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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해양 탐사를 위한 수중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 이는 해양, 특히 심해는 사람이 직접 내려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아직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는 

해양에 대한 탐사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해양드론의 활용은 

해양 환경/기후 조사, 해저 지형/지질 조사, 해양 생물/생태 조

사, 해양 물리/화학, 심해 열수 조사, 해양 고고학 등 과학조사 

분야에서 선도해 왔으며 해양 구조물 조사/검사 등의 산업분

야와 기뢰 탐색/제거 등 군사 목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수중드론의 활용이 확대됨과 동시에 수행하는 임무의 종류

와 복잡도 역시 증대되고 있다. 몸체 길이가 1m 이내이고, 공

기중 중량이 수 kg에 불과한 소형 수중드론에서 길이 15m, 무

게 8 톤에 이르는 대형 드론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임무 

수행 시간은 몇 시간, 며칠에서 수개월까지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임무의 종류는 같은 기능을 가진 동종의 다수 드론이 

탐사 영역을 나누던 단순 협력 임무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가

진 다수 드론이 협력하는 복잡한 임무로 확대되고 있다.

협력형 멀티플 수중드론 기술은 단일의 드론으로 수행하기 

불가하였거나 어려웠던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단일 수중드

론이 수행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

다. 2009년에는 대서양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에어버스 447편

의 해저 수색에 3대의 수중 드론이 투입되었고, 2014년 인도

양에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M370편의 수색에는 8대의 

AUV가 투입됐다.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

호도 4대의 AUV를 투입하여 찾아냈다. 이들은 동종의 다수 

수중드론이 실제 활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군사용으로는 무인

수상선(USV)과 AUV 또는 ROV 형태의 수중드론을 복합하여 

대기뢰전에 활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이종의 해

양드론이 협력을 통하여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종 다개체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멀티플 수중드론의 목적은 개별 드론으로는 불가능한 임무

를 수행하거나, n대의 수중드론이 상호 협력을 통해 n배 이상

의 조사 효율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멀티플 수중드론을 가능

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통신과 네트워킹 기술, 항법 및 음향

탐사 기술 그리고 다중 드론 임무계획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무쌍한 해양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해중 환경은 여전히 

칠천만 킬로미터 밖의 화성보다 통신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해양의 다이내믹한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지능화된 자율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멀티플 수중드론에 대한 국내외 최신 기술 개

발 동향을 살펴보고, 멀티플 수중드론 개발에 필수적인 도전

적 기술과 함께 미래 기술개발 전망을 예측해 본다.

2. 국외 기술 개발 동향

전 세계의 수중드론 시스템은 과거의 대형 선박에 의존하

던 것과는 달리 소형화, 무인화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특

히 위성을 이용한 무인수상선(USV)의 원격 관제와 음향센서

를 이용한 수중통신기술의 발전은 심해의 AUV를 육상에서 제

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무인수상선의 다양한 전원사용으로 

CO2 배출을 90% 가까이 줄이는 친환경 무인선박 개발이 계

획된 프로젝트도 있다. 본 장에서는 대표적으로 과학탐사 분

야의 GEBCO, ENDURUNS와 상업 분야의 Ocean Infinity 그

리고, 군수 분야의 ECA Group의 사례를 조사하여 수중드론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1 GEBCO

2016년 6월 모나코에서 열린 Future of Ocean Floor 

Mapping(FFOFM) 개막연설에서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 

이사장은 2030년까지 세계 바다의 100%를 보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국제수로기구(IHO)와 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UNESCO)의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GEBCO(General Bathymetric Chart of the Ocean)

의 틀 안에서 글로벌 프로젝트인 Nippon Foundation 

-GEBCO Seabed 2030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이용 가능한 모든 해저 정보를 디지털 해저 

지형도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기술, 과학 및 관리 체계를 구축

하기로 했다. 그림 1에서는 Seabed 2030 프로젝트 중 하나의 

최신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좌측은 위성을 이용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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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무인 바지선이 심해 해저 지형도를 작성하는 컨셉이고, 

