령을 계산하는 

다중 루프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는 Fig. 6과 

같다. PID 롤 제어 게인은 횡방향 선형 상태 공간 모

델식인 식 (2)를 기반으로 롤 제어 명령 0°을 항상 일

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4,11,19].
  DQN with NAF 기반으로 학습된 가치신경망 롤 제

어시스템의 구성은 Fig. 7과 같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

한 DDPG 기반으로 학습된 Actor 신경망 롤 제어시스

템의 구성은 Fig. 8과 같다. 두 제어시스템의 신경망

은 학습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다르게 구성된다.
  DQN with NAF 신경망은 2개의 은닉층으로 Fig. 9
와 같이 구성되며 입력은 상태변수인 수중운동체의 

롤과 롤변화율이며 출력은 수중운동체의 구동 롤 제

어 입력과 가치 함수이다. 은닉층의 노드수는 각각 

100개 이며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는 ReLU 함수이고 

출력단의 활성화함수는 linear와 Tanh 함수이며 경사

하강법은 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다. Learning rate
는 0.001, 는 0.0001, 는 0.99, 경험 리플레이 메모리 

버퍼(buffer) 크기는 5000이며 미니배치(minibatch) 크기

는 64로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를 설정하였다.
  DDPG 신경망의 구성은 크게 Actor 신경망과 Critic 
신경망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Critic 신경망은 2개의 

은닉층으로 Fig. 10(a)와 같이 구성되며 입력은 상태변

수인 수중운동체의 롤과 롤변화율 및 롤 제어 입력이

며 출력은 추정된 상태가치이다. 은닉층의 노드수는 

각각 100개 이며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는 ReLU 함수

이고 출력단의 활성화함수는 linear 함수이며 경사하강

법은 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다. 하이퍼파라미터인 

learning rate는 0.001, 는 0.99, 는 0.001으로 설정하

였다. 다음으로 Actor 신경망은 2개의 은닉층으로 Fig. 
10(b)와 같이 구성되며 입력은 상태변수인 수중운동체

의 롤과 롤변화율이며 출력은 수중운동체의 롤 제어 

입력이다. 은닉층의 노드수는 각각 100개 이며 은닉층

의 활성화 함수는 ReLU 함수이고 출력단의 활성화함

수는 Tanh 함수이며 경사상승법은 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다. learning rate는 0.01, 는 0.001, 경험 리플

레이 메모리 버퍼 크기는 5000이며 미니배치 크기는 

64로 하이퍼파라미터를 설정하였다.
  강화학습을 위한 기본 보상 함수는 식 (16)과 같으

며 보상식의 계수와 제한 범위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행착오로 결정하였다. 롤()이나 롤변화율()이 제

한 범위를 벗어나면 에피소드가 종료되며 식 (16)과 

같은 보상이 주어지고 롤()과 롤변화율()이 제한 범

위를 벗어나지 않고 일정 시간스텝을 유지할 경우 에

피소드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롤과 롤변화율을 0으로 

잘 유지할수록 양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식 (16)과 

같이 구성한다.

 









   


 



  ≥ 


≥ 


 (16)

    Fig. 6. Configuration of PID roll controller of 

underwater vehicle

Fig. 7. Configuration of DQN with NAF roll controller 

of underwate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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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Configuration of DDPG roll controller of 

underwater vehicle

Fig. 9. DQN with NAF networks layout

(a) Layout of the critic network

(b) Layout of the actor network

Fig. 10. DDPG networks layout

 Fig. 11. The learning results of DQN with NAF and 

DDPG roll controller

4.2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기반 롤 

제어기 학습

  수중운동체의 롤 제어에서 롤과 롤변화율을 항상 0
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주행 안정성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안한 DDPG 강화학습 

기반 롤 제어기와 수중운동체의 6자유도 비선형 운동

방정식인 식 (1)을 통합하여 롤과 롤변화율을 0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망을 학습시킨다. 또한 성능

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DQN with NAF 기반 롤 제

어기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경망을 학습시킨다.
  기존의 연구[11]에서는 Dueling DDQN 강화학습 기반

