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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 해군연구소(Office of Naval Research, ONR)는 무인선

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 우방국가 간의 해양 무인

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인선 자율운항기술에 대해 경연하는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

대회(Maritime RobotX Challange Competition)를 새로이 창

설하였다. 첫 번째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대회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서 우리나

라를 포함한 태평양환 지역의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5개국의 15개 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본 소고

에서는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대회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대회

2.1 배경

미 해군연구소, ONR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인선 기술을 

경연하는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대회(Maritime RobotX 

Challenge Competition)를 새로이 계획하고 이의 기획과 주관

을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 재단에 500만불을 지원하면서 의뢰

하였다.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AUVSI)는 무인시스템과 로봇 

분야의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위해 1972년에 조직된 단체로 무

인항공기, 무인자동차,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선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간의 정보 제공 및 기술 교류의 장을 위해 협회

지 발간, 학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현재 회

원이 7500명 이상이다.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 재단(AUVSI 

Foundation)은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에 의해 창설된 비영리

기관으로 학생들의 로봇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립되었다. 국제무인기시스템

협회 재단은 매년 학생들의 무인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차 무인기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다음과 같은 무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가) International RoboSub Competition 

국제무인잠수정 대회로 1998년에 시작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4년 17회 대회는 7월 28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샌

디에고에서 개최되며 18개국에서 43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나) International RoboBoat Competition

국제무인수상선대회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4년 7회 대회는 7월 8일부터 7월13일까지 미국 버지니아

비치에서 개최되며 3개국에서 14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다) Student Unmanned Air Systems Competition

무인비행기대회로 2002년에 시작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으

며 2014년 12회 대회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메릴랜

드 Webstter Field에서 개최되었다.

라) Seaperch Competition

 미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ROV 경진대회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간단히 조립할 수 있는 

ROV 키트를 참가팀에 제공한다.

마) Intelligent Ground Vehicle Competition

무인자동차대회로 1993년에 시작되었다.

ONR에서 계획하고 AUVSI가 주관하여 2004년부터 새로이 

열릴 Maritime RobotX Challenge는 무인수상선 대회라는 점

에서 2008년부터 개최해 온 International RoboBoat 와 유사

하나,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 째, International RoboBoat에서는 무인선의 설계와 자

율운항성능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하는 반면에 

Maritime RobotX Challenge에서는 자율운항 성능 부분에 중

점을 두어 심사한다. 이를 위해 주최측에서는 참가하는 모든 

팀에 무인선 플랫폼을 제공한다. 즉, 플랫폼의 차이에서 오는 

무인선의 운항 성능 평가는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둘 째, International Roboat에서는 참가자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Maritime RobotX Challange는 참가국을 지정하고 참

가국별로 참가팀 수도 제한하며, 참가팀의 선발은 각국의 조

직위원회에 위임한다. 이는, 참가팀들에게 고가의 무인선 플

랫폼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참가팀 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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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가국은 주최측 미국

이 태평양환 지역에 있는 5개국(미국, 호주, 일본, 한국, 싱가

포르)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무인선 개발 및 확산 전

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2 대회 일시 및 장소

첫 번째 대회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서 열린다. 대회는 2년마다 참가하는 5

개국이 번갈아가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인 데 2

차대회는 미국이 하와이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잠정 정한 바 

있다. 

대회가 열릴 마리나베이는 바다 안 쪽 깊숙이 자리 잡고 있

어(그림 1) 파랑이 거의 없는 곳이다. 대회장에는 무인선들을 

진수, 회수, 정박할 수 있는 120m*83m 크기의 부유식 플랫폼

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양쪽에 연습장(80m*80m)과 대회 경

연장(190m*190m)이 있다.  

그림 1 대회 장소(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그림 2 대회장 배치도

2.3 무인선 플랫폼

대회 주최 측이 참가팀에 제공하는 무인선 플랫폼은 

Marine Advanced Research사가 상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WAM-V(Wave Adaptive Modular Vehicle) 중 15.5피트 형으

로 형상 및 주요 제원은 그림 3과 표 4와 같다.

