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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봇기술은 21세기를 주도할 국가과학기술의 중추적 역할

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현 정부가 '혁신적 국방

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국정과제 주요 추진 계획

에서 '창조형 R&D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방 무인·로봇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 무인·로봇 중 무인선(USV: Unmanned Surface 

Vehicle)은 타 무인체계보다 그 필요성이 일찍이 인식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21세기가 되어 뒤늦게 비로소 활발하게 연구 

개발하게되는 특이한 개발동향을 보였다. 

최초 무인선은 2차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위해 1944년 

캐나다에서 연막전술을 위하여 COMOX를 개발하였으나 실전

에 적용되지는 못했다. 1954년에 미해군은 원격 기뢰소해

(Minesweeping)를 위한 무인선을 개발하여 최초 실전에 운용

하였다.

 

Fig. 1 US Navy’Minesweeping Drone

1965년 베트남 전쟁 때 기뢰소해용 무인선의 가치와 필요

성이 인정되어 스웨덴 SAM, 덴마크 STANFLEX, 독일, 네델란

드,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기뢰소해를 위한 무인선을 앞다투

어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함포 사

격 훈련이나 유도탄 발사 훈련을 위한 무인표적선 개발 및 운

용이 대부분으로 무인선 개발 암흑기를 맞이했다.

그러다가 2000년 10월 12일 미해군 Cole함정이 예멘 아덴

항에서 유류급수차 정박 중에 예인 선박을 가장한 자폭테러 

공격을 받아 함정 손상과 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

생했다. 이를 계기로 미해군은 1990년대 ONR예산지원으로 

SAIC사가 개발한 정찰/감시용으로 Owl 무인선을 긴급 함정에 

탑재하고, 2003년도부터 SPARTAN 무인선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 이래로 군사용 무인선 개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Fig. 2 USS Cole

Fig. 3 US Navy’s Owl

최근에 기술발전에 힘입어 무인선의 군사용으로 활용분야

는 전통적인 기뢰소해나 표적 운용에서 벗어나 정찰/감시, 대

잠전, 대함전, 전자전, 특수작전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개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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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무인선 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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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에서도 민군겸용사업으로 최초로 무인선 연구

('04.11-'09.12,KRISO/GMB사)가 수행되었고, 현재 KRISO에서 

민수용으로 '다목적 무인선'사업과 국과연에서 군사용 무인선 

선행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향후 해군도 무인선에 대한 운용

개념 정립과 소요를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세계 군사용 무인선의 운용개념과 개발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개발 방향과 획득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군사용 무인선 운용개념

무인선이 군사적으로 수행 가능한 주요 임무는 Fig. 4와 같

이 대기뢰전, 대잠전, 감시정찰, 대함전, 특수작전지원, 전자전 

및 해양차단작전지원 등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기뢰전(MCM: Mine Countermeasure)은 무인선에 

소나센서(사이드 스켄 소나 등)와 무인잠수정(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을 탑재하여 기뢰 탐색, 식별 및 무력화

하거나 또는 무인선에 자기/음향발생장치를 탑재/예인하여 자

기/음향적으로 감응시켜 기뢰를 소해하는 개념이다.

둘째로 대잠전(ASW : Anti-Submarine Warfare)은 무인선

에 잠수함 탐지 및 추적을 위하여 디핑소나, 소형 예인배열소

나 및 다중 상태 소나를 탑재하고, 공격을 위하여 어뢰를 탑

재하는 개념이다.

셋째로, 정찰감시(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는 무인선에 전략적/전술적 정보 수집을 위

한 센서(광학/전파탐지/방사능탐지 센서 및 레이더 등)를 탑

재하고 필요시 유도탄 및 기관포 등을 탑재하여 항만 및 연안

을 정찰/감시하는 개념이다.

넷째로, 대함전(SuW : Surface Warfare)은 무인선에 임무

센서와 함께 포/어뢰/유도탄 등의 무장을 탑재하여 항만이나 

연안에서 적 함정에 대한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다섯째로, 특수작전(SOF: Special Operation Force)은 테

러와 같은 비대칭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임무로 앞서 언

급한 센서나 무장을 무인선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개념이다.