우측은 더욱 상세한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고주파 멀티빔 시

스템을 갖춘 AUV를 이용하여 정밀한 해저 지형도를 작성하는 

컨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바지선과 AUV를 이용한 해저 매핑 컨셉

2019년 5월에 개최된 심해기술 국제대회인 쉘 오션 디스커

버리 XPRIZE에서 Nippon Foundation-GEBCO Alumni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그림 2는 Alumni 팀의 무인화시스템 운영 

컨셉을 나타내고 있다. 해저면에서 약 40미터 고도로 운영하

고 있는 4,500미터급 HUGIN AUV와 AUV의 진수와 인양이 

가능한 무인수상선 Sea-KIT를 운영한다. 대회에 참여한 각 

팀의 기술에는 AI, 공중 드론, 해저 멀티플 수중드론, 레이저 

등이 있었다.

그림 2 무인수상정과 자율무인잠수정을 이용한 
해저지형도 작성 컨셉

2.2 ENDURUNS

H2020 ENDURUNS 프로젝트의 주요 포부는 심해의 조건

에서 작동하고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형 하이

브리드 AUV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산업 역량과 성능은 

물론 과학 지식의 증대를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에서 개발하

는 하이브리드 AUV는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여 상용 AUV

와 글라이더에 비해 장시간 운용이 가능하고, 고장이나 비상 

시 보조 전원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하여 실제 소비 요

건에 따라 추진 및 센서에 대한 에너지 분배를 관리할 계획이

다. AUV 시스템은 항만, 비행기, 헬리콥터, 특수 선박에서 진

수 및 회수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과거 해저 지형도 제

작에서 수집된 5km 해상도 데이터와 비교하여 방대한 지리적 

범위를 가진 고품질의 100m 해상도 디지털 데이터를 확보하

는 것으로 Seabed 2030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스템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USV는 수

소 연료 전지, 배터리 팩 및 태양광 패널을 포함하는 하이브

리드 전원을 사용하여 구동 할 계획이며 악천후에는 USV가 

수중 20m까지 잠수했다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해 날씨가 충분

히 좋아지면 운영을 재개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USV는 수면

에서 AUV를 추적하며 AUV 데이터를 육상의 원격 모니터링 

제어센터(RMCC-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Centre)에 

전송한다. 중요한 데이터 또는 임무 매개변수가 변경되면 관

련 데이터는 위성 링크가 장착된 USV를 통해 AUV로 직접 전

송된다. 이러한 데이터 전송 솔루션을 그림 3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ENDURUNS 무인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솔루션 

2.3 Ocean Infinity

오션 인피니티사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과 영국 사우샘프

턴에 본사를 두고 2017년 7월 설립됐다. 오션 인피니티사는 

두 개의 로봇 선단을 운용한다. 하나는 인피니티(Infinity) 선단

이고, 다른 하나는 아르마다(Armada) 선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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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선단은 세 대의 지원모선(Seabed Constructor, 

Island Pride, Normand Frontier)을 운영하며, 각각의 지원모

선에는 5대의 AUV, 3대의 USV 그리고, 2대의 ROV를 배치했

다. 그림 4는 인피니티 선단의 개념도로 다수의 AUV가 각각

의 AUV를 지원하는 USV를 통해 지원모선과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단일 선박에서 여러 AUV를 동

시에 운용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운용과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

을 향상시켰다. Seabed Constructor 선단은 2018년 12월 말 

한국정부와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벌크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을 계약하고, 2019년 2월 17일 스텔라데이지호의 위치를 

발견하고, 곧이어 항해기록장치(VDR)을 회수한 성과를 거뒀

다.

그림 4 인피니티 선단 운영 개념

아르마다 선단은 2020년 말까지 15대의 무인수상선으로 구

성될 예정이며, 선단의 예상도를 그림 5에서 나타냈다. 아르

마다 선단의 출범은 업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의

미한다. 각 무인 수상선은 6,000m급 AUV와 ROV를 이용한 

다양한 해양 데이터 수집과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 선단은 완전한 무인 

선단으로 사람이나 근처에 지원모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영국 사우샘프턴에 있는 육상 

기지의 위성 통신을 통해 원격 통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한 기존 조사선박보다 CO2 배출량을 최대 90% 감소시켜 동

종 업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조사를 목표로 한다.

