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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문

연구목적
현재의 해양관측 시스템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한 극한의 해양 조건에서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를 군집으로 
운용하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 추진계획 수립 

연구내용 
및 결과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관련 환경분석 수행
Ÿ 국내·외 기술동향 및 전망 분석
Ÿ 국내·외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Ÿ 기술수요 조사 및 분석
Ÿ 주요 핵심요소기술 도출
Ÿ 국내·외 특허동향 분석
Ÿ 환경분석에 대한 종합 시사점 제시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 전략 수립
Ÿ 해양 무인관측장비의 자율운행 기술 개발 전략 제시
Ÿ 해양 무인관측장비의 원격제어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해양통신 기술 개

발 전략 제시
Ÿ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전략 제시
Ÿ 해양 무인관측장비의 관측센싱 기술 개발 전략 제시
Ÿ 동종·이종군집 무인장비 공통 통제 기술 개발 전략 제시
Ÿ 동종·이종군집 무인장비 운용 기술 개발 전략 제시
Ÿ 육상 및 해상 관제 플랫폼 설계 및 무인장비 군집운용 테스트 전략 제시
Ÿ 위성·과학기지 관측자료 실시간 분석 및 활용 기술 개발 전략 제시
Ÿ 해양 무인장비 관측자료 표준화 DB 설계 및 저장체계 구축 전략 제시
Ÿ 해양 무인장비 관측자료 QC 기법 및 자동화처리 시스템 구축 전략 제시
Ÿ 해양 무인장비 관측자료 활용시스템 개발 전략 제시
Ÿ WebGIS 기반 실시간 무인장비 관측자료 운용시스템 구축 전략 제시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설계 및 운영방안 제시
Ÿ 해상 재해재난 신속대응 플랫폼 설계 및 운영방안 제시
Ÿ 태풍 등의 악천후 시 해황 관측 플랫폼 설계 및 운영방안 제시
Ÿ 항만 및 주요시설 상시관측 플랫폼 설계 및 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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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결과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연구전략 수립
Ÿ 연구조직 구성 및 예산집행 방안 제시
Ÿ 연구수행을 위한 총괄 및 세부 로드맵 제시
Ÿ 연구 추진 전략(자문단, 협력단, 국제공동연구, 산업체협력 등) 제시
Ÿ 연구수행 성과지표 제시
Ÿ 연구개발의 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o 차세대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해양관측 비용 절감, 
위험성 감소, 효율성 증대 

o 해상 재해재난 발생 시, 사고지점 접근성 및 관측 효율성 증대를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력 강화

o 태풍, 쓰나미 등의 해상 악천후 시, 실시간 해황관측자료 획득 및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 가능

o 주요 항만 및 자원시설이 분포하는 연안 해역에 대한 상시 자율감시 체
계 구축을 통한 관할해역의 안전성 관리

o 현재 관측이 불가능한 저수심 해역의 자료를 보완 가능한 관측방법 제시 
o 해양 광역 관측자료의 공간적 제약 및 저해상도 문제를 보완 가능한 관

측방법 제시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율운행, 해양통신, 센싱 등
의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제4차 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 사업을 통한 
과학화·산업화·실용화를 동시에 구현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인장비 군집운용 기술을 선
점함으로써, 글로벌 해양 네트워크 구축 및 선도(ODA 사업·국제기구 사
업 등으로 확장 가능)  

핵심어
동종·이종군집 

운용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자율운행 및 
해양통신

데이터 통합 
플랫폼

다중센서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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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esearch 
Goal

Comprehensive planning for establishing a platform and 
developing a technology on swarming operations of unmanned 
observing vehicles, so as to produce a real-time ocean 
observation data on the seas unobservable with the current 
ocean observing systems 

Research 
Contents 

and 
Outcomes

o Environment Analysis regarding swarming operations of 
unmanned autonomous vehicles for ocean observations

Ÿ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 technologies and prospects
Ÿ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 policy trends/legal systems
Ÿ Technology demands survey and analysis
Ÿ Derivation of core technologies
Ÿ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 patent trends
Ÿ Comprehensive implications of environment analysis

o Strategies for developing the core technologies regarding 
unmanned autonomous ocean observing systems

Ÿ Development of Autonomous operations technology of 
unmanned vehicles for ocean observations

Ÿ Development of ocean communications technology for Remote 
control of unmanned vehicles for ocean observations and 
data transmission

Ÿ Development of simulation system for swarming operations of 
unmanned vehicles

Ÿ Development of observation Sensing technology for unmanned 
vehicles

Ÿ Development of common control technology for 
heterogeneous swarms of unmanned vehicles

Ÿ Development of operations technology for 
homogeneous/heterogeneous swarms of unmanned vehicles

Ÿ Establishment of Land/sea-based controlling platforms and 
swarming operations test of unmanned vehicles

Ÿ Development of Real-time analysis/its applications technology 
of satellites/research station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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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ontents 

and 
Outcomes

Ÿ Standardized DB plan and storage system establishment for 
observations data of unmanned vehicles

Ÿ Establishment of Q.C technique and automated process 
system for observations data of unmanned vehicles

Ÿ Development of application systems for observations data of 
unmanned vehicles

Ÿ Establishment of operation system of WebGIS-based real time 
observations data

o Plan of unmanned autonomous ocean observing platform and 
its operations (three major cases)

Ÿ Platform plan for quick responses on marine disasters and its 
operations

Ÿ Ocean observing platform plan and its operations under bad 
weathers such as a typhoon, etc.

Ÿ Permanent observing platform plan and its operations for 
ports and major facilities

o Research strategies for swarming operations of unmanned 
autonomous ocean observing vehicles

Ÿ Research organization structure and budget
Ÿ Total/subtotal research roadmaps
Ÿ Strategies (advisory group, consortium, joint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with industry, etc)
Ÿ Performance index
Ÿ Economical feasibilities, job creation effects, economic 

impacts

Applications 
of R&D 

Outcomes 
(Expected 
Effects)

o Cost cutting, risk reduction and effectiveness improvement of 
ocean observation by using next-generation unmanned ocean 
observing systems 

o Reinforcement of quick responses on marine accidents 
through swift access to accident spots and improvement of 
observation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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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of R&D 

Outcomes 
(Expected 
Effects)

o Precise prediction through acquisition and analysis of 
real-time ocean observations data under bad weathers such 
as a typhoon, tsunami, etc.

o Safety management of jurisdictional sea areas through 
building up permanent autonomous watching systems on the 
coastal waters where major ports and national infrastructures 
are located

o Observation method which supplements the data on the low 
waters unobservable present 

o Method which supplements spatial limitations and 
low-resolution issue of observations data on the wide waters

o Acquisition of core technologies regarding the quaternary 
sector of the economy through developing autonomous 
operations, ocean communications, sensing, etc. for 
unmanned ocean observing systems

o Scientification, industr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through 
educational-industrial projects for establishing unmanned 
ocean observing systems 

o Establishment and leading position of global ocean networks 
by preoccupying swarming operations technology of 
unmanned vehicles for ocean observations (expandable to 
ODA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jects)  

Keywords

Homogeneous. 
heterogeneous  

swarming 
operation

Unmanned 
ocean 

observing 
platform

Autonomous 
operation and 

ocean 
communication

Data 
integration 
platform

Multiple 
sensors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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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1. 현재 해양 관측 시스템의 한계성

o 해상 재해재난 대응 미비: 선박화재와 침몰 등 각종 해양 사고 발생 시, 접근 및 탐
색이 어려움

o 데이터 연속성·신뢰성 결여, 상시 관측 불가: 태풍, 쓰나미, 해무 등 악천후 시, 각종 
해양관측 활동이 불가능하여 관측데이터의 연속성 및 신뢰성 확보 불가

o 국내 연안 해양관측 효율성 저하: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수심이 낮고, 복잡한 형태
의 연안 환경이며, 양식장/어업 활동/강한 조류/바다 쓰레기 유입 등으로 인해 관측 
활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o 데이터 공간 해상도 저하: 위성영상 등 해양 광역관측 데이터 활용 시, 정확하고 실
효성 있는 분석을 위한 공간 해상도 개선 기법이 필요한 실정임

o 실시간 해양감시 및 예측 불가: 해양 수중공간에서의 통신기술 미비 등 원활치 못한 
통신환경으로 인해 실시간 데이터의 생산·유통이 어려움

[그림 1-1] 기존 해양관측 시스템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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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차세대 해양관측 방법

o 해양광역관측 데이터는 기반 데이터로서 활용 빈도가 높으나 악천후, 장애 등, 제한
적인 유효데이터 획득 기회와 저해상도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짐. 따라서 넓은 
해양공간을 세분화하여 필요시 수시로 실측할 수 있는 기동성과 동시에 여러 대의 무
인장비를 이용한 군집관측은 광역관측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탁월한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음

o 화재, 침몰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어 안전하고 
신속한 사고 초기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음

o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연안과 같이 수심이 낮거나 복잡하고, 탐사가 위험한 환경에서
도 탐사를 통한 해양관측이 가능하며 양질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음

o 태풍, 쓰나미, 해무 등 악천후 조건에서도 무인장비 군집운용을 통한 관측이 가능하
므로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필요시 언제든 활용할 수 있음 

o 해양 통신기법 및 통신기기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전송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분석,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1-2]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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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인자동화/군집운용/플랫폼 정의

[그림 1-3] 무인자동화/군집운용/플랫폼 정의 

4. 연구개발의 필요성

□ 해양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육(기지)·해(연구선, 무인선박)·공(드론, 해양위성) ICT 융
합 해양 무인장비(수중 및 파도 글라이더, 부이, 뜰개, ARGO, 해양 로봇, ROV, AUV, 
센서 등)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로서 조속히 개발하여 산업육성 지원체계
를 구축해야 함

□ 한국의 선진 IC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형 무인관측 해양자원·환경·해양안전 분야 융․
복합 적용은 세계 최초임

□ ICT 및 인공지능 등의 혁신기술을 해양자원, 해양수산 및 안전분야에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을 시도함에 따라 해양 정보기술을 제4차 산업혁명 수준으로 도약시켜야 함

□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혁명 관련 기술은 급속한 관심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양 
분야 선진기술 선점이 시급하여 무인관측이 가능한 해양환경(지질, 물리, 화학, 생물) 
자료 생산을 위한 IoT 기반 다목적 센서(생지화학 센서 등)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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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서 수중탐사·조사관측·감시정찰의 완전 무인화를 위해서는 공중·수상·수중 무인이
동체를 통합한 신개념 복합 무인장비 운용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 각종 첨단 해양자원 개발 및 탐사 장비가 개발되면서 협력 제어를 통한 수중임무 수행
을 위해 해상·수중·육상 장비간의 다양한 통신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해양환경 변화 예측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해양 분야 빅데
이터 축적이 필요함

□ 해양 무인장비 활용 관측기술 개발을 통한 긴급 해양재난(해난사고, 유류오염, 적조 등) 
대응 및 감시가 필요함

□ 개발될 기술은 지구 기후변화 예측, 수산자원 관리, 광물자원 개발, 해군·해경 작전, 연
안환경 관리, 해양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국가간 경계획정, 해양 재난·안전 실시간 예
측, 항만관리, 해양생물 유전자 분석, 연안침식 등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에 통합적으로 
적용이 가능함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해양변화 예측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주도의 
해양 빅데이터 생산이 필요함

□ ‘2020 해양수산 R&D 12가지 미래상’ 중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 강화’, ‘첨단 해양
장비산업 육성’ 및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안전 확보’ 항목과 연관되어 미래 해양
수산 분야 R&D 분야 선도 필요

□ ‘19대 미래성장 동력’ 중 빅데이터와 재난안전시스템과 관련하여

□ ICT 기술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실시간 해양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과 연계

□ 인공지능형 해양환경 분석, 의사결정 시스템 및 고성능 복합 해양 빅데이터 분석 플랫
폼과 연계

□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해양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제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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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획연구의 목표 및 내용

1. 기획연구의 필요성

o 대형 과제의 추진에 앞서, 대규모 예산의 효율성과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향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할 사전 기획연구가 필수적임

[그림 1-4] 기획연구의 필요성 

2. 기획연구의 목표

o 해양관측 데이터 생산을 위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 추
진 계획 수립 

3. 기획연구의 주요 내용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개발 관련 환경 분석

Ÿ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Ÿ 시장동향 및 전망 분석

Ÿ 기술동향 및 전망 분석

Ÿ 국내 수요자의 기술수요조사 및 분석

Ÿ 환경분석에 대한 종합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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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양관측 핵심 요소기술 개발 전략 수립

Ÿ 실시간 해양관측 자료 획득을 위한 다목적 무인관측장비 해양센서 개발 및 운용전략

Ÿ 해양관측 무인장비의 자율주행 및 자료취득 기술 개발 전략

Ÿ 실시간 원격 무인장비 운용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해양통신 기술 활용 방안

Ÿ 탐사 목적에 적합한 해양환경변수 취득을 위한 연동센서 및 무인관측장비 군집운
용 시스템 구축 전략

o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운영 전략 수립

Ÿ 해양관측 무인장비 운용 플랫폼 기술 개발 전략
ü 고정형: 부이, 과학기지
ü 이동형: 연구선, 무인선, 드론(무인항공기), 수중 글라이더, 웨이브 글라이더, 

AUV
ü 원격형: 수중음향, 인공위성

Ÿ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운용 플랫폼 인프라 구축

o 실시간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데이터 운용기술 개발 전략 수립

Ÿ 무인관측자료 실시간 수집, 관리, 활용을 위한 해양관측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Ÿ ICT-해양관측데이터-딥러닝 융합 4D 해양환경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준비

o IoT 기반의 무인자동화 4D 해양관측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

Ÿ 실시간 원격제어로 플랫폼을 운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전략

Ÿ 관측현황 실시간 가시화 및 플랫폼 운용을 위한 4D 해양관측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전략

Ÿ 연안에서 대양까지 목적별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시범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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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연구의 추진체계 및 전략

o 연구추진체계

[그림 1-5] 기획연구 추진체계

o 연구추진전략

[그림 1-6] 기획연구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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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참여연구원

소속 이름 기획분야 소속 이름 기획분야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허  식 연구 총괄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박준용

드론 운용김진경 연구 간사 정의영

백승재 자율운행·
해양통신

정의용

양  현 조성익
인공위성/드론 

운용신동혁

무인장비 운용

김원준

이용국 한희정

이신제 정진용
해양과학기지

모태준 민용침

손영백 권재일
예측시스템

최현우
관측자료 관리기술

최정운

오정희 우한준

해양지질 탐사
강길모

해양정책 및 
법·제도

정갑식

주현희 현상민

이세미 강정원

유주형

무인항공기 운용

박찬미 연구 행정

김범준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변성훈

수중음향 탐사김근용 박철수

장찬주 해양관측 김시문

정회수 국제협력

[표 1-1] 기획연구 참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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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 및 경제성 분석 연구원

소속 이름 기획분야 소속 이름 기획분야

윕스

이성경

특허 분석
해랑기술

정책연구소

어승섭

경제성 분석

김현정 백상규

송효경 정동원

임지은 박소연

이예한 김  욱

[표 1-2] 특허 및 경제성 분석 기관 및 연구원

o 자문위원

소속 이름 자문 분야 소속 이름 자문 분야

서울대학교 김덕진 위성원격탐사 LIG Nex1 오원천 소나 해양관측

울산과학기술원 김영식 관측장비, 배터리 오션테크 허  신 무인수상선

대양전기 정봉출 AUV 자율주행 국립수산과학원 이준수 해양관측

한국해양대학교 김준영 무인해양관측 오션테크 문기돈 웨이브 글라이더

한국과학기술원 김진환 무인장비 자율제어 에이에이티 김규중 수중음향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 김희순 해양관측 기상청 서장원 해양기상관측

서울대학교 남성현 해양관측 소나테크 박승수 무인해양관측

한국과학기술원 김성용 해양관측 Metismake 이석형 무인장비 자율제어

국립수산과학원 황재동 위성원격탐사 환경과학기술 이윤균 해양환경 예측

한국해양대학교 최형식 무인해양관측 지오시스템리서치 김성준 무인수상장비 

경북대학교 박종진 무인해양관측 SIIS 김문규 위성원격탐사

국립수산과학원 정희동 해양관측

[표 1-3] 산학연관 소속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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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획연구의 수행 일정

[그림 1-7] 기획연구 과제 수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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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분석

제1절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제2절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제3절 기술수요 분석

제4절 핵심기술군 도출

제5절 특허동향 분석

제6절 환경분석 결과의 종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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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 분석

제 1 절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1. 국내 기술동향 

가. 각 무인장비의 정의 및 특징

o 수중 글라이더(Underwater Glider)

Ÿ 2011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센터의 주관으로 미국의 Slocum 및 Littoral 
(현 Coastal) 글라이더 3대를 도입하여 동해에서 장거리 운용 가능성 확인을 위한 
해상 시험평가를 수행하였고, 동해 중부 해상의 복잡한 해류 특성을 극복하고 동
해 앞바다에서 울릉도 근해까지 왕복하는데 성공하였음

Ÿ 2000년 서울대학교 주관으로 수중 글라이더의 운동특성에 관한 동역학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주관으로 전장 30cm 수준의 실험

o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은 주로 해외에서 제작된 상용 장비를 구
입하여 사용하는 초기 단계임

o 수중로봇 및 자율항해 무인선 등의 실해역 현장 투입에 착수하였고, 드론, 글라이더
와 같은 소형 무인관측장비에 필요한 센서를 개발 중임

o 2010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경북대 해양과학연구소 수중무인기 통합운용센터
는 수중 글라이더에 수온 및 음속 센서 등을 부착하여 자율주행하며 입체적인 해양
환경을 관측하는데 성공하였음

o 2016년 국립해양조사원은 파력으로 추진하는 웨이브 글라이더를 오션테크(주)와 협동
으로 활용하여 울릉도 근처의 해저지형을 조사하였음

o 그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 KAIST, 제주대, 서울대 등에서도 자체적
으로 무인자율해상체계(AUV)를 제작하고 있음

o 무인자동화 관측장비를 활용한 해양 모니터링 센싱 및 운용에 대한 원천기술이 부족
하여 향후 해양안전, 해양방위, 해양자원, 해양수산 및 해양레저 산업 발달에 따른 
기술 확보가 시급함

o 또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시스템 구축은 이제 시작 단계
로 처리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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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수중 글라이더가 제작되었음

Ÿ 방위사업청 주관의 핵심기술과제 일환으로 2012~2014년 동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센터는 「무인 수중 글라이더 자율제어 기술」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자율제
어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음 

[그림 2-1]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중 글라이더 수조 실험

확보기술 주요 내용

□ 운동제어기술
Ÿ 운동 M&S
Ÿ 부력 제어기술
Ÿ 자세 제어기술

Ÿ 운동 방정식 M&S 기술 확보
Ÿ 모형 수조시험, 전산 유체역학 유체력 측정
Ÿ 유압식 부력 제어기술 확보
Ÿ 배터리 이동, 회전식 자세 제어기술 확보

Ÿ COTS1) 적용 자율제어 HW·SW 개발
Ÿ 저전력 MEMS2) 센서 및 자세측정 기술 개발
Ÿ 해저면 감지 및 회피기술
   (부유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 및 SW 기술 확보)

□ 자율제어기술
Ÿ 자율운항 제어기술
Ÿ 저전력 자세 측정기술

□ 시제 검증 및 시험
Ÿ 응용연구 수준

   1) Commercial Off-the-Shelf (기성품 또는 상용제품)
   2)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미세 전자 기계 체계)

[표 2-1] 핵심기술과제로 확보된 기술현황

  

o 웨이브 글라이더(Wave Glider)

Ÿ 2010년경 미국 Liquid Robotics사가 Wave Glider라는 파력 추진 무인관측선을 
개발하여 상업판매하기 시작한 이후로 기상·해양 관측 및 군사적인 목적으로 장기
간 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외력 추진 무인관측선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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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4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Wave Glider 및 운용체계 1식을 
도입하여 부산항, 제주도 서귀포 근해에서 각종 운용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2014년 9월 태풍 ‘풍웡’ 내습 시 북상해 오는 태풍에 근접하여 유의 파고 3.5m 
이상의 악기상 환경에서도 각종 해양기상 관측을 수행하는 데 성공하였음

[그림 2-2] 강정항에서 조립 중인 웨이브 글라이더(좌) 및 강정항 근해 투하 모습(우) 

 

[그림 2-3] 제주 남부 해역에서의 Wave Glider 항적 및 AIS 신호 탐지 영상(청색/주황색 숫자)

o 해양관측 드론(Marine Observation Drone)

Ÿ 최초 무인항공기는 1912년 미국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가 무선제어 가능성을 
시연함으로써 현실화가 되었으며 이후 군용 무인기를 중심으로 큰 발전이 진행 중임

Ÿ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감시정찰, 기만기, 사격 연습용 표적 등 다양한 
무인기가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정찰 임무 및 제한된 무장 발사능력을 보유하고 
항공작전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임무를 수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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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내에서는 1990년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무인기 기반기술이 확
보되었고, 2000년대 이후 핵심기술과 중고도 무인기(MUAV)가 개발되었음

Ÿ 민간 분야는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1990년대 이후 활발히 개발이 진행 중이며, 특
히 농업 분야의 경우 농약 살포용 소형 무인헬기가 개발되어 활발히 운용 중임

Ÿ 국내의 경우 해안·연안지형 관측 등에서 드론을 활용 중이며 육상에서 드론에 
LiDAR, 다분광 센서 등을 장착하여 지형측량, 농업 분야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활용은 미미함

Ÿ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륙양용 드론에 대한 프로토 타입을 개발 중이며 해양수
산연구기획사업으로 해양로봇·ICT 융합기술 개발사업이 기획 중임

구분 모델 재원

~5kg

(모델명) RemoEye-002T
(제작사) 유콘시스템(한국)
(중량) 자체 3.5kg / 최대 3.5kg
(크기) 1.4 × 1.8 × 0.25m
(성능) 고도 3,000m / 체공 60분

5~10kg

(모델명) 해상안전드론
(제작사) 부산대(한국)
(중량) 자체 8.5kg / 최대 9.5kg
(크기) 1.1 × 1.1 × 0.4m
(성능) 고도 500m / 체공 20분

10~25kg

(모델명) XD-X8S
(제작사) 엑스드론(한국)
(중량) 자체 13.5kg / 최대 15kg
(크기) 1.1 × 1.1 × 0.86m
(성능) 고도 500m / 체공 40분

25~100kg

(모델명) T-20
(제작사) 항공대(한국)
(중량) 자체 30kg / 최대 55kg
(크기) 1.8 × 1.8 × 1.3m
(성능) 고도 400m / 체공 20분

100~150kg

(모델명) F2 헬리콥터
(제작사) 성우엔지니어링(한국)
(중량) 자체 107kg / 최대 170kg
(크기) 3.99 × 0.935 × 1.314m
(성능) 고도 2,000m / 체공 3시간

[표 2-2] 국내 산업체의 드론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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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초분광 센서 드론(Ultra-spectral Sensor Drone) 

Ÿ 광학자료를 이용하여 수질을 원격 추정하는 연구는 1978년 CZCS 위성 발사 이
후, SeaWiFS, MERIS, MODIS, 그리고 가장 최근의 VIIRS로 이어지는 해색
(ocean color) 위성 활용연구를 중심으로, 수중에 존재하는 유색 구성성분(엽록
소, 부유 퇴적물, 용존 유기물)의 농도를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Ÿ 하지만 기존 추정 기술은 주로 대양(open ocean) 해수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엽록소 농도, 부유 퇴적물, 용존 유기물의 농도가 독립적으로 변하는 연안 해수 
환경에서 각 구성성분의 농도를 정밀하게 추정하는 연구는 현재도 국제적으로 활
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임

Ÿ 복사 전달식 및 반분석적 모델을 이용한 역추산(inversion) 연구가 한반도 연안 
해역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함

Ÿ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최근 하천 녹조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인기와 초분광 센서를 
결합하여 하천의 피코시아닌 농도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국립환경과
학원 물환경연구부, 2016), 경험식에 의존한 접근 방식으로 연안의 복합적인 구성
성분 해수의 수질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Ÿ 일반 드론처럼 해수로부터의 복사휘도를 관측하는 것 외에도 해수 표면에서 일어
나는 대기 반사 및 태양광 반사를 보정하기 위하여 대기 복사휘도(Lsky), 그리고 
해수 반사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하향복사조도(Ed)까지 총 3종의 복사량 측정이 필
요함

Ÿ 일반적인 해양관측 드론의 경우 단순 해수 복사도만을 측정하거나, RGB 카메라 
또는 다분광(multispectral) 센서만을 이용하여 부유 오염물에 대한 탐지만을 수
행하는데 그치고 있음

Ÿ 태양위치 및 관측지점 위치에 따라 최적의 관측기하를 만족시키는 ‘동적 관측기하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Ÿ 센서와 해수면 사이에 존재하는 수증기, NO2, O3 등의 희소기체의 흡광, 산란을 
보정하는 해수 전용 대기보정 모듈의 개발이 필요함

Ÿ 드론의 운영은 비행경로 설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상시적인 실시간 관측을 위해서는 전체 관측 과정에서 무인화해야 할 요소기술이 
많이 남아 있음

Ÿ 드론의 평균 이동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1회 비행당 약 10km를 비행할 수 있고 
이는 연안 전체를 관측하기에는 부족한 거리임

Ÿ 상시적인 관측을 위한 무인자동화를 위해서는 배터리의 자동 충전 기술(회전익의 
경우) 및 이착륙의 무인자동화(고정익의 경우) 등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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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VTOL 드론(Vertical Take-Off and Landing Drone)

Ÿ 2002년 이후 정부의 장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Nex 1,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등 20개 국내업체가 스마트 무인기(Tilt rotor UAV)를 개발함

Ÿ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바다에 착륙 가능한 수·공양용 드론을 개발하여 해양
구조, 해양경비 분야에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회전익(Quadcopter)과 고정익
(Fixed-wing) 모드를 병행하는 Hybrid VTOL 드론 개발을 완료하였음

ü 협소한 공간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장시간(2시간 이상) 비행 가능
ü 국내 최초 자기이상물체(MAD) 탐지기를 탑재하여 육상 또는 해상 표적 탐지 가능

[그림 2-4] KAI에서 개발한 스마트 무인기(좌) 및 KIOST에서 개발한 Hybrid VTOL 드론(우)

[그림 2-5] Hybrid VTOL 드론의 운용 개념도

 

Ÿ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틸트로터형 스마트 무인기를 개발하여 정찰, 해안 감시, 
산불 예방, 기상 관측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래형 전기추진기(태양전지+2차 전
지)를 사용하여 성층권 상층에서 장기체공이 가능하도록 개발함

Ÿ 대부분 해양관측과 조사는 선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유인 항공기를 활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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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최근 측량업계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준설토 투기장, 해안선 및 갯벌측량, 설계
용 지형 현황도 등 조사에 활용 중임   

o 수중음향 원격탐사(Underwater acoustic remote sensing) 

Ÿ 1990년대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실시간 해양관측 부이를 도입한 이래, 서울
대, 군산대,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등의 기관에서 해양관측 부이를 이용한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중음향에 특화된 해양관측 플랫폼은 
거의 없음

Ÿ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음원 디컨볼루션 기법을 이용하여 미지 음원으로
부터 생성된 신호의 파형과 채널 임펄스 응답을 분리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ü KRISO는 음원 디컨볼루션 기법과 배열 불변량 기법을 결합하여 미지 음원으로
부터 채널 임펄스 응답(해양 정보)과 음원까지의 거리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Ÿ 저전력 음향 신호 수집 플랫폼 기술

ü KIOST와 소나테크(주)에서는 1~60 kHz의 샘플율 조절이 가능한 3W 미만의 단
일 채널 수중음파 기록장치(SRH; Self Recording Hydrophone)를 개발하여 운
용 중임(Kim et al., 2015)

ü KRISO에서는 4채널의 50 kHz 샘플율로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며 음원 방향 탐
지 신호처리 기능이 탑재된 모듈(USM; Underwater Sound Measurement 
Module)을 개발하여 운용 중이며 소모 전력은 10W 미만임(선박해양플랜트연구
소, 2017)

[그림 2-6] PLUSNet(좌) 및 Sea Web(우)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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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국내 수중 음파 측정 시스템 개발 사례. KIOST의 SRH(좌), KRISO의 USM(우) 

Ÿ 미지 음원(sound source of opportunity)을 이용한 해양 정보 추정 기술

ü KRISO, 한국해양대학교,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는 음원 디컨볼루션 기법과 배열 
불변량 기법을 결합하여 미지 음원으로부터 채널 임펄스 응답(해양 정보)과 음
원까지의 거리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Byun and Kim, 
2017), 이를 이용하면 수평 방향의 지향성이 없는 수직선 배열을 이용할 때에도 
음원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음

[그림 2-8] 배열 불변량 기법을 이용하여 통행 선박의 거리를 추정한 결과(2017) 

o 해양과학기지(Ocean Research Station)

Ÿ 국내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양관측을 수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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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조위 관측소, 등표, 등대, 어장 구조물 등을 이용, 연안의 수온, 조위, 기온 등 관측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외해는 선박을 이용한 정기 및 비정기 관측을 수행 중임

Ÿ 아직 국내에서는 AUV, UAV, Glider, Cable array 등을 이용한 해양관측은 높
은 어로 활동 강도 및 강한 조류 등의 선결사항이 있어, 이들의 활용을 위한 기
술적인 연구수행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Ÿ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연안뿐만 아니라 대양
에 대해 연구 주제별로 밀도 높은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GOCI 위성을 활용하
여 다양한 해양현상과 관련한 광역 원격탐사 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있음