여섯째, 전자전(EW: Electronic Warfare)은 무인선에 기만, 

재밍을 위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여 대함유도탄 공격을 무력

화하여 아함정을 보호하는 개념이다.

일곱번째, 해양저지작전(MIO: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은 무인선에 정찰/감시 센서 등을 탑재하여 해상에

서 적의 물자공급선박이나 의심함정을 저지 및 검색을 위하여 

운용하는 개념이다.

Fig. 4 US Navy's USV Master Plan (2007)

3. 해외 개발 현황

현재 가장 선도적으로 USV를 개발 및 운용하고 있는 국가

는 미국이며, 최근 개발동향은 대기뢰전, 대잠전, 감시정찰를 

위한 개발 및 운용개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미국

다양한 종류의 USV를 개발 해 왔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USV Master Plan'을 발표하였다. 

크기 분류는 소형의 X급, Harbor급(7m), Snortkel급(7m), Fleet

급(11m) 등으로 분류하고, 운용개념은 앞서 언급한 Fig. 4과 

같다.

Harbor급 Spartan Scout USV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ACTD프로그램으로 개발 완료하여 2008년도에 실전배치할 

목적으로 대기뢰전, 대잠전 및 정찰감시 등 임무모듈을 개발

하였으나 운용되지는 못했고 대신에 본 연구결과는 새로운 무

인선체계를 개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Fig. 5 US Spartan Scout USV 

2008년도부터 연안전투함(LCS : Littoral Combat Ship)에 

Fig. 6과 같이 기뢰탐색을 위한 Snortkel급 반잠수형 RMS, 대

잠전을 위한 디핑소나 등을 갖춘 Fleet급 ASW USV, 기뢰소

해를 위한 Fleet급 UISS 등을 개발하여 각각 탑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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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S Navy's LCS

최근 미국DARPA는 연안에서 1개월 이상 잠수함을 능·수

동 소나로 탐지, 식별, 추적할 수 있는 고수준의 자율 무인선 

개발을 위하여 ACTUV 프로그램('12-'14)을 착수하였다. 

Fig. 7 US DARPA's ACTUV

이외에도 수상에서 장기체류를 위한 Energy Harvesting 

개념의 무인선도 개발되었다. 이는 장기간 수상 정찰/감시 또

는 군사적 해상환경정보 획득에 이용될 수 있다. 

Fig. 8 Wing ship and Wave Glider

○ 기타 국가

- 영국 QinetiQ는 2003년도 이라크전에 MCM용으로 긴급 

투입하기 위하여 상용으로 운용되는 MIMIR를 기본한 USV를 

2002년도에 개발하였으며, 최근 ASV사는 '12년도에 자기/음

향 감응 기뢰소해를 위하여 C-Sweep를 개발하여 시험 중에 

있다.

Fig. 9 UK's MIMIR and C-Sweep

- 프랑스 DGA는 획기적인 미래 대기뢰전을 위하여 길이 

17m, 폭 7.5m, 무게 25톤급의 유·무인 카타마란형 Sterenn 

Du USV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도에 전력화를 계획하

고 있다. 최근 ECA사는 함정이 작전하기 어려운 천해에서 고

수준 이미지의 소나센서를 탑재하여 해저탐색, 자기매핑작업

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Inspector Mk2 USV을 개발하

였다.

Fig. 10 France's Sterenn Du and Inspector Mk2

- 캐나다 ISE사는 1985년도에 스노클급 반잠수형의 Dolphin

을 세계 최초 개발하여 미국, 프랑스 등에 기술이전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USV는 파랑영향을 적게 받는 장점이 있어서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개발되고 있다.