2.4 ECA Group

ECA 그룹은 60년 동안 바다(USV, ROV, AUV)와 공중

(UAV)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시스템을 개발해 오고 있다. 

ECA 그룹은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시작한 공동프로그램에 따

라 오는 2021년 중반부터 12척의 새로운 소해함(Mine 

Countermeasures Vessel) 건조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계약은 해군 그룹과 ECA 그룹이 설립한 컨소시엄인 벨기에 

해군 & 로보틱스가 수주했다. ECA 그룹의 UMIS(Unmanned 

MCM(Mine Counter Measures) Integrated System)는 로봇 

플랫폼의 모듈식 종합 시스템으로서 임무에 따라 구성의 변경

이 가능하며, USV, AUV, ROV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

율 진수인양 시스템(LARS-Launch and Recovery Systems)

과 지휘통제 소프트웨어도 함께 구성되어 있어 기뢰전을 위한 

통합적이고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개발될 것이다. 그림 6은 

UMIS 운영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무선 통신을 통해 먼 곳

에서 상황을 제어하고 USV, AUV, ROV가 수집한 정보나 데

이터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는 데이터를 취득하는 

중에도 안전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의 구성은 임무, 환경 및 

기타 제약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작업하

거나 전장에서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 5 아르마다 선단 구성도 

그림 6 UMIS 운영 개념도

3. 국내 기술개발 동향

해양수산부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해미래, 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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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랩스터 등 과학조사 목적의 수중로봇에서부터 수중건설

로봇으로 이어지는 산업용 수중로봇 개발과, 수중통신 및 네

트워크 기술 개발, 그리고 아라곤 I, II, III로 이어지는 무인수

상선 개발을 지원해 왔다. 방위사업청에서는 무인기뢰제거정 

MDV와 무인기뢰탐색용 AUV, 그리고 무인수상선 해검의 개

발 등을 지원했다. 민간기업 자체적으로 무인수상선 아우라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양로봇기술 개발의 경험들은 멀티플 드론 기술 

개발로 확장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 국방과학기술

사업으로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개발 사업을 2019년 착

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8년 무인이동체 기술

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2020년에 무인

이동체원천기술개발을 사업을 착수하였다. 핵심기술개발(내역

사업1)과 실증기개발(내역사업2)로 나누어 총 9개 연구단과 2

개의 단일 사업을 착수하여 드론의 육해공 협력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사고해역의 신속 정밀 수색을 위

한 멀티플 AUV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사업을 수행하였으

며 이르면 내년 본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3.1 USV-AUV 복합체계 개발

무인수상선(USV)-수중자율이동체(AUV) 복합체계 개발 과

제는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사업(항우연 주관)의 기술 실증

기 개발 사업 중 해양복합연구단(KRISO 주관)에서 개발하는 

이종 다개체 해양로봇 협력 기술개발 과제이다. USV와 AUV

들 간의 협력기술을 개발하여, AUV나 USV 단독으로는 수행

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 목표 

임무는 우리나라 동해 2,000m 수심 해역에서 무인으로 해양

과학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시에 정밀 해저지형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USV-AUV 시스템 (UAS)은 두 대의 PCAUV (Power 

