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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수중드론, 자율무인잠수정의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

이판묵(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 서 론

수중드론이라 불리는 자율무인잠수정(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은 모선과 연결하는 케이블이 없으며, 전

원을 탑재하고,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스스로 판

단하여 움직이는 무인잠수체이다. AUV는 선체 내외부에 위치, 

방향, 속도 등 상태를 관측하는 센서 신호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케이블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해양환경 외란에 둔감한 반면에, 

AUV는 수중통신이 제한되어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제한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 온보

드 인텔리전스의 수준이 높아지면 AUV가 운항하는 동안 임무 

계획을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림 1 AUV 수요 예측 (Douglas-Westwood)

AUV는 위험 물체 주변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기뢰 수색이나 수중 정찰과 같은 임무는 AUV가 수행하기 적합

하다. 이런 까닭에 그림 1에 보인 것과 같이 AUV는 주로 군사용

으로 개발되었다. 연구용 수요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민수

용 AUV는 통신 제약으로 인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AI, 로

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화와 자율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AUV는 점점 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AUV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이 향상되면 

앞으로 민수용으로도 많은 기술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사는 군용 수중드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전망한다.

2. 자율무인잠수정 기술개발 동향

많은 국가에서 해군은 수중드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AUV는 적의 표적이 되는 인간이나 선박으로부터 직접

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별도 선박의 투입 없이 한 전장에서 다른 

전장으로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는 2018년 발표된 미 해군의 자율무인잠수정 비전을 

나타낸다. 소형, 중형, 대형 크기별로 구분하여 주력 플랫폼이 

정의되어 있다. 중형 AUV Knifefish는 대기뢰전(MCM; Mine 

Countermeasure) 프로그램이다. 대형 Snakehead LDUUV는 

직경이 48 인치이며 버지니아·오하이오급 잠수함 및 연안전투

함에서 운용된다. 1단계는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에 초점을 맞추고, 2단계에

는 대잠전(ASW; Anti-Submarine Warfare)과 MCM이 포함된

다. 수륙양용 상륙을 위해 위험 지역에서 기뢰 없는 안전경로를 

확보하는 시제가 2019년에 제작되었다.

초대형 Orca XLUUV는 프로토타입 제작과 테스트 임무가 할

당되었고, 치명적·비치명적 AUV 페이로드 개발을 포함한다. 

Lockheed Martin은 Orca XLUUV 시스템의 설계를 담당하고, 

Boeing은 데이터 패키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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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 해군 무인잠수정 시스템 비전 (2018)

• 대잠수함전 수중드론

AUV는 잠수함을 감지하는 센서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으

며, 수상선 또는 다른 잠수함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AUV는 자

체 소음을 생성하지 않으면서 잠수함의 추진 및 기계 소음을 청

취하는 수중 청음기와 센서를 탑재하거나 견인할 수 있으며, 감

지 시스템의 센서 기준선 확장에 사용될 수 있다. AUV는 표적 

잠수함의 음향 및 자기 신호를 복제하여 표적을 시뮬레이션하여 

수상선의 소나 운영자 훈련에 사용된다.

• 대기뢰전 수중드론

수중이나 해저에서 폭발성 탄약/기뢰를 찾고 제거하는 임무

에는 AUV, ROV 및 기타 무인 기술이 널리 사용된다. AUV는 

적절한 고해상도 수중 음파 탐지기, 비디오 및 자기 측정 장비를 

휴대하여 기뢰를 감지하고 결과를 보고하거나 게이트웨이 플랫

폼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위험 

가능성이 높은 기뢰 표적이 확인되면 유인 선박을 라우팅하여 

이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통제된 폭발을 통해 기뢰를 무력화할 수 있다.

대기뢰전(MCM)은 천해에서 한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AUV

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선박이나 잠수함이 호스팅하는 중형 

AUV를 투입하는 무인체계가 채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 

운영자에게 위험이 없는 초기 기뢰 조사부터 위협 무력화까지 

풀 스펙트럼 무인 솔루션 개발로 확장되었다. 

이 시스템에는 일반적으로 기뢰수색 AUV 및 제거 ROV가 포

함되며, 선박, 무인선, 또는 헬리콥터에서 AUV를 직접 진수할 

수 있다. 여기에는 2017년부터 노르웨이 해군이 조달하는 

Kongsberg HUGIN 1000 AUV 및 Minesniper MCM ROV가 포

함된다. 우리나라도 방사청의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 통해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와 ㈜대양전기가 무인기뢰처리기를 개발하였

고, 한화시스템이 수중자율기뢰탐색용 AUV를 개발하고 체계사

업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림 3 국산 무인기뢰처리기 (대양전기) 및 자율수색 
AUV (한화시스템)

무인기뢰처리의 다른 솔루션은 무인선(USV; Unmanned 

Surface Vehicle)을 이용하는 것이다. USV가 해안이나 더 큰 

선박에서 진수되어 기뢰 지역에 접근하고, 임무해역에서 USV는 

정지하고 기뢰 수색을 위해 하나 이상의 AUV 또는 ROV를 진수

하는 방법이다. 