Fig. 11 Canada's Dolp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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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Rafael사는 2003년도에 주야간 센서와 함안정

화된 자동기관총을 탑재하여 해양방어 및 항만방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Protector USV를 개발하여 싱가폴이 

2005년도에 해상경비용으로 채택하였고, 2006년도에는 BAE

사/Lockheed Martin사와 공동협력으로 미해군에서 시험평가

를 수행한 바 있다.

Fig. 12 Israel's Protector

- 일본 TRDI는 최근 군사용 USV/UUV('08-'13년,60억엔)

개발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 USV는 모함에서 진수/회수가 용

이하도록 길이8m, 중량3톤 이내이고, 수중작전을 위하여 

UUV(무인잠수정)을 탑재, 작전해역으로 이동하여 기뢰탐색 

등 수중탐색임무를 실시간 수중통신으로 USV에 정보를 전달

하고, USV는 원거리에서 인공위성이나 통신중계기에 의해 이 

정보를 모함으로 실시간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Fig. 13 Japan's UUV/USV 

- 중국은 2006년도에 대함/대공 유도탄을 탑재한 6.7m급 

XG-2 USV를 개발하여 공개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탄

소섬유선체를 갖춘 PRC USV를 개발하였다.

Fig. 14 China's XG-2 and PRC USV 

- 싱가포르는 이스라엘로부터 2005년도에 Protector를 도

입하여 운용해왔으며, 미국의 Spartan Scout 무인선의 대잠전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바 있다. 2009년도에 ST- Electronics사

는 이를 토대로 임무장비(디핑소나, SAS)를 탑재하여 대잠전 

및 대기뢰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Venus를 공개하였다. 최

근 2014년에 1개월 동안 연안 감시임무, 구조임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Vigilant를 개발하여 시험 중에 있다. 

Fig. 15 Singapore's VENUS and Vigilant USV

4. 국내 개발 현황

무인선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착수가 늦어진 이유는 민수 

및 국방 분야에서 구체적인 소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방 무인·로봇의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 추진에 따른 소요가 창출될 전망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무인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최초 무인선은 '09년도에 개발된 '천리안' 으로 민군겸

용과제 '원격선박 통제제어 기술개발' (KRISO/GMB사,'05-'09, 

약40억원)사업에서 수행하였다. 

 

Fig. 16 'Chollian' USV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조사 및 불법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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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대한 해양감시 등의 운용개념으로 '다목적 지능형 무

인선 국산화개발' ('11-'15, 269억원)사업을 KRISO가 개발 중

에 있다.

 

Fig. 17 KRISO's Multi-mission USV

국과연은 대잠전용 무인선 개발을 위하여 선행핵심연구

('13-'15, 27억원)를 수행 중에 있다.

Fig. 18 ADD's ASW USV concept

최근 '14년 5월 KINTEX에서 방사청 주최, 국과연 주관으로 

개최된 제2회 국방 무인·로봇 심포지움에서 해양무인체계의 

연구개발 확대 추진 및 민관군 협력 증진에 의한 해양무인기

술 발전 노력이 언급됨에 따라 향후 국내 무인선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무인선 핵심기술 및 설계인자

무인선은 뒤늦게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지만 기존 무인체계

의 기 개발된 기술에 힘입어 많은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

성숙도를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된 기술이 있으며 더

욱 발전시켜야 할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자율화 및 자동화된 표적인식 기술

○ 장애물 충돌회피기술(COLREGs)

○ 무인선에서 임무장비의 자율 진수/회수 기술

○ 무장 발사/진수기술

○ 모함에서 무인선의 진수/회수 기술

○ 공통기반기술 : 선체, 추진, 에너지원, 통신, 통제

이외에도 운용성 향상을 위하여 임무장비 고도화 기술, 표

준화된 인터페이스 기술, 임무장비 및 공통장비의 모듈화 기

술 등이 필요하다.