그림 3 대회에서 사용될 무인선 플랫폼(WAM-V)

표 1 무인선 플랫폼 주요 제원

길이 16 feet

폭 8 feet

선체 직경 16.5 inch

적재 중량 300 lbs 

경하 중량 210 lbs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는 선체만 포함되어 있고 

추진기와 각종 센서들은 참가팀들이 각 팀별로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주최 측에서는 이러한 비

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각 팀에 25,000불을 제공한다.

2.4 대회 심사 규정 및 수행 임무

대회 심사는 발표 평가결과와 무인선 자율운항 임무 수행 

결과 2가지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고 상위 입상 팀에는 

총 100,000불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발표 평가는 대회 기간 중 실내에서 진행된다. 각 팀은 무

인선 구성에 사용된 시스템, 자율운항 방법,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한다. 심사위원들은 발표 내용과 제작한 무인선에 대한 

실사와 각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평가

하게 된다.

현장에서 직접 각 팀에서 구성한 무인선에 의해 수행하여

야 할 임무는 5가지가 있다. 각 팀은 5가지 임무 중 팀의 능력 

및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일부만 선택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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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첫 번째 임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무인선 자율운항 

임무수행시험은 정해진 시작점(Start Point, 사전에 GPS 위치

정보는 제공)에서 시작해야 하며 시작점까지는 원격 조종에 

의해 무인선 이동이 가능하나 이후 각 임무 수행시험장까지의 

이동을 포함하여 임무 수행 중에는 육상과 무인선 간의 제어

를 위한 통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래에 5가지 임무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로 하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Maritime 

RobotX Challange 홈페이지의 설명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가) Task 1 : 조종제어 능력 시연(Demonstrate Navigation 

          and Control)

이 임무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

는 임무로 무인선의 기본 자율운항 능력을 보이는 임무이다. 

그림 4와 같이 무인선은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Start Gate를 

통과하여 직선 주행하여 End Gate를 통과하면 임무가 완료된

다. Start Gate와 End Gate 사이의 거리는 가변으로 각 Gate

의 인식은 무인선이 자동으로 하여야 하며 Gate 표지의 형상 

정보는 이미 공지되어 있다. 

임무 수행 평가는 두 Gate 통과 성공 및 실패로 판정한다.

그림 4  조종능력 시연 시험장 배치도

나) Task 2 : 수중 음향 발신체 탐색 및 보고(Underwater

          Search and Report)

이 임무는 그림 5와 같이 약 40m*100m의 해역 안에 설치

된 수중 음향발신체의 위치를 찾고 이 위치를 심판석에 무선

통신으로 송신하는 것이다. 시험장에는 여러개의 수중음향 발

신장치가 미리 설치되어 있으며 임무 수행 중에는 이 중 1개

만 작동한다. 음향 정보와 탐색 영역을 나타내는 4개의 점에 

대한 GPS 정보는 사전에 제공된다.

임무 수행 평가는 무인선이 최종으로 보내온 수중음향발생장

치의 위치의 정확도에 따라 정확할수록 높은 점수가 주어진다. 

그림 5 수중 음향 발신체 탐색 및 보고 임무 수행
       방법 및 시험장 배치도

다) Task 3 : 도안 식별 및 도킹(Identify Symbol and

           Dock)

이 임무 수행 시험장에 그림 6과 같이 3개의 도크가 있으

며 각 도크는 정면에 부착된 3가지 다른 형상(십자, 삼각형, 

원형)의 도안으로 구별되며 도안의 위치는 수시로 바뀐다. 당

일 정해진 도안이 있는 도크를 찾아 도킹한 후 다시 빠져 나

오는 것이 임무다. 

임무 수행 평가는 무인선이 올바른 도크에 도킹하고 다시 

빠져나왔는지 여부로 판정한다.