그림 4 무인수상선에서 운용되는 무인기뢰처리기 ROV 
(ECA)

USV는 로컬 또는 위성 링크를 통해 완전히 원격 조작되며, 

운영자를 위한 통신 및 포지셔닝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프랑

스와 영국 해군은 다수의 주요 계약자와 함께 USV, AUV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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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를 포함하는 MCM 제품군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ECA

는 2019년에 프로토타입 데모 프로젝트를 위해 A27-M AUV 6

대를 제공했다. 이 플랫폼은 자동 수중 복귀 및 데이터 후처리를 

수행했으며, LARS와 함께 제공되었다.

• 수색 및 구조 수중드론

AUV는 추락한 항공기와 선박의 SAR 작전을 수행하는 데 일

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REMUS 6000은 2009년 실종된 에

어프랑스 447편 수색에 사용되었고, 미 해군 무인 해저 소대 1은 

Bluefin-12 AUV와 3대의 Iver 580 AUV를 배치하여 2017년 아

르헨티나 잠수함을 수색했다. 

Ocean Infinity는 2017년 3월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

라데이지호의 수색에 Hugin AUV 선단을 투입하여, 2019년 수

심 3,421m에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를 발견하여 ROV를 이용한 

음성기록장치 회수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광대역 해양을 

효과적으로 수색하기 위해서 5대의 AUV를 연속 진수하여 병렬 

수색함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한편, 호주 해군은 피닉스 인터내셔널의 Bluefin-21을 사용하

여 사고 후 처음 몇 주 동안 Malaysian Airlines MH370의 블랙

박스 조종석 레코더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 복합 해양무인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감시정찰 (ISR)

AUV의 정보감시정찰(ISR) 역할에는 해안에 있는 적 군함이

나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수로 순찰, 병력 투입 또는 상륙 작전 

수역과 해안 부근 육상 또는 기타 적진 동향정보 수집이 포함된

다. 장기간 운용 AUV는 민감해역에서 잠수함이나 선박을 추적

하고, 로컬 또는 광역 감시 네트워크와 별도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AUV는 무인기를 배치하거나 AUV 자체에서 마스트

를 수상으로 전개하여 육상 정찰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

어야 한다. 

Lockheed Martin은 원격 운영자의 명령과 제어를 통해 AUV

에서 UAV를 진수할 수 있음을 시연했다. 이 회사는 시연을 위해 

AUV, UAV 및 USV를 투입했다. 2016년 8월 미국의 연례 해군기

술훈련(ANTX) 중에 Submaran USV는 지상 관제소로부터 명령

을 수신하고, 수중 음향 통신을 통해 Marlin AUV에게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시에 따라 Marlin은 Narragansett Bay 수면에서 

특별히 설계된 캐니스터를 사용하여 Vector Hawk UAV를 발사

했고, 발사 후 UAV는 성공적으로 비행 트랙 임무를 완수했다. 

3개의 무인시스템 AUV, USV 및 UAV는 모두 상황을 인식하고 

모든 자산을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지상 관제소에 운영 상태를 

전달했다. 이 성과는 AUV, UAV 및 USV가 협력하여 완전히 자율

적으로 통신하고 임무를 완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이다. 

그림 5 AUV에서 전개되는 UAV를 이용한 
정보감시정찰 무인 체계 (Lockheed Martin)

Marlin AUV는 배터리 구동 AUV로 10 피트 길이에 중량이 약 

900kg이며, 250 파운드의 페이로드 용량, 18~24 시간의 내구

성, 300m의 운용수심을 갖는다. 개방형 아키텍처 설계와 모듈 

구조로 새로운 미션 패키지를 Marlin에 신속하게 통합하여 새로

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훈련기간 중 3일 간의 이벤트 기간 

동안 Marlin은 3D 이미징 소나로 침몰한 바지선을 조사했고, 지

상의 팀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바지선 3D 모델을 만들었다. 