의 가치신경망 롤 제어기를 학습시키기 위하여 롤 초

기값을 ±5° 사이의 값으로 랜덤하게 주어 다양한 롤 

오차의 영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DPG 강화학습 기반의 정책신경

망 롤 제어기는 롤 초기값을 0°로 주어 학습하도록 

하여 롤을 항상 0°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학습하게 함

으로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어 성능을 나

타낼 수 있도록 구현한다. 성능 비교 분석을 위하여 

DQN with NAF 강화학습 기반의 가치신경망 롤 제어

기 또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같은 초기 조건에서 학

습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기로 한다.
  DQN with NAF 기반의 롤 제어기와 DDPG 기반의 

롤 제어기의 학습 과정을 그린 그래프는 Fig. 11과 같

다. 가로축은 에피소드이고 세로축은 각 에피소드에서 

받은 총 보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10개의 에피소드

가 연속적으로 보상값의 크기가 0 이상일 경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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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DQN with NAF은 약 

480 에피소드가 지난 후 학습이 완료되었으며 DDPG
는 약 624 에피소드가 지난 후 학습이 완료되었다. 
DQN with NAF와 달리 DDPG는 Critic 신경망과 Actor 
신경망을 동시에 학습시켜야 되므로 학습 시간이 

DQN with NAF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강화학습 

기반 수중운동체의 롤 제어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된 DDPG 기반 롤 제어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하여 학습이 완료된 DDPG 기반 롤 제어기

와 PID 롤 제어기 및 학습이 완료된 DQN with NAF 
기반 롤 제어기를 동일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제어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때 기존의 심도 및 

경로 제어기를 이용하여 심도 40 m와 경로 0°를 유지

하였으며 초기 속도 V1에서 추진기가 작동하여 속도 

V1을 유지하도록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또한 수중

운동체가 주행 도중 여러 가지 원인(급격한 회전 또

는 속도 변화)이 발생하더라도 롤이 ±5° 이하로 유지

되게 제어하기 위하여 초기 롤 ±5°에서의 시뮬레이션

을 수행한다.
  먼저 초기 롤이 0°인 상태에서 주행한 롤 제어 시

뮬레이션 결과는 Fig. 12와 같다. Fig. 12에서 보듯이 

초기에 추진기 작동에 따른 수중운동체의 속도 변화

로 인한 과도 상태에서 PID 롤 제어 성능은 다소 불

안정하여 최대 1.2°의 롤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정상 

상태에서는 롤 오차가 0°로 수렴하여 안정적인 제어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DQN with NAF 기반 롤 제어

기는 초기 과도 상태에서는 최대 0.28°의 롤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정상 상태 오차는 0.1°로 나타나며 정상

상태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확률 분포기반으로 

롤 제어 입력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DDPG 기반 롤 

제어기는 초기 과도 상태에서 롤 최대 오차가 0.09°이
며 정상 상태 오차는 0°로 수렴하고 있다. DQN with 
NAF 및 DDPG 기반 롤 제어기 모두 과도 상태 및 정

상 상태에서 안정적인 제어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초기 과도 상태를 포함하여 학습하였기 때문이

고 DDPG 기반 롤 제어기가 확정 정책으로 롤 제어 

입력을 계산하여 DQN with NAF 기반 롤 제어기보다 

정상상태에서 개선된 제어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수

중운동체의 롤변화율 주행 결과는 Fig. 13과 같으며 

PID 롤 제어기는 초기 과도 상태에서 변동이 크게 발

생한 후 정상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

으나 DQN with NAF 및 DDPG 기반 롤 제어기는 전

체적으로 롤변화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초기 롤이 +5°인 상태에서 주행하였을 때

의 롤 제어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14와 같다. Fig. 
14에서 보듯이 수중운동체의 속도 변화에 따른 초기 

과도 상태에서 PID 롤 제어 성능은 -0.94°의 오버슈트

가 발생하고 정상 상태에서는 오차가 0°으로 수렴하

는 제어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DQN with NAF 기반 

롤 제어기는 초기 과도 상태에서 오버슈트가 발생하

지 않으며 정상 상태 오차는 약 0.1°로 유지하며 안정

적인 제어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DDPG 기반 롤 제

어기도 마찬가지로 초기 과도 상태에서 오버슈트가 

발생하지 않으며 정상 상태 오차는 0°로 수렴하며 안

정적인 제어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수중운동체의 롤

변화율 주행 결과는 Fig. 15와 같으며 DQN with NAF 
및 DDPG 기반 롤 제어기는 과도 상태의 롤변화율이 

PID 롤 제어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상 상태

에서는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초기 롤이 -5°인 상태에서 주행하였을 

때의 롤 제어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16과 같다. Fig. 
16에서 보듯이 수중운동체의 속도 변화에 따른 초기 