라) Task 4 : 관찰 및 보고(Observe and Report)

이 임무는 약 40m*60m 크기의 영역 안에 있는 등 부표

(light buoy)를 찾고 연속적으로 변하는 등의 색을 심판석에 

무선통신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등의 색은 빨강, 초록, 파랑 3

가지가 있으며 이중 3가지 색이 0.5초씩 연속으로 바뀌면서 

켜진 후 등은 꺼지며 2초 후 동일한 패턴으로 등이 다시 켜진

다. 패턴에서 등의 색은 같은 색이 있을 수도 있다.

탐색 영역에 대한  GPS 정보와 등 부표 형상정보는 사전에 

공지된다. 시험 중 무인선이 등 부표를 접촉하게 되면 임무는 

실패한 것으로 판정한다.

마) Task 5 : 장애물 탐지 및 회피(Detect and Avoid

           Obstacles)

이 임무는 그림 8과 같이 배치된 시험장에서 무인선이 

Entry Gate에서 Exit Gate까지 중간에 놓인 장애물들을 피하

면서 통과하는 것이다. Entry Gate 및 Exit Gate는 (1, 2, 3)와 

(X, Y, Z) 각기 3개가 있는 데 이 중 어떤 Gate를 통과해야 할

지는 시험 당일 정해진다. 각 Gate의 폭은 10m이고 부표의 색

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무수행 평가는 통과 시간으로 하며 중간에 장애물과 부

딪히는 경우는 감점이 있다. 시험장의 크기는 약 40m*100m

이며 Gate와 장애물 부표 형상 정보는 사전에 공지된다.



특집 ▶▶▶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대회(Maritime RobotX Challenge Competition) 

    32                                                                                    대한조선학회지┃제 51 권 제 2 호

그림 6  도안 식별 및 도킹 임무 수행 방법 및 시험장 배치도 

그림 7  관찰 및 보고 임무수행 방법 및 시험장 배치도 

그림 8 장애물탐지 임무수행 방법 및 시험장 배치도  

2.5 참가 팀

참가팀 구성의 구성원은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모두

를 포함한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여러 학교가 연합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학생 이외에도 팀에 참여할 수 있으나 전

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학생이어야 한다.

표 2 1회 Maritime RobotX Challenge 참가 팀

Country Team

Australia

• Flinders University /  
University of Tasmania

•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University of Newcastle

Japan
• Osaka University

•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 University of Tokyo

Singapore

•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South
Korea

• KAIST / POSTECH
• Seoul 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Ulsan

USA
•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 MIT/Olin College
• Villanova /Florida Atlant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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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참가팀의 수는 3팀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가별 

팀의 선발 권한은 3장에서 설명할 각국의 조직위원회

(National Committee)에 위임되어 있다. 

2014년 1회 대회에 참가할 각국의 팀은 표 2와 같다.

3. 대회 대응 국내 준비 현황

3.1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대회 국내 조직위원회 

대회 주관기관인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 재단은 참가국들에

게 참가팀 선발, 대회 준비 및 운영 협조를 위해 국가별로 조직

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왔다. 이에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대회

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조직위원회가 대한조선학회 산하에 구

성되었다. 조직위원회 위원은 산학연 무인선 관련 전문가 21명

으로 구성되었으며 표 3과 같다.

표 3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대회 국내 조직위원회

구 분 명 단

산업계
김태영(LIG), 박민수(한국화약),

서주노(삼성 탈레스)

학 계

김낙완(서울대),김문찬(부산대),김상현(인하대),
김영복(부경대),김진환(KAIST),김형태(충남대),

신현경(울산대),임남균(목포해양대),
유선철(POSTEC),유원선(충남대),
윤현규(창원대),정광효(부산대),

최형식(한국해양대), 황아롬(거제대), 

연구계
김선영(KRISO,위원장), 반석호(KRISO),
여동진(KRISO,간사), 최중락(ADD),

최현택(KRISO)