군사용이나 민수용 무인선에서 공히 고려해야할 무인선 설

계인자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항목들은 개발 시 요구성

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운용시간

○ 속도

○ 탑재능력(Payload Capacity)

○ 작전반경

○ 연료(종류, 용량 등)

○ 예인능력

○ 내항성(정지 및 이동시)

○ 크기(중량 및 크기 제원)

○ 타장비와 연동성

○ 가격

○ 통신

○ 주야간 광학센서

○ 자율(운용자 개입 범위) 

○ 스텔스

○ 공통 임무장비 지원

○ 수송성

상기 설계인자들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대기뢰

전, 대잠전, 정찰감시, 대수상함전 등의 임무별로 평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 요구사양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해

야 한다.

6. 발전방향

미래 전장 환경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무인선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무인선의 발전 

방향은 NCW 기반 수중, 해상, 공중, 우주, 모함 및 지상기지 

간에 통합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즉 상호운

용성(Interoperability)의 확장이다. 정보, 센서, 임무장비 및 플

렛폼을 공유하여 궁극적으로는 협동작전(Joint operation)을 위

한 타 무기체계 간에 통합이 쉽게 이루어져야 하고 효율적인 

협동작전으로 전투력이 배가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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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개발자는 각각의 무기체계 간에 연동방식을 표

준화해야 하고, 유연한 연동을 위하여 개방 아키텍쳐로 가야한

다. 그리고 무인선은 승조원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 시 고장이 나지 않도록 고신뢰도화가 필요하고, 고장이 

나더라도 고장허용제어 또는 고장을 배제하고 자율로 시스템 

재구성 등에 의한 생존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무인체계 특

성을 고려한 무인선 국내개발 및 획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먼저 무인선의 임무별 운용개념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립해야 한다. 군의 기존 유인함정 기준으로 편재되어 있는 

전략 및 전술개념을 무인체계 적용에 따른 효과적인 운용개념 

재정립이다.  

둘째로, 무인선 체계개발은 국내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단기간

에 수행할 수 있는 단독 연안 경비하는 무인선을 우선개발하고, 

여러 대가 협력으로 복합 임무(대잠전, 정찰/감시, 공격 등)을 

수행하는 무인선 개발은 장기에 반영한다.

셋째, 무인선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부족한 핵심기술은 지

금부터 기획 반영하여 산·학·연 협력으로 연구개발을 추진

한다.

7. 결 론

무인선이 1945년 가장 앞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뢰

소해 또는 표적용으로만 개발되고 '70~'90년대 무인선 개발

의 암흑기를 맞아 침체된 상황에서 2000년대에 들어 무인선

의 필요성을 깨닫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강국들은 다양한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내외 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현 정부가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이

라는 국정과제 주요 추진 계획에서 국방 무인·로봇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민군겸용과제로 '천리

안' 무인선도 5년간에 걸쳐 '09년에 개발 완료했지만 소요가 

없어서 개발한 기술이나 인력도 사라졌다. 지금 연구개발 중

인 국과연의 무인선 개발 사업이 군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

록 군에서 소요가 나와서 무인선 개발을 선도하고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인선은 다양한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는 국방 무인·로봇임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할 무기체계이다. 따라서 무인

선에 대한 핵심기술을 국내에서 조기에 개발 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과 함께 이를 위해 범부처간에 협력증진이 반

드시 필요하다.

오늘의 무인선 연구개발이 내일의 무기체계로 충분한 가능

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많

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무인선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투자하

는 해군이 제일 먼저 그 투자에 대한 값진 보응을 얻게 될 것

이다.

참 고 문 헌

‧ The Navy Unmanned Surface Vehicle(USV) Master Plan , 
23, July, 2007.

‧ J.L. Choi, Military Robot Master Plan(Surface/ 

Underwater), ADD Report No. : NSDC-115-050217, Feb. 

2005

‧ 방사청/국과연, 창조경제로 가는길, 국방무인로봇기술, 발간

등록번호 11-1620000-001351-01, 2013년 6월

최 중 락

■ 1955년생
■ 1997년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박사
■ 현    재 :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 관심분야 : 해양무인체계, 자율제어
■ 연 락 처 : 
■ E - mail : jlchoi@add.re.kr,CJL522@cho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