-Controlled AUV)와 한 대의 BCAUV를 탑재하고 포항 기점으

로 300km를 이동하여 1번 목표지점에서 BCAUV (Buoyancy 

-Controlled AUV)를 진수한다. BCAUV는 이후 최대 2개월 동

안 수심 1,000m까지 오르내리며 수온, 염도, 탁도 등의 해양

학 데이터를 수집한다. USV는 다시 2번 목표지점으로 이동하

여 1번 PCAUV를 진수한다. 1번 PCAUV 는 24시간 동안 동해 

해저 2,000m 해저 95km 경로에 대해 1m 해상도의 해저 지형

도를 작성한다. 이때, USV는 PCAUV를 추종하며 수중-수상

을 연계하는 통신링크의 기능을 수행한다. 1번 PCAUV는 임무

종료 후 부상하여 USV와 도킹하고 USV는 PCAUV를 인양하

여 재충전한다. USV는 2번 PCAUV를 진수하여 1번 PCAUV에 

이어 해저 지형도를 작성하게 한 후 인양·재충전한다. USV

는 충전을 마친 1번 PCAUV를 다시 진수하여 임무를 반복 수

행한다. 2번 PCAUV의 두 번째 임무가 모두 끝나면 인양하여 

출항지로 귀항한다. USV는 하이브리드 전원시스템 기반의 전

기추진 시스템으로 최대 7일간 1,000km 왕복 운항 가능하고,  

PCAUV는 3노트 속도로 24시간 운항 가능하며 최대 수심 

2,500m 사양으로 개발된다. 

해양복합연구단은 총 12개 세부과제와 6개의 위탁과제로 

구성되며, 총 19개 기관이 2020년 6월부터 7년 동안 6개 주요

분야 기술을 개발하여 통합 실증한다. 6개 분야는 복합임무제

어기술, 무인수상선기술, PCAUV 기술, 연료전지기반 하이브

리드 전원 및 무선충전 시스템, 무인진회수 및 수중무선광통

신 시스템, 그리고 BCAUV 기술로 구성된다. USV-AUV 복합

체계임무수행 개념은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 해양복합연구단 USV-AUV 기술개발 개념도

3.2 해양경찰청 군집 수중로봇 수색기술

최근 해양 선박 사고 및 이에 따른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한반도 근해를 비롯한 제주도 해역까

지 전국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 해양 사고는 골든타임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으로 신속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국내에 신속한 수색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에 한

계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무인체계의 기술 발전과 2019

년 독도 헬기 추락사고 등 과거의 여러 해양사고 경험에 비추

어 해양경찰청에서는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다수의 AUV를 

활용하여 수중을 수색하는 기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술 확

보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해양경찰청, 2020). 그림 8은 군집 

AUV의 운용 개념도를 나타낸다. 헬기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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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한 대의 무인수상선과 다수의 AUV를 동시에 활용하여 광

역의 해역을 신속하게 수색하는 운용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

다.

그림 8 군집 AUV를 활용한 수중 수색 개념도
(출처: 해양경찰청, 2020)

3.3 그 외 사업 및 연구동향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주요사업 "U-기반 탐사선단

의 스마트 운용 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선단 항법 및 네

트워크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중 탐사 선단의 대형

제어 기법 해석 및 운항제어 시뮬레이터 개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또한 "해저지형 자율 맵핑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서 선

단 경로 계획 및 제어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다

개체 해양 로봇의 협력 항법 및 수중 무선 인지 네트워크 핵

심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무인수상선과 AUV의 협력 항법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한국해양대에서는 쌍동형 USV와 케이블로 연결된 수중드

론으로 구성된 멀티플 수중드론 기술을 개발하였다. USV는 

수중드론에 전력을 공급하고 통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다. 수중드론이 취득한 수중 영상 데이터는 USV를 통해 원격

지로 전송되고 원격지에서 수중드론을 조종하는 개념을 구현

하여 해상 시험을 수행하였고 2020년 결과를 발표하였다.

4. 도전적 기술과 미래발전 방향

4.1 협력제어기술

동종 다개체 협력 제어는 같은 기능을 가진 다수 드론이 주

어진 영역을 분할하여 탐색하는 단순 협력을 넘어 수중에서 

제약이 큰 이동 통신/네트워크와 항법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대형제어로 발전해 왔다. 대표적인 대형 제어기술은 고성능 

항법장비를 장착하고 정밀한 위치를 얻을 수 있는 고가의 주 

AUV (ledear or master)와 이를 따르는 여러 대의 저가 종 

AUV (follower or slaver)를 두고 이들 간의 상대 위치를 이용

하여 항법정밀도와 통신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이다. 멀티

플 수중드론의 대형제어 기술은 주종 대형제어 (Master 

-slaver formation control) 이외에도 가상 구조 기술 (Virtual 

structure technology)이나 행동기반제어 (Behavior-based 

control) 등이 연구되었다. 해양에서의 통신과 항법 성능을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해양 드론이 협