조직위원회의 주요 임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대회 참가팀 선발

-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대회 심판 추천

-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대회 주관

  기관과 대회 제반 사항 협의 및 협조

- 국내 참가팀 준비 지원

조직위원회는 2013년 8월 13일 KRISO에서 가진 1차 모임

에서 국내 참가팀 선발 방법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참가팀 선

발을 2013년 9월말까지 마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팀들

의 대회 참가 계획과 보유기술에 대해 제출한 서류와 발표로 

평가하여 선발하기로 하였다. 이후 무인선 관련 학회와 관련 

대학에 참가팀 선발 안내를 하고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5개 

팀이 신청하였다. 2013년 9월 25일 KRISO에서 가진 국내팀 

선발 평가회에는 서울대학 모모팀, KAIST/POSTEC Angry 

Nerds 팀, 울산대학 팀 등 3개팀이 참가하였다. 조직위원회에

서 구성한 5명의 심사위원회는 신청 팀들의 무인선 시스템 구

성능력, 자율운항 알고리즘 개발 능력, 대회 준비 계획에 대해 

심의한 결과 3팀 모두 대회 참가팀으로 선발하였다.

2013년 11월 말에는 AUVSI 재단으로부터 3척의 무인선 플

랫폼을 수령하여 참가팀들에 전달하였다. 2013년 12월 12일, 

2014년 4월 1일 2차, 3차 조직위원회가 KRISO에서 열렸으며 

여기서는 ONR로부터의 무인선 준비 지원금 수령, 대회 심판 

추천, 참가팀들의 연습을 위한 시험장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팀별 준비 상황에 대한 발표와 애로사항

에 기술적 자문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3.2 국내 참가팀 소개 

가) 서울대 MoMo 

  

그림 9 서울대 MoMo 팀 

 

그림 10 임무수행 알고리즘 개발용 통합시뮬레이터
        (서울대 M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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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울대 MoMo 팀원

구분 팀 원 소속

교수

김낙완(지도교수),신종계,
김용환

서울대 조선
해양공학과

황아롬
거제대 조선
해양공학과

석박사
과정

우주현, 서인덕
서울대 조선
해양공학과학사

과정
김미단,박아민,박정호,박종열,
유록하,이주호,정유원,이후재

나) KAIST Angry Nerds 

 

그림 11 KAIST Angry Nerds 팀  

  

표 5 KAIST Angry Nerds 팀원 

구분 팀 원 소속

교수

김진환(지도교수) 해양시스템

심현철 항공우주

명현 건설 및 환경

유선철
POSTECH
창의IT융합 

석박사
과정

박정홍,김태윤,한정욱,윤석민,
박지성,권성철 

해양시스템

조성욱 항공우주

김동훈,홍성훈,왕정현 로봇공학

조한길
POSTECH

해양과학기술 

학사
과정

강민주 기계공학

그림 12 무인선 시험(KAIST Angry Nerds) 

다) 울산대

그림 13 울산대 팀 

표 6 울산대 팀원 

구분 팀 원 소속

교수 신현경(지도교수)

조선해양공학부

기사 김동주

석사
과정

정광진

학사
과정

추영준,조재현,김광록,김정태,
양희성,송승욱,박상현,김종수,

김영길,안치웅  

그림 14 무인선 장애물 회피 시험 (울산대 팀) 



김선영, 여동진

BSNAK, Vol. 51, No. 2, June 2014                                                                                35

4. 결 론

2014년 10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 1회 국제 자율무인

선 경연대회에 우리나라 3개 대학이 참가하여 미국, 호주, 일

본, 싱가포르 등에서 참가하는 12개 대학 팀들과 경쟁할 예정

이다. 이전의 다른 무인기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는 국가별로 

참가팀을 선발하여 참가하는 올림픽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 대학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지만 성

적에 연연하기 보다는  본래 대회의 취지대로 학생들이 대회

를 통해 무인선 기술을 습득하고 향후 무인선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

한 대회를 통해 무인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따

라서 관련 기술도 한층 발전할 것이다.

본 대회는 2년마다 열리고 차기 대회는 2016년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6년 대회에는 보다 많은 팀들이 신청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지금 보다 좀 더 수준 높고 공정한 선발 방

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좀 더 많은 팀들에게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무인선 대회의 창설도 필요할 것으

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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