Ÿ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과학기지, 해양관측 부이를 중심으로 한 국가해양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해양기본 조사, 연안 해역 정밀조사 등의 관측을 수행 중임

Ÿ 국립수산과학원은 격월로 우리나라 주변해역 관측을 수행하는 한국 근해 정선 해
양관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안에 설치된 양식장을 통해 어장환경 
모니터링, 적조 정기 조사 등을 수행 중임

Ÿ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본조사, 해양보호구역 조사
관찰 등 법률에 따른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근해 및 하구역에 대
해서는 전국 417개 정점에 대해 연 4회 계절별 조사를 수행하는 해양환경측정망 
조사를 수행 중임

[그림 2-9]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관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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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우리나라 황해 및 동중국해의 장기 해양시계열 관측을 위한 
해양 과학기지 및 부이 분포 현황 

o 인공위성 원격탐사(Ocean Satellite Remote Sensing)

Ÿ 미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웹기반 위성자료 시스템인 GIOVANNI를 운영하고 있
으며 대기, 해양, 육상 등의 다양한 위성자료의 웹기반 처리 기능을 제공함

Ÿ GIOVANNI는 평균 영상, 시계열 영상, 수직 프로파일, 영상간 비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표출한 자료를 즉석에서 다운로드 받아 추가적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

Ÿ 국내에는 활용 현상별로 위성자료를 직접 표출 및 제공하거나 위성자료를 활용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있으나, 웹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 처리
를 수행하는 서비스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나. 각 무인장비의 운용기술 수준 및 활용범위

o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무인체계를 이용한 해양관측은 주로 해외에서 개발된 상용장비 
및 센서를 도입하여 초기적 단계의 시험적용을 진행하는 단계임

Ÿ 2010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미국 ANT사의 Littoral Glider와 Applied 
Microsystem 사의 수온, 음속 센서를 도입하여 경북 후포에서 울릉도까지 약 
180km의 거리를 총 6일 동안 자율주행하며 입체적인 해양환경 관측에 성공하였음

Ÿ 2016년 국립해양조사원은 오션테크(주)와 협동으로 파력으로 추진하는 웨이브 글
라이더를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울릉도 근해의 해저지형을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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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경북대 해양과학연구소 수중무인기 통합운용센터는 동해에서 진행한 수중 글라이
더 실해역 시험탐사에서 19일 동안 440km의 수중 비행에 성공하였음

Ÿ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제주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도 해양분야의 연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무인자율해상체계(AUV)를 제작하고 있음

o 대부분 단독 또는 동종의 무인자동화 탐사장비를 운용 중이며, 향후 다수의 서로 다
른 탐사장비 간 네트워크를 통한 군집운용, 장비간 실시간 연동을 통한 자율회피 운
행 기술 등 상호 협력적이고 다면적인 실시간 4D 데이터 관측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이 필요함

o 특히 해양 모니터링 관련 센싱 및 무인관측장비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향후 해양자원, 
해양수산 및 해양레저 산업 발달에 따른 원천 기술 확보가 시급함

Ÿ 해외에서 개발된 센서를 장착하여 해양 모니터링 및 연구에 활용 중임

Ÿ 드론, 글라이더, AUV와 같은 소형 무인관측장비에 필요한 다목적 센서 개발 중임

Ÿ 수중로봇과 자율항해 무인선 등의 개발 및 실해역 현장 투입에 착수함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데이터의 DB 구축은 현재 시작단계에 있으며 생산기술 및 표준
화 작업 등이 필요함

Ÿ 기존 조사･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신경망 기법 등을 이용한 해양모델 예측 
연구를 부분적으로 수행 중임

Ÿ 무인관측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해양자료 분석 기술개발이 필요함

Ÿ 무인관측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형 해양환경변화 예측은 전무함

o 수입한 드론, 수중 글라이더, AUV 등을 이용하여 해양관측 중이나 연구목적에 국한
되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선진화로 신산업 창출이 필요함

o 한국 IDC는 2015년 기준 해양 데이터 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 시장은 
1,204억 원으로 추산하며, 각각 51.4%, 20.9%, 27.7%의 비중으로 시장을 형성할 것
으로 예상함

Ÿ 2015년 국내 해양 데이터 분석 환경 구현을 위해 도입되는 IT 솔루션 및 서비스 
시장은 1,558억 원 규모로 추산됨

o 해양관측 핵심요소기술 개발

Ÿ 현재 육상에서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양 무인이동
체의 자율주행 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써 연구개발이 미진함. 특히 수상, 수면, 수
중에서 운행하는 각기 다른 해양관측 플랫폼의 환경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 기술
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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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해양 플랫폼으로부터 관측데이터를 원격에서 획득하기 위해 주로 위성통신 방식을 
사용하나, 고비용의 문제가 존재하여 해양관측 플랫폼의 실시간·대용량 데이터 전
송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해양통신기술 개발이 필요함

o 해양관측 플랫폼 구축 및 운영

Ÿ 해양관측용 무인 시스템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장
기간 넓은 해역에서 무인관측장비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율 이동식 해양관측이 가
능하게 됨

Ÿ 최근에는 장거리 이동 및 여러 종류의 탐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형 AUV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들어 개발된 장거리 AUV, 수중 
글라이더와 웨이브 글라이더를 중심으로 계류 부이, ARGO 및 뜰개를 이용한 해
양관측 분야를 대체할 신기술로써 기술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Ÿ 이러한 새로운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들은 자율제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운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해양안전, 해양과학 및 해양방위 목적으로도 크게 주
목받고 활용도가 점차 증가 되고 있음

다. 무인장비 운용 사례 및 투자 현황

범주 특징 및 용도 형상

공중

회전익 
드론
(쿼드
콥터)

특징

헬기처럼 회전하는 프로펠러로 수직 이착륙, 이동하
는 소형 장비로서 운용시간이 30분 이내로 짧지만 
공중에서 정지된 상태로 떠 있을 수 있으므로 정밀 
촬영에 적합함

활용
범위

주로 영화나 방송 등에서 항공촬영을 목적으로 운용
되거나 취미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카메라를 장착
하여 정밀한 해상관측이나 연안선 측량에 활용할 수 
있음

활용
사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회전익 드론을 연안 침식 
측량에 활용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양식장 채수
에 활용 중임

투자
현황

Ÿ 가장 활발히 민간 및 정부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무인장비임. 각종 법규제 
완화, 공인운영자격증 개설 등 4차 산업 육성에 맞춰 활발히 투자되고 있는 
분야임

Ÿ 농업, 물류, 군사적 용도로 활발히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15년 
동안 1.6조 원 시장으로 확대 전망이 예상됨

Ÿ 산자부, 미래기획위원회, 해수부, 국방부 등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무
인장비들에 대한 정부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표 2-3] 국내 해양관측 무인장비 운용 및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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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특징 및 용도 형상

국토해양
R&D 발전 전략

해양
수산부

Ÿ ‘친환경해양장비 및 기반기술’, ‘극한지 
탐사로봇 및 장비개발’ 등과 같은 기술을 
포함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 추진

2020 해양 
과학기술(MT) 

로드맵

해양
수산부

Ÿ 해양 분야 4대 이슈 해결을 위한 13대 
전략기술 및 50대 중점과제로 구성

Ÿ 해양에너지 및 해양장비 개발 등과 같은 
해양산업진흥 분야로 구성

국정과제 7 산업통상
자원부

Ÿ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유망 신산업 창출(로봇 혁신제품 개발)

국정과제 
121-4-3 국방부 Ÿ 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 체계 투자 

확대
2015년 시스템 
산업 R&D 중점 

투자전략

산업통상
자원부 Ÿ 해양로봇기술(핵심투자 대상 기술/제품)

공중
VTOL 
고정익 
무인기

특징

수직이착륙용 프로펠러를 장착한 비행기 형태의 무
인항공기로서 빠른 속도(100km/h), 장시간 이동(3시
간)과 수직이착륙이 가능하여 광역 조사 및 촬영에 
적합함

활용
범위

고정익 항공기의 항공측량처럼 카메라를 이용하여 
긴급 광역 해양조사, 어망 지도 작성 등에 활용이 가
능함

활용
사례

국내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기체로서 군사적 목적 
외에 해양관측에 활용된 사례는 아직 없음

투자
현황

국내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기체로서 국내 산업체 
1개사가 개발을 완료하여 시판하고 있고, 1개사는 
개발 중으로 파악됨

수상 무인선 
(USV)

특징
소형선박 형태의 무인장비로서 소형(100kg 이하)에
서 대형(수십 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소형의 경
우 속도 4kn 이상, 24시간 정도 사용 가능함

활용
범위

각종 센서를 장착하여 기상 및 해양특성 관측, 수중 
측량, 연안 감시 등에 활용할 수 있음

활용
사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선박으로 접근하기 힘든 
2~5m 수심의 연안에 대한 수중측량 등에 사용됨

투자
현황

Ÿ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아라곤 1호와 아라곤 
2호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새로운 시제품을 개발 
중임

Ÿ 다양한 민간기업에서 소형 무인선을 제작하여 판
매 중임

Ÿ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도 시험
평가 예정인 해검이라는 군사적 목적의 무인선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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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특징 및 용도 형상

웨이브 
글라이더

특징
파도의 힘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태양광으로 필요 전
력을 충전하는 무인선의 일종으로 무제한의 기간(3
개월 이상) 동안 장기 관측이 가능함

활용
범위

장기간 부이처럼 떠서 기상 및 해양특성 관측, 해양
감시, 수중측량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수상 웨이브 
글라이더

활용
사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음향센서를 장착하고 군사
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태풍 접근 관측 및 저
염수 관측 등에 활용하고 있고, 국립해양조사원, 한
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서 멀티빔, 천부지층 탐사 등
에 활용 중임

투자
현황

Ÿ 국방부, 조사원, 국과연, 지자연, 해양과기원 등 
국내 기관에서 웨이브 글라이더를 확보하여 다양
한 군사적 목적 및 해양 관련 연구를 확대할 계
획임

Ÿ 최근 해수부에서는 외력 추진 무인선의 국산화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군에서는 방위
사업청을 통해 해양 감시정찰을 위한 외력추진 
무인 시스템을 국산화하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수중

수중 
글라이더

특징

수중에서 오르내리며 이동하는 무인잠수정의 일종으
로 수중을 3차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중관측에 
적합하고, 0.5~1.0kn 속도로 1~3개월 정도 운용이 
가능함

활용
범위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하여 광역 3차원 수중관측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해양연구에 활용 가능하며, 수집 
자료는 기상·해양 예보시스템의 자료 동화에 활용 가
능함

활용
사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학술적·군사적 목적으로 수
중 관측에 활용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에서는 학술
적 목적으로 수중 관측에 활용하고 있음

투자
현황

Ÿ 해수부에서는 ‘수중 글라이더 운영기술 개발’에 
수십 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방위사업청에서는 
‘무인 수중 글라이더 자율제어기술’ 과제로 수중 
글라이더 개발에 투자하였음

Ÿ 이와 별도로 해수부와 군에서는 수중 글라이더를 
추가적으로 구매, 활용하려 하고 있음

AUV 특징

어뢰처럼 추진기를 이용하여 직선으로 이동하는 무
인잠수정으로서 상대적으로 정밀하게 이동하고, 해저
면 측정에 적합함
2~3kn의 속도로 24시간 이하로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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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해양관측 기술개발 사례

o 운용해양예측시스템(KOOS)

[그림 2-11] 운용해양예측시스템 모식도 

범주 특징 및 용도 형상

수중 AUV

활용
범위

정밀하게 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종 측심기를 
장착하여 해저면에 있는 접촉물 탐지 및 측량에 활
용 가능함

활용
사례

한화에서는 해저면 지뢰탐지를 위한 AUV를 개발하
여 군에 납품하고 있음

투자
현황

Ÿ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이심이 AUV를 한화
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이심이 6000 등 대형 
AUV를 개발하였음

Ÿ 한화, LIG 등 방위산업체에서는 이외에도 자체적
인 AUV를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방
과학연구소와 한화가 LDUUV라는 대형 AUV를 
개발하고 있음

Ÿ 방위산업체 이외에도 다양한 중소규모의 산업체
에서 AUV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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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목적: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해양 오염사고 대비 및 해양환경 관
리에 활용

Ÿ 관측데이터: 풍속, 풍향, 파고, 파안, 파주기, 조류, 수온, 여분 등의 관측 데이터를 
통한 해양기상, 조석 및 3차원 해양 순환 및 파랑 예측

Ÿ 수행기관/기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2013년 6월 ~ 현재

Ÿ 본 기획과제와의 연관성: 실시간 4D 데이터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예비 운용 기술 공
동활용 가능

o 수중건설로봇사업

[그림 2-12] 수중건설로봇사업 모식도 

Ÿ 목적: 해양구조물 건설을 위한 수중건설로봇(장비) 개발과 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Ÿ 기술개발 핵심과제
ü  수중건설로봇 공동기술 및 경작업용 ROV 기술개발
ü 해저케이블·소구경 파이프라인 매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ROV 개발
ü 트랙 기반 해저 중작업용 로봇 기술개발

Ÿ 수행기관/기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2013년 10월 ~ 2019년 6월

Ÿ 본 기획과제와의 연관성: 장비/통신/센서 기술 공동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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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해양영토 광역감시망 구축

[그림 2-13] 국가해양영토 광역감시망 모식도  

Ÿ 목적: 해양재난·사고·오염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시간 현황 파악 및 확산 감시·
분석 결과 제공

Ÿ 관측데이터
ü 영토 분쟁지역 감시 및 불법조업 선박 대응
ü 유류 유출, 해양사고 선박 위치 추적
ü 적조·녹조·갈조·침식·범람·이안류 관측
ü 해양 및 해저지형 변화 감시

Ÿ 수행기관/기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2015년 ~ 2018년 

Ÿ 본 기획과제와의 연관성: 기존 광역감시망 아이템 공동활용 가능

o 연구선 상시 관측자료 실시간 서비스(KUMOS)

Ÿ 목적: KIOST 연구선 5척의 운항계획 접수 및 관리, 운항 중 상시 관측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Ÿ 기술개발 핵심과제
ü 연구선별 관측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수온, 염분, 기온, 풍향, 풍속 등)
ü 연구선별 실시간 운항 경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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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항차별 상시 관측 데이터 제공

Ÿ 수행기관/기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2015년 ~ 현재

Ÿ 본 기획과제와의 연관성: 유·무인 관측선과 무인관측장비들 간의 복합 운영기술 공동
활용 가능 

[그림 2-14] 연구선 상시 관측자료 실시간 서비스 운용 현황 

2. 국외 기술동향 

o 해양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기술이 접목된 실시간 4D 해양관측 센
싱 및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개발기술은 해양관측·모니터링 시장 관련 
정보산업과 관련되어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

o 전 세계적으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장비의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써 연
구개발이 미진한 상태이며, 육상, 해상, 수중에서 운행하는 동종 및 이종 무인장비 간
의 환경 특성을 반영한 군집운용, 센싱, 통신, 자료처리 기술 등은 개발 초기 단계임

o 미국은 무인자동화 관측장비에 대하여 NOAA의 관리, Teledyne 사의 제작, 
Rutgers 대학의 운용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 산·학·연·관 협력으로 장비개발 및 운영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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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늘날 해양관측 기술의 발전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해양정보 수집 필요성 및 국가
의 국방력 강화 욕구에 기인함(예, 미 해군, 유럽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본 해안경비
대). 최첨단 센서 및 다양한 무인장비 개발을 통해 고비용 효율성, 신속 대처, 최소 
환경오염 및 인명 손실 추구, 무인장비 크기 최소화 및 인공지능의 적극 응용, 무인
장비 활용에 있어 동종 싱글에서 군집으로, 동종 군집에서 이종 군집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o 기존 해양관측 기술 연구는 관련 국가기관, 민간산업 및 대학들에 의해 산발적인 이
루어짐. 체계적인 해양정보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측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
적인 경향을 보임. 새로운 국제 경향은 이들 관련 기관들 간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으로 해양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의 효율 극대화(예, 해양관측 이니셔티브(OOI: 
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통합 해양관측시스템(IOOS: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 유럽 글로벌 해양관측 시스템(EuroGOOS: European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을 추구하고 있음

o 2001년 해양수산부와 미국 NOAA간 MOU, 2010년 KIOST와 MOAA간 LOI를 통해
서 KIOST는 미국 관계기관과 지식재산권의 권리행사 없이 무인자동화 관측장비에 
관한 관련 기술이전이 가능함

o 또한 2015년부터 해수부, KIOST, NOAA, Rutgers 대학, Teledyne 사 간에 ‘자동 
수중 글라이더 선단 개발 및 운용 기술 향상’ 사업을 통해 Rutgers 대학 5회 방문, 
Teledyne사 3회 방문, KIOST 워크샵 3회 개최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무인자
동화 관측장비의 운영 목적, 디자인 설계, 활용 우선순위, 운영방식, 시행계획, 관측
목적 및 영역, 관측일 수, 데이터 획득, 회수 방법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o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신개념 해양관측 수단인 무인자동화 장비를 최고 
난이도 해역인 한반도 관할해역에 투입하여 성능을 시험하고, 전 세계 무인자동화 관
측장비 제작사·운영기관 등과 관측, 정보처리, 시각화와 해석을 위한 공동연구자 선
별, 정보교환, 한국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용과 같이 시행될 모델 검증 활동 등
의 공동협력을 수행할 예정임

o 최근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는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범국가적 자연재해 
발생, 환경오염, 자원·에너지 고갈 등으로 인하여 개별 국가 및 범국가적인 해양관측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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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o 해양관측 기술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양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 구축하여 미해
군,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가해양기상국(NOAA), 우즈홀 해양연구소(WHOI), 
스크립스 연구소(SRI), 텔레다인 웹리서치(TWR), 워싱턴 대학(UW) 등 여러 국가기
관, 민간연구소, 방위산업체 및 대학 간 활발한 공동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미해군 연
구국(ONR)과 DARPA 의 LOCUST (Low-Cost UAV Swarming Technology) 
Programme, TWR의 SFMC (Slocum Fleet Mission Control) 소프트웨어 및 미해
군의 자율무인시스템(Autonomous and Unmanned Systems) 등 해양 관측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o 해양관측 이니셔티브(OOI)

Ÿ 설립취지: 국립과학재단(NSF) 재정지원($331.000,000)과 COL (Consortium for 
Ocean Leadership)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통합 인프라 프로그램. COL에 있는 
OOI Program Office에서 관리되고 우즈홀 해양연구소(WHOI)가 책임 연구기관임. 
해양관측 네트워크로 실시간 해양관측 및 데이터 수집. 인터넷을 통한 공유 등의 
체계적 시스템은 건강한 해양환경 유지뿐만 아니라 상업적 측면에서 유의미함

o 미해군 연구국(ONR)과 DARPA의 LOCUST Programme

Ÿ 효율적인 무인기 개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군집운용 기술을 개발함. 튜브 모양의 
미사일 발사체에서 발사되며 미니 또는 초미니 크기로 최소 3-5기가 한 군집이 
되어 기존의 무인기에 비해 보다 자율 및 유기적인 임무를 수행함. 무인기 군집 
운용의 세 가지 핵심 원리(리더 무인기를 따라 움직이는 방향성, 군집 내에서 일
정 거리 유지, 임무 지역과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독립 기능 센서)를 목표로 
100%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의 시험을 통과함

Ÿ 파급효과: LOCUST Programme은 무인기에 제어 가능한 보다 높은 자율성을 부
여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해양관측 관련 주요 무인기(Underwater or Wave Glider, 
Drone, AUVs, ROV 등)의 동종 군집 및 이종 군집의 효율적 임무 수행을 기대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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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OOI의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및 공유 시스템 

[그림 2-16] ONR-LOCUST Technology 

o SLMC 소프트웨어 

Ÿ 전 세계에 배치된 TWR 슬로컴 글라이더용 데이터 추적 및 다운로드에 사용되며 
기존의 Dock Server 소프트웨어를 응용함. 다수의 글라이더 파일럿 사이에 협력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웹 베이스의 프런트 엔드를 제공함. 글라이더에 전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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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인터액티브 맵을 포함하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고, 주어진 임무 및 사용자 특권에 따라 임무 수행 위해 사용자는 SFMC에 로
그인해야 함. 로그인과 동시에 사용자는 글라이더 등록 및 배치 확인이 가능함. 
글라이더로부터 데이터 다운로드 와 글라이더로 업로드, 웨이포인트 플랜 생성과 
글라이더 배치 관련 여러 요소 관리가 가능함. 관리자 역할 사용자는 추가적인 사
용자 계정과 그룹 생성 및 글라이더 센서 한계 셋팅이 가능함

Ÿ 파급효과: SLMC 소프트웨어가 비록 TWR 슬로컴 글라이더용으로 개발된 프로그
램이지만, 동종 군집의 운용 및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다른 해양관측 무인기들의 
동종 군집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여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이종 군집운용 소
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o 미해군 자율무인시스템(AUS) 

Ÿ 무인시스템기술(UST: Unmanned System Technology): 미래 전쟁에서 확고한 
우위 선점을 위해 미해군 연구자문 위원회(NRA: Naval Research Advisory 
Committee)에 의해 2017년 9월에 사업이 제안됨. 자율무인시스템 및 인공지능은 
미 국방력의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주로 민간 주도로 발전하였음(IBM, Jeopardy와 
AlphaGo).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의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자율
학습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핵심으로 기존 인공지능보다 월등한 자율성 및 
제어능력을 확보함

Ÿ 구체적 단계별 내용: 필드 자율성 우위 확보를 위해 체계적·유기적인 데이터 생성
/자율 학습 시스템을 확인·비준·인가(VVA)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최고 
수준 연구 프로그램 개발, 무인자율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시험을 수행함. 이를 
위하여 평가 가능한 정책 수립, 국회의 직접적인 재정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가능
한 많은 OTAs 구입, 신속한 새로운 능력 발휘를 위해 기존 자율성을 제어할 수 
있는 모범 지휘관(type commanders) 계획, 미해군(DoN: Department of Navy) 
내 자금 확보를 위한 “Shark Tank”식 접근(현장 협상, $50M), 실리콘 밸리와 보
스턴에 해군 인큐베이터 설립, DoN 소유의 $30M 벤처회사 설립, 자율성 관련 우
수 인력 확보, AUS 개발 완료 등을 추진함

Ÿ 파급효과: 미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첨단 무인기 및 소
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함. 동종 및 이종 무인기 군집운용을 활용한 고가치의 해양
정보 수집이 가능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됨

o 미국의 무인 해양관측 기술 수준

Ÿ 인공지능 개발 분야를 민간에서 미연방 주도로 전환

Ÿ 단순 동종 군집 무인기 운용 능력 상용화 수준임

Ÿ 이종군집 관련 기술도 유의미한 수준임



- 59 -

[그림 2-17] 미해군 자율 무인 군집보트 운용 테스트 

나. 유럽

o 유럽 글로벌 해양관측 시스템(EuroGOOS)

Ÿ 설립취지: EuroGOOS는 1994년 설립된 유럽 내 국가기관으로써 연구기관, 민간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 비영리 기구임.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위원회 글로벌 해양관
측 시스템 (IOC GOOS) 내에서 범 유럽 네트워크 운용을 담당하고, 유럽 해양연구 
및 운용해양 서비스(operational oceanographic service)를 제공하는 19개 유럽
회원국 내 41개 회원들로 구성됨

Ÿ 목적: EuroGOOS는 3가지 연구를 목적으로 1) 전 유럽 해양관측 운용에 대한 권위 
있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2) 전 유럽 해양 관측 관련 서비스 증진에 주도
적 역할, 그리고 3) 전 유럽의 해양관측 시스템 향상 및 글로벌 시스템 구축에 기
여함. Copernicus, EMOnet SeaDataNet, INTAROS, AtlantOS, JERICO Next, 
ENVRI Plus, COLUMBUS, FixO3, AtlantOS, EMSO와 같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유럽 해양관측 시스템 및 관련 기술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Ÿ 해양관측 내용: 5개 해역 및 흑해 관측

ü 현재 5개 지역(북극해: Arctic ROOS, 발틱해: BOOS 북서쪽 Shelf: NOOS, 아
일랜드 비스케 만 이베리아: IBI-ROOS, 지중해: MONGOOS)에서 활동하면서 
흑해 ROOS와 양해각서를 통해 협력하고 있음. 보다 많은 지역 국가 및 파트너
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EuroGOOS의 기반이며 유럽 및 글로벌 포름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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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대표성을 확립함

ü Arctic ROOS는 유럽 9개국 16개 기관들로 구성되어 북해와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관측 및 모델링 시스템 연구를 목적으로 함. 해양순환, 수괴, 해수면 환경, 
해빙 및 생물·화학적 요소에 대한 운용 모니터링 및 예보관리를 발전 향상시킴. 
국제 극지해(IPY; International Polar Year) 의의 및 비용 효율과 유용한 관
측 시스템 관리에 기여함

ü Baltic BOOS는 유럽 13개국 19 기관들로 구성되어 2001년 BOOS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설립됨. In situ와 위성데이터 수집, 분석, 제공으로 실용적인 해양 
인프라 개발 증진을 목표로 함. 해양활동, 사고감시, 해양환경 모니터링 최적
화, 어류분포 평가 향상 및 해양관리 확립 향상에 기여함

ü NOOS는 북해 및 유럽 북서 대륙붕과 접해 있는 9개국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해양기관임. 유럽 북서 해양관측 및 예측 스템 개발 및 실행으로 실시간 운용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온라인 운용 해양 데이터와 정보 서비스 개
발 및 실행으로 지역 물리적·퇴적학적·생태계학적 변수를 포함한 NWS 지역의 
실질적 해양상태 정보를 제공함. 해양상태 분석, 예측, 모델 베이스 결과물 제
공으로 시간별 및 통계학적 분석에 기초한 해양환경 추세와 변화, 경제적·환경
적·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해양 데이터 베이스를 확립함. 해양관측 시스템 효율
성의 극대화 및 해양정보 데이터 가치 최적화를 위한 NWS 지역 단일 혹은 다
국적 국가와 협력을 추구함

ü IBI-ROOS는 이베리아 비스케만 아일랜드 해역에 접해 있는 5개국에 의해 운영
되는 해양기관임. IBI-ROOS 지역 해양관측 시스템 개발 및 실행으로 실시간 
운용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함. 온라인 운용 해양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 개
발 및 실행으로 지역 물리적·퇴적학적·생태계 변수를 포함한 IBI 지역의 실질적 
해양상태 정보를 제공함. 해양상태 분석, 예측, 모델 베이스 결과물을 제공하여 
시간별 및 통계학적 분석에 기초한 해양환경 추세와 변화, 경제적·환경적·사회
적 영향을 포함한 해양 데이터 베이스를 확립함. 해양관측 시스템의 효율성 극
대화 및 해양정보 데이터 가치 최대화를 위한 IBI 지역 단일 혹은 다국적 국가
와 협력을 추구함

ü MONGOOS는 지중해 해역 발전을 위해 설립되어 지중해 GOOS 능력 및 파트
너십을 향상시킴. 흑해 GOOS와 글로벌 해양 GOOS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증
진하여 지중해 공동 역할 및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EuroGOOS 및 GOOS 
Africa와 지속적인 워킹 프레임을 확립함

ü 흑해는 EuroGOOS가 협력을 시작한 단계로 흑해 지역 내 주요 해양 기관들과 
협력 속에 흑해 관측, 예측시스템, 시스템 지속성 평가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난관 극복을 위한 협력 격상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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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uroGOOS 태스크팀

ü EuroGOOS 태스크 팀은 관측 플랫폼 운용 네트워크로써 유럽 관측 인프라 사
이에 과학적 시너지 및 기술협조를 증진시킴. 오픈 툴 교환, 공통 관심지역 협
력, 유럽 데이터 EuroGOOS ROOS 지역 데이터 포탈에 공개 및 범 유럽 포탈
(유럽 해양관측 및 데이터 네트워크: EMODnet, 코페르니쿠스 해양환경관측: 
CMEMS 등)로 공개를 확대함. 모든 EuroGOOS 활동은 유럽 해양관측시스템
(EOOS: European Ocean Observing System)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

o 무인 자율 해양관측 관련 프로젝트(현재 수행 완료된 프로젝트)

Ÿ 수행 완료된 주요 프로젝트
ü 이종 수중로봇장치 시너지 관리 관련 새로운 잠재성 분석(Bilateral Italy-Croatia)
ü 다이버 추적 및 항해를 위한 자율수상 플랫폼(National BICRO)
ü 자율 해군 MCM Neutralization(NATO-CMRE)
ü CADDY-자율인지 다이빙 버디(EU FP7)
ü CART-자율협력 로봇 타워링 시스템(EU FP7)
ü CROBOHUB–크로아티아 로봇 디지털 혁신 허브 실현 가능성 연구(EU H2020)
ü CURE-크로아티아 수중로봇 연구 잠재성 개발(EU FP 7)
ü DiNARO-AUVs로부터 범위 측정을 이용한 다이버 잠영(US Navy ONRG)
ü SEAJUMPER-자연영감 동기 점핑 해양 센서 네트워크 
ü UReady4OS-기름 유출 관련 AUVs(EU ECHO)
ü SEAJUMPER-자연 동기 점프 해양 센서 네트워크 
ü CART는 조난선과 구조선간의 연결을 위한 메신저 라인 관련 전자 무선제어 

자율 무인수상기(AUSV: Autonomous Unmanned Surface Vehicle) 
ü UReady4OS-오일 유출 대비 AUVs Ready(EUECHO)

Ÿ U-Ready4OS는 새로운 협력가능 군집 자동 무인기 기술을 이용한 유럽 해역 오일 
유출 방지 임무 능력을 가진 AUVs, UAVs 및 USVS 연합 운용 입증 프로젝트임