과도 상태에서 PID 롤 제어 성능은 1.44°의 오버슈트

가 발생하고 정상 상태에서는 오차가 0°으로 수렴하

는 제어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DQN with NAF 제

어 성능은 초기 과도 상태에서 1.65°의 오버슈트로 

PID 롤 제어기 보다 큰 오버슈트가 발생하였고 정상 

상태에서 오차는 0.1°으로 수렴하였다. 반면에 DDPG 
기반 롤 제어기는 초기 과도 상태에서는 오버 슈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상 상태에서는 오차가 0°로 수

렴하는 안정적인 제어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수중운

동체의 롤변화율 주행 결과는 Fig. 17과 같으며 DQN 
with NAF 기반 롤 제어기의 과도 상태의 롤변화율이 

PID 및 DDPG 기반 롤 제어기보다 크게 변화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8~20은 초기 롤 위치에 따른 PID, DQN with 
NAF 및 DDPG 기반 롤 제어 입력의 결과를 나타낸

다. Fig. 18~20에서 보듯이 DQN with NAF 및 DDPG 
기반 롤 제어 입력이 연속 행동 공간으로 설계되어 

PID 롤 제어 입력과 비교하여 떨림 없이 연속적인 롤 

제어 입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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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simulation results of PID, DQN with NAF 

and DDPG roll control(initial roll: 0°)

Fig. 13. The roll rate trajectory results of PID, DQN with 

NAF and DDPG roll controller(initial roll: 0°)

Fig. 14. The simulation results of PID, DQN with NAF 

and DDPG roll control(initial roll: +5°)

Fig. 15. The roll rate trajectory results of PID, DQN with 

NAF and DDPG roll controller(initial roll: +5°)

Fig. 16. The simulation results of PID, DQN with NAF 

and DDPG roll control(initial roll: -5°)

Fig. 17. The roll rate trajectory results of PID, DQN with 

NAF and DDPG roll controller(initial roll: -5°)



수중운동체의 롤 제어를 위한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기반 강화학습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4권 제5호(2021년 10월) / 567

   Fig. 18. The control input  results of PID roll 

controller

  Fig. 19. The control input  results of DQN with 

NAF roll controller

  Fig. 20. The control input  results of DDPG roll 

controller

  Fig. 12의 롤 제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초

기 롤 0°인 상태에서 DQN with NAF 및 DDPG 기반 

롤 제어 성능은 과도 상태 및 정상 상태 모두 안정적

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롤이 0°인 상태에서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정상적인 학습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롤 +5°인 상태에서의 롤 제어 시뮬레

이션 결과는 Fig. 14와 같으며 초기 롤이 0°인 상태에

서만 학습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DQN with NAF 
및 DDPG 기반 롤 제어 성능은 과도 상태 및 정상 상

태 모두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 16의 초기 롤 -5°인 상태에서의 롤 

제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DQN with NAF 기

반 롤 제어기는 DDPG 기반 롤 제어기와 달리 과도 

상태에서의 제어 성능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DQN with NAF이 가치 기반 강화학습으로 빠른 학습 

수렴 성능을 나타내지만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나 환

경에서는 불안정한 제어 성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정책 

기반 강화학습인 DDPG를 적용한 롤 제어기는 롤 제

어 정책을 학습함으로써 학습 수렴 성능이 상대적으

로 오래 걸리지만 경험하지 못한 상황 및 환경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강화학습의 문제 해결 방법은 가치 기반 방법과 정

책 기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치 기반 방법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빠른 학습이 가능하지만 경험하

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드나 

정책 기반 방법은 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정책

을 학습하므로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수중운동체가 

물 속에서 다양한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DDPG 기반 수중운동체의 롤 제어기를 제안하

였다. 제안된 DDPG 기반 롤 제어기의 성능은 동일한 

조건에서 PID 및 DQN with NAF 기반 롤 제어기와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비교 검증 및 분석하였다. 본 논

문에서 제안된 DDPG 기반의 수중운동체 롤 제어기는 

롤 제어 정책 학습을 통하여 기존의 제어기와 비교하

여 다양한 상황 및 환경에서도 개선된 제어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중운동체

의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한 제어 성능 향상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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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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