Marlin은 정확한 고해상도 3D 지리 참조 모델을 신속하게 생성

하여 사용자에게 해저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한편, 4 파운

드 벡터 호크는 최대 15km의 가시거리에서 7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 자세 가변형 수중드론

 AUV는 ISR 원격 드론으로 활용되면 은밀성을 훼손하지 않

으면서 잠수함의 전술적 상황 인식 및 감시 기능을 크게 향상시

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AUV는 수면 부상한 후 마스트를 확장하

여 ISR 안테나 시스템을 올린다. 이런 AUV는 MCM에 대한 가치

가 입증되었지만 수상 ISR에는 적합하지 않는다. 수상에 떠 있

거나 수면에 가까울 때의 동작은 모델링하기 어렵고, AUV의 안

정성은 해상상태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Thales는 이런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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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할 수 있는 AUSS ISR AUV 개발을 2013년에 착수하였고, 

2017년 이미지를 공개했다. AUSS는 마스트를 올리기 전에 수면 

근처에서 수직으로 자세를 변경한 후 임무를 수행해 정보수집 

안정성을 높였다.

그림 6 자세 가변형 정보감시정찰 AUV AUSS (Thales)

AUSS는 탑재 하중에 따라 500~1000kg 중량의 1톤 미만인 

플랫폼이며 상대적으로 가볍고 안정적이며 민첩해 제한 공간에

서 기동할 수 있다. 강한 해류가 있는 해상에서 정지 상태를 유

지할 수 있고, 수면 가까이에서 정지 상태 또는 이동하며 3m 

마스트를 전개할 수 있다. 마스트에는 레이더, 전기 광학 장치, 

비밀정보 인터셉터 및 라디오 또는 위성 통신용 안테나를 포함

한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첫 번째 해상 시험은 Brest에

서 수행되었고, 기본 개념을 검증하고 다양한 미션 프로필에 대

한 플랫폼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4개의 추가 캠페인이 수행되

어 2016년까지 총 5회 실시되었다.

• 수중드론에서 진수되는 수중드론

대형 AUV에서 소형 AUV를 발사하는 개념의 AUV는 수상 정

찰뿐만 아니라,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Bluefin은 

2016년 Bluefin21 AUV와 micro-Sandshark(μ-AUV)를 이용하

여 AUV에서 AUV를 진수하는 기능을 시연했다. 

General Dynamics는 미국 해군의 2016년의 ANTX 시연에서 

Bluefin-21 AUV에서 여러 대의 μ-AUV를 성공적으로 출격시

켰다. 이 시연에서 소형 μ-AUV는 중형 Bluefin-21과 독립적으

로 작동했다. 하나의 임무 시나리오에서 Bluefin-21은 데이터 수

집을 시뮬레이션하고 대상 이미지 및 기타 정보를 두 개의 μ

-AUV로 전송했다. 이들 μ-AUV는 Blackwing UAV와 통신하

기 위해 수면으로 부상했고, UAV는 μ-AUV의 의사결정권 및 

후속 명령을 위해 해안의 잠수함 전투 제어시스템에 정보를 다

시 전달했다.

그림 7 Bluefin AUV에서 micro-Sandshark AUV 
진수 개념도 (제너럴 다이나믹스) 

Bluefin-21 AUV는 대기뢰전 AUV인 미 해군의 Knifefish 프로

그램의 기본 AUV이며, 모듈식으로 다수 AUV를 운반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Bluefin-21은 해상 네트워크 통신을 확장하

기 위해 ISR 센서 및 통신 노드를 포함한 다양한 페이로드를 사

용하여 임무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μ-AUV는 센서를 제외

한 무게가 약 6.8kg이고, 잠재적 임무는 지능감시정찰, 대기뢰

전 대응, 해저 매핑 및 이미징을 포함한다.

한편, Hydroid는 2018년에 General Dynamics Bluefin 

Sandshark가 출시한 것처럼 이 역할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새

로운 REMUS M3V micro-AUV를 2018년에 출시했다.

3. 결 론

본고는 수중드론의 최근 기술동향을 군사용 AUV에 초점을 

맞춰 검토했다. 수중드론은 과학탐사용 AUV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AUV의 수중항법・소나・통신・센서 연구개

발도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다. 육해공 드론의 기술발전에 힘

입어 수중 작업, 측량, 해저지형도 제작, 수중고고학 조사 등 상

업목적으로 활용하는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기사에 이

어서 수중드론을 이용한 자율수중작업 기술, 멀티플 수중-수상 

드론을 이용한 해저탐사 기술, 해저 현장에 채류하며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한 AUV 도킹 기술, 수중환경에서 광학・초음파 센싱

과 지능화 기술, 및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과학조사 기술

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설명한다. 



6 대한조선학회지┃제57권 제3호

∘  순  서 ∘
  ∙ 자율 수중 작업 및 선체 검사 자동화를 위한 AUV 기술

  ∙ 멀티플 수중드론 개발동향

  ∙ 어뢰형 자율무인잠수정의 수중도킹 및 제어 전략

  ∙ 수중드론의 광학 및 초음파 센싱과 지능화

  ∙ 수중글라이더 활용 분야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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