Ÿ CART는 구조선, 예인선 및 인양선 간의 첫 링크를 수행하기 위한 메신저 라인을 
주고받는 전자 무선제어 무인자율 수상기(AUSV: Autonomous Unmanned 
Surface Vehicle) 관련 프로젝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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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U-Ready4OS 모델 

[그림 2-19] CART Project 모델 

Ÿ CADDY는 AUVs, ASVs, 다이버간의 원활한 교신을 통한 다양한 해양관측 관련 임
무수행 프로젝트로써 5가지 목적은 1) 다이버와 원할한 교신 가능한 AUVs 및 
ASVs간 협력 가능한 자율 시스템 확립, 2) 다이버의 다양한 의사전달 인지 가능한 
수중 센서 네트워크 향상, 3) 다양한 의식·무의식적 교신 전달 해석 및 행위에 대한 
이해 가능 알고리즘 개발, 4) 시스템 배치의 한 부분인 다이버와 협력 및 조정을 통
한 인지 안내 및 제어 알고리즘 정의 및 실행, 그리고 5) 인지 미션 수행을 위한 다
이버 교신 수단에 복잡한 시퀀스를 이해하는 것임. CADDY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
한 AUVs, ASVs, 다이버간에 보다 원활한 교신을 위한 음성교신 인프라 통합 및 임
무 수행 중 다이버 요구들을 조율할 수 있는 협력 행위 및 절차의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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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CADDY Project 모델 

o 무인 자율 해양관측 관련 프로젝트(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

Ÿ Horizon 2020 
ü CSA 펀딩 99.750 EUR 
ü 2017년 5월 1일 시작(수행기간 18개월) 
ü 현재 EC Technology Readiness Level 6
ü 주변 환경 설명 프로토 타입 수준

Ÿ CroMarx (Cooperative robotics in marine monitoring and exploration)
ü 크로아티아 과학재단(HRZZ) 펀딩 996.5000 HRK 
ü 2017년 3월 1일 시작(수행기간 48개월) 
ü AUVs와 USVs 상호 협력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초점
ü 과거 관련 프로젝트들은 운항, 안내 및 제어에 초점을 두었으나, CroMarx는 

협력 가능한 이종 시스템의 지속적 연구 및 스케일링, 협력 가능한 로봇을 통
해 해양관측 및 자원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용함

ü 세 가지 시나리오: 1) 군집 USVs간 충돌 회피 및 일정 거리 유지 대형, 2) 저 
주파수 대역 음향교신 및 위치 측정을 이용하는 AUVs와 USVs 간의 협력 제
어, 그리고 3) USVs 군집을 위한 환경 적응 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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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CroMarx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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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UReady4OS (Expanded underwater robotics ready for oil spills)
ü ECHO 펀딩 798.105,99 EUR 
ü 2017년 1월 1일 시작(수행기간 24개월) 
ü 2013년 URready4OS 프로젝트 연장 
ü 해양 오일 유출 위험 대비 다양한 모델을 이용한 수중 오일 유출 조기 감지 및 

추적에 초점을 둠
ü 기존 URready4OS 시스템 업데이팅
ü 해양 관련 기관에 기술 전수
ü 이종의 AUVs, UAVs 및 USVS 군집에 완전히 적응 가능한 NEPTU 준비, 그

리고 작은 조각 크기도 추적 가능한 MEDSLIK 능력의 향상임
ü 최신 기종 무인 잠수기 훈련, 해양 관련 기관에 짧은 훈련 코스, 데모 준비 및 제공

[그림 2-22] e-UReady4OS 모델 

Ÿ EuMarineRobota (Marine robotics research infrastructure network)
ü H2020-INFRAIA 펀딩 4.998.736,75 EUR 
ü 2018년 3월 1일 시작(수행 기간 36개월)
ü 주요 국가 및 지역 로봇 연구 인프라를 학계 및 민간기업에 있는 모든 유럽 연

구자들에게 제공
ü 세계 수준의 해양 로봇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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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e-UReady4OS 프로젝트의 Cartagena 훈련 모습(6 AUVs, 1 
USV, 1 UAV를 군집으로 활용함. 2017년 6월 훈련 실시)

Ÿ MORUS (Unmanned system for maritime security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Science for Peace Programme 펀딩 834.929 EUR
ü 2015년 4월 10일 시작(수행 기간 미정) 
ü 환경, 국경, 항구 안보 관련 자율 및 협동 미션을 수행 가능한 UAV 

(Unmanned Aerial Vehicle)와 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를 
포함한 복잡한 로봇 시스템 프로토타입 디자인 및 개발에 초점을 둠

ü 도킹과 운송 기작을 가진 UAV 디자인 및 제작으로 도킹 및 그립핑 알고리즘 
베이스의 비주얼 피드백 

ü 공중·해상 로봇의 동시 제어를 위한 인간과 로봇 간의 교신을 디자인함. 서포터 
없는 외진 지역에서 자율운항 능력 및 지원능력을 향상시킴. UAV와 협력을 통
해 UUV를 재배치하고 협력 제어와 평가를 통해 UUV와 UAV 간에 데이터를 
교환함

Ÿ subCULTron (Submarine Cultures Perform Long-Term Robotic Exploration of 
Unconventional Environmental Niches)
ü EU Horizon 2020 펀딩 3.987.651 EUR 
ü 2015년 4월 1일 시작(수행기간 48개월) 
ü 고충격 애플리케이션 지역에서 로봇의 자기학습, 자기제어 및 자립으로 수중에

서 장기 자율성 확립을 목표로 함
ü 세 가지 타입이 이용되는데 1) 해양·육지(인공 홍합: 시스템 집단 장기 기억력), 

2) 해면(인공 릴리: 선박 혹은 위성 데이터로부터 정보 유입 및 에너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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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교신), 그리고 3) 수중과 해면 사이(인공 물고기: 이동 및 환경 모니터
링, 탐사, 홍합 및 릴리와 정보 교환) 임

ü 이를 통해 개개 혹은 집단 비상상황에 대처, 적응, 최소한 교신 제공, 장기 생
존, 사회화를 통한 생존, 생체공학적 인식 원리, 환경인지 및 상호작용 증가

o EU의 무인해양관측 기술 수준

Ÿ 동종 무인기 싱글 및 군집운용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

Ÿ 이종 싱글 및 군집운용 능력이 단순 개발 단계 이상의 수준임

Ÿ EuroGOOS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다. 일본

o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JAMSTEC: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와 일본 해안경비대(JCG: Japan Coast Guard)가 해양관측 기술을 주도함

o 최근 진행 중인 해상관측 기술 관련 프로젝트로써 JAMSTEC 해양 자원탐사의 차세
대 기술임

Ÿ 세 가지 목표: 1) 해양자원 형성 과정의 과학적 연구, 2) 해양자원 탐사 기술개발, 
3) 생태계 조사 및 장기 모니터링 임

Ÿ 광범위한 해역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해양조사를 위해 AUVs 및 ROV 군집과 
AUV와 ROV 기반 다수 무인기를 포함한 통합 운용기술을 목표로 함

Ÿ Izu Oshima 섬 근처 열수지역 관측을 위한 해양 리피터에 의해 제어되는 2대의 
항해 타입 AUVs와 1대의 호버링 타입 AUVs의 동시 운용은 이미 성공함

o 일본 해안경비대(JCG: Japan Coast Guard)의 웨이브 글라이더 군집 현장 운용 및 
확대

Ÿ JCG는 4개 전략 지역에 웨이브 글라이더 군집운용을 이용한 해양관측을 이미 시
작함

Ÿ 2018년 3월 JCG는 해양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집운용 활용을 확대함

Ÿ JCG 주도로 해류, 파도 활동, 해안 주변 기상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목적임

Ÿ 리퀴드 로보틱사의 웨이브 글라이더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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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JAMSTEC의 해양자원 탐사 차세대 기술 가상 모식도

[그림 2-25] JCG의 웨이브 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관측 수행

o 일본의 무인해양관측 기술 수준

Ÿ 동종 무인기 군집 활용 확대 

Ÿ 단순 이종 무인기 활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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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인장비 개별/동종·이종군집을 활용한 해양관측 사례

o 웨이브 글라이더 개별 운용

Ÿ 실시간 쓰나미 및 기상 정보 수집
ü 2012년 3월 관측 수행
ü NOAA는 국립 데이터 부이 센터(National Data Buoy Center)를 걸프만에 설

치함
ü NOAA 쓰나미 해저 평가 및 보고 네트워크(DART: Deep-Ocean Assessment 

and Reporting of Tsunami) 향상에 기여함
ü 실시간 기상 정보 수집 및 기상 관측소 역할 수행

[그림 2-26] NOAA의 실시간 쓰나미 및 기상 정보 수집 모식도

Ÿ 허리케인 샌디(Sandy) 경로 부근 해역 실시간 기상 정보 전송
ü 2012년 11월 관측 수행
ü Sonardyne, Rutgers 대학 및 대서양 연안 미국 통합 해양관측 시스템

(Mid-Atlantic region of the U.S.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임

ü 리퀴드 로봇틱사의 웨이브 글라이더와 UUV를 사용함
ü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기상 악조건 하에서 실시간 기상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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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허리케인 샌디 경로 부근 해역 실시간 기상 정보 전송 모식도

o 웨이브 글라이더의 군집 운용

Ÿ 원거리 해양 보호지역인 남태평양 영국령 핏케언 제도 모니터링
ü 2017년 관측 수행
ü 영국 외교부가 리퀴드 로보틱사에 요청
ü 비용절감 차원에서 영국령 핏케언 제도 주변 해역의 모니터링을 위해 복수의 

웨이브 글라이더를 이용함
ü 4개월 동안 131,000 제곱 해리 이상의 임무를 수행함
ü 214,581 달러 예산 소요
ü 영국 외교부는 비용 절감으로 해역 환경 및 해수면 등의 고가치 정보를 수집함

o 수중 글라이더-스프레이 글라이더(Spray Glider) 개별 운용

Ÿ 걸프 해역 탐사
ü 2017년 관측 수행 
ü WHOI와 MIT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임
ü 걸프 해의 온수를 극지방으로 전달하는 역할 규명
ü 지구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
ü 걸프 해역의 역동성을 4개월 동안 탐사함
ü 기후변화 및 해양 모델링 향상을 목적으로 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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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남태평양 영국령 핏케언 제도에서의 모니터링 모식도

[그림 2-29] 스프레이 글라이더의 시스템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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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중 글라이더-스프레이 글라이더(Spray Glider) 군집 운용
Ÿ Loop Current 모니터링(2008~2010년 수행)
Ÿ WHOI 주도로 BP가 후원한 2년 사업
Ÿ BP의 유전 시추 플랫폼인 Deepwater Horizon Loop Current 부근 해역에서 탐

사를 수행함
Ÿ Loop Current는 걸프만에 온수 공급 역할을 하며 카트리나와 리타 태풍이 지나감
Ÿ 유전 플랫폼 재난에 노출됨
Ÿ 글라이더를 활용하여 Loop Current 확인 및 조사

[그림 2-30] 스프레이 글라이더를 활용한 걸프 해역 탐사 모습

[그림 2-31] 스프레이 글라이더 군집을 활용한 Loop Current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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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중 글라이더-슬로컴 글라이더(Slocum Glider) 개별 운용

[그림 2-32] 슬로컴 글라이더 운용 시스템 모식도 

Ÿ 액시얼 해산(Axial Seamount) 탐사(2011년)
ü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와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의 공

동연구슬로컴 일렉트릭스 글라이더 RU25는 해저 1000 m까지 잠수하여 약 
180 km를 운행하여 매 3~4시간 마다 CTD 데이터를 전송함

[그림 2-33] 슬로컴 글라이더를 활용한 액시얼 화산 칼데라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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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훈련 참가(2011년)
ü NATO 훈련 중 미해군이 슬로컴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주요 해양 데이터 수집

을 통해 작전 지역에서 이상적인 선단 배치, 잠수함 탐지, 매복, 기타 이상적인 
작전 상황 파악 및 효율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

o 수중 글라이더-슬로컴 글라이더(Slocum Glider) 군집 운용

Ÿ 걸프 해역의 산소 모니터링 탐사(2014년)
ü 텍사스 A&M 대학 팀이 주도함
ü 4대의 슬로컴 글라이더로 멕시코 북쪽 만에 투입하여 산소 레벨 및 생리학적 

자료를 관측함
ü NOAA를 비롯한 해양 관측 관련 기관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함
ü 전 세계 해역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에 기여함

Ÿ 버뮤다(Bermuda) 주변 해역 탐사(2015년)
ü 버뮤다 해양과학연구소(BIOS: Bermuda Institute of Ocean Sciences)가 주도함
ü 슬로컴 글라이더 2대를 이용하여 약 3개월간 임무 수행함
ü 염분, 온도, 산소, 영양분, 해류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함
ü 1대를 이용하여 정보 수집과 달리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수집함
ü 보다 정확한 해류 변화 맵핑, 해양 생물학적인 요인 연구, 기후변화 효과 및 강

력한 폭풍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기여함 

[그림 2-34] 슬로컴 글라이더를 활용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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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슬로컴 글라이더를 활용한 걸프 해역의 산소 모니터링 탐사

[그림 2-36] 버뮤다 주변 해역 탐사

o 수중 글라이더-씨 글라이더(Sea Glider) 개별 운용

Ÿ 남극 대륙(Antarctic)의 드레이크 해협(Drake Passage) 탐사(2017년)
ü ORCHESTRA (Ocean Regulation of Climate by Heat and Carbon 

Sequestration and Transports; 열, 탄소 저장 및 흡수를 통한 남빙양
(Southern Ocean) 기후변화 영향 이해 및 예측능력 향상 목적 프로그램) 의 



- 76 -

일부로 수행됨
ü 씨 글라이더를 활용하여 3개월 동안 진행됨

[그림 2-37] 씨 글라이더 운용 시스템 모식도

[그림 2-38] 남극 드레이크 해협 탐사

o 수중 글라이더-씨 글라이더(Sea Glider) 군집 운용

Ÿ 해저 유류 유출 탐사(2010년)



- 77 -

ü 2010년 영국 석유회사(BP: British Petroleum)의 멕시코 만 석유개발 광구에
서 해저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함

ü 복수의 iRobot Seaglider WMV가 효과적으로 활용됨
ü 씨 글라이더를 통한 다양한 정보 수집, 특히 해수면 하 독성 레벨 기록으로 문

제의 심각성 정도 파악 및 대처 방법에 결정적 역할을 함

□ 웨이브 글라이더와 씨 글라이더의 군집 운용

Ÿ 복수의 웨이브 글라이더와 씨 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저 유전 모니터링 탐사(2016년)
ü BP는 2010년 멕시코만 유류 유출을 계기로 MAS(Marine Autonomous 

System)에 집중 투자를 함
ü 현 멕시코만 유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복수의 웨이브 글라이더, 씨 글라이더, 다

양한 해수면 자율 무인기(ASVs: Autonomous Surface Vehicles) 및 해저 자
율 무인기 (AUVs: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가 활용되고 있음

[그림 2-39] 해저 유류 유출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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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해저 유전 모니터링 모식도

o 드론 개별 운용

Ÿ 북극 베링해 탐사(2017년) 
ü MAPCO2 시스템(알래스카 주, 알래스카 해양관측 시스템 및 NOAA 해양산성

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2013년부터 해양산성화 요인 및 CO2양 모니터링)과 공
동으로 베링해를 탐사함

[그림 2-41] 북극 베링해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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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드론 군집 운용

Ÿ 실종된 말레이 여객기 MH 370 잔해 탐사(2017년)
ü Ocean Infinity 사(해저탐사 기술 전문업체)에서 복수의 드론을 활용하여 

MH370 실종 말레이 항공기 탐사를 제안함
ü 수 년의 사업 기간 및 약 150M 달러 소요 예상

[그림 2-42] 실종된 말레이 여객기 잔해 탐사 모식도

o 수중 드론 군집 운용

Ÿ 캘리포니아 연안의 해양 흐름 측정 탐사(2017년) 
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 연구팀이 주도함
ü 16개의 미니 수중 드론으로 샌디에고 연안에 5시간 동안 수심 1m~수십km 사

이에서 움직이며 관측함
ü 각 드론은 3D 카메라를 장착하여 해수의 흐름을 계산함
ü 해저 조류 맵 완성에 기여함

o 피시 드론 군집 운용

Ÿ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베니스(Venice) 탐사(2015년)
ü ENEA가 주도함
ü 기존 드론 군집 운용(드론 간 수백 m 거리를 유지함)에 비해 근거리에서 수십 

개의 드론이 고밀도의 군집을 이뤄 탐사를 수행함
ü 상호교신을 위해 소리와 빛을 이용함
ü 고비용의 다른 로봇에 비해 고효율로 해저 및 연안 조사에 유리함
ü 장래 생물다양성 보호, 해저오염 모니터링 및 해저 고고학 유물 탐사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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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해양 흐름 측정 탐사 모식도

[그림 2-44] 피시 드론을 활용한 베니스 탐사 모식도

o 자동 해양 시스템(AMS)의 드론을 이용한 네트워크(2017년)

Ÿ 각각의 Datamaran은 AMS 네트워크의 node임

Ÿ P2P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지상 호스트 시스템을 이용함

Ÿ Datamarans 군집은 미션 수행 시 최대 효율성을 위해 스스로 조직화가 가능함

Ÿ 변화된 환경에 적응 및 다양한 고가치 해양 탐사 수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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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드론을 이용한 자동 해양 시스템 네트워크 모식도

o 저전력 음향신호 수집 플랫폼 기술

Ÿ 미국의 Ocean Sonics 사에서는 1W 미만의 소모전력을 갖는 하이드로폰(모델명 
icListen)을 상용화하여 판매 중임(http://oceansonics.com/). 이더넷을 통한 실
시간 데이터 전송 중에는 소모전력이 약 2W임. 1s의 정밀도로 동기화가 가능하
여 배열 센서로도 이용이 가능함

Ÿ 싱가폴의 Subnero 사는 수중음향 배열 하이드로폰 기록장치인 aRecorder를 개
발하였으며, GPS, 압력 센서, compass 기능도 보유하고 있으며, 소모전력은 약 
9W임(http://subnero.com/)

Ÿ 미국의 Teledyne Benthos 사에서는 4채널로 구성된 소음원 방향탐지 모듈을 개
발 중이며 소모전력은 1W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사양은 알려져 
있지 않음(McManus and Green, 2015)

Ÿ 미국의 Wildlife Acoustics 사에서는 육상 동물의 소리를 장시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며, 수백 mW의 소모전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
음(http://www.wildlifeacoustics.com/)

Ÿ 영국의 Blueprint Subsea 사에서는 수중음향 통신과 위치추적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모델명: SeaTrac)을 판매 중이며, 소모전력은 최대 약 6W임 
(http://www.blueprintsubs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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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국외 수중음파 측정 시스템. Ocean Sonics icLiaten(좌), Subnero 
aRecorder(중), Blueprint Subsea SeaTrac(우)

o 수중 음원의 탐지/식별 기술

Ÿ 수중 음원의 탐지/식별 성능 향상을 위하여, AUV 또는 글라이더와 같은 무인 수
중 플랫폼에 음향 배열 센서를 장착하고 수중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군집운용을 통해 다양하게 전파되는 음향 신호의 
탐지 확률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하여 탐지/식
별을 자동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음은 최근의 연구 동향에 대해 수집
한 자료를 요약한 것임

Ÿ 미국 MIT 연구팀에서는 AUV에 배열 센서를 장착하여, 양상태 표적 탐지를 수행
할 수 있는 소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표적 탐지와 인식에 머신러닝
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Fischell and Schmidt, 2017). 실해역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7-9 k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였음

[그림 2-47] MIT에서 개발 중인 수중 AUV용 음향 배열 센서와 군집운용 
AUV를 이용한 수중 표적 탐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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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과 오레곤 주립대학의 공동연구팀은 수중 글라이더에 장착 
가능한 소형 저전력 음향 수집 장치를 개발하여 해양 포유류의 개체 수와 위치 등
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함(Küsel et al., 2017) 

[그림 2-48] 포틀랜드 주립대학과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개발 중인 글라이더용 
음향 기록 장치(2017)

Ÿ EU의 CMRE에서는 군집운용 해상/수중 플랫폼과 양상태(bistatic) 수중음향 소나
를 이용한 표적 탐지 기술을 연구하여 2013년에 실해역에서 성능 검증 실험을 수
행한 바 있음

o 미지 음원(sound source of opportunity)을 이용한 해양정보 추정 기술

Ÿ 수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연현상 또는 인간 활동에 의한 음향신호를 탐지하고, 
탐지된 음향신호를 이용하여 해양환경 정보를 추정하는 기술. 능동 음원을 사용하
지 않으므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적은 탐사 비용으로 상시적인 원
격탐사가 가능함. 다음은 최근의 연구 동향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요약한 것임

Ÿ 유럽 CMRE는 AUV에 장착 가능한 음향 배열 센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
저면 환경정보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Nielsen et al., 2017). 개발된 음향 
배열은 2차원 배열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수직/수평 방향의 입사 각도를 함께 추
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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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포틀랜드 주립대학과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개발 중인 글라이더용 음향 
기록장치를 이용한 수중 포유류 신호 수집 결과(2017) 

[그림 2-50] 유럽 CMRE에서 개발 중인 군집운용 수중/해상 플랫폼 및 해양상태 
수중음향 소나 시스템을 이용한 잠수함 탐지 기술개발 사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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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유럽 CMRE에서 개발 중인 AUV용 음향 배열 센서와 개발된 음향 센
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해저면 지질 특성 결과(2017)

o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용량 음향 자료처리 기술

Ÿ 해양으로부터 대규모의 음향자료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활용기술
을 이용하여 배경소음과 해양환경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Ÿ 캐나다 DND/CRSNG의 국방 분야 유망 연구 분야 미래기술 동향 분석에 의하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소나기술이 유망한 기술로 선정

Ÿ 배경소음 및 인위적인 소음(선박 등)을 분석하는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수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인간의 판단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Ÿ 문헌조사에 의하면 다음의 수중음향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연구되고 있음
ü 수중 음향환경 모니터링 기술
ü 수중 음향신호 식별 기술  
ü 소나 이미지 판별 기술
ü 수중 음향 통신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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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캐나다 DND/CRSNG의 국방 분야 유망 연구 분야

Ÿ 기계학습 기술은 대부분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 기반기술을 음향신호의 인
지, 식별, 판별 등에 활용하고 있음

Ÿ 최근 환경 및 동물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제기 및 규제제정을 위한 조직
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선박에 대한 실질적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제해사기
구(IMO)에서는 선박 수중소음과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의 공식의제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캐나다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Ÿ 연구결과, 수중환경 보호를 위한 넓은 해역에 걸쳐 수중소음의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계학습을 이용한 수중 음향환경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이 특이
할만 함

[그림 2-53]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박 식별 신호처리 기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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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수중환경 보호를 위한 캐나다의 연구 활동 예(2014)

o 원격제어 무인잠수정(ROV)

Ÿ 하와이(Hawaii) 심해 탐사
ü 2015년 탐사 수행
ü NOAA가 주도함
ü 하와이 다도해 및 Johnston Atoll 연안에서 해저 생태계를 탐사함
ü 상호 통신이 가능한 NOAA의 two-body 6,000-meter ROV를 이용함
ü 69일 동안 임무를 수행함
ü 해양 서식지, 특히 고밀집 해저 산호 및 스펀지 군집 확인, 희소 메탈을 포함한 

해저광물 조사, 태평양 중부 해산 관련 지질학적 정보를 수집함

[그림 2-55] 하와이 심해 탐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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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율형 무인잠수정(AUVs) 개별 운용

Ÿ REP-12 훈련에 참가 중인 자율형 무인잠수정(AUVs)
ü 2012년에 탐사 수행
ü REP-12는 포르투갈 해군 및 포르토 대학(Porto)이 조직한 해양 훈련으로 배와 

AUVs, ASVs 및 UAS 간의 교란 억제 네트워킹(DTN: Delay/Disruption 
Tolerant Networking) 커뮤니케이션 연습에 목적을 둠

ü 최적의 자동 네트워크를 위한 무인기 간 상호소통 및 제어 조율 플랫폼 간의 
실시간 제어와 데이터 교환이 목적임

  

[그림 2-56] REP-12 훈련 중인 무인잠수정

Ÿ 항구시설 보안을 위한 자율형 수중로봇(AUVs)
ü 2014년에 탐사 수행
ü MIT가 주도함
ü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이 연구비를 제공함
ü 타원형 축구공 보다 작은 잠수 가능한 AUVs를 사용함
ü 초음파 스캔과 3D 카메라로 지상과 연락 없이 임무를 수행함
ü 고효율로 항구, 다양한 해저 시설, 배 선체, 해저 밀수품 은닉처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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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항구시설 보안 자율형 수중로봇 탐사 모식도

o 자율형 무인잠수정(AUVs) 군집 운용

Ÿ 남극 해저 심해열수 분출구 탐사
ü 2007년에 탐사 수행
ü WHOI가 주도함
ü 남극 해저 심해열수 분출구를 탐사함
ü 2대의 AUVs(Puma/Jaguar)를 운용함
ü Puma는 해저로부터 미네랄이 풍부한 고온 유체 통로를 탐사함
ü Jaguar는 위치 이미지를 위해 해저 맵핑 소나 시스템 및 카메라를 이용함

[그림 2-58] 남극 해저 심해열수 분출구 탐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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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율형 무인잠수정 수중 군집 탐사
ü 2015년에 탐사 수행
ü 집단 인지 로봇(COCORO: Collective and Cognitive Robots)은 EU-ICT 사업임
ü Graz 대학이 주도
ü 상호소통, 정보교환 및 환경인지가 가능한 자동 로봇(AUVs) 개발이 목적임
ü 군집 내 혹은 군집 AUVs 간의 상호소통으로 임무를 수행함
ü 해양 생태계 관측, 환경 모니터링, 다양한 해저구조물 탐색 등에 응용 가능함

[그림 2-59] 자율 수중 군집 탐사 모식도

o 자율형 무인잠수정과 글라이더의 군집 운용

Ÿ CANON 실험에 참여 중인 자율형 무인잠수정과 글라이더의 위치
ü 2017년 탐사 수행
ü MBARI가 주도함
ü 캐논(CANON: Controlled, Agile, and Novel Observing Network) 이니셔티

브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구성된 자동 해양관측 시스템을 개발함
ü 몬트레이만 해저 상태 관찰 및 예측을 위해 보다 고가치의 데이터 제공이 목적임
ü MBARI 해양지원 시스템(ODSS: MBARI’s Oceanographic Decision Support 

System) 2017 CANON의 AUVs와 글라이더 위치 및 실시간 실험 모식도

Ÿ 복수의 자율형 무인잠수정과 글라이더를 이용한 미해군의 해양 맵핑
ü 2017년 탐사 수행
ü 멕시코만에서 미해군 주도로 무인자동시스템으로 데이터 수집 시 변수 가능성

을 확인
ü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재난 후, 탐사선과 유인 보트를 이용할 때와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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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시스템 활용 시의 항구 클리어 및 맵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ü 소요 시간과 프로세싱 과정의 관찰 확인
ü 무인자동 시스템 활용이 5배 이상 빠름을 확인함

[그림 2-60] 몬트레이만 해역에서 자율형 무인잠수정과 글라이더의 군집 
탐사 모식도

[그림 2-61] 자율형 무인잠수정과 글라이더를 이용한 해양 맵핑 탐사 

o 원격제어 무인잠수정(ROV)과 자율형 무인잠수정(AUVs)의 군집운용

Ÿ 로봇 수중 네비게이션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ü 2017년에 탐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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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스웜(SWARMS) 프로젝트에서 주요 지형지물 위치 측정 및 해저 맵핑을 위한 
복수의 원격제어 무인잠수정(ROV)과 자율형 무인잠수정(AUVs)의 연합 운용을 
위한 이상적 시스템을 배치함

[그림 2-62] 로봇 수중 네비게이션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모식도 

o 해양 자동관측 시스템의 이론적 모형 

Ÿ 해양 자동시스템의 이론적 모형
ü 2016년에 연구 수행
ü 영국 NERC 국립해양센터(NERC National Oceanography Centre)가 주도함
ü 세계 해양과학기술의 선도를 위해 무인기 개발에 10M 파운드를 투자함
ü 새로운 해양 자동시스템, 다양한 해저 및 해수면 플랫폼에 적합한 센서 개발에 

5M를 투자함
ü 자동 해양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 확보가 목적임

Ÿ NTNU AMOS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자동 해양운용시스템)
ü 2013~2022년 동안 연구수행
ü NTNU 프로젝트가 주도함
ü NTNU AMOS 센터는 해양 유체역학, 해양건설 및 제어 이론 기초, 복합적 연

구 목적으로 극한환경 속 정확한 정보수집, 분석 및 안전한 운용을 위한 지능
형 배, 해양 구조, AUVs, ROV, USVs, 기타 첨단 무인기를 활용한 모델 구축
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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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해양 자동시스템의 이론적 모형 

[그림 2-64] 노르웨이 자동 해양운용시스템의 모식도 

□ 수중 센서 네트워크
Ÿ 2016년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함
Ÿ GCU(Glasgow Caledonian University) 주도로 해양 모니터링, 자원개발, 전략적 

감시 및 기타 응용 가능 분야를 개발하고 있음
Ÿ 최근 많은 국가가 주목하는 기술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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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 수중 센서 네트워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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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1. 국외 정책동향

가. 미국

o  「국가해양정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2013)