력하여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제어하는 이종 다개체 협력 

제어기술로 발전하였다. GPS와 해상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USV가 주 드론이 되고 해저 AUV가 종 드론이 되어 통신과 

수중 위치 추정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USV-AUV 조합

의 또 다른 이종 협력 형태는 USV가 수중드론의 모선이 되는 

것이다. USV는 AUV와 ROV와 같은 수중 드론을 싣고 목표 

해역까지의 수상 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해상

-수중 통신을 연계하는 허브로서의 역할과 기준 위치를 제공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중드론은 수중 탐사와 작업을 수행

하며 USV를 통해 취득정보를 원격지에 전송하고 제어 명령을 

원격지로부터 수신한다. 최근에는 협력체계에 공중 드론을 포

함시켜 장거리 통신 중계기와 광대역 해상 수색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는 육해공 협력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이종 협력 멀티플 드론의 경우 임무수행을 위해 고도의 상

황 인식 기능과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데 자율 임무계획 기술

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Fernandez-Perdomo 등은 임무를 

목적 달성을 위한 작업들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임무계획은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 순서를 계획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 Thompson과 Guihen이 나눈 해양 드론에 적용 가능한 임

무 계획의 분류에 따르면 해양드론의 임무계획 기술은 결정적 

임무계획에서 비결정적 임무계획으로, 단일 에이전트 임무계

획에서 멀티 에이전트 임무계획으로 발전해 가는 추세이다. 

해양드론의 임무계획에 사용되는 결정적 임무계획 언어로는 

STRIPS (Standford Research Institute Problem Solver), 

PDDL (Planning Domain Definition Language) 등이 있고, 

비결정적 임무계획 언어는 RDDL (Relational Dynamic 

influence Diagram Language), PPDDL (Probabilistic PDDL), 

MA-PDDL (Multi-Agent PDDL) 등을 들 수 있다. 임무 계획 

기술이 발전하면서 작업 환경이나 내부의 동적 특성 변화에 

적응하는 자기 적응 임무관리 구조가 요구되고 있는데, OODA 



전봉환, 김시문, 백혁

BSNAK, Vol. 57, No. 3, September 2020 17

(Observe, Orient, Decide, Act loop), ECA(Event Condition, 

Action), SPA (Sense, Plan, Act), MAPE-K (Monitor, 

Analyze, Plan, Execute – Knowledge) 등이 그 예이다.

4.2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수중 환경에서 군집 AUV의 대형 유지와 협업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 AUV 간의 통신은 필수적이다. 수중에서는 전자

파와 광파의 감쇠가 심하여 상대적으로 감쇠율이 낮은 음파를 

이용한 통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수중에서 음파는 

해수면과 해저면의 반사 및 산란 현상에 다중경로가 형성되어 

최대 수백 ms까지 임펄스 응답이 분포하는 지연확산 특성을 

가지며 또한 음파의 전파 속도가 약 1500m/s로 전자파에 비

해 매우 낮아 플랫폼의 이동이나 해양환경의 시변 특성에 의

해서 도플러 확산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Kilfoyle, 2000). 지연

확산과 도플러확산은 심볼간 상호 간섭과 페이딩 및 주파수 

편이 현상을 야기하여 통신 성능을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널 등화, 스펙트럼 확산, 채널 코딩, 

MIMO 기법, 시역전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통신 채널 환경에 적응하여 통신 알고

리듬을 선택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일대일 

통신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드 간의 통신에 있어서 한정된 주

파수 자원과 음파 전파 속도의 한계로 인해  네트워킹 기술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 방안

과 수신 신호의 충돌 방지를 위한 매체접속제어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각 노드간의 시각 동기화

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AUV를 포함한 

다수 노드 및 통신 시스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수중통신 기능을 보유한 ASV를 활용하여 군집 AUV를 제어하