Ÿ 미국은 2010년 7월 수립한 「국가해양정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2013년 수립
한바 있음. 동 실행계획은 해양경제, 안전 및 보안, 연안 및 해양복원, 지역선택
(local choices), 과학 및 정보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안전 및 보안’ 분야에
서 해양정보통신망 향상, 해양/연안 시스템에 대한 이해 향상, 해양자료 획득 및 
정보제공 강화 등이 포함됨 

o  해양데이터 표준 지정(2017)

Ÿ 미국은 2017년 해양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을 지정하였으
며, 이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미국 해양대기청
(NOAA)의 경우 하루 평균 약 20TB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국가해양서
비스(National Ocean Service)에서 매일 어류이동 데이터와 해양물리 데이터 수
집 중

Ÿ 또한 2009년 제정된 통합연안해양관측시스템법(Integrated Coastal and Ocean Ob
servation System Act)에 의거 해양관측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표준을 적용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 중

[그림 2-66] 미국 거점별 통합연안해양관측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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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양기술을 통한 상업적 참여」 법안 통과(2018) 

Ÿ 미 의회는 2018년 3월  「해양기술을 통한 상업적 참여」 법안(CENOTE Act of 
2018; Commercial Engagement Through Ocean Technology Act of 2018)을 
통과시킴. 이 법은 ‘무인 해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데이터 획득을 조정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취득된 자료를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
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부록 A) 

Ÿ 법안 발의 배경: 국립해양기상청은 무인 해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데이터 획득
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취득된 자료를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밝힘

Ÿ 법안 내용

ü 데이터 큐레이션(curation)은 자료의 QA와 QC 수행, 적당한 메타 데이터 생성, 
자료 저장 및 백업, 자료 접근성 보장을 포함함. 자료 특정화는 수요자가 필요
로 하는 자료 형태, 해상도, 주기 및 질을 보장해야 함

ü 시험대 및 교육훈련은 무인 해사 시스템 및 이에 상응하는 다른 형태의 시스템
을 작동하기 위해 할당된 분야로 이 시스템을 평가하고 작동하는 과정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포함함

ü 무인 해사 시스템은 상업 부문에서 제작되어 원격 혹은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무
인장비임. 이들은 선상에서 인간의 간섭 없이 작동하여, 육상․공중․수중․해상이나 
이들이 조합된 환경에서 운행되도록 설계됨. 또한 이들은 자율운행, 통신, 자료
송신 및 처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음

Ÿ 국립해양기상청과 미 해군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무인 해사 시스템 공동 활용, 해
양지도 제작, 수심 측량, 해양 관측, 해양 개발, 교육훈련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
축하기 위하여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Ÿ 무인 해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시스템 연구개발, 시험, 변경 및 통합을 시도함

Ÿ 무인 해사 시스템 활용을 위해 국립해양기상청, 민간기업, 연구기관 및 비 연방정
부 기관 간의 공동 프로젝트 촉진을 위하여 1) 해양물리․화학․생물의 상태를 모니터
링하는 해양관측 능력 향상, 2) 무인 해사 시스템에 관련된 기술개발 비용의 효율
성 증대, 그리고 3) 무인 해사 시스템의 개발 및 전개배치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의 효율성 추구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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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해양기술을 통한 상업적 참여 방안 법안 (CENOTE Act of 2018) 

나. 일본

o  제2차 해양기본계획(2013~2017)

Ÿ 2013년 일본은 5년 단위의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해양기본법에 따라 
‘제2차 해양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함. 동 계획에는 해양환경 보전, 배타적경제
수역 등 관리, 과학적 지식확충 등을 위해 첨단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됨 

o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 선정 분야별 중점과제

Ÿ 2016년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제2차 해양기본계획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별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반기술 개발과 
해양조사선 등의 연구플랫폼 정비․운용, 장기적․계속적인 해양관측․조사 실시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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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점과제

해양신산업
진흥·창출

Ÿ 주변해역의 광물탐사 활동 강화
Ÿ 해양굴착 및 해양플랜트의 국제경쟁력 강화
Ÿ 일본민간기업 참가가능 분야 및 참여촉진

해역이용촉진

Ÿ 해역이용촉진 등에 대한 기본구상
Ÿ 국제법상 주권적 권리 등을 행사하는 주체 명확화의 필요성
Ÿ EEZ와 대륙붕에 관한 국내법 적용 검토
Ÿ 환경영향평가 제도 검토
Ÿ 해양에서의 새로운 움직임(MPA, 해양에서의 경제활동 및 유엔해양법협약, 

과학기술 진전, 해양인재육성)에 대한 대응

해양환경보전

Ÿ 해양쓰레기 대책
Ÿ 육역과 하나된 연안역의 토사관리에 의한 연안침식대책
Ÿ 풍요로운 해양 실현을 위한 영양염 대책
Ÿ 연안역의 주요과제
Ÿ 근해․심해저에서의 환경보전

해양과학기술

Ÿ 과학기술에 관하여 국가가 대처해야할 중점과제
① 해양에 관한 과학적 지식 확충, ② 지구온난화․기후변화의 파악․예측․적
응 등에 관한 연구개발, ③ 해양에너지자원․해양광물자원 개발, 해양신재생
에너지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④ 해양생물다양성․해양생태계보전, 해양생물
자원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⑤ 해양유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연
구개발, ⑥ 해상수송의 효율화․고도화․환경부하저감 등에 관한 연구개발, ⑦ 
해역공간․해저아래공간의 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⑧ 기반기술 개발과 해양조
사선 등의 연구플랫폼 정비․운용, ⑨ 장기적․계속적인 해양관측․조사 실시 
등, ⑩ 해양과학기술 인재육성

Ÿ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방책

[표 2-4]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 선정 분야별 중점과제  

다. 중국

o  중국의 해양과학기술 중점 업무 

Ÿ 중국은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One Belt, One Road(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국으로 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상전략은 
‘One Road’에 해당하며, 福建, 上海, 廣東, 浙江, 海南 등 중국 연안에서 출발하
여 남중국해, 인도양(태평양), 지중해를 관통, 국제 해상물류의 중추를 형성하는 노
선임

Ÿ 2016년 중국 정부는 해양과학기술 중점 업무에 해양조사 관리와 응용 서비스 능력 
강화, 해양위성 관련 연구, 해수이용 및 해양에너지 산업화 등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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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13․5 기간 중 해양과학기술혁신 7대 중점과제

Ÿ 중국 과학기술부, 국토부, 국가해양국 등 3개 부처는 2017년 5월「13․5 계획 기간 
해양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규획(“十三五”海洋领域科技创新专项规划)」을 발표
함. 기본목표는 해양산업 및 연안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실현, 해양관리 및 서비스
에 관한 과학기술 지원능력 향상 등이며, 해양과학기술혁신 7대 중점과제(심해관측
기술연구, 해양환경안전보장, 심해저 에너지 및 광물자원 탐사‧개발, 해양생물자원
의 지속가능한 개발, 극지과학기술연구, 해양분야 국제협력)를 선정 

Ÿ ‘해양환경안전보장’ 분야에서는 해양관측 모니터링 센서(传感器) 기술 개발, 양양일
해(两洋一海) 자주 해양동력환경수치예보모델 연구, 연안해역 해양관측 및 재난경
보 일체화 시스템 개발, 국가해양환경안전보장 플랫폼 원형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

라. EU

o  영국의 국가해양전략 「Oceans 2025」

Ÿ 2005년 영국은 NERC(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주도로 국가해
양전략인 「Oceans 2025」를 수립하였으며, 차세대 해양관측(Next generation oce
an prediction) 분야가 9개 주요 테마(프로그램) 중 하나로 구성 

o  EU, Navigating the Future Ⅳ(2013)

Ÿ 2013년 6월 영국 NOC, 프랑스 IFREMER, 독일 GEOMAR 등 유럽 36개 해양관련 연
구기관으로 구성된 유럽해양위원회(European Marine Board)에서 정책수립 및 지침서
인 ‘EU, Navigating the Future Ⅳ'를 발간하였으며, 동 지침서에는 주요 정책적 이슈 
해결을 위한 해양과학의 주요역할 제시, 차세대 해양관측인프라 구축 전략, 미래 해양
전문가 훈련 및 양성 등의 내용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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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책동향 및 법제도

[그림 2-68] 국가정책 및 법제도와의 부합성 

가. 국내 정책동향

o  현 정부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Ÿ 현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로 ①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② 해운․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실현, ③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제시

Ÿ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과제에 ‘해양예경보시스템 구축’ 내용이 포함 

국정과제명 주요내용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양영토 수호, 불법조업 근절, 섬 관리 강화, 
해양안전 강화, 해양예경보시스템 구축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실현 한국해운 재건, 해운․조선 상생협력, 수출입 화물 
안정적 운송, 물류망 구축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우리바다 되살리기,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양공간통합관리

[표 2-5]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 과제 요소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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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밖에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①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②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이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있음

o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과의 부합성

Ÿ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거 2018년 2월 수립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로 혁신성장과 국민행복을 도모하고 지식증진과 인류 난제해결에 기여’라는 
비전 하에 4대 전략(① 과학기술 혁신역량 확충, ②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
술생태계 조성, ③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④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을 설정

Ÿ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 동 기획과제와 연계가 있는 중점추진과제는 ‘4차 산업
혁명 대응기반 강화’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며, 기술분야의 경우 120개 중점기술 목록
에 ①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술, ②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플랫폼 기술 등과 
연계됨

o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2012∼2020)과의 부합성

Ÿ 정부정책 및 변화된 환경 여건에 맞춘 장기적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1년 수립된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은 「2020 신해양 가치 창출
로 선진일류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이슈별(① 해양산업 진흥, ② 기후변화 대응 
및 연안재해 대응, ③ 해양경제영토확보, ④ 삶의 질 향상) 중점기술 달성목표를 제시
하고 있음

Ÿ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에서는 13대 전략기술 및 5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
며, 동 기획과제와는 ① 해양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②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가 직접적으로 연계됨

이슈 전략기술 중점과제

해양산업
진흥

해양에너지
01.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기술  
02.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03. 미활용 해수역 이용발전기술

해양장비

04. 해양핵심장비 국산화 기술  
05. 해양구조물 시공‧유지보수 수중로봇 기술
06. 해저극한지 수중탐사 잠수정 기술 
07. 수중무선통신 고도화‧산업화 기술
08. 해저플랜트 구축 기반기술

해양산업
신소재

09. 해수용존물질의 산업소재화 생산기술  
10. 해양생물유래 산업신소재 기술
11. 해양 신재생에너지 기반 해수담수화 기술 

[표 2-6]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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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0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2014~2020)과의 부합성

Ÿ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에 수산분야를 포함하고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R&D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2020 해양수산 R&D 중

12. 해양생명현상 분석을 통한 생리‧기능 활용 기술
13. 이산화탄소 및 농축해수의 산업소재화 기술

항만‧물류
시스템

14. 해상풍력기반 에너지 자립형 녹색 항만 구축 기술
15. 스마트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  
16. U기반 해운물류시스템 기반기술
17. 피해저감 항만 구조물 개발 및 항만재해 대응기술

신선박기술

18. 탄소배출 저감 녹색선박 기술  
19. 무탄소 동력선박 기술
20. 극한지 운항 선박용 핵심기술  
21. 위험환경 대응 지능형 무인선박 기술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연안재해 
관측‧예보

22. 연안재해 관리기술  
23.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구축 기술
24. 침식해안관리기술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25. 전지구적 통합 해양기후관측 및 예측모델링 기술  
26.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   
27. 해양산성화 관리 기술  
28. 극지해양이 한반도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규명

해양경제 
영토확보

해양영토 
주권강화

29. 해양 종합관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
30.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31. 위성기반 해양관측 정보시스템 구축

해양자원 
선점

32.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통합관리 기술
33. 심해저광물자원 확보 및 실용화 기술  
34. 극지 해저자원 보존 및 기반기술
35. 해외 해양과학기지 활용 다변화를 통한 과학외교 거점 구축

삶의 질 
향상

청정한 
바다조성

36. 유류‧HNS 해양유출사고 대응 기술
37. 중금속/유해물질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기술
38. 해양 폐기물 및 쓰레기 오염 대응 기술

건강한 
연안환경 구축

39. 연안습지 및 하구역 보존‧복원 기술  
40. 장기해양생태계 관리 기술
41.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감시‧제어 기술

안전한 
해양이용

42. 지능형 해난구난 시스템 기술  
43. 북극해 안전운항 기술
44. G-Navigation 기술  
45. 위성함법시스템(GNSS) 기술
46. 첨단 항로표지 기술

친수공간 
해양문화 창조

47. 초대형 해양/항만구조물 구축 활용기술
48. 친환경 항만조성 및 신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49. 해양레저 장비개발 및 기반조성기술  
50. 해저문화재 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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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획’이 새로이 수립되었으며,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창조형 해양수산 
과학기술｣을 비전으로 3대 전략(①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② 창
조형 해양수산산업 육성, ③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및 12대 실행전략을 설정

Ÿ ‘2020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에서는 12대 실행전략 하에 70대 중점기술을 선
정하였으며, 동 기회과제와는 ① 해양예측․예보시스템 구축 기술(Quick-Win기술), 
② 국가해양영토 광역감시망 구축 및 활용, ③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및 탐사기술
이 직접적으로 연계됨

R&D 전략 실행전략 중점기술

해양영토
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 
영토 확대

1.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역량 강화

① 해양 예측‧예보시스템 구축 기술, ② 전지구적 통합 해
양기후 관측 및 모델링 기술, ③ 국가해양영토 광역 감시
망 구축 및 활용, ④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및 탐사기술

2. 극한공간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① 극한환경 융‧복합 플랜트 기술 및 장비개발, ② 대양‧심
해지역 해양 탐사 기술, ③ 남북극 환경 및 자원탐사 기
술, ④ 북극해 수산자원 발굴 및 개발기술, ⑤ 해외 해양
수산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3. 해양자원 및 
해양 에너지 
개발 활성화

①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 기술, ② 이산화탄소 및 농축해
수의 산업 소재화 기술, ③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기
술, ④ 미활용 해양에너지원 발전기술, ⑤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해수담수화 기술

4. 첨단해양장비 
산업 육성

① 수중로봇 개발 및 시스템 활용 기술, ② 해상 및 수중
무선통신 고도화‧표준화 기술, ③ 마리나 등 해양레저산업 
관련기술, ④ 해양수산 R&D 성과물 사업화 기술

5. 항만･해운 
물류의 허브 
기능 고도화

① 초대형 해양‧항만 구조물 구축 및 활용기술, ② 항만재
해 대응 및 피해저감 기술, ③친환경 항만조성 기술, ④ U
기반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기술, ⑤ 스마트그린 항만 구축 
기술, ⑥ 해중터널 실용화 기술

6. 해양수산 생명 
자원의 산업화 
촉진

① 해양수산생물 유래 바이오메디컬 소재 기술, ② 해양수
산생물 기능 모방 기술, ③ 해양 생물로봇 합성 기술, ④ 
해양유래 나노 복합소재 기술, ⑤ 해양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⑥ 국가관할해역 생명자원 통합관리기술, ⑦ 해외 
해양수산 생명자원 발굴 기술

7. 전통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① 수산종자 육성 및 산업화 기술, ② 친환경 수산물 생산 
자동화 기술, ③ 수산물 질병관리 기술, ④ 친환경 고부가 
양식기술, ⑤수산물 안전 및 유통 선진화 기술, ⑥ 수산물 
고부가 가공기술

8. 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확보

①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②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 ③ 해저플랜트 구축 기반기술, ④ 해샹 부유식 벙커
링 터미널 기술, ⑤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육성기술

9. 친환경선박 시장 
선도

① 선박 환경오염 저감기술, ② 현존선 운항 최적화 기술, 
③ 차세대 선박 환경‧안전 기자재 기술, ④ 선박 설계 및 
성능의 시험‧인증‧표준화, ⑤ 선박평형수 관리기술

[표 2-7] 2020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중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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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 해양수산부 R&D 중점투자 방향 및 2019년 예산(안) 편성 방향

Ÿ 해양수산부는 2018년 R&D 중점투자 방향을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
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이라는 비전하에 3대 추진방향으로 ① 해양영토주권 강화, 해양
경제영토 확대, ② 해양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 ③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해
양공간 조성으로 설정

Ÿ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연구기반 강화’ 등이 포함

Ÿ 해양수산부의 2019년 해양수산 R&D 예산(안) 편성방향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국
민 삶의 질 향상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중점투자할 계획임

나. 국내 법·제도

o  해양수산발전기본법 

Ÿ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
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제1조)” 목적으로 함

Ÿ 동법 제17조에서는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제17
조 1항 3호에서는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
준화에 관한 사항”, 제17조 2항에서는 “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10.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

① 유류‧위험유해물질 해양유출사고 신속 대응 기술, ② 
적조‧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 관리 기술, ③ 해양폐기물 
및 쓰레기 오염 대응 기술, ④ 해양산성화 관리 기술, ⑤ 
중금속 유해물질 해양생태계 위해성 평가 기술, ⑥ CO2 
해양지중저장기술, ⑦ 연안습지 및 하구역 보존‧복원 기
술, ⑧ 해양생태계 보존‧복원 기술, ⑨ 장기해양생태계 관
리 기술

11.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안전확보

① 연안재해 관리 기술, ② 침식해안 관리 기술, ③ 
e-Navigation 기술, ④ 첨단(IT 융‧복합) 항로표지 기술, 
⑤ 항법시스템 기술, ⑥ 북극항로 및 극지권 안전 운항 
기술, ⑦ 해양구난 기술, ⑧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저
감 기술

12. 친수공간 및 
해양문화 
콘텐츠 창출

① 살기좋은 어촌 조성 기술, ② 유‧무인 도서관리 및 활
용 기술, ③ 해양 헬스케어 기반구축, ④ 해수욕장의 오염 
관리 기술, ⑤ 해양수산 문화 진흥 기술, ⑥ 차세대 해양
수산 융합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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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2018년 해양수산부 R&D 중점투자 방향 

o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Ÿ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제1조)”을 목적으로 함

Ÿ 동법 제13조에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에 대하여 규율하
고 있으며, 제13조 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기술 및 동향정보, 인력정보, 연구장비․시설정보 등)의 정보가 효과적으
로 수집·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
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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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수요 분석 

1. 기술수요분석의 목적
o 해양 관측, 탐사, 예보, 정책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o 산학연관의 해양관측 시스템 활용 목적 파악 

o 해양 무인장비 군집운용 관측시스템 운용 시, 산학연관의 협력방안 수립]

2. 기술수요분석 방법

o 분석방법 개요

Ÿ 설문조사 대상 선정 방법
ü 본 과제 내용과 관련된 산학연관 목록 및 전문가 명단 취합
ü 전문가 명단 중, 5년 이상의 경력자 선별
ü 산학연관의 각 기관수를 고려하여 총 70개 기관에 110건의 설문조사 요청

Ÿ 설문조사 기간: 2018년 3월 15~23일 (총 9일)

Ÿ 설문조사 분석방법
ü 110건의 설문조사 요청에 대해 총 68건의 응답을 받음
ü 전체 응답률은 61.8%임
ü 설문조사 결과를 기관별, 전문분야별로 분석하여 해석함

구분 기관명 기관 
수

요청 
건수

응답 
건수

응답률 
(%)

국내
대학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세종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16 22 12 54.5 

해외
대학

플로리다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캘거리대학교, 텍사스A&M대학교, 
텍사스대학교

5 5 2 40.0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건설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2 33 23 69.7 

[표 2-8] 설문조사 수행 기관명, 요청 건수 및 응답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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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설문조사 응답자의 소속기관 및 전문분야

[그림 2-70] 응답자의 소속기관(좌) 및 전문분야(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내
산업체

한국석유공사, 오션테크, 해양정보기술, 
해양기술ENG, 희송지오텍, 한국플랜트관리, 
지마텍, 크레블, 빌리언21, 환경과학기술, 
21C해양개발, 마린디지털, 마린소프트, 
미래해양, 오션이엔지, 한국해양기술, 
한국해저정보, 오션그래픽, 유에스티21, 
현대이마린, GS-Caltex, 지오룩, SK에너지, 
에너지홀딩스, 에코션, LIG Nex1, SIIS, 
소나테크, Metismake, 지오시스템리서치, 
대양전기

31 34 20 58.8 

해외
산업체 테크닙, 슐럼버저 2 2 2 100.0 

국내
정부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3 8 6 75.0 

해외
정부기관 NOAA 1 6 3 50.0 

합계 70 110 68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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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설문조사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연구원이 약 41%로 가장 많았고, 대학과 산업체가 
약 22%, 그 외 국가기관이 약 15%를 차지함

Ÿ 설문조사 응답자의 전문분야는 해양관측 분야가 약 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는 해양지질, 해양물리, 해양공학이 각각 12~18%를 차지함. 그 외에는 6~7%의 
해양환경, 해양예측, 해양정책, 해양 IT 분야로 집계됨 

3. 기술수요분석의 주요 결과

o 해양관측 무인장비 개별 운용 및 군집 운용의 경험 분석

[그림 2-71] 해양관측 무인장비 개별 운용 경험(위) 및 군집 
운용의 경험(아래) 분석 결과

Ÿ 해양관측 무인장비의 개별 운용에 대해서는 56%가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활용 경험이 없더라도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약 42%를 차지함. 즉 무인
장비의 개별 운용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들어보거나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Ÿ 반면, 해양관측 무인장비를 군집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 70%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22%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응답함. 소수에 해당하
는 약 7%만이 활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직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생소한 면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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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양관측 무인장비 개별 운용의 기대활용 분야와 운용의 어려움 분석

Ÿ 해양관측 무인장비를 개별적으로 운용하여 해양을 관측하는 시스템의 활용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분야는 접근 불가 해역을 관측하는 것, 즉 저수
심 해역이나 어장이 분포하는 해역에 대한 관측 분야가 25%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음. 다음으로는 선박사고나 유류오염 등과 같은 해상재난에 신속대응을 하는 
분야가 약 20%의 응답률을 보임. 그 외에 악천후 시 해황 관측과 저염분수·녹조·적
조 유입 관측, 원거리 해역관측, 정밀자료 관측이 약 10~13%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Ÿ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과정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약 26%가 해상이라는 극한
환경 조건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운용 중 무인장비 손망실 위험이 약 24%로 응답 
됨. 무인장비의 도입 가격의 부담이나 운용 기술의 어려움도 약 18%로 응답 됨

[그림 2-72] 해양관측 무인장비 개별 운용의 기대활용 분야(좌)와 
운용의 어려움(우) 분석 결과

o 해양관측 무인장비 군집 운용의 기대활용 분야와 기술의 어려움 분석

Ÿ 해양관측 무인장비를 군집으로 운용하여 해양을 관측하는 시스템의 활용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분야는 악천후(태풍, 쓰나미 등) 해황 관측이 
3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해상재난 신속대응이 약 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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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보임. 그 외 저염분수·녹조·적조 유입 관측과 원거리 해역관측·동일항로 반
복 관측이 약 10%에 해당함

Ÿ 군집운용 시 기술적 어려움으로는 무인장비의 자율운행·회피기술이 약 22%로 가
장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장비 센싱 통합기술과 장거리 통신기술도 약 18~19%
로 집계되었음. 또한 고신뢰 저지연 통신기술과 자료 전송을 위한 통신기술도 
15~16%로 적지 않은 응답을 보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자동화 처리기술은 약 
8%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2-73] 해양관측 무인장비 개별 운용의 기대활용 분야(좌)와 
기술의 어려움(우) 분석 결과

o 해양관측 무인장비에 필요한 관측 센서 및 시스템 활용 의사 분석 

Ÿ 무인관측장비의 군집운용시 장착해야 할 관측 센서를 조사한 결과, 영상 센서와 
CTD를 장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5%와 21%로 응답 되었음. 수중음향장비와 
기상 센서, 수질 센서도 약 13~16%를 차지함. 그 외에는 중금속 및 오염 센서 
8%, 바이오센서 4%를 차지함

Ÿ 해양무인장비 군집운용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약 47%로 가장 많았으며, 활용이 31%를 차지함. 잘 
모름은 약 21%를 차지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응답자 본인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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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이기 때문이라는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o 국내 무인장비 군집운용 시스템 도입 필요성 분석

[그림 2-75] 국내 무인장비 군집운용 시스템 도입 필요성 분석 결과 

Ÿ 국내에 해양 무인장비 군집운용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설
문조사를 실시는 모든 기관에서 100%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단지 약 10%는 필
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응답을 함

Ÿ 특히 대학과 연구원에서는 필요하나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약 7%를 차지한 반면, 
산업체에서는 약 17%가 필요하나 시기상조라고 응답함. 이러한 현상은 산업체에
서는 무인장비를 해양이라는 현장에서 직접 운용할 때의 어려움을 더 체감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그림 2-74] 해양관측 무인장비에 필요한 관측 센서(좌) 및 시스템 활용 
의사(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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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 무인장비 군집운용 시스템 도입 시기 분석

Ÿ 국내 해양관측 무인장비 군집운용 시스템의 도입 시기를 조사한 결과, 해양물리 
전공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45%로 가장 많았으며, 3
년 이내가 약 31%, 1~2년 이내가 약 21%를 보임. 해양관측 전공자의 경우에는 5
년 이내 도입이 약 56%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내가 약 22%, 그리고 10년 이내
와 1~2년 이내가 약 11%를 차지함. 또한 해양정책 전공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 
도입이 약 50%를 차지하고, 5년 이내와 1~2년 이내가 각각 25%를 차지함

Ÿ 조사결과, 해양정책 분야의 전공자의 50%가 3년 이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즉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에 비해 도입해야 하는 시기를 가장 빠
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2-76] 국내 무인장비 군집운용 시스템 도입 시기 분석 결과

4. 기술수요분석의 종합 결론

가. 무인자동화 군집운용 시스템의 활용 목적

Ÿ 해상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관측(해난사고, 유류오염 등)

Ÿ 조사선의 접근이 어려운 해역의 관측(저수심, 어장, 항만 주변 해역)

Ÿ 악천후 시 해황 관측(태풍, 쓰나미 발생 등)

Ÿ 원거리 해역 관측 및 동일 항로로 반복되는 관측

Ÿ 저염분서/녹조/적조 유입 해역의 상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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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인자동화 군집운용 시스템의 핵심 기술

Ÿ 무인관측장비의 개별/군집 자율운행 및 회피 기술

Ÿ 동종/이종 무인관측장비 간의 센싱 통합 기술

Ÿ 광역 관측망 구축을 위한 장거리 통신 기술

다. 국내 무인장비 군집운용 시스템 도입 

Ÿ 필요성: 필요함(90%), 필요하나 아직 시기상조임(10%)

Ÿ 도입 시기: 5년 이내(46%), 3년 이내(31%), 1~2년 이내(19%)

Ÿ 활용 의사: 적극 활용(47%), 활용(31%)

라. 무인장비 탑재 관측 센서

Ÿ 영상센서(카메라 등) 25%

Ÿ CTD 21%

Ÿ 수중음향 장비(소나, 멀티빔 등) 16%

Ÿ 수질 관측 센서 13%

Ÿ 기상요인 관측 센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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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핵심기술군 도출 

1. 세부과제 분야

o 해양관측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총 3개의 세부과제분야로 기술개발
을 추진함

Ÿ 세부과제 1: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분야

Ÿ 세부과제 2: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분야

Ÿ 세부과제 3: 무인장비 관측자료 관리기술 분야 

세부과제 세부과제 내용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해양관측 무인장비 플랫폼 구축을 위한 무인장비 
자율주행/자동회피 기술 개발 및 무인장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해양통신 기술 개발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해양관측 목적에 따라 무인장비 및 관측센서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관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측전략을 수립하고, 
무인장비를 동종군집/이종군집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센싱 및 운용 
기술, 시나리오 생성 알고리즘 개발 및 실해역에서의 운용을 위한 
관제 플랫폼 설계 및 개발  

무인장비 관측자료 
관리기술

해양관측 무인장비 플랫폼을 통하여 생산되는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분류, 구조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관측결과의 진단을 통해 
관측장비 운용 및 센서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  

[표 2-9] 세부과제 분야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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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과제의 핵심기술군

3. 핵심기술군의 세부요소기술 분석

o 각 세부과제의 핵심기술군의 현재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함

o 각 핵심기술군에 대해 현기술 활용(현재의 국내 기술 적용), 기술 보완(해외기술 도입 
또는 연구개발)으로 구분함

o 기술보완 항목 중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중요도(0~5점)와 
시급성(0~5점)을 매김

세부과제 핵심기술군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Ÿ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Ÿ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성능 향상 기술
Ÿ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Ÿ 다중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기반 해양-육상 통신 연계 기술
Ÿ 실시간 장비 제어를 위한 URLLC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Ÿ 무인장비 운용 기술
Ÿ 관측 센싱 통합 인터페이스 기술
Ÿ 임무 및 데이터 전달 공통화 기술
Ÿ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Ÿ 군집운용 시뮬레이션 기술
Ÿ 이종 공통 통제체계 기술
Ÿ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무인장비 관측자료 
관리기술

Ÿ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
Ÿ 데이터 처리 및 가공기술
Ÿ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Ÿ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Ÿ 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 기술
Ÿ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표 2-10] 세부과제의 핵심기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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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부과제 1: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분야

핵심기술군 핵심기술군의 내용 현기술 
활용

기술보완 기술개발

해외
기술
도입

연구
개발

중요도
(0~5점)

시급성
(0~5점)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다중 센서 퓨전 기술을 이용한 
수중 자기 위치 추정을 통해 
경로생성에 필요한 기본정보 
확보, 시나리오에 맞게 이동 
경로를 계획하고,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경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기술

○ 5 4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성능 향상 

기술

딥러닝 또는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비행/항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깊은) 강화 
학습 기반의 순차적 의사결정을 
통한 비행/항해 성능향상 및 
조류 및 해양변화 적응형 
비행/항해 학습기술 

○ 5 3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광역 해양 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거리 제어 및 정보 전송 
기술, 이를 위한 
HF/VHF/UHF/microwave 통신 
전송/모뎀 기술

○ 5 5

다중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기반 
해양-육상 
통신 연계 

기술

수중에서 운용하는 해양 관측 
플랫폼과 지상 운영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수중 관측 
플랫폼-해상 게이트웨이-지상 
운용자 연계가 가능한 
이종(전파-음파) 중계 게이트웨이 
기술

○ 5 5

실시간 장비 
제어를 위한 

URLLC

해양관측 플랫폼의 실시간, 원격 
제어를 위해 요구되는 
저지연/고신뢰 통신을 달성하기 
위한 라우팅/패킷포워딩, 
매체접근 제어 통신 기술

○ 4 5

[표 2-11] 세부과제 1 핵심기술군의 내용 및 기술개발 필요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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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과제 2: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분야

핵심기술군 핵심기술군의 내용 현기술 
활용

기술보완 기술개발

해외
기술
도입

연구
개발

중요도
(0~5점)

시급성
(0~5점)

무인장비 운용 
기술

드론/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무인선, 웨이브 글라이더, 수중 
글라이더와 같은 무인잠수정 등 
무인장비들의 실운용 기술

○ 5 3

관측 센싱 
통합인터페이
스 기술

관측에 필요한 센서를 
무인장비에 유기적으로 설치, 
동작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 ○ 4 3

임무 및 
데이터전달
공통화 기술

이종의 무인시스템들의 임무와 
데이터 전달을 공통된 경로와 
체계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기술

○ 4 2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저전력 음향 센서를 이용한 
수중 음원 탐지 및 위치추정 
기술, 군집운용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원 탐지 기술

○ 5 3

군집운용 
시뮬레이션 
기술

군집 최적경로 계획, 자율제어, 
운용 시나리오 자동생성을 
지원하는 무인장비 및 관측센서 
시뮬레이터를 개발

○ 3 2

이종공통
통제체계 
기술

무인장비에 최적경로 계획, 
자율제어, 운용시나리오 
자동생성 등을 수행하는 이기종 
공통 통제시스템 개발

○ 3 1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무인장비들과 센서 통합, 
운영전략, 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군집운영을 수행하는 
시스템 개발

○ 5 3

[표 2-12] 세부과제 2 핵심기술군의 내용 및 기술개발 필요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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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과제 3: 무인장비 관측자료 관리기술 분야

핵심기술군 핵심기술군의 내용 현기술 
활용

기술보완 기술개발

해외
기술
도입

연구
개발

중요도
(0~5점)

시급성
(0~5점)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

서로 다른 이종 관측기기의 
메타정보, 데이터정보 등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요소를 분석 
추출하고 지속적 관리, 활용을 
위해 표준안을 설계, 정의하는 
기술(개념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ERD)

○ 5 5

데이터 처리 및 
가공기술

데이터들의 구조 및 포맷을 
변경하여 목표 데이터 셋으로 
생성해 내는 기술로서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R 
programming, python, VBA 
등)

○ ○ 5 4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데이터 네트워킹: 원격지에 있는 
파일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정해진 규격과 방법에 
의해 일정 주기로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고 전송된 파일을 읽어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 
저장하는 일련의 데이터 
네트워킹 및 저장된 서버 
데이터를 말단 장치에 
표출(제공)하는 상호 네트워킹 
기술

○ 4 3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잘 구조화된 데이터 모델의 
집합체로서 지속가능한 데이터의 
축적과 관리, 활용, 고급 
통계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과 
공간데이터 모델을 동시에 관리,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ETL, 
OLAP, SDE 등)

○ 3 3

[표 2-13] 세부과제 3 핵심기술군의 내용 및 기술개발 필요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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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 
기술

데이터의 유효성 판별, 식별 및 
정상 유무, 이상값 검출 등, 
통계분석 기법을 이용한 
자료분석 기술 및 관련 기법을 
혼합한 자체 알고리즘을 
코딩하여 구현할 수 있는 통계학 
지식과 프로그래밍 기술(R 언어 
등)

○ ○ 4 3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파일 서버나 DB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수치를 
표출하는 기술 및 위치정보에 
기반한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웹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대시보드 인터페이스, WebGIS 
서비스, 실시간 위치정보 매핑 
서비스) 

○ ○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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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특허동향 분석

1. 특허기술 Landscape

가. 주요출원국 기술개발 활동현황

o 주요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Ÿ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주요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
국이 456건(44%)으로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
어 한국이 291건(28%), 일본 202건(20%), 유럽 83건(8%)의 순으로 분석됨

Ÿ 주요출원국의 전체 연도별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으며, 최근 10년 지속적인 출원 건수의 상승이 있었음. 이는 미국 및 한국
의 국가별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한국의 출원 건수 상승경향에 기인한 것
으로 분석되며, 현재 미국과 한국이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주요 기
술 주도국인 것으로 분석됨

Ÿ 한국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은 미미하였으나 2000년 이후 출
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출원
국 특허출원 상승 경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증가
는 2001년 해양수산부의 ‘국가해양관측망 기본계획’ 설립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관련 기술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Ÿ 미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6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서며 다소 연구개발 활동이 주춤하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출원건수
가 증가하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2014년부터 2018년

[그림 2-77] 연도별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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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미 해군은 무인자율수중체계 관련 연구개발, 구매, 유지보수를 위해 약 19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개발 환경으로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것
으로 사료됨

Ÿ 일본의 경우에는 80년대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일본 및 유럽의 경우 
출원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연구 개발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사료됨

o 주요 출원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그림 2-78] 주요 출원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Ÿ 전세계의 44%(456건)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내외
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76%(346건), 외국인이 24%(110건)의 특허를 출
원하여 내국인에 의한 특허 출원이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국적 출원인
에 의한 특허 출원을 좀 더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국적의 출원
인 순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Ÿ 다음으로 28%(291건)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내외
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92%(268건)로 내국인에 의한 특허
출원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에 의한 특허 출원은 미국 국적(65%, 
13건)의 출원인에 의한 출원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됨. 기술 주도국으로 최근 특허 
출원이 증가한 한국의 경우, 내국인 출원 비율이 92%로 기술자립도가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음

Ÿ 20%(202건)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내외국인 비율
을 살펴보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81%(163건)으로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에 의한 특허 출원은 미국 국적(82%, 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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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에 의한 출원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됨

Ÿ 유럽특허청(8%, 83건)의 경우에는 유럽 국적의 내국인이 57%(47건), 외국인 
43%(36건)으로 다른 주요출원국과 비교하여 내외국인 점유율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경우 미국 국적 출원인이 61%(22건)로 가장 많이 출
원한 것으로 조사됨. 유럽의 경우에는 다른 주요출원국과 비교하여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해외기술이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 성장단계 파악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전체 및 해당 국가의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출원 동향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별 특허 출원인
수 및 출원건수를 나타내어, 특허 출원 동향을 통한 기술의 위치를 살펴봄

o 각 구간은 1구간: ~1988년, 2구간: 1989년~1995년, 3구간: 1996년~2002년, 4구간: 
2003년~2009년, 5구간: 2009년~2017년(미공개구간 일부 포함)으로 나누어 분석

o 포트폴리오로 나타난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건수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한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구간 및 2구간의 경우에는 출원인 및 출원건수가 
미미하였으나, 3~5구간으로 갈수록 출원인수 및 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꾸
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미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구간 및 2구간의 태동기에서 3~5구간의 성장기
로 출원인 수 및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o 일본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3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으나, 4구간 및 5구간에 들어서며 출원건수가 다소 감소하고 출원인은 소
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성장기에서 성숙기도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됨

o 유럽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4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으나, 5구간에서 출원인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짐. 해당 구간은 
미공개 특허가 존재하는 구간이며, 출원인 및 출원 건수의 감소가 크지 않은 것으로 
유럽 특허의 경우에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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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9] 각 출원국가별 기술시장 성장단계(전체). 1구간: ~1988년, 2구간: 
1989년~1995년, 3구간: 1996년~2002년, 4구간: 2003년~2009년, 5구간: 
2009년~2017년(미공개구간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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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출원인 특허동향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주요 출원인 Top20을 추출한 결과, 상위 20개 
출원인 중 한국 및 미국 국적이 6개사, 일본 국적이 5개사, 유럽(독일) 국적이 3개사
로 주요출원국의 국적이 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IBM, 한국의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및 대우조선해양, 일본의 NEC가 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이들 주요 출원인들의 주요 시장국과 최근 연구활동 및 주력 기술분야를 파악하기 위
하여 주요 시장국별 출원 건수, 최근 5년간의 특허출원 증가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요 출원인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출원인 
국적과 유사하게 주요 시장국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특허
출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83%, BOEING CO 75%,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69%,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각각 67%로 한국 국적 출원인
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됨

o 해당분야의 상위 20개의 출원인들은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에 대한 기술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기술 분야에 주력하는 것으로 조사됨

o 한국 국적 출원인들은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국적 출원인들은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기술 분야
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o 일본 및 유럽 국적 출원인들은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음

o 출원국가별 주요 출원인 Top10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4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현대
중공업과 한국해양대학교가 뒤를 잇고 있음

o 미국특허청을 살펴보면, IBM 31건, US NAVY 22건, MICROSOFT 15건으로 IBM사
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일본특허청의 경우에는 NEC 23건, 
HITACHI 19건, MITSUBISHI HEAVY 10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SIEMENS AG 및 ATLAS ELEKTRONIK 각각 5건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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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출원인

출원
인 

국적

주요 IP시장국 (건수, %) 최근 
5년 
출원 
비율

주력기술 분야한국 미국 일본 유럽 IP
시장국 
종합KR US JP EP

IBM 미국 0
(0%)

31
(86%)

4
(11%)

1
(3%) 미국 11%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한국 24
(92%)

0
(0%)

1
(4%)

1
(4%) 한국 69%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대우조선해양 한국 24
(100%)

0
(0%)

0
(0%)

0
(0%) 한국 83%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NEC 일본 0
(0%)

1
(4%)

23
(96%)

0
(0%) 일본 0%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US NAVY 미국 0
(0%)

22
(100%)

0
(0%)

0
(0%) 미국 9%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MICROSOFT 미국 0
(0%)

15
(71%)

3
(14%)

3
(14%) 미국 5%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HITACHI 일본 0
(0%)

0
(0%)

19
(100%)

0
(0%) 일본 5%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ORACLE INT 미국 0
(0%)

12
(100%)

0
(0%)

0
(0%) 미국 8%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MITSUBISI 

HEAVY IND 일본 0
(0%)

0
(0%)

10
(100%)

0
(0%) 일본 10%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LOCKHEED 미국 0
(0%)

10
(100%)

0
(0%)

0
(0%) 미국 50%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현대중공업 한국 9
(100%)

0
(0%)

0
(0%)

0
(0%) 한국 11%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MITSUI ENG & 

HIPBUILD 일본 0
(0%)

0
(0%)

9
(100%)

0
(0%) 일본 0%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ATLAS 

ELEKTRONIK 독일 0
(0%)

4
(44%)

0
(0%)

5
(56%) 유럽 22%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BOEING CO 미국 0
(0%)

4
(50%)

3
(38%)

1
(13%) 미국 75%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SIEMENS AG 독일 0
(0%)

2
(29%)

0
(0%)

5
(71%) 유럽 57%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FURUNO 

ELECTRIC CO 일본 0
(0%)

2
(29%)

5
(71%)

0
(0%) 일본 0%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인하대학교 한국 5
(83%)

1
(17%)

0
(0%)

0
(0%) 한국 17%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SAP AG 독일 0

(0%)
5

(83%)
1

(17%)
0

(0%) 미국 17%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 4

(67%)
1

(17%)
1

(17%)
0

(0%) 한국 67%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한국해양
대학교 한국 6

(100%)
0

(0%)
0

(0%)
0

(0%) 한국 67%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표 2-14] 경쟁자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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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0] 각 출원국가별 주요 출원인 특허동향(전체)  

라. 신규 시장 진입자 현황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분야에 2013년 이후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출원인
을 각 주요출원국 별로 살펴봄

o 한국특허청의 경우 하나시스 및 창원대학교와 같이 자국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신규 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무인자동화 해양관츨 플랫폼 기술의 
특허 출원 상승 동향(성장기)에 맞추어 연구개발 활동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AMAZON TECH, GOOGLE 등이 신규로 진입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특허청 또한 특허 출원 상승 동향에 맞추어 신규 진입자가 
증가하며 연구개발 활동 저변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o 반면, 일본 및 유럽의 경우에는 신규 진입자가 각 2개사로 조사되어 한국 및 미국과 
비교하여 특허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유럽의 CGG SERVICES SAS 사의 6건 
특허 출원과 같이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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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유럽

출원인명 건수 출원인명 건수 출원인명 건수 출원인명 건수

하나시스 3 AMAZON TECH 4 OBIC 4 CGG SERVICES 
SAS 6

창원대학교 3 GOOGLE 3 NIPPON 
YUSEN KK 2 NOKIA 

THCHNOLOGY 2

국민대학교 2 MESCAL IT 
SYSTEM 3

썬커뮤니케이션 2 DELL 
SOFTWARE 3

동명대학교 2 INTEL 3

지마텍 2 UNMANNED 
INNOVATIONS 2

지오테크시스템 2 SZ DJI
THCHNOLOGY 2

부경대학교 2 AWARE 2

서울대학교 2 CM HK 2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2 LIQUID 

ROBOTICS 2

군산대학교 2 OCEANEERING 
INT 2

[표 2-15] 주요 IP 시장국에서의 신규 진입자(잠재적 경쟁자). (2013~2017년 자료)



- 128 -

2. 세부기술 분석

가.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o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Ÿ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총 255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
을 살펴보면, 미국이 132건(52%)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
음으로 한국 71건(28%), 일본 및 유럽 각각 26건(10%)으로 조사됨

Ÿ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초반 및 2012년 급격하게 특허 출원이 증가하
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및 한국의 출원 건수 상승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Ÿ 한국특허청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2000년 이후 출원 건수가 증가하며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으로 조사됨 

Ÿ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꾸준히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특히 2010년 이후 특허출원이 급상승하
며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Ÿ 일본 및 유럽특허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초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
며, 특허 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꾸준히 특허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조
사됨 

[그림 2-81]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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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 성장단계 파악

[그림 2-82] 각 출원국가별 기술시장 성장단계(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1구간: ~1988년, 2구간: 1989년~1995년, 3구간: 1996년~2002년, 4구간: 
2003년~2009년, 5구간: 2009년~2017년(미공개구간 일부 포함))

Ÿ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의 포트폴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
로 분석됨

Ÿ 한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3구간의 경우에는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미
미하였으나, 4~5구간으로 갈수록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Ÿ 미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구간에서 5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기술 위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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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3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4구간 및 5구간에 들어서며 출원건수 및 출원인 수가 소폭 감
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들어 선 것으로 분석되나 특
허건수 및 출원인수가 적어 연구개발 관심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됨

Ÿ 유럽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4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5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남. 해당 구간은 미공개 특허가 존재하는 구간으로 유럽 특허의 경우에는 성장
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o 연도 구간별 소분류 기술 동향

[그림 2-83] 소분류별/연도별 특허동향(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AA),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 (AB),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AC),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 (AD),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 (AE). 

Ÿ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는 총 5개의 소분류로 나뉠 수 있으며, 전
체적인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음

Ÿ 각 소분류별 기술은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AA),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 (AB),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AC),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 (AD),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 (AE)로 구분됨

Ÿ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AA)은 90건(35%)으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 중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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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이 시작되어 꾸준히 진행되어오다 최근 2010
년 이후 특허 출원건수가 급상승하며 장애물 회피 관련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Ÿ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 (AB)은 9건(4%)으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
양통신(A) 분야 중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 기술은 
비교적 최근인 2013년 이후 첫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기술 연구 개발 
분야로 고려될 수 있음

Ÿ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AC) 기술은 85건(33%)으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 중 두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다소 출원 건
수의 증감은 있으나 AA 기술 분야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
로 분석됨

Ÿ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 (AD) 기술은 38건(15%)으로 조사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어 지속적인 특허 출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

Ÿ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 (AE) 기술은 33건(13%)으로 조사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특허 출원 활동이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나.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o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그림 2-84] 연도별 특허동향(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Ÿ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총 319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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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미국이 110건(35%)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
로 한국 103건(32%), 일본 73건(23%), 유럽 33건(10%))으로 조사됨

Ÿ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비교적 빠른 1960년대 중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다소간의 출원 증감이 있으나 꾸준히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 2000
년 중반 및 2012년 이후 급격하게 특허 출원이 증가하며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
폼(B)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출원 동향은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됨

Ÿ 한국특허청의 경우, 2000년 중반 이전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출원 증가를 보이며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
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Ÿ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꾸준히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2010년 이후 특허출원이 급상승
하며 한국과 함께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Ÿ 일본 및 유럽특허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특허 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꾸준히 특허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o 기술 성장 단계 파악

Ÿ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의 포트폴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
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Ÿ 한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구간 ~ 3구간의 경우에는 출원인 및 출원 건
수가 미미하였으나, 4 ~ 5구간으로 갈수록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
고 있어,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Ÿ 미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구간 ~ 2구간에서 소폭 출원인 수 및 출원 건
수의 감소가 보였으나 이후 5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증가
하는 것으로 기술 위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Ÿ 일본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 ~ 2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증가
하였으나, 3구간에서 출원인 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4구간에서는 출원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출원인 수에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5구간에 들어서며 다
시 출원건수 및 출원인 수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쇠퇴기에서 회
복기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에 대한 연구 개
발 환경이 다시 조성된 것으로 보여짐 

Ÿ 유럽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 ~ 4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5구간에서 출원인 수의 정체 현상이 보여지나, 기술의 위치는 성
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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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 각 출원국가별 기술시장 성장단계(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1구간: ~1988년, 2구간: 1989년~1995년, 3구간: 1996년~2002년, 
4구간: 2003년~2009년, 5구간: 2009년~2017년(미공개구간 일부포함)

o 연도 구간별 소분류 기술 동향

Ÿ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는 총 6개의 소분류로 나뉠 수 있으며, 전체적
인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음

Ÿ 각 소분류별 기술은 무인장비 운영기술 (BA), 관측센서 통합기술 (BB), 음향 센서
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BC),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 (BD),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 (BE),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BF)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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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무인장비 운영기술 (BA)은 112건(35%)으로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 중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
발이 시작되었으나 간헐적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고, 1990년 초반에 들어서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최근 2015년 이후 특허 출원건수가 
급상승하며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 분야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2-86] 소분류별/연도별 특허동향(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무인장비 운영기술 (BA), 관측센서 통합기술 (BB),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BC),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 (BD),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 (BE),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BF).

Ÿ 관측센서 통합기술 (BB)은 95건(30%)으로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에서 
BA, BC 기술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 기
술은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특허 출원이 시작되었으나 1990년 초반에 들어서며 
지속적인 출원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최근 들어 다소 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출원 증감을 반복하며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Ÿ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BC) 기술은 99건(31%)으로 무인장비 군집운
용 플랫폼(B) 분야 중 두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 
첫 출원을 시작으로 다소 출원 건수의 증감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이
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Ÿ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 (BD) 기술은 9건(3%)으로 조사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나 간헐적으로 특허 출원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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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 (BE) 기술은 3건(1%),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BF) 기술은 1건으로 조사됨

다.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o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그림 2-87] 연도별 특허동향(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Ÿ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총 458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
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214건(47%)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다음으로 한국 117건(26%), 일본 103건(22%), 유럽 24건(5%)으로 조사됨

Ÿ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꾸
준히 상승하다 2000년에 들어서며 다소 상승세가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연구개발 초기에는 일본이 주도하는 것으
로 보였으나 중반에 들어서며 미국의 주도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한
국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며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Ÿ 한국특허청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원 건수가 증가하며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는 것으로 조사됨 

Ÿ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000
년대 초반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소 특허 출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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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음  

Ÿ 일본특허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나, 상승 또는 감소의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
으로 보이며, 연구개발 관심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살펴짐

Ÿ 유럽특허청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일본특
허청의 경우와 같이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특허 출원 건수를 유지하
는 정도로 살펴짐 

o 기술 성장 단계 파악

Ÿ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의 포트폴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Ÿ 한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구간 ~ 2구간의 경우에는 출원인 및 출원 건
수가 미미하였으나, 3 ~ 5구간으로 갈수록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
고 있어,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5
구간의 경우에는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급성장하며 연구개발 관심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여짐

Ÿ 미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2구간에서 4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5구간의 경우 다소 출원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미공개 
구간이 포함된 것으로, 미국특허청의 기술 위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Ÿ 일본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 ~ 4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5구간에 들어서며 출원건수 및 출원인 수가 감소하는 것으
로 분석됨. 미공개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특허의 기술 위치를 쇠퇴기에 들어 
선 것으로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Ÿ 유럽특허의 경우에는 출원인 수 및 출원건수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하
기엔 정량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됨

o 연도 구간별 소분류 기술 동향

Ÿ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는 총 6개의 소분류로 나뉠 수 있으
며, 전체적인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꾸준히 상승하다 2000
년에 들어서며 다소 상승세가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소폭 상
승한 것으로 조사됨

Ÿ 각 소분류별 기술은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 (CA),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 (CB),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CC),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CD), 
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 (CE),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
시화 기술 (CF)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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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 (CA)은 14건(3%)으로 조사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연
구개발이 시작되어 간헐적으로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Ÿ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 (CB)은 37건(8%)으로 조사됨. 해당 기술은 1980년대 후반 
처음 특허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 중후반부터 비교적 지속적으로 특허 활
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연구 개발 활동이 명목상 지속되는 수준인 것
으로 판단됨

Ÿ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CC)은 66건(14%)으로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
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CF 기술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연구개발이 시작된 비교적 최근 기술로 특허 출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2014년 출원건수가 급상승하며 연구개발 활동
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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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8] 각 출원국가별 기술시장 성장단계(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1구간: ~1988년, 2구간: 1989년~1995년, 3구간: 1996년~2002년, 4구간: 
2003년~2009년, 5구간:2 009년~2017년(미공개구간 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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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9] 소분류별/연도별 특허동향(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 (CA),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 (CB),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CC),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CD), 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 (CE),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CF). 

Ÿ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CD)은 251건(55%)으로 조사되어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 비중을 차지하며 독보적
인 기술 분야를 구축하고 있음. 1980년대 중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
대 중반까지 꾸준히 특허 출원 상승세를 이어오다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음

Ÿ 통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 (CE)은 25건(6%)으로 조사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지속적인 특
허 출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Ÿ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CF)은 65건(14%)으로 생산자료 관
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CC 기술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인 특허 출원 활동이 이어지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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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 History 분석

o IP History 분석은 주요출원인 또는 주요발명자를 기준으로 연도별 주요 기술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각 중분류별 주요출원인을 도출하고, 해당 출원인의 연도별 기술 동향
을 살펴봄

가.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 IP History

o 각 소분류별 기술은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AA), 딥러닝 기
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 (AB),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AC), 이종 통신 중
계를 위한 게이트웨이 (AD),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 (AE)로 구분됨

o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출원인은 US 
NAVY(10건)로 조사됨

o US NAVY는 1987년 무인장비 자율윤용 및 해양통신과 관련된 특허를 처음 출원하
였으며, 비교적 최근인 2013년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o US NAVY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해당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1987년부터 2012년까지 총 9건의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AC)  기술(연두색 바탕 배경으로 도식)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였고, 2013년 1건의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AA)과(파란색 바탕 배경으로 도식) 
관련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US NAVY의 경우, AC 기술에 대한 특허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며, 최근 들어 AA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새롭게 나
타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o US NAVY의 경우에는 모두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것으로 해외 기술 권리화에 소극적
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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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0] A 분야 주요출원인-US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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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 IP History

o 각 소분류별 기술은 무인장비 운영기술 (BA), 관측센서 통합기술 (BB),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BC),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 (BD),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 (BE),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BF)로 구분됨

o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출원인은 대우조선
해양(17건)으로 조사됨

o 대우조선해양은 비교적 최근인 2011년부터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16년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
타남

o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해당 소분
류 기술을 살펴보면 무인장비 운영기술 (BA) 기술(파란색 바탕 배경으로 도식)과 관
련된 특허를 총 11건 출원하여 가장 높은 특허 집중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BC)과(연두색 바탕 배경으로 도식) 관련된 특허를 총 
5건, 관측센서 통합기술 (BB)과(붉은색 바탕 배경으로 도식) 관련된 특허를 1건 출원
한 것으로 조사됨 

o BA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초기 시기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한 관
심도와 집중도를 가지고 특허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BC와 관련된 기술
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집중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아
직까지 관련 분야의 특허 출원은 진행되고 있지 않음. BB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에는 
2015년 처음 출원한 것으로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새로운 
니즈에 의해 연구 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o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향후에도 BA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특허 17건 모두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것으로 해외 기술 권리화
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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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1] B 분야 주요출원인-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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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 IP History

o 각 소분류별 기술은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 (CA),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 (CB),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CC),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CD), 데이
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 (CE),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
술 (CF)로 구분됨

o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출원인은 
IBM(33건)으로 조사됨

o IBM은 1992년부터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
하였으며, 2015년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o IBM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해당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CD) 기술(보라색 바탕 배경으로 도식)과 
관련된 특허를 총 29건 출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특허 집중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
로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CC)과(연두색 바탕 배경으로 도식) 관련된 
특허를 총 3건,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CF)과(주황색 바탕 배
경으로 도식) 관련된 특허를 1건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o CD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초기 시기인 199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한 관
심도와 집중도를 가지고 특허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CC와 관련된 기술
의 경우에는 1997년 2건, 2009년 1건을 출원한 것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필요에 
의해 또는 파생적으로 개발된 특허라 사료됨. CF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에는 2013년 
처음 출원 특허 기술 분야임

o IBM의 경우에는 CD와 관련된 기술 특허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분야의 특
허 집중도 및 연구개발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향후에도 CD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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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2] C 분야 주요출원인–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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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분석 종합결론

o 본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특허동향조사 보고서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에 대하여 특허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술 수준, 국가의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진행함

o 본 특허동향조사를 위하여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관련 특허 조사를 실시
하여 특허 모집단 9,562건을 도출하였으며, 기술분류기준에 의한 유표 특허 1,032건
을 선별하여 특허 동향 분석을 진행하였음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주요출원국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456건
(44%), 한국이 291건(28%), 일본 202건(20%), 유럽 83건(8%)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
졌으며, 미국과 한국이 주요 기술 주도국으로 분석됨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
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주요 출원인 Top20을 추출한 결과, 상위 20개 
출원인 중 한국 및 미국 국적이 6개사, 일본 국적이 5개사, 유럽(독일) 국적이 3개사
로 주요출원국의 국적이 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IBM, 한국의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및 대우조선해양, 일본의 NEC가 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이들 주요 출원인들의 최근 5년간의 특허출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83%, BOEING CO 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9%,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이 각각 67%로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
인됨

o 한국 국적 출원인들은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국적 출원인들은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기술 분야
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o 세부 기술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총 255
건)의 경우, 미국이 132건(52%)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
로 한국 71건(28%), 일본 및 유럽 각각 26건(10%)으로 조사됨.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총 319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110건
(35%)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 103건(32%), 일
본 73건(23%), 유럽 33건(10%))으로 조사됨.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총 458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214건(47%)로 가
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 117건(26%), 일본 103건
(22%), 유럽 24건(5%)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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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세부기술의 포트폴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모두 특허 출원인과 특
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시장별 세부기술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은 대부분의 세부기술 분야에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
술에 있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 일본, 유럽의 순으
로 뒤를 잇는 것으로 분석됨

o 핵심특허 분석을 통하여 음향 수중 안테나, 상기 안테나를 구비한 Ｕ―보트 및 상기 
안테나를 이용한 타겟의 방향 탐지, 위치 탐지 및/또는 분류를 위한 방법, 자동기록
식 수중청음기 및 이를 이용한 선박 수중방사소음 측정장치 및 그 방법, 선체부착형 
음파탐지기 및 이를 구비한 선박 등의 특허가 도출되었으며, 기술적 특징으로는 음향
의 탐지성능 향상, 여러개의 부이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병합하는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음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중 해양 또는 수중에서 활용하기 위한 ‘다수의 무
인 장비들이 협력하여 군집운영 및 편대운영을 위한 운영전략 기술’ 및 ‘이기종 무인 
관측기기의 통합 운영’ 과 관련된 분야의 경우 국내외 관련 특허 또는 핵심특허가 많
지 않아 지재권 장벽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출원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연
구 개발을 통하여 원천특허의 확보 및 국내외 특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됨

o 따라서 해양 또는 수중에서의 무인 장비 군집 운영 기술 및 이기종 무인 관측기기의 
통합 운영과 같은 기술에 대한 지재권 확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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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환경분석 결과의 종합 시사점