거나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태평양 원해에서 7대의 AUV, 4대

의 UAV 및 3대의 ASV로 구성된 군집 시스템을 제어하는 연

구까지 진행된 바 있다. 해군 무기체계에 활용되기 위해서 추

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은밀성으로 은밀 통신을 위해 

돌고래 소리를 이용한 통신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4.3 항법 및 음향 탐사 기술

상호간의 통신이나 협업을 통한 군집 AUV의 항법 기술 연

구는 200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독일 Atlas Elektronik에서는 

AUV 간의 상대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군집 항법을 수행하는 

알고리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영국 Essex 대학에서는 추종 

AUV가 리더 AUV를 좇아가면서 군집 AUV의 대형을 유지하

는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미국 MIT에서는 상

호간의 거리를 계측이 가능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군집 수중로봇의 항법을 구현하는 실

험 연구를 수행하여 군집 AUV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일본 동경대에서는 여러 AUV 중 한 대를 해저에 착저시켜 랜

드마크로 사용하며 상대 위치를 계측하여 AUV의 항법을 구현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착저한 AUV 대신 정확한 자기 위

치 추정이 가능한 AUV를 활용하는 방법도 시험을 통해 검증

한 바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MORPH 프로젝트를 통해 군집 

수중로봇의 매핑을 위한 수중 항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 중이다(Campos et al., 2016). 이상과 같이 군집 AUV 항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상대적인 거리 추정과 절대적

인 위치 추정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절대적인 위치 추

정으로는 기존의 고정되어 있는 기준점을 활용한 항법이나 

SLAM과 같이 지형을 이용한 항법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향 탐사 기술에는 다중빔음향측심기, 측면주사소나, 합성

개구소나 등이 있으며 이중 합성개구소나가 신속하고 정밀한 

매핑이 가능하여 미래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합

성개구소나의 고해상도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항

법이 요구되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실시간 

처리에 어려움이 존재하나 최근 신호처리시스템의 기술 발전

으로 실시간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Hagen et al., 2018). 정밀한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확보된다

면 미래에는 딥러닝 기반으로 표적을 식별하는 일이 실시간으

로 가능해 질 것이다.

4.4 미래발전 방향

해양시스템의 운용이 과거 대형 선박에 의존하던 것과는 

달리 소형 무인 협력 시스템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위

성을 이용한 무인수상선 원격 관제와 음향센서를 이용한 수중

통신기술의 발전은 심해의 AUV를 육상에서 제어하기에 이르

렀다. 멀티플 수중드론 기술은 복잡한 임무에 적합하도록 더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협력하도록 발전할 것이다. 특히 모

선과 한 대 또는 여러 대의 자선으로 구성되는 협력 구조를 

이용하여 수중드론을 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더 빨리 진

수하고 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제어하는 기술과 통신 기술

의 발전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한 가지 해법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중 드론은 수중 음향 채널의 물리

적인 한계로 인하여 통신거리나 통신속도는 제약을 받을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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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RF 통신이나 위성 통신이 결합

된 USV나 부이를 사용하는 복합통신 체계가 불가피하다. 수

중 음파 통신 시스템에만 한정한다면 채널 특성에 따라 최적

의 통신 방법을 사용하는 적응 통신, 유휴 주파수를 활용하는 

인지통신, 다채널의 신호 다양성 또는 신호대잡음비 향상을 

위한 MIMO 통신이나 벡터센서를 이용한 통신 등의 기법이 수

중 음파 통신의 한계를 극복하데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한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멀티플 수중드론 기술의 국외 개발 및 활용현

황과 국내 기술 개발 현황을 주요사례 위주로 살펴보았다. 해

양과학조사, 침몰체 수색 그리고 대기뢰전 적용이 실제 기술 

응용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멀티플 수중드론 구

현을 위한 핵심 기술은 협력제어, 통신 및 네트워킹, 항법 및 

음향 탐사 기술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전망하였다. 멀티플 수중드론 시스템은 기존 대형 선

박 중심의 탐사시스템에 비해 복잡한 임무 수행에 유리하고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단순 작업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지

능적인 임무제어 기술과 더 강인한 수중 통신/항법 기술이 뒷

받침되어야 하며, AI 기술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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