1. 자율운행 및 해양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

o 미자율운행 기술은 개별 시스템에 대한 것보다 그룹형 구성과 각각의 목적 및 환경에 따른 
운용기술(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요

o 연안의 경우 어장이 많고 어업활동이 빈번함으로 무인장비 이동경로 결정에 어장 정보 반영 
등 실시간 장애물 회피 기술 개발이 필요

o 해양 무인장비 운영에서 실시간 통신 문제가 가장 어려운 장애 요인임

o 무인관측 시스템 운용개념과 구성 등을 구체화한 후 각 시나리오에 적합한 통신기술 연구가 
필요

o 육지에서의 통신 중계기나 AWS 망처럼 해양통신 중계 시스템을 고려

o 해양통신 클러스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DART 부이의 개념처럼 수중통신 거점 중계기나 모선
에 중계기 탑재 방안을 고려

o 해상 및 수중통신의 도달거리/응답시간에 따른 통신 설계방안 도출이 필요

o 해수부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사업이 어려웠던 이유를 신중히 고려

o 해상에서 위성을 이용한 통신(예, iridum)과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한 통신을 주로 고려할 것
으로 예상되니, 해상통신의 경우 가용한 국내 기술이 있으면 해외 의존도를 낮추어 통신비용 
절감 및 효율을 늘리는 방안 고려

o 수중-해상-육상 통합 실시간 4D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무인장비의 장시간 운용이 필요하
며 연료 엔진 탑재 무인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o 수중 무인 플랫폼 운용시 수중위치 및 수중통신의 정밀도 수준이 현재 미흡하여 실용화를 위
해서는 해상 플랫폼 역할이 중요함

o 자율운행 기술은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핵심 기술로 판단되며, 육상 자율 주행
이 정해진 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반면, 해상에서의 자율 주행은 정해진 루트를 따라 스스로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 과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자율운행은 단순히 정해진 루트를 
따라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해상 사고, 해상 오염, 극한 기상 등)에서도 자료 수
집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장애물 감지, 판단, 제어를 통틀어 구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요
구됨

o 해상 사고 조사, 극한해역 조사, 장애물 많은 연근해 해역 조사 등의 경우, 위험요소 회피 기
술이 주요 기술로 판단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전자 및 음향 센서 등이 장애물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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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될 것이므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센서 제어 기술이 요구되고, 획득된 자료를 분석
하여 새로운 루트를 설정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를 종
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실험실 및 실해역 시험을 거쳐 완성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임. 이 분야의 연구 기간은 최소 10년 정도까지 연속적일 필요가 있음. 단, 연
구 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를 고려하여, 본 과제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통신 분야는 육상 통신과 수중 통신이 결합된 형태로 보임. 기존의 육상 통신 기술과 수중 
통신을 접목시키는 인터페이스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됨. 기존 수중 통신 분야를 선도하는 
KIO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팀에 의해 기획되었으므로 최첨단의 해양통신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수중 음향 통신 장비를 소형, 저잡음형, 절전형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무인자동화 장비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이 완성되면 산업 측면에서도 부가
가치 높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이 분야의 연구는 해양 무인자동화 장치의 원천기술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 과제를 시발점으
로 하여 연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특히 무인자동화 장비의 자율운행 기술
은 머신러닝을 뛰어넘어 인공지능까지 포함하는 최첨단 분야이므로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
수적임

o 한반도 주변해역은 해상 교통량이 많고 다양한 조업 활동이 많아 자율 운용을 위해서는 운용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위험도 평가 기술과 최적화 임무 설계 기술이 요구됨

o 임무 설계시에 어떠한 변수를 어떠한 시공간 해상도로 측정할 것인지에 따라 운용 방식이 달
라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무인 관측이 필요한 변수와 요구되는 시공간 해상도에 대한 내용이 
기획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함. 또한 해당 변수를 최적화하여 관측하기 위해서 필
요한 무인 장비들에 대한 선정이 필요함

o 각 관측 변수에 요구되는 자료 품질 수준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활용성이 낮은 
자료가 생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무인 관측 체계에 활용될 각 장비들은 백화점 식으로 나열될 것이 아니라 요구 운용 정밀도 
및 범위, 빈도 등이 비용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실제 운용 시험 과정을 통
해 운용 실패나 장비 손실 빈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해양 관측에 필요한 장비의 우선 순위
가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측정하는 관측 자료의 정확성 및 활용성의 고려도 우선 순위 결정
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자율운항의 핵심인 항법 기술과 원격 운용의 필수 요소인 통신 기술은 해상환경과 수중환경
의 운용 조건이 극명하게 다르므로 별도의 기술 개발 계획과 노력이 요구됨

o 수중과 수상을 망라하고 해당 주제들은 이미 오랜 시간 다양한 과제를 통해 많이 연구개발이 
수행되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 것이 사실임. 이를 감안할 때, 기획과제 보고서에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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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의 기술 요소들이 기존 연구과제와 중복성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과제화를 위해
서는 연구의 차별성과 필요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동종·이종군집 무인장비 운용 분야의 주요 이슈

o 해양 무인장비의 군집운용 및 군집제어가 용이하지 않음

o 다수의 동종/이종 무인관측 플랫폼 운용을 위해서는 운용자(사람)가 최소한 개입하는 가상물
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 프로그램이 필요함(평창 드론, 미해군 Swarm 
Diver(Aquabotix 뉴스))

o 군집운용 군작전 예(상륙전, 연안 수중 방화벽 및 기뢰탐색, Surf Zone 탐색, 선박 상륙대원 
안전보장 등)

o 무인관측 시스템 요구조건이나 성능을 설정한 후 이에 적합한 센싱 기술 플랫폼 구축

o 수중 무인장비의 경우 (준)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중항법 체계도 고려(Kongsberg 
K-Mate Platform)

o 군집운용을 위한 전용 프로토콜 표준화 등에 의미를 두면 사업 내용이 너무 커짐

o 고해상도 재분석 자료 또는 지역 대기 및 해양 수치모델 자료를 활용하여, 목적한 미션에 관
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동종/이종 무인장비를 배치하고 동시간 동일지역의 현장관측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4차원 해양 수치모델 자료를 이용하여, 가상의 샘플링과 자료의 재현
(reconstruction)을 수행하는 연구를 병행하여 동종/이종배치에 관한 현장능력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 함

o 군집 무인장비를 이용한 관측의 장점은 크게 1) 군집이 활동하는 일정 구역 내에서 3차원 관
측 자료 획득, 2) 변화가 가장 심한 극천해 해역에 대한 관측자료 획득, 3) 재해 발생 지역에
서도 관측자료 획득 가능 등임. 군집 무인장비 관측을 도입하면, 1차원 또는 2차원 자료를 
이용하여 3차원 해석을 시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학적 오류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현
재까지 관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극천해 해역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해양 전반에 대
한 이해도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o 무인장비를 동종과 이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작동 방법의 차이, 측정 물리량의 차이 등으로 
구분될 것으로 생각됨. 즉, 측정 물리량에 따라 측정 방법, 측정 간격, 측정 지점, 측정 밀도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무인장비의 운영 플랫폼은 동종 군집과 이종 군집을 분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하지만 이종 군집 무인장치를 운영해야 할 경우, 군집의 움직
이는 방향이 및 자료 밀도 등을 고려한 보다 복잡하고 치밀한 운영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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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군집 무인장비 운영 시, 새로운 무인장비의 개발과 기 개발된 무인장비의 도입을 모두 포함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새로운 무인장비 개발의 경우, 자율운행 모듈 및 통신 모듈을 탑
재하여 제작되므로 개발된 플랫폼을 적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 개발된 
무인장비의 도입 시, 기존의 시스템에 새로운 모듈들을 탑재할 경우, 기 생산된 무인장비와
의 충돌 또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산기관과 긴밀한 정보 교류가 필수적임

o 본 과제의 자율운행 및 음향통신 기술이 탑재된 무인장비 활용 : 무인관측 해양플랫폼의 개
발과 무인장비 하드웨어의 개발이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무인관측 해양 플랫폼을 적용하여 
실험하고, 성능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되기 어려울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군
집 무인장비 운용을 위한 단순 테스트용 무인장치를 단기간에 제작하여 개발 단계의 무인관
측 해양플랫폼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함

o 실제 현장 투입 가능한 군집 무인장비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해양, 
기계, 전기 및 전자, 재료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

o 마지막으로 군집 무인장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함으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을 적용하
여 실험하기 위한 군집 무인장비의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모든 무인장
비를 대상으로 할 경우, 5년이라는 연구기간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

o 결정된 관측 변수와 요구되는 시공간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 군집 운용이 필요한 것이므로 
관측 목적과 방식에 따라 군집 운용 방법이 결정되어야 함. 예를 들어 시간적인 변화가 빠르
지 않은 해저지형과 같은 관측은 군집 운용이 필요 없으나, 전선역이나 에디 등과 같은 특정 
현상을 추적하는 목적에는 10 km 이상의 거리를 둔 (10 km 이하는 해당 목적에는 큰 의미
가 없음) 군집 운용이 필요하며, 이 경우 수중통신을 활용한 군집 운용은 현재 기술로 불가
능함. 따라서 관측 목적과 변수, 필요성에 따라 군집 운용 방식과 구성 등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기술이 달라지므로 기획단계에서 목표로 하는 관측이 우선적으로 결정되
어야 함

o 현재 기획하고 있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은 operational observation을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래야 여기서 생산된 일관성이 있는 자료를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특정 현
상의 추적과 같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자료는 개별 연구자의 연구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됨. 따라서 operational observation의 세부 목표 (변수 및 시공간 해상도, 정확도 등)가 
결정되면 이를 위한 다종 장비 군집 구성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실제 활용 가능한 적합한 
군집 운용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다수 무인시스템 군집운용의 실제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통신에 기반한 개체간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수중 통신의 경우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높으므로 본 
과제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지양하되 한정된 정보를 활용한 최적 운용 기술 개
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임. 해상 및 무인기 시스템의 경우 전파 통신망 공유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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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므로 협업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종 시스템 간에도 운용 소프트웨어의 호환
성을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o 통신 기술과 별도로, 협업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군집 운항(formation 
flight/navigation)과 같은 다 개체 경로 계획 외에 보다 임무 계획(mission planning)을 포
함한 보다 상위 레벨에서의 협업 운용 알고리즘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

3. 관측자료 관리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

o 무인관측 시스템의 운용특성, 통신체계, 데이터 후처리 지연시간 등에 적합한 특성화된 데이
터 처리기술 개발이 필요

o 해상드론 영상, 수중음파, 음향탐지 데이터 등 실시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내용들에 대한 데
이터 관리·처리 기술 개발 고려

o 위성통신을 활용한 자료 전송을 위해 관측자료 용량 축소 방안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

o 무인자동화에 기반한 해양관측을 위해 각 장비의 특성과 목적하는 관측변수에 대한 정의가 
자료를 이용하고 응용하는 입장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며, 본 과제로부터 획득되는 자료는 라
그랑지안 관점의 자료가 대부분임으로 이를 그리딩/격자화하는 기술과 독립된 타 관측자료와
의 비교 검증도 초기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함

o 관리하고자하는 무인장비 관측자료의 범위를 위성, 관측기지, 탐사 관측 자료까지 총망라하
고 있으며, QC 기법, 자료처리 기법, 자료 분석 시스템과 4차원 관측자료 운용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음. 각각의 소 목표들이 하나의 연구과제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이를 통합한 자료 관리 시스템이 완성되면, 해상 재난, 유류 오
염, 전시 등의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화된 관측자료 관리 시
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하는 것이 될 수 있음. 이는 기존에 완성하지 못하는 재해 대응 시스템
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기관이 수행해야 할 우선 과제에 해당됨

o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표준화하여,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취합되고 있는 해양관측 자료들까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3차원, 4차원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문적 발전은 물론 재해 
대처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존의 무인관측기지의 자료 관리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과의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됨

o 선박에서 관측된 자료, 즉 정밀한 기준 자료로 품질을 평가하고 보정한 선박자료보다 무인 
장비에서 얻어진 자료는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품질 관리 과정과 품질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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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양 자료의 많은 경우, 센서에서 얻어진 값(수온 제외)이 바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함
이 자명하므로, 적합한 자료 처리 과정과 품질 관리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o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면 활용성이 떨어지게 되고 개발한 무인 관측 시스템의 가치가 낮아지
기 때문에 복잡한 DB 시스템이나 web 기반 자료 배포 시스템,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들에 
앞서서 자료 품질 관리 과정의 체계화에 가장 우선적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것
이 필요함

4. 기타 분야의 주요 이슈

o 사업추진 1단계에서 플랫폼 운용 개념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을 수행한 후, 2단계에서 
시범사업으로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적합한 군집운용 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 이후 타 해양
관측 시나리오에 적합한 단계적인 기술개발 고려

o 특정 목적 지향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내용을 해역별·목적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개
별적인 사업 기획이 필요

o 다양한 무인장비 운용을 위한 USCGC의 Drone Carrier와 같은 ‘모함’의 설계 및 개발로 항
공·해상·수중 무인장비를 전개·회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고려

o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청 등에서 개별 무인관측은 시도되고 있으나 향후 군
집운용을 통해 종합적인 해양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o 재난재해 대응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수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용 수로 정보 표준(S-100)’ 개발 사업과 연계될 수 있게 적극 반영

o 타 사업과 차별화를 위해 재난재해에 필수적인 장거리 해양통신 기술, 해양재해·환경을 위한 
무인장비 신속대응 기술, 무인장비 장시간 운용기술, 무인항공기·드론에 탑재된 다양한 영상 
센서(광학, IR, SAR 등)로부터 정보 산출 기술, 다양한 해상·수중 센서들의 융합을 통한 재난
정보 추출 기술, 광역 위성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심각성 파악 및 무인장비 군집운용 시나리
오 연계 기술개발이 필요

o 무인장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생지화학 센서의 경
우 실시간/지연모드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DO, Chl-a, pH, Nitrate, 
particle backscattering, irradiance 센서 등)

o 현재로서는 가용한 플랫폼을 목적하는 미션에 맞도록 이용하되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의 수와 
대체가능한 플랫폼의 구매 및 보유에 대한 예산이 본 과제에 포함되어 긴급한 상황에서 능동
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 및 계획수립이 병행될 수 있다면 보다 성공적인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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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o 주 과제가 자율운행, 육상과 수중 통신, 군집 무인장비 운영, 관측자료 관리로 명시되어 있으
며, 각각의 서브 과제가 최소 10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군집 무인장비 활용 시스템을 5년 내
에 완성하기 위하여 서브 과제간 유기적인 결합이 필수적이며, 하드웨어 제작 및 소프트웨어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o 하드웨어의 경우,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오작동과 훼손 등의 단계
를 거쳐야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실외·실현장에서 수많은 시험을 
수행할 것을 추천함

o 다수 무인시스템을 이용해 관측망을 구축하겠다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나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로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장기 과제화가 이루어진다
면 현재 무인시스템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실제 구현과 운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단, 기획과제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기술 요소들이 중복성의 여지가 있으므로 응용 
관점에서라도 기술의 차별성에 대한 논리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5. 주요 이슈를 반영한 연구개발 방안

o 무인자동화를 이용한 해양관측 플랫폼에 관하여 다각도의 정보 및 관점을 수용하고 이를 통
합한 기획과제로 보임

o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용 개념을 구체화하여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후 단계적 개발과제 
설정

o 군집운용 기술은 무인장비 사용 목적, 현장 환경(조류, 파고, 동해·황해·남해, 연안·외해), 사
용 장비 종류 및 개수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 및 운용체계가 필요

o 군집운용 플랫폼은 장비 특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에 따른 운용방법이 중요함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유기술로 개발하여 재난재해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임

o 현 해양관측 시스템으로는 시·공간적인 Gap이 커서 무인관측 플랫폼으로 해상도를 높이면 
해양예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KIOST의 KUMOS나 해수부 해양생태과의 ‘해양수산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o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 ‘운용개념(operational concept)’에 대한 예

Ÿ 해양 재해재난 중 가장 대표적인 태풍의 한반도 접근 시, 태풍 발달·약화 예측과 강풍·강
우 위험지도 제작에 필요한 정보, 태풍 통과 전후의 관할해역 생태계·수산자원 분포 파악
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동종·이종군집 무인관측장비 플랫폼 운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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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제주도에서 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이르는 동중국해 북부 해역을 대상으로 수중 
글라이더·웨이브 글라이더·무인선 등의 장시간(수 일~1주일 규모) 군집운용과 이어도 
기지를 모선·베이스기지처럼 활용하여 관측할 수 있는 드론·무인항공기 등의 단시간(수 
시간~1일 규모) 군집운용으로 구성

ü 뚜렷한 임무에 가장 적합한 요구 조건을 도출하여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할 기술요소 
식별 및 설계

Ÿ 태안 기름유출과 같은 선박 유류오염 사고에 대응하는 동종·이종군집 무인 관측장비 플랫
폼 운용 개념

ü 유출된 기름의 확산 정도와 오염 범위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종·이
종군집 무인 관측장비 플랫폼 운용

ü 황해 연안 해역과 같이 조류가 우세한 조건에서도 오염원 인근 해역에 최단시간 동
안 접근하여 환경오염 기초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무인선·드론·무인항공기 등의 단시
간 군집운용과 지속적인 확산 모니터링을 위한 장시간 군집운용으로 구성

ü 위성센터처럼 원격탐사 분야와 공동으로 뚜렷한 임무에 가장 적합한 요구조건을 도
출하여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할 기술요소 식별 및 설계

Ÿ 동해 어장 단기 변동 모니터링 혹은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동종·
이종군집 무인 관측장비 플랫폼 운용 개념

ü 동해와 같이 수심이 충분히 깊고 표층을 제외하면 유속이 대체로 강하고 수온이 매
우 낮은 조건에서 해양환경과 생태·수산환경 정보를 단기간 빠르게 혹은 장기간 지속
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수중 글라이더·웨이브 글라이더·무인선 등의 군집운용으로 구
성

ü 동해연구소의 울릉도-독도센터·기지와 공동으로 뚜렷한 임무에 가장 적합한 요구 조
건을 도출하여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할 기술요소 식별 및 설계

Ÿ 해수부 영토과 R&D로 기획하는 만큼 목적성이 중요하지만 단일 목적의 군집운용은 위험
성이 크니, 다양한 재해재난 대응, 공간자료 분해능 보완, 4D 해양관측으로 필요성을 넓
히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ü 위와 같이 몇 개의 운용 개념·시나리오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기술요소가 식
별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몇 가지를 상정하여 그에 맞는 설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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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전략

제1절 연구개발 비전 및 목표

제2절 연구개발 추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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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비전 및 목표

[그림 3-1] 연구개발 비전,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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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추진전략 

1. 전문위원 자문단 구성 및 자문의견 수렴

가. 전문위원 명단

소속 이름 자문 분야 소속 이름 자문 분야

서울대학교 김덕진 위성원격탐사 LIG Nex1 오원천 소나 해양관측

울산과학기술원 김영식 관측장비, 배터리 오션테크 허  신 무인 수상선

대양전기 정봉출 AUV 자율주행 국립수산과학원 이준수 해양관측

한국해양대학교 김준영 무인해양관측 오션테크 문기돈 웨이브 글라이더

한국과학기술원 김진환 무인장비 자율제어 에이에이티 김규중 수중음향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 김희순 해양관측 기상청 서장원 해양기상관측

서울대학교 남성현 해양관측 소나테크 박승수 무인해양관측

한국과학기술원 김성용 해양관측 Metismake 이석형 무인장비 자율제어

국립수산과학원 황재동 위성원격탐사 환경과학기술 이윤균 해양환경 예측

한국해양대학교 최형식 무인해양관측 지오시스템리서치 김성준 수상무인장비 

경북대학교 박종진 무인해양관측 SIIS 김문규 위성원격탐사

국립수산과학원 정희동 해양관측

[표 3-1] 산학연관 소속 전문위원

나. 자문단 의견 반영

Ÿ 각 세부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자문단 구성

Ÿ 간담회, 서면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문위원의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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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연관 협력단 구성 및 협력방안

가. 산학연관 협력 방안 

o 국내 해양관측 무인장비 및 운용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로 구성된 협력단을 
구성함

o 협력단은 각 무인자동화 관측장비의 운영 목적, 종류 및 개수, 배치·운영·회수, 센서 
종류 및 새로운 센싱, 정보처리, 시각화 소프트웨어, 그리고 무인장비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될 지 등의 전반적인 군집운영 계획 수립

Ÿ 각 무인장비 보유 산업체·정부기관·연구원·대학교와 정보교환 정기 간담회 개최

Ÿ 각 무인장비의 장비 디자인, 설계, 활용 우선순위, 그리고 운영 방식 협의로 
시행계획, 관측목적 및 영역, 관측일수, 데이터 획득, 회수 및 필요시 훈련계획 
등을 협의

Ÿ 구매기관과 분야별 연구책임자가 각 무인장비 제작 국가의 제작업체 및 
운영기관과 특허회피 방안 등 정보교환

Ÿ 국내 기관이 보유한 무인자동화 관측장비의 지속적 공동관리 방안, 센싱 기술개발 
및 운용 방법 협의

Ÿ 신규 구입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성 파악, 다목적 센싱 기술개발 및 플랫폼 
공동운용 협력

o 무인장비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산학연관 기관의 현황 분석

Ÿ 각 운영주체 조직별로 보유하고 있는 무인장비 및 공동운영 방법 개발(배치, 운영 
및 회수)

Ÿ 무인장비 활용 센싱 방법 및 향후 수요조사에 의한 센싱 기술개발

Ÿ 군집 무인장비 활용을 위한 신규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및 실해역 현장에 투입할 
운영계획 수립

Ÿ 산업체에 필요한 통신, 자율운행,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센싱 및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Ÿ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으로 관측사업 첨단화, 대형화, 정책 
통합화, 법제도 선진화, 국제화로 해양 관련 4차 산업 기술개발 및 고용증대

o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군집운용 
장비,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구축 기술이전 및 교류를 통한 ODA(공적개발자금)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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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해양관측 무인장비 보유 현황 

o 무인선 보유현황

무인선

보유기관 KIOST KRISO KRISO
보유대수 1대 1대 1대
모델명 16' WAM-V 아라곤 1호 아라곤 2호

규격 전장: 4.87m, 폭: 2.44m 전장: 4.87m, 폭: 2.44m, 
흘수: 0.470m

전장: 8.0m, 폭: 2.3m, 
흘수: 0.415m

무게/배수량 무게: 154kg (기본장착), 
무게: 220kg (설치가능량) 배수량: 2.6ton 배수량: 3.0ton

추진방식 2 × electric outboards
워터젯(덕트  직경 250mm, 
대성마린), 
315HP(YANMAR)

워터젯(덕트 직경 310mm, 
Doen DJ120), 
440HP(YANMAR)

배터리 2 or 4 × 105 Ah Li NM

최대속력 11knot 37knot 43knot (해상상태 4에서 
25knot 이상 항주)

건조연도 건조: 2013년 4월 건조: 2016년 7월

장착장비 AIS,  IMU, 레이다, 
열화상카메라, 라이다

AIS,  INS, 레이다, 
열화상카메라, 라이다, 
파노라마 카메라, 물대포, 
원격경고방송시스템, 
ADCP, CTD

통신장비 주통신:  20km, 16Mbps
보조통신: 30km, 300Kbps

주통신:  20km, 16Mbps
보조통신: 30km, 
300Kbps, 전해역 
300Kbps

기타

2013년 미해군연구소 
(ONR)와 국제무인기협회 
(AUVSI)로부터 Maritime 
Robot Challenge 대회 
참가팀들이 사용할 유일한 
플렛폼으로 선정됨

[표 3-2] 무인선 보유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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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

보유기관 KRISO 오션테크
보유대수 1대 1대
모델명 시제선(건조 중) PHANTOM  I-1650

규격 전장: 8.0m, 폭: 2.4m, 
흘수: 0.423m 전장: 1.65m, 폭:0.7m

무게/배수량 배수량: 3.0ton 무게: 22kg

추진방식
워터젯(덕트 직경 310mm, 
Doen DJ120),
570HP(FPT)

쓰러스터 추진기

배터리 NiMH

최대속력 47knot (해상상태 4에서 
35knot 이상 항주) 10knot

건조연도 건조 중

장착장비

AIS,  INS, 레이다, 
열화상카메라, 라이다, 
파노라마 카메라, 물대포, 
원격경고방송시스템, ADCP, 
CTD

카메라, ADCP 외

통신장비
주통신: 20km, 16Mbps
보조통신: 30km, 300Kbps, 
전해역 300Kbps

RF, WiFi

기타 진회수 시스템  보유

[표 3-3] 무인선 보유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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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중 글라이더 보유현황

수중
글라이더

보유기관 KIOST KIOST 경북대학교/오트로닉스
보유대수 2대 1대 4대
모델명 

(제조사)
Slocum G2 (Teledyne 
Marine Systems)

Slocum G3 (Teledyne 
Marine Systems)

Slocum G2/G3 (Teledyne 
Marine Systems)

규격 전장: 1.5m 전장: 1.5m 전장: 1.5m
무게/탑재량 무게: 52kg 무게: 55kg 무게: 55-70kg
선체소재 알루미늄 합금/카본 복합재 알루미늄 합금/카본 복합재 알루미늄 합금/카본 복합재

배터리 Alkaline (A), Lithium 
(L), Rechargeable (Li)

Alkaline (A), Lithium 
(L), Rechargeable (Li)

Alkaline (A), Lithium (L), 
Rechargeable (Li)

Depth 
rating 200m, 500m, 1000m 200m, 500m, 1000m 1000m

최대수심 200m, 500m, 1000m 200m, 500m, 1000m 350-1200, 700-3000, 
3000-13000km

최대속력 0.7knot 1knot
2knot (추진기 복합)

0.5m/s 이상 (1knots) 
with full drive

위치유지 
성능

100-1000m (해류와 
운용기술에 따라)

지속시간 30일-3월 45일-6월 15-50일, 1-4월, 4-18월

장착장비 CTD CTD

GPS, PressureSensor, 
Altimeter, 
DeadReckoning, SBECTD, 
RDIADCP600kHz, 
ECOpuck optical 
backscattter

통신장비 RF, Iridium RUDICS, 
ARGOS(비상용)

RF, Iridium RUDICS, 
ARGOS(비상용)

RF Modem, Iridium, 
ARGOS, Acoustic Modem

기타

쓰러스터 추진기 
장착(옵션), 
자동부력조절(Auto 
Ballast)

(2016. 6) 8일간 140 km 
울릉도-독도 왕복비행 
(2017. 6) 10일간 2기 동시 
운용 및 위치 유지 운용
(2017. 8) 19일간 440km 
비행 수과원 106 정선라인 
왕복 비행 

[표 3-4] 수중 글라이더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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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웨이브 글라이더 보유현황

웨이브
글라이더

보유기관 KIOST KIOST 오션테크
보유대수 2대 3대 3대
모델명

(제조사) SV2 (Liquid Robotics) SV3 (Liquid Robotics) SV3 (Liquid Robotics)

규격 전장: 2.1m, 폭: 0.6m, 
높이 4~10m

전장: 2.9m, 폭: 1.4m, 
높이 4~10m

전장: 3.05m, 폭: 1.42m, 
높이 0.21m

무게 무게: 90kg 무게: 122kg 무게: 150kg, 탑재량: 
45kg

선체소재 Carbon Fiber Carbon Fiber Carbon Fiber

추진방식 파력 추진 파력 추진 + 쓰러스터 추진 Wave Propulsion

배터리 665 Wh 0.9~4.5 kWh 0.9~4.5 kWh

최대수심 1000m 1000m 1000m

속력 3.0 knot (Max.)
1.8 knot (Average) 

3.0 knot (Max.)
1.8 knot (Average) 

3.0 knot (Max.)
1.8 knot (Average) 

위치유지 
성능 40m radius CEP90 40m radius CEP90 40m radius CEP90

지속시간 1년 이상(실해역) 1년 이상(실해역) 1년 이상(실해역)

구입연도 2015년 2015년 이후 2015, 2016, 2017년

장착장비 기상센서,  파고센서, 
유속센서, CTD 외

기상센서,  파고센서, 
유속센서, 음향탐지센서 외

ADCP, CTD, Wave 
Height, AWS (Weatherh)

통신장비 Zigbee (근거리), Iridium 
SBD (위성)

Zigbee (근거리), Cellular 
(HSPA), Iridium 
SBD(위성)

CDMA, Iridium, Wifi

기타 페이로드를  개조하여 
다양한 센서장착가능

페이로드를  개조하여 
다양한 센서장착가능

[표 3-5] 웨이브 글라이더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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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V 보유현황

AUV

보유기관 KRISO KRISO 오션테크
보유대수 1대 1대 1대
모델명

(제조사) ISiMI 100 (KRISO) ISiMI 6000 (KRISO) Gavia (Teledyne Webb 
Research)

규격 전장: 1.58m, 직경: 0.2m 전장: 4.5m, 직경: 0.6m 전장: 1.8~4.5m, 직경: 
2.0m

무게/탑재
량 무게: 38kg 무게: 749kg, 탑재량: 

20kg 무게: 50~130kg

선체소재 알루미늄 합금

배터리 Lithium polymer 
battery

1.5kW Lithium ion 
rechargeable cells per 
module

Depth 
rating 100m 6000m 500m, 1000m

최대수심 100m 6000m 350~1200, 700~3000, 
3000~13000km

속력 4.0 knot 4.0 knot  5.5 knot 

지속시간 10시간
7-8시간 (3 knots), 
5-6시간 (3 knots, 모든 
센서 가동시)

장착장비

GPS, DVL, ATM, IMU, 
Depth sensor, Docking 
System, Position 
tracking, Sonar 
System, CCD camera, 
AHRS

GPS, DVL, Pressure 
Sensor, Altimeter, INS, 
사이드스캔소나, 멀티빔, 
메탄센서, 수중카메라, 
CTD, 탁도센서,  
Dissolved Oxygen 
Sensor

GPS, Pressure Sensor, 
Altimeter, Dead 
Reckoning

통신장비 RF & Wireless 
Communication WiFi, RF, 수중통신

Wireless 
LAN(IEEE802.11g 
compliant), Stellite 
communications, 
Acoustic Modem, 
Navigation

[표 3-6] AUV 보유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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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V

보유기관 한화 탈레스 한화 시스템
보유대수 개발 및 판매 개발 및 판매
모델명

(제조사) 마인킬러 한화 AUV

규격 전장: 1.68m

무게/탑재량 무게: 45kg

선체소재 알루미늄 합금

배터리

Depth
rating 200m 200m

최대수심 200m 200m

속력 4.0 knot  

지속시간 10시간

장착장비
전방감시소나,  
장애물회피소나, 광학카메라, 
사이드스캔소나

통신장비 수중통신 외 수중통신, RF  통신 외

기타 군사용으로 판매
해군에서 실전배치

군사용으로 판매
해군에서 실전배치

[표 3-7] AUV 보유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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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VTOL 보유현황

VTOL

보유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콘시스템 스카이라인
보유대수 제조 및 판매 제조 및 판매
모델명

(제조사)
TR-1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리모톨
(유콘시스템)

VTOL Hybrid
(스카이라인)

선체형태 틸트로터 고정익 항공기 고정익 고정익

규격 전장: 5m 전장: 1.4m, 폭: 1.8m 전장: 0.9m, 폭: 1.8m

무게/탑재량 무게: 995kg 무게: 4kg 무게: 12kg

선체소재 플라스틱 카본 플라스틱 복합

최대속력 500km/h 80km/h 80km/h

지속시간 5시간 50분 3시간

장착장비 카메라 등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등 카메라

통신장비 RF RF, LTE

[표 3-8] VTOL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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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드론 보유현황

드론

보유기관 유콘시스템 XDron 일렉버드 
유에이브이 스카이라인

보유대수 개발, 제조, 판매 개발, 제조, 판매 개발, 제조, 판매 개발, 제조, 판매

모델명
(제조사)

리모콥터-004
(유콘시스템)

XD-i8
(XDron)

WING-F
(일렉버드 
유에이브이)

M-드론
(스카이라인)

선체형태 쿼드콥터 옥토콥터 쿼드콥터 쿼드콥터

규격 전장: 0.55m 전장: 1.1m 전장: 0.9m 전장: 0.8m

무게/탑재량 무게: 4.5kg 무게: 6.4kg  
탑재량: 3.6kg

무게: 11kg 
탑재량: 9kg

무게: 6kg  
탑재량: 2kg

선체소재 플라스틱 복합재 플라스틱 복합재 플라스틱 복합재 플라스틱 및 카본 
복합재

최대속력 60km/h 60km/h 65km/h 60km/h

지속시간 30분 30분 30분 30분

장착장비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외

통신장비 RF, LTE RF RF RF

[표 3-9] 드론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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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전략

가.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o 전 세계적으로 육상에서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나,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장비의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써 연구개발이 미진한 
상태임 

Ÿ 특히, 육상, 해상, 수중에서 운행하는 각기 다른 해양관측 무인장비의 환경 특성을 
반영한 군집운용, 자율주행, 통신, 자료처리 기술 등은 개발되어 있지 않음

o 미국은 NOAA의 관리, Teledyne사의 제작, Rutgers 대학의 운용을 통해 무인자동화 
관측장비를 활용하고 있음

Ÿ 럿거스 대학은 슬로컴 라인의 자동 수중 글라이더(Slocum line of Autonomous 
Underwater Gliders)의 제작자인 텔레다인 웹 연구소(Teledyne Webb 
Research)와 더불어 최고의 글라이더 기술을 보유하여 지난 십년 동안 약 
340개가 넘는 글라이더를 배치하였고 이 글라이더들은 6,600일 넘게 140,000 
km를 넘는 해저를 탐험했음

Ÿ 2009년 12월 9일에 스페인 바이오나에서 열린 첫 대서양 횡단 글라이더 미션의 
성공 축하 행사에 참석한 릭 스핀래드는(Rick Spinrad, 당시 NOAA Office of 
Oceanic and Atmospheric Research 국장) 두 번째 도전으로써 NOAA가 
글로벌 글라이더 선단을 구축하여 해양탐사를 수행함으로써, 해양과학을 위해 첫 
세계 일주를 한 H.M.S. 첼린저 글라이더의 과학적인 헌신과 역사적인 업적을 
기릴 것임을 강조

Ÿ 2001년 해수부와 미국 NOAA 간 MOU, 2010년 KIOST와 MOAA간 LOI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미국 관계기관과 지식재산권의 권리행사 없이 무인자동화 
관측장비에 관한 기술이전이 가능함

Ÿ 2015년부터 해수부, KIOST, NOAA, Rutgers 대학, Teledyne사 간에 ‘자동 수중 
글라이더 선단 개발 및 운용기술 향상’ 사업을 통해 Rutgers 대학 5회 방문, 
Teledyne사 3회 방문, KIOST에서 워크샵 3회 개최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함

Ÿ 이를 통해 각 무인자동화 관측장비의 운영 목적, 디자인 설계, 활용 우선순위,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공동연구로 시행계획, 관측목적 및 영역, 관측일수, 
데이터 획득, 회수 방법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Ÿ 효율적인 글라이더 운영을 위해 한국 및 럿거스 대학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중임

o 전 세계에서 개발중인 신개념 해양관측 수단인 무인자동화 장비를 최고 난이도 해역인 
한반도 주변에 투입하여 성능을 시험하고, 센싱 및 군집운용 노하우를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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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를 위해 전 세계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제작사·운영기관 등과 관측, 정보처리, 
시각화와 해석을 위한 공동 연구자 선별, 정보 교환, 한국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용과 같이 시행될 모델 검증 활동 등의 공동협력이 필요함

Ÿ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의 주제/주요 지원 프로젝트로서 (1) 기술적인 주제는 
무인자동 시스템, 해양관측 네트워크, 수준 높은 센싱, 해양예측 및 자료동화, (2) 
과학적인 주제는 지구 해양순환, 경계류, 중규모 다이나믹스, 상부 해양 열용량, 
해양-대기 커플링, 열대 폭풍 강도, 물리-생물 커플링, 그리고 (3) 응용 
주제로서는 해양 프로세스, 허리케인 강도 예측, 어수산 자원 관리, 극지방 
해양물리학적·생물학적 단계 연구 등임

Ÿ 이에 연관된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부산 이전 후 신청사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함

o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는 다양한 관측 플랫폼의 네트워크화를 
위해 OOI에 3억 8600만 달러의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이 책정됨

Ÿ (미국 및 유럽) 실시간 해양관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동·이종 
장비 간의 복합 관제 및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사례는 없음 

Ÿ (미국)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는 동종 무인장비의 군집운용 등의 기술을 
시험 중에 있으나, 동종 및 이종 무인장비 군집운용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음 

ü DARPA는 미해군과 더불어 해양 무인장비 개발 및 운용 분야에서 협동 자율 
드론인 ‘LOCUST (LOw-Cost Unmanned aerial vehicle Swarming 
Technology)’, 최초 무인 헬기인 ‘MQ-8C’, 최초 무인 함정인 ‘ACTUV 
(Anti-Submarine Warfare (ASW) Continuous Trail Unmanned 
Vessel)’를 테스트 중임

o 실시간 해양관측 데이터 운용기술 

Ÿ (미국) NOAA(국가 해양기상국)는 각종 관측 매체의 센서를 활용하여 매년 30 
PB의 신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ü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센서, 위성, 선박, 항공기, 부이 등을 활용해 매일 35억 
건 이상의 관측 데이터 생산

o 해외에서도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용 탐사는 시작 단계임

Ÿ 인도양에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수색에 AUV 8대 및 통신을 위한 무인선 
6대를 활용한 바 있음

Ÿ AUV 10대를 활용하여 2시간 만에 12개의 3D 플룸 분포 탐사에 성공함(1대의 
AUV가 12개의 2D 플룸을 탐색하는데 8시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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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양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기술이 접목된 실시간 4D 해양관측 센싱 
및 무인자동화 군집운용 플랫폼 개발 기술은 주로 해양관측·모니터링 시장 관련 
정보산업과 관련되어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될 것으로 예상됨

Ÿ 미국은 NOAA를 중심으로 IOOS(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를 
설립하여 다수의 수중 및 웨이브 글라이더, 기타 무인 해양관측 장비를 활용하여 
통합 해양 관측망을 구축함

Ÿ 미국은 2008년부터 미국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해양관측 이니셔티브(OOI: Ocean Observatory Initiative) 사업을 통해 자국은 
물론 국제적 공조를 통한 전 지구적 관점의 실시간 해양관측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Ÿ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인 US-IOOS는 미국 연안에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양 예측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연방정부, 
지방정부, 학계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구성하는 전체 통합 해양 관측망으로, 
위성, 무인항공기, HF 해양 레이더, 수중 무인 관측장비, 계류부이, 해양연구 선박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해양관측 및 감시 활동을 수행중임

Ÿ 드론, 글라이더, AUV와 같은 소형 무인장비에 필요한 소형 센서 등이 개발 
중이고, 수중 로봇 및 자율항해 무인선 등이 개발되면서 실해역 현장 투입에 
착수함

o 최근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는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범국가적 자연재해 
발생, 환경오염, 자원/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개별 국가 및 범국가적인 
해양관측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글로벌 해양관측체계(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구축과 같은 범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됨

Ÿ 세계 각국은 국가 통합 해양 관측망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해양환경 관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해양관측을 통합 조정·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Ÿ 첨단 해양관측장비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됨과 더불어 협력 제어형 수중 
임무의 수행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해상·수중·육상 장비간의 통합적인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Ÿ 최근 해양관측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해양에 대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전통적인 방식의 해양환경 관측에 더하여 무인자동화, IoT, 인공지능, 
ICT, 센싱, 군집운용 등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무인해양 관측과 ICBM 융합 기술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음

Ÿ 악천후 시 인력을 활용하여 관측하기 어려운 해양의 특성상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용으로 태풍 이동 등 해양재해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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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CBM 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시장·산업에 적용된다면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시장은 해양기상 산업 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됨

Ÿ ICBM 융합 및 해양관측 기술과 관련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구축한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의 경우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이며, 해당 기술의 원천 
기술 확보 및 권리 취득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Ÿ 해양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기술이 접목된 4D 관측 센싱 및 무인 
관측 플랫폼에 기반한 기술은 고성능 해양 센서, 실시간 대용량 고속 통신 기술, 
자율운행, 실시간 관측 데이터 구축 및 분류, 인공지능 기술 등이 연계된 첨단 
기술 분야로서 향후 미래 기술발전 방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됨

Ÿ ICBM 융합 4D 무인관측 기술은 실시간 해양관측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상황 파악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나. 국제 협력연구 방안

o 미국 NOAA를 중심으로 WHOI, SCRIPPS, MBARI, Rutgers 대학, Teledyne 등과 
동시에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 구축

o 국외 전문가 협력 현장조사 및 공동 관측자료 분석 

o 국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심포지움 개최

o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o 국제 프로그램 등록 및 특허 출원

o 국외 전문가 공동 논문 출간

o 무인자동화 관측장비를 활용한 국제공동 연구 및 국제적·국가적·지역적 규모의 장기 
해양관측 네트워크에 참여 방안 협의

다. 국제 협력기관 및 협력분야

o 해양 선진국과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공동연구, 
해양국가와는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이전, 비 해양국가와는 공해상에서 군집운용 
플랫폼 시범 구축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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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소속기관 (장비명) 협력분야

무인자동화 
관측기기 

운용

미국 NOAA
미국 MBARI
미국 Rutgers 대학
미해군해양국 (NAVO)

개별 및 동종군집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운용

수중 
글라이더

미국 Teledyne (Slocum)
미국 WHOI Spray
미국 (Bluefin Robotics)
미해군해양국 (NAVO) LBS-G
노르웨이 Kongberg (Seaglider)
프랑스 Alcen-ALSEAMAR 
SeaExplorer
중국 (Seawing22)
일본 (Tsukuyomi23)
미국 (Littoral Glider24)
러시아 (Glider-T26)

수중 글라이더 운용

웨이브 
글라이더

미국 (Liquid Robotics)
미국 (Saildrone)
미국 (Submaran)
영국 (Autonaut)
영국 (C-Enduro)
호주 (Bluebottle)

파력 글라이더의 자율제어

VTOL 미국  Arctrus (UMP-15/20)
남아공 ALTi

고속·대형 적재 기능의 
틸트로터 개발

수중음향 

미국 Aerosonde Pty Ltd.
미국 MIT 우즈홀 연구소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미국 Georgia Tech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
미국 MBARI
일본 JAMSTEC
일본 국립수산과학원
일본 홋카이도 대학 

수중음향 원격탐사

대형 AUV 캐나다 ISE (Explorer17) 
영국 NOC (Autosub600018) 대형 AUV 운용

Long Range 
AUV

미국 MBARI (Tethys21 AUV)
영국 NOC (Autosub LR 20) 장거리 AUV를 활용한 관측 

[표 3-10] 국제 협력기관 및 협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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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협력 및 산학연 협력 방안

국제 협력 방안 산학연 협력 방안

개요
Ÿ 각 장비별로 국내 활용 산업체와 정보

교환
Ÿ 각 무인장비 제작 국가의 제작업체와 

운용기관과의 기술교환  

Ÿ 분야별로 자문단, 산업체, 관측 관
련 정부기관·연구원·대학교와 기술 
정보 교환 

Ÿ 장비별로 관련 관산학연 전문가와 
세미나 및 간담회 등 수시 개최로 
자문

방법 
및 

절차

Ÿ 각 무인장비 제작 국가의 제작사 및 
운영기관과 특허회피 방안 협의

Ÿ 각 무인장비의 장비 디자인 설계, 활
용 우선순위, 그리고 운영 방식 협의
로 시행계획, 관측목적 및 영역, 관측
일수, 데이터 획득, 회수 및 필요시 훈
련계획 등을 협의

Ÿ 무인자동화 관측장비를 활용한 국제공
동 연구 및 국제적/국가적/지역적 규
모의 장기 해양관측 네트워크에 참여 
방안 협의

Ÿ 미국 NOAA를 중심으로 무인관측 시
스템을 운영중인 WHOI, SCRIPPS, 
MBARI, Rutgers 대학 등과 메일을 
통한 정보교환 및 군집운용 특성 파악

Ÿ 관산학연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요 
지원 프로젝트로서 기술적인 주제
는 해양관측 네트워크, 무인자동 
관측 시스템, 다목적 센싱, 군집운
용, 관측자료 동화 등에 대한 정보
교환

Ÿ 사업목적에 맞는 과학적인 주제 
선정으로(해양순환, 경계류, 중규모 
다이나믹스, 해양 열용량, 해양-대
기 커플링, 태풍 강도, 물리-지화
학-생물 커플링 등) 군집운용을 활
용한 관측인자 결정 고려

대상 
목록

Ÿ 국내에서 보유한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운영방법 협의 및 센싱 기술 유지보수

Ÿ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용 방법 
및 센싱 기술 개발

Ÿ 신규 무인자동화 관측장비의 특성 파
악

Ÿ 신규 무인자동화 관측장비의 다목적 
센싱 기술 협력

Ÿ 신규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플랫폼 운
용 기술개발 협력

Ÿ 현재 무인장비를 활용하는 산업체 
현황 분석

Ÿ 각 운영주체 조직별로 보유하고 
있는 무인장비 및 운영 방법 파악

Ÿ 무인장비 활용 센싱 방법 파악과 
향후 수요조사

Ÿ 군집 무인장비 활용을 위한 신규 
사업 개발 계획 및 실해역 현장에 
투입할 운영계획 수립

Ÿ 산업체에 필요한 무인자동화 관측
장비, 센싱 기술 및 군집운용 플랫
폼 수요조사

최종
결과

Ÿ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운영방법 공동 
개발

Ÿ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다목적 센싱 공
동 기술개발

Ÿ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플랫폼 운용 공
동 기술개발

Ÿ 국내 관산학연간 무인자동화 관측
장비 공동운영(배치, 운영 및 회수)

Ÿ 국내 기관간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영 플랫폼 구축

Ÿ 해양 관련 4차산업 기술개발 및 
고용증대

[표 3-11] 국제 협력 및 산학연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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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내용 및 추진계획

제1절 연구개발 세부과제 내용

제2절 총괄 로드맵 및 소요예산

제3절 세부과제 로드맵

제4절 성과지표

제5절 중점 연구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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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세부과제 내용  

1. 세부과제 1: 무인장비 자율운행 및 해양통신 분야

핵심내용 상세 수행 내용

해양 이동체 
자율주행 분석/설계

Ÿ 대표 무인관측 장비(예, AUV, USV, 드론)의 자율 주행 시나
리오 정립

Ÿ 자율 주행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 도출 

임무기반 자세제어 
및 충돌회피 
기술개발

Ÿ 경로 생성에 필요한 수중 자기위치추정 기술 개발
Ÿ 탐사시나리오 기반 이동경로 계획 기술 개발
Ÿ 수중 구조물/장애물 회피를 위한 경로 실시간 설계 기술 개

발 

딥러닝 기반 이종 
무인장비 자율 
군집운용 기술 개발

Ÿ 깊은 강화학습 (deep learning) 기반의 순차적의사결정을 통
한 비행/항해 성능향상 기술 개발

Ÿ 조류 및 해양변화 적응형 비행/항해 학습 기술 개발

해양 통신 요구사항 
분석/설계

Ÿ 대표 무인관측 장비의 무선통신 서비스 요구사항(예, 전송률, 
전송지연 등) 도출

Ÿ 3차원(해상, 수상, 수중)에 분포하는 무인관측 장비의 실시간 
제어 및 관측 데이터 전송을 위한 3차원 해양 통합 무선 통
신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설계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wideband mesh 
network 기술개발 

Ÿ 게이트웨이에서 수집/통합한 고용량 데이터를 지상 운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스마트 안테나 기반 해양 통신 고속 전송 기술 
개발

Ÿ 고용량 데이터의 장거리 전송을 위한 multi-hop통신 기반 
해양 mesh network 최적 운용 기술 개발

다중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기반 
해양 통신 연계 
시스템 개발

Ÿ 이기종 무선통신 방식(예, 수중: 수중음향통신, 수상/해상: 
LPWA/광대역 통신)을 통해 수집되는 다차원 해양 관측 데이
터를 통합 이를 지상 운용자에게 재전송을 하는 해양 통신 
게이트웨이 플랫폼 개발

Ÿ 저지연 RF통신-음향통신 전환 기술 개발

동종군집 무인장비 
실시간 제어를 위한 
URLLC 해양통신 
기술개발

Ÿ 동종군집 무인장비의 고신뢰/실시간 제어를 위한 해양 
ultra-reliable low-latency communication (URLLC) 통신 
기술 개발 

Ÿ 패킷 라우팅 및 포워딩 기반 저저연 해양 통신 기술 개발

[표 4-1] 세부과제 1의 핵심내용 및 상세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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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과제 2: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분야

핵심내용 상세 수행 내용

운용전략 및 
시나리오 설계

Ÿ 자료검토, 전문가 협조 등을 이용한 군집운용전략 검토
Ÿ 군집운용을 이용한 해양관측 대상 구체적 정의
Ÿ 달성 가능한 군집운용 시나리오 및 운영전략 설계

무인장비 요구분석 
및 운영기술 확보

Ÿ 투입될 무인장비 선정
Ÿ 무인장비 특성, 운용조건, 인적물적 필요자원 검토
Ÿ 무인장비별 운영절차, 확보해야 될 기술 파악
Ÿ 기관협력, 신규구매 등을 통한 무인장비 확보

관측센싱 요구분석 
및 운영기술 확보

Ÿ 관측센싱에 필요한 센서선정 및 확보
Ÿ 무인장비별 기존 센서장착 방법 확보
Ÿ 무인장비별 센서 운용기술 확보 

무인장비 관측센싱 
통합 인터페이스 

구현

Ÿ 확장성을 고려한 센서 인터페이스 설계
Ÿ 필요시 제조사에 센서통합 요청
Ÿ 필요시 인터페이스 HW/SW 개발 및 장착
Ÿ 이동체 센서 통합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극복기술 개발
Ÿ 이동체 센서 장착에 따른 센싱 왜곡 보정기술 개발

동종군집운용 절차 
체계계화 및 시험 

보완

Ÿ 확보된 무인장비들에 대한 진회수, 이동, 정비, 운용인력, 지
원장비, 운용절차 등 운용기술 파악

Ÿ 운용기술 체계화
Ÿ 모선 지원체계 구축
Ÿ 체계에 따른 운용기술 시험
Ÿ 시험평가를 통한 보완사항 개별 운용기술에 적용

음향센서를 이용한 
음향탐지기술

Ÿ 음원탐지 요구사항 분석
Ÿ 음향센서 선정 및 배열 센서 설계
Ÿ 음원탐지 알고리즘 개발
Ÿ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알고리즘 성능분석
Ÿ 신호처리기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연안해역 육상 관제 
플랫폼 설계 및 

개발

Ÿ 관제 플랫폼 설계
Ÿ 관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장비 및 설비 구축
Ÿ 통신 및 원격통제 시스템 구축
Ÿ 무인장비 지원 장비 및 설비 구축

[표 4-2] 세부과제 2의 핵심내용 및 상세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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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군집 플랫폼 
운영테스트

Ÿ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무인체계 준비
Ÿ 시나리오에서 무인장비별 수행역할 설계
Ÿ 구축된 육상관제 플랫폼과 동종군집운영 테스트

임무 및 데이터 
전달 공통화 

기술개발

Ÿ 기존 통신방법 및 통제 시스템 공통요소 파악
Ÿ 위성, RF 등 통신 장비 및 시설 구축
Ÿ 전송 프로토콜 공통요소 설계
Ÿ 공통 임무체계 설계
Ÿ 데이터 전달체계 설계
Ÿ 필요시 제조사 통신체계 수정요청
Ÿ 공통화 통신 인터프리팅 미들웨어 개발
Ÿ 공통 통제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SW 개발
Ÿ 인터프리팅 미들웨어로 개별장비 시험

군집운용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Ÿ 무인장비 군집운용 시뮬레이터 설계
Ÿ 무인장비 및 관측센서 운동특성, 환경제약, 센싱범위, 통신범

위, 운용상 제약 등에 대한 수치 모델링
Ÿ 무인장비, 환경, 시계열, 공간 자료구조 설계 개발
Ÿ 환경조건 입력체계 개발
Ÿ 맵 인터페이스 및 시각화 인터페이스 개발
Ÿ 실제 무인장비 및 환경조건과 비교 보완

이종무인장비 
공통임무통제 기술 

개발

Ÿ 무인장비 최적경로 계획 알고리즘 개발
Ÿ 동종/이종 군집운용 시나리오 자동생성 기술 개발
Ÿ 알고리즘 시뮬레이터 통합
Ÿ 자율제어 기술 통합
Ÿ 임무 및 데이터전달 공통화 기술 통합
Ÿ 무인장비 통합
Ÿ 군집운용 기술 시험 및 평가

군집운용을 이용한 
음원 표적 탐지기술 

개발

Ÿ 군집운용 음향센서를 이용한 음원탐지 및 위치추정 알고리즘 
개발

Ÿ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위치추정 알고리즘 성능 분석
Ÿ 신호처리기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해양과학기지 거점 
해상관제 플랫폼 

개발

Ÿ 해상 관제 플랫폼 설계
Ÿ 관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장비 및 설비 구축
Ÿ 통신 및 원격통제 시스템 구축
Ÿ 무인장비 지원 장비 및 설비 구축

이종 군집 플랫폼 
운영테스트

Ÿ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무인체계 준비
Ÿ 구축된 관제 플랫폼과 이종군집운영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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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과제 3: 무인장비 관측자료 관리기술 분야 

핵심내용 상세 수행 내용

관측자료 
수집/분석

Ÿ 무인체 별 Rawdata 수집
Ÿ 자료목록 작성
Ÿ 자료 명세서 작성(명칭, 단위, 포맷 등)
Ÿ 무인체별 자료특성 분석(공통, 특이사항 대비표 작성)
Ÿ 핵심정보 추출, 정의
Ÿ 자료 관계/연결 분석
Ÿ DFD(data flow diagram)
Ÿ (드론)영상 특성분석
Ÿ (드론)영상 스트리밍 기술분석
Ÿ 영상 초분광 정보 특성분석

자료 표준화 DB 
설계 및 

저장체계 구축

Ÿ 용어사전
Ÿ 기준용어
Ÿ 포맷정의
Ÿ 필수항목 도출
Ÿ 옵션항목 도출
Ÿ 프로세스 설계
Ÿ 코드설계
Ÿ DM(Data Model) 설계 CDM/PDM
Ÿ 영상, 소리 등 멀티미디어 포맷 관리구조 설계
Ÿ 군집운용 데이터구조 설계
Ÿ RDBMS구축

무인 관측자료 
QC기법 및 
자동화 처리 
시스템 구축

Ÿ 비정상값 검출 기법
Ÿ 항목별 유효값 검증 기법(Boundary test)
Ÿ 통계적 이상치 검출 기법(IQR, MIQR, SPIKE)
Ÿ 식별플래그 부여 기법
Ÿ QC자동처리 프로그램 개발
Ÿ QC자료 DB전송프로그램 개발
Ÿ 드론, 위성영상 저장, 관리 기술
Ÿ 드론, 위성영상 경량화 및 스트리밍 기술
Ÿ 드론영상 초분광 정보 처리 및 관리기술

관측자료 
활용시스템 개발 

1(파일럿)

Ÿ 무인체 자료관리 보안기능 개발
Ÿ 무인체 자료전송 및 갱신 기능 개발
Ÿ 무인체 자료 검색 기능 개발  
Ÿ 자료추출 및 다운로드 기능 개발
Ÿ 드론, 위성영상 표출 기본기능 개발

[표 4-3] 세부과제 3의 핵심내용 및 상세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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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료 
활용시스템 개발 

2

Ÿ 무인체 자료 관리, 활용 체계
Ÿ 각종 분석,예측에 필요한
Ÿ 데이터 인터페이스
Ÿ 드론 영상, 음원파일 등 
Ÿ (실시간)스트리밍 인터페이스    
Ÿ 자료현황 및 검색, 제공 인터페이스
Ÿ 자료별 통계산출 및 그래프 표출 개발  
Ÿ 실시간 관측현황 및 표출 인터페이스 개발
Ÿ 영상데이터 관리기술, 연계활용 기술 개발
Ÿ 무인체 관측자료 및 시스템 진단 및 개선(통신, 이상현상)

WebGIS 기반 
실시간 

4D 관측자료 
운용시스템 구축

Ÿ WebGIS 플랫폼 구축 
Ÿ 공간기반 UI 개발(검색, 추출, 표출, 통계처리)
Ÿ 무인체 실시간 항적 및 식별정보 표출
Ÿ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개발
Ÿ 무인체 항적운항 평가기능 개발(공간밀도지도 등)
Ÿ 인공지능형 자율제어 지원을 위한 자료 공유 인터페이스  
Ÿ 무인체 운용 시뮬레이터 기능 개발
Ÿ 시범운영을 통한 시스템 운용체계 수립(SO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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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총괄 로드맵 및 소요예산 

1. 총괄 로드맵

[그림 4-1] 총괄 로드맵

□ 총 연구기간의 주요 연구내용 

Ÿ 연구기간은 1단계 1~3차년도와 2단계 4~5차년도의 총 5년으로 설정함

Ÿ 연구 1단계에서는 개별 무인장비와 동종군집 무인장비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주
력하며, 연구 2단계에서는 이종군집 무인장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딥러닝 기반의 플
랫폼 운영에 주력함

Ÿ 연구 1단계에서 개별/동종군집 무인관측장비 플랫폼을 설계 및 구축한 후, 3차년도
에 연안해역 육상 관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운용테스트를 실시함

Ÿ 연구 2단계에서 이종군집/딥러닝 기반 무인관측장비 플랫폼을 설계 및 구축한 후, 5
차년도에 해양과학기지 거점 해상 관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운용테스트를 실시함

□ 총 연구기간의 단축 가능성 제고

Ÿ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술개발은 현재 국내외의 기술동향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에, 
전 세계적인 선도기술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술개발에 시급성을 띄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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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4차산업혁명의 특성상 기술개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
재 개발되어 있는 관련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보완하여, 1단계 1~2차년도와 
2단계 3~4차년도로 총 연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소요 예산

o 총괄 소요 예산

세부분야 1단계 2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무인장비 자율운행 
및 해양통신 6 10 10 10 10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28 40 62 42 62

무인장비 관측자료
관리기술 6 10 8 8 8

합계 40 60 80 60 80

[표 4-4] 총괄 소요 예산 (단위: 억원) 

o 세부 소요 예산

세부분야 연구내용
1단계 2단계

1차 2차 3차 4차 5차

무인장비 
자율운행 

및 
해양통신

해양 이동체 자율주행 분석/설계 3
임무기반 자세제어 및 충돌회피 기술 개발 5 5
통신 결함 자율 대응 군집 무인장비 기술 개발 5
딥러닝 기반 이종 무인장비 자율 군집운용 기술 
개발 5

해양통신 요구 사항 분석/설계 3
동종 군집 무인장비 실시간 제어를 위한 URLLC 
해양통신 기술 개발 5 5

다중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기반 해양-육상 통신 
연계시스템 개발 5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Wideband mesh 
network 기술 개발 5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목적별 무인장비 군집운용 전략 설계 3
무인장비 군집운용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Ⅰ(파일럿) 4 4

[표 4-5] 세부 소요 예산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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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세부과제 1의 세부 소요 예산 내용
ü 무인장비 자율운행과 해양통신 기술개발을 위해 각각 1단계 13억원, 2단계 10억

원을 배정함
ü 기존 개발된 기술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임차비 및 추가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

한 인건비에 해당함 

Ÿ 세부과제 2의 세부 소요 예산 내용
ü 무인장비 군집운용 전략설계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위해 1단계 자율운행 

기술개발을 위해 1단계 11억원, 2단계 8억원을 배정함
ü 동종/이종군집 무인장비 운용기술 개발을 위해 1단계 70억원, 2단계 58억원을 배

정함. 국내외에 무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단을 구성하여 무인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따라서 무인장비 구입 및 임차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현재 배정된 예산은 무인장비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재료비 및 운용을 위한 
인건비에 해당함

ü 동종/이종군집 무인장비 센싱 및 공통 통제기술 개발을 위해 1단계 29억원, 2단
계 20억원을 배정함. 국내외에 무인장비 센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단을 

무인장비 군집운용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Ⅱ 4 4
개별 무인장비 운용기술 확보 15
동종군집 무인장비 운용기술 개발 25 30
이종군집 무인장비 운용기술 개발 25 33
무인장비 관측 센싱 기술 개발 Ⅰ 8 4
무인장비 관측 센싱 기술 개발 Ⅱ 4 13
이종군집 무인장비 공통 통제 기술 개발 10 10
육상 및 해상 관제 플랫폼 요구사항 분석 2
연안해역 육상 관제 플랫폼 설계 3
동종군집 플랫폼 운용 테스트 15
해양과학기지 거점 해상 관제 플랫폼 설계 3
이종군집 플랫폼 운용 테스트 15

무인장비 
관측자료
관리기술

위성/기지 기반 무인장비 입력자료 표준화 3 1.5
위성/기지 자료 무인장비 활용항목 확대 1.5 3
위성/기지 관측자료 실시간 분석 및 분석자료 
활용기술 개발 3 3

관측자료 수집/분석 3
자료 표준화 DB 설계 및 저장체계 구축 2
무인관측자료 QC 기법 및 자동화 처리 시스템 구축 2.5 2.5
관측자료 활용시스템 개발 Ⅰ(파일럿) 2.5 2.5
관측자료 활용시스템 개발 Ⅱ 5
WebGIS 기반 실시간 4D 관측자료 운용시스템 구축 5

합계 40 60 8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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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센서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센서는 일
부 개발할 수 있음. 현재 배정된 예산은 기존 개발된 센서를 무인장비에 장착하기 
위한 센싱 기술개발을 위한 인건비와 일부 추가로 필요한 센서 구입비에 해당함

ü 1단계의 3차년도와 2단계의 5차년도에는 연안 및 육상 관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 및 구축된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운영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임. 1
단계의 연안해역 육상 관제 플랫폼 설계를 위해 5억원과 동종군집 플랫폼 운영 
테스트를 위해 15억원을 배정하였으며, 2단계의 해양과학기지 거점 해상 관제 플
랫폼 설계를 위해 3억원과 이종군집 플랫폼 운용 테스트를 위해 15억원을 배정함  

Ÿ 세부과제 3의 세부 소요 예산 내용
ü 위성/기지 기반 관측자료의 활용을 위해 1단계 9억원, 2단계 6억원을 배정함. 현

재 배정된 예산은 위성/기지 관측자료의 구입비 및 자료분석을 위한 인건비에 해
당함

ü 무인장비 관측자료를 표준화 및 DB 구축, 자료 QC를 위해 1차년도에 10억원을 
배정하였음

ü 관측자료 활용시스템 및 WebGIS 기반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차년도에 5
억원, 2차년도에 10억원을 배정하였음. 현재 배정된 예산은 시스템 구축비용과 기
술개발을 위한 인건비에 해당함



- 188 -

제 3 절 세부과제 로드맵  

1. 세부과제 1: 무인장비 자율운행 및 해양통신

[그림 4-2] 세부과제 1의 로드맵

2. 세부과제 2: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그림 4-3] 세부과제 2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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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과제 3: 무인장비 관측자료 관리기술 

[그림 4-4] 세부과제 3의 로드맵

[그림 4-5] 데이터아키텍처 개념도(기존 RDBMS 방식 + 분산/병렬처리 시스템 
방식 -> 하이브리드 데이터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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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성과지표

1. 연구성과 지표

핵심과제 성과 지표 평가 방안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Ÿ 임무기반 자세제어 및 충돌회피 
기술 개발

Ÿ 무인장비 통신결함 자율대응 기술 
개발

Ÿ 딥러닝 기반 무인장비 
군집자율운용 기술 개발

Ÿ 무인장비 실시간 제어를 위한 
URLLC 해양통신 기술 개발

Ÿ 다중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기반 
해양-육상 통신 연계 시스템 개발

Ÿ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Wideband mesh network 기술 
개발

Ÿ 각 무인장비별 자율운행 기술 확보
Ÿ 무인장비 제어용 저지연 해양 통신 

플랫폼 구축
Ÿ 다중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및 

광대역 고신뢰 해양 통신 플랫폼 
구축

Ÿ 각 무인장비별 자율운행 운용기술 
메뉴얼, 설계도, 프로그램

Ÿ 해양 통신 플랫폼 구축 매뉴얼, 
설계도, 프로그램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Ÿ 목적별 무인장비 군집운용 전략 
설계(각 목적별 무인장비 군집운용 
전략 설계 기술 방법 메뉴얼 1부)

Ÿ 무인장비별 군집운용 기술체계 
구축(각 무인장비 군집별 군집운용 
기술 매뉴얼과 설계도 1부, 
프로그램 1건)

Ÿ 관측센싱 통합 인터페이스 개발(각 
관측센싱별 보완 HW/SW 
기술 매뉴얼과 설계도 1부, 
프로그램 1건)

Ÿ 군집운용 시뮬레이터 
개발(무인장비 및 관측센서 모델링 
및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1건)

Ÿ 군집운용 알고리즘 개발(군집운용 
시나리오 생성 알고리즘 5건)

Ÿ 이종 공통 통제시스템 
개발(종공통임무통제 시스템 1건)

Ÿ 음향탐지 각도 오차율(수중 
플랫폼에 장착된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원 입사각 추정 
해상시험 또는 수조시험 결과 
보고서)

Ÿ 목적별 무인장비 군집운용 전략 
설계 기술 확보

Ÿ 무인장비 군집운용 기술 
메뉴얼, 설계도, 프로그램

Ÿ 관측센싱 및 보완 HW/SW 
기술 메뉴얼, 설계도, 프로그램

Ÿ 무인장비 및 관측센서 모델링 및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Ÿ 이종 공통통제 미들웨어 프로그램
Ÿ 군집운용 시나리오 생성 알고리즘 
Ÿ 이종공통임무통제 시스템
Ÿ 수중 플랫폼에 장착된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원 입사각 추정 해상시험 
또는 수조시험

Ÿ 군집운용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원 
탐지 알고리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성능 시험

Ÿ 육상 및 해상 관제 플랫폼 
테스트베드 설계도

Ÿ 육상 관제 플랫폼 운용 테스트 결과 
Ÿ 해상 관제 플랫폼 운용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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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지표

Ÿ 군집운용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원 탐지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결과 제시(군집운용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원 탐지 알고리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성능시험 결과 
보고서)

Ÿ 육상 및 해상 관제 플랫폼 
테스트베드 설계(관제 플랫폼 
설계도 2부)

Ÿ 연안해역 육상 관제 플랫폼 운용 
테스트(결과 보고서 1부)

Ÿ 해양과학기지 거점 해상 관제 
플랫폼 운용 테스트(결과 보고서 
1부)

무인장비 
관측자료 
관리기술

Ÿ 관측자료 표준화 DB 설계 및 
저장체계 구축(설계도 1부 및 
데이터베이스 1건)

Ÿ 관측자료 QC 기법 및 자동화 처리 
시스템 구축(QC 명세서 및 
프로그램 1건, 시스템 1건)

Ÿ 관측자료 활용시스템 개발(시스템 
1건)

Ÿ WebGIS 기반 실시간 4D 
관측자료 운용 시스템 구축(시스템 
1건) 

Ÿ 데이터 분석서, 표준화 명세서, 
표준 데이터 모델 정의서, DB 
설계서, DB 구축 목록, 시범 
데이터베이스

Ÿ QC 명세서, QC 처리 자동화 
프로그램, 무인체 데이터 관리/활용 
시스템, WebGIS 기반 4D 운용 
시스템

Ÿ 관측자료 관리 및 운용 기술 
매뉴얼, 설계도, 프로그램

Ÿ 관측자료 활용 및 운용시스템 
매뉴얼, 설계도, 프로그램

성과지표 분류 평가방안 비고

연구성과 
교육/홍보 건수

(각 분류별 1건/년 
이상, 홈페이지 

1건)

Ÿ 간담회
Ÿ 세미나
Ÿ 공청회
Ÿ 보도자료
Ÿ 홈페이지

Ÿ 간담회/세미나/공청회 개최 
건수 및 주요 내용

Ÿ 보도자료 인쇄물(인터넷 자료 
포함)

Ÿ 홈페이지 운영 및 내용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

기술개발 
확산 정도

(각 분류별 1건/년 
이상)

Ÿ 연구논문
Ÿ 심포지엄
Ÿ 워크샵
Ÿ 학회
Ÿ 세미나

Ÿ 행사 개최 건수 및 자료
Ÿ 기술개발 연구 요약집
Ÿ MOU 체결 협약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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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연관 협력 지표

4. 국제 교류 및 협력 지표

5. 학술 및 지적재산권 지표

성과지표 분류 평가방안 비고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반영 정도

(각 분류별 1건/년 
이상)

Ÿ 자문단
Ÿ 간담회
Ÿ 서면자문
Ÿ 세미나

Ÿ 자문단 구성 및 활용 정도
Ÿ 행사 개최 건수 및 자문내용
Ÿ 서면자문 건수 및 내용

자문단은 산학연관 
소속의 전문가들로 
구성함

대학/연구원/산업
체/정부기관과 
기술협력 정도

(각 분류별 
1건/단계 이상)

Ÿ 협력단
Ÿ 기술교류
Ÿ 기술이전

Ÿ 협력단 구성 및 협력 정도
Ÿ 기술교류 건수 및 정도
Ÿ 기술이전 합의서

협력단은 장비 및 
운용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연구실, 
연구센터, 산업체로 
구성함

성과지표 분류 평가방안 비고

국제 교류/협력 
실적 건수

(각 분류별 1건/년, 
MOU 1건)

Ÿ 심포지엄
Ÿ 세미나
Ÿ 워크샵
Ÿ MOU

Ÿ 행사 개최 건수 및 자료
Ÿ 기술개발 연구 요약집
Ÿ MOU 체결 협약서

국제 공동연구
건수

(각 분류별 1건/년)

Ÿ 연구논문
Ÿ 연구과제
Ÿ 심포지엄
Ÿ 워크샵
Ÿ 세미나

Ÿ 논문게개 건수 및 내용
Ÿ 연구과제 협약서
Ÿ 행사 개최 건수 및 자료

성과지표 분류 평가방안 비고

연구논문 게재 건수
(각 분류별 

5-10건/단계)

Ÿ SCI(E)급 논문
Ÿ 비SCI급 논문

Ÿ 게재 논문
Ÿ 게재 예정 증명서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

(각 분류별 5건/년 
이상)

Ÿ 국내학회
Ÿ 국제학회
Ÿ 구두발표
Ÿ 포스터발표

Ÿ 학회 초록집
Ÿ 학회발표 승인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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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및 인력양성 지표

특허출원 건수
(각 분류별 

5-10건/단계)

Ÿ 국내 출원
Ÿ 국제 출원

Ÿ 특허 출원서
Ÿ 특허 출원번호 통지서
Ÿ 특허 출원결정서

특허등록 건수
(각 분류별 

5건/단계 이상)

Ÿ 국내 등록
Ÿ 국제 등록

Ÿ 특허 등록서
Ÿ 특허번호 통지서
Ÿ 특허 등록결정서

프로그램 등록 건수
(각 분류별 

3건/단계 이상)

Ÿ 국내 등록
Ÿ 국제 등록

Ÿ 프로그램 등록증
Ÿ 프로그램 매뉴얼

성과지표 분류 평가방안 비고

인력양성 배출실적 
건수

(각 분류별 
5건/단계 이상)

Ÿ 전공별
Ÿ 학위별

Ÿ 연구 참여인력의 수 및 
참여율

Ÿ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현장 전문인력 교육 
실적

(각 분류별 
5건/단계 이상)

Ÿ 현장 기술 지도
Ÿ 장비운용 교육

Ÿ 교육훈련 건수 및 내용
Ÿ 교육훈련 교재

장비운용 교육을 
통한 인력 양산



- 194 -

제 5 절 중점 연구개발 사례

1.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의 설계 요소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준비사항

(1) 다양한 관측 목적별 관측항목 분석, 정의 및 전략 수립

(2) 관측 목적별 투입될 요소, 무인 관측장비 및 장착 센서에 대한 기능 정의, 장비 선정

(3) 관측목적과 무인 관측장비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운영안 마련

(4) 관측목적에 따른 개별 무인 관측장비 구축(센서 인터페이스, 통신, 통제 시스템, 
운영 방안)

(5) 관측목적에 따른 개별 장비의 운영절차 수립

(6) 자동화 군집운용을 위한 자율제어 기능 구현

(7) 생산된 실시간 4D 자료에 대한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시스템 구성

(8) 실제 적용될 군집운용 전략 수립 및 실해역 운용

(9)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의 테스트베드 설계 및 구축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의 활용 목적에 따른 분류

[그림 4-6] 활용 목적별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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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의 주요 관측대상

(1) 재해재난 신속대응 플랫폼

[그림 4-7] 재해재난 시 기존 탐사방법 및 플랫폼 탐사방법과 주요 관측대상

(2) 정밀자료 관측 플랫폼

[그림 4-8] 정밀자료 관측 시 기존 탐사방법 및 플랫폼 탐사방법과 주요 관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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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 관측 플랫폼

[그림 4-9] 상시 관측 시 기존 탐사방법 및 플랫폼 탐사방법과 주요 관측대상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의 관측자료 획득 및 활용 과정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운용 시 주요 관측자료

해양 관측 데이터 데이터 
수집주기

수집
방식

생성
년도

데이터 
건수

데이터 
크기

현재 수집되고 있는 관측 데이터

KIOST
상시관측

연구선(5척) >60회/년 센서전송 2015~ 10백만/년 10GB/년

지역거점(5개소) 1분 센서전송 2017~ 13백만/년 13GB/년

수치모델 KOOS 1시간 모델결과 2010~ 100백만/년 5TB/년

[그림 4-10]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의 관측자료 획득 및 활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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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구축 및 운용 사례

(1) 해상 재해재난 신속대응 플랫폼

위성/항공 
관측

다목적 실용위성 수시 외부수집 2012~ 100영상/년 100GB/년
Sentinel-1 (SAR), 2 1-2회/일 자동수집 2017~ 548영상/년 1,000GB/년

위성별SST(GHRSST 포함) 120회/일 자동수집 2000~ 36,500영상/년 50GB/년
(항공)초분광/LiDAR 수시 외부수집 2008~ 50영상/년 50GB/년

격자 해면 고도 1회/일 외부수집 1992~ 9백만/년 10GB/년
위성 AIS 15분 자동수집 2017~ 10백만/년 2TB/년

기상 관측

AWS 1분 자동수집 2010~ 40GB/년
지상기상(전세계) 3시간 외부수집 1979~2015 3GB

고층기상(동아시아) 12시간 외부수집 1979~2015 3GB
격자 강우량(GPCP) 1회/월 외부수집 1979~ 7만/년 1GB/년

AIS
지상 AIS 1초 외부수집 2015~ 300백만/년 10TB/년

AIS(소청도) 30초 자동수집 2015~ 100백만/년 5TB/년

지형/지질 
관측

지형자료 4회/년(수시) 현장관측 2009~ 10백만/년 2TB/년

지질자료 4회/년(수시) 현장관측 2009~ 10백만/년 2TB/년

플랫폼 구축에 의해 수집 가능한 데이터

글라이더 
관측

웨이브 글라이더 수시 현장관측 10백만/년 10GB/년

수중 글라이더 수시 현장관측 10백만/년 10GB/년
AUV AUV 수시 현장관측 10백만/년 10GB/년

드론 관측

연안지형 자료 수시 현장관측 5,000영상/년 30GB/년
다분광 자료 수시 현장관측 20,000영상/년 60GB/년

해수/퇴적물/대기 환경 4회/월 현장관측 100영상/년 10GB/년
해수/퇴적물/대기 샘플 4회/월 현장수집 48건/년 1GB/년

수중음향 
관측 수중음향 10ksps 자동수집 연속 1.3TB/년/센서

위성 관측 GOCI 8회/일 자동수집 11,680영상/년 10TB/년

해양과학
기지 관측

이어도 10분 자동수집 10백만/년 10GB/년
가거초 10분 자동수집 10백만/년 10GB/년
소청초 10분 자동수집 10백만/년 10GB/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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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상 재해재난 신속대응 플랫폼의 모식도

o 해상 재해재난 신속대응 플랫폼의 운영 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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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상 재해재난 신속대응 플랫폼의 관측 대상 및 관측 요소

관측 대상 운용 장점 활용 방안

Ÿ 유류 유출 관측

Ÿ 적조, 녹조 발생 및 분포 
관측

Ÿ 저염분수 유입 관측

Ÿ 신속한 대응 가능

Ÿ 사고지역 접근에 따른 위험
성 감소

Ÿ 실시간 관측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관측 경로  
수정 및 재설정 가능

Ÿ 수중, 해상, 공중에서 다각
도적인 오염 분포 및 확산 
관측 가능

Ÿ 유류 및 오염 확산 예측시
스템에 실시간 관측자료 제
공

Ÿ 방제 시나리오 설계에 관측
자료 제공

무인장비 운용 센서 관측 요소

고정익 VTOL 영상카메라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회전익 드론 영상카메라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무인수상선
영상카메라, 기상센서, CTD, 
ADCP 등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해
양기상 요소(기온, 기압, 습
도, 풍속, 풍향, 강수량, 일
사량, 일조 등), 해양물리 
요소(수심별 수온, 염분, 용
존산소량, 산성도 등), 해류 
요소(유속, 유향 등) 

웨이브 글라이더
영상카메라, 기상센서, CTD, 
ADCP 등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해
양기상 요소(기온, 기압, 습
도, 풍속, 풍향, 강수량, 일
사량, 일조 등), 해양물리 
요소(수심별 수온, 염분, 용
존산소량, 산성도 등), 해류 
요소(유속, 유향 등) 

수중 글라이더 CTD, 바이오센서 등

해양물리 요소(수심별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 산성도 
등), 해양환경 요소(DIC, 
DO, pCO2, pH, DOM, 
POM, 동위원소 등) 

AUV 바이오센서 등
해양환경 요소(DIC, DO, 
pCO2, pH, DOM, POM, 동
위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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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풍 등의 악천후 시 해황 관측 플랫폼

o 태풍 등의 악천후 시 해황 관측 플랫폼의 모식도

o 태풍 등의 악천후 시 해황 관측 플랫폼의 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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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태풍 등의 악천후 시 해황 관측 플랫폼의 관측 대상 및 관측 요소

관측 대상 운용 장점 활용 방안

Ÿ 악천후 환경(태풍, 해무, 쓰
나미 등)에서의 해양기상 
관측

Ÿ 태풍 특성 및 경로 실시간 
관측

Ÿ 기존의 관측방법으로는 불
가능하였던 악천후시 기상 
및 해양 특성 관측 

Ÿ 관측지역 접근에 따른 위험
성 감소

Ÿ 실시간 관측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관측 경로  
수정 및 재설정 가능

Ÿ 태풍 발생 시기 동안 해양
기상의 상시 관측 

Ÿ 태풍의 실시간 관측을 통한 
정확한 경로예측

Ÿ 기상-해양의 상호작용 연구 
및 예보에 유용한 자료 제
공

무인장비 운용 센서 관측 요소

웨이브 글라이더
영상카메라, 기상센서, CTD, 
ADCP 등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해
양기상 요소(기온, 기압, 습
도, 풍속, 풍향, 강수량, 일
사량, 일조 등), 해양물리 
요소(수심별 수온, 염분, 용
존산소량, 산성도 등), 해류 
요소(유속, 유향 등) 

수중 글라이더 CTD, 광학센서 등

해양물리 요소(수심별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 산성도 
등), 해양화학 요소(부유물, 
오염농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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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 및 주요시설 상시관측 플랫폼 설계

o 항만 및 주요시설 상시관측 플랫폼의 모식도

o 항만 및 주요시설 상시관측 플랫폼의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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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항만 및 주요시설 상시관측 플랫폼의 관측 대상 및 관측 요소

관측 대상 운용 장점 활용 방안

Ÿ 연안 주요시설(원전, 항만 
등)의 상시 관측

Ÿ 저수심 해역 관측

Ÿ 연안침식작용 관측

Ÿ 어망, 어장 분포도 작성

Ÿ 독도 및 무인도 주변 관측

Ÿ 국가 주요시설 상시 관측 
가능

Ÿ 기존의 관측방법으로는 불
가능하였던 연안의 저수심 
해역 관측 가능 

Ÿ 원거리 해역의 무인관측으
로 인한 관측비용 감소

Ÿ 국가 주요시설 상시 관측을 
통한 관할해역의 효율적 관
리

Ÿ 원거리 해역 관측을 통한 
관할해역의 효율적 관리

Ÿ 연안의 상시관측을 통한 연
안침식작용 연구자료 제공

무인장비 운용 센서 관측 요소

웨이브 글라이더
영상카메라, 기상센서, CTD, 
ADCP 등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해
양기상 요소(기온, 기압, 습
도, 풍속, 풍향, 강수량, 일
사량, 일조 등), 해양물리 
요소(수심별 수온, 염분, 용
존산소량, 산성도 등), 해류 
요소(유속, 유향 등) 

수중 글라이더 CTD, 수직 프로파일러 등

해양물리 요소(수심별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 산성도 
등), 해수 특성(부유물, 오염
농도 등)

VTOL 드론, 회전익 드론 영상카메라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무인선
영상카메라, 측심기, 기상센
서, CTD, ADCP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해
양기상 요소(기온, 기압, 습
도, 풍속, 풍향, 강수량, 일
사량, 일조 등), 해양물리 
요소(수심별 수온, 염분, 용
존산소량, 산성도 등), 해류 
요소(유속, 유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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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제적 효과 및 사업타당성

제1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2절 경제적 분석 결과

제3절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제4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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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경제적 효과 및 사업타당성

제 1 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본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가. 연구기획의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o 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해양관측 기술 개발

o 목표: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o 기본 방향

Ÿ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관측을 통한 경제성·기동성 확보

Ÿ 해양 4차 산업 선도기술 확보

Ÿ 돌발상황·악천후·극한환경에서 신속대응 및 실시간 4D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해양관측체계 확립

Ÿ 개발기술의 해양산업체 이전 및 고용 증대

o 단계별 전략 목표

단계별
전략
목표

1단계 (2019-2021) 2단계 (2022-2023)

목적별 무인관측장비 센싱 및 
실증테스트 기술 개발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실해역 
탐사 및 딥러닝 군집운용/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Ÿ 동종/이종 공통 통제 및 자율
제어 시스템 구축

Ÿ 이종 복수 무인장비 실시간 제
어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해
양통신 기술

Ÿ 무인관측 데이터 표준화 및 저
장 기술

Ÿ 동종/이종 무인관측장비 간 군
집운용 플랫폼 구축

Ÿ 딥러닝 기반 이종 무인장비 자
율 군집 운용 기술

Ÿ 해양 무인관측 데이터의 QC 기
술 및 실시간 4D 운용시스템 
구축

[표 5-1] 연구사업의 단계별 전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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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o 해양관측 효율 증대

Ÿ 넓은 해역의 다양한 관측요소 동시 관측

Ÿ 악천후·돌발상황·극한해역 관측, 해양관측 비용 절감

o 해양관측 기동성 증대

Ÿ 시공간 관측 해상도 증가, 실시간 4D 데이터 생산 및 분석

o 전 세계 해양관측 기술 선도

Ÿ 플랫폼 시스템 및 설계 기술 수출(시스템 및 운용기술 관련 ODA 사업)

o 해양 4차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

Ÿ 무인장비 군집운용, 센싱, 자율운행, 실시간 관측자료 전송기술 개발

Ÿ 개발기술을 해양산업체에 이전

2. 편익 추정 방법론

가. 연구개발 활동의 파급효과 분류

o 편익 추정의 단위는 개별 사업이고 평가 대상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데, 사업 전후(before and after)가 아닌 시행 유무(with or withou
t) 비교를 통하여 사회 후생의 차이를 분석해야 함

o 사전적으로 편익(benefit)이란 (+)의 사업효과를 의미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 결과물을 의미

o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 지식, 민간의 수익, 파급효과 등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
는데, 이를 파급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면, 지식파급, 시장파급, 네트워크 파급 등으
로 구분 가능

Ÿ 지식파급은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발생, 시장파급은 시장기능에 의
해 여타 주체들에게 제품이나 공정상의 편익을 전달해주는 것을 의미

Ÿ 네트워크 파급은 관련 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을 가능케 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타당성조사에서 반영하는 효과는 지식파급과 시장파급에 한정

Ÿ 지식파급과 시장파급은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
우 경제적 타당성의 효과 분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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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 편익 항목

o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안

Ÿ 가치창출편익은 크게 소비자 중심 편익과 생산자 중심 편익으로 대별

Ÿ 소비자 중심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식별
하고 생산자 중심 편익은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식별하는 것임

Ÿ 비용저감편익은 생산비용 저감 편익과 피해비용저감 편익으로 구분

Ÿ 생산비용 저감 편익은 자원비용, 공정비용, 연구장비 사용비용 등의 각종 생산비
용 저감의 가치를 식별

Ÿ 피해비용저감 편익은 재난 및 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의 
저감을 의미

Ÿ 한편, 각 과학기술 지식의 증대 및 관련 파급효과는 가치창출 요소로 분석될 수 
있으나 실제 타당성조사시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구분 정의 및 특성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지식
파급

(knowledge
spillovers)

Ÿ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발생
Ÿ 역설계, 발간, 특허공개, 연구자 이동 등을 

통해 발생
Ÿ 일부 계측 가능
Ÿ 화폐환산 불가

Ÿ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
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
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효과 분석에 반영

시장
파급

(Market
spillovers)

Ÿ 시장 기능에 의해 여타 주체들에게 제품이
나 공정상의 편익을 전달해주는 것

Ÿ 추가기능의 구비, 가격의 인하, 저렴한 제
품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발생

Ÿ 계측 가능
Ÿ 화폐환산 가능

Ÿ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
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
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편익 분석에 반영

네트워크
파급

(Network
 spillovers)

Ÿ 관련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을 가
능케 함

Ÿ 각각 기술들의 개발 주체가 분산되어있어
서 개별 주체별로 투자를 망설임

Ÿ 계측 불가
Ÿ 화폐환산 불가

Ÿ 경제적 타당성에서 미반영 
정책적 타당성의 특수평가
항목에서 반영 가능

출처: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1판)」

[표 5-2] 연구개발활동 파급 분류와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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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프로세스

o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시장 수요 진단 가능성, 대리시장 존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용효과분석 또는 비용편익분석으로 나누어 분석

Ÿ 본 분석은 종합적 판단 결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접근 

[그림 5-1] 경제성 분석 프로세스

구분 예비 타당성 조사 시 편익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시 편익 미반영

가치
창출
편익

o 소비자 중심 편익
Ÿ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

게 영향을 주는 경우(후생경제학에 
근거)

o 생산자 중심 편익
Ÿ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i.e. 시장수요 접
근법)

o 과학기술 지식 
(논문, 특허 등)

o 과학기술자의 교육
훈련

o 지역개발효과
o 지역산업구조 개편
o 생산 유발효과

o 부가가치 
유발효과

o 고용 유발효과
o 수입 유발효과
o 수출 유발효과
o 소득 분배효과
o 취업 유발효과

비용
저감
편익

o 생산비용저감
Ÿ 자원비용, 공정비용, 연구장비 사용

비용, 출장비용 등 각종 생산비용의 
저감

o 피해비용저감 편익
Ÿ 재난·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의 저감

[표 5-3] 예비 타당성 조사 시 반영되는 편익 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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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절차

o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연구개발 내용 검토, 편익구도 수립, 경제성 분석 수
행 순으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사업 내용의 특징 분석과 최종적인 기대효과를 명
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

[그림 5-2]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절차

제 2 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편익 추정 결과

가. 연구 기대 효과를 통한 편익 항목 도출

o 편익항목은 연구사업의 개요 중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을 바탕으로 식별 가능한 편
익항목을 도출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는 해양관측 효율 증대, 해양관측 기동성 
증대, 전 세계 해양관측 기술선도, 해양4차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을 기대

o 따라서 본 연구의 편익으로 해양관측 효율 증대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 편익과 기동성 
증대로 인한 운영 비용절감 편익 그리고 해양관측 기술선도로 인한 수출증대 편익을 
검토할 수 있음

나. 주요 편익 항목의 개요

o 부가가치 증대 편익

Ÿ 본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의 핵심역량 확보 
기술 관련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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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비용 절감 편익

Ÿ 연안 및 대양 해역의 다양한 관측요소를 동시 관측과 악천후·돌발상황·극한해역 관측
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양관측 운용비용이 절감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를 경제적 가치
로 반영

o 수출증대 편익

Ÿ 해양관측 기술을 선도하게 됨으로서 해양관측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대상
으로 시스템 및 운용기술 수출을 통해 창출되는 편익을 경제적 가치로 반영

o 편익 항목 중 운용 비용절감 편익과 수출증대 편익은 현재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반영하지 않음

Ÿ 수출증대 편익은 부가가치 증대 편익과 편익이 중복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에 대한 수출액을 추정하기 위한 정량적 데이
터가 부족함

Ÿ 운용 비용절감 편익은 현시점에서 해양관측에 대한 운영비를 추정하기 위한 정량
적인 데이터 부족

다. 부가가치 창출 편익 개요

o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Ÿ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의 시장규모 × R&D 기여율 × 사업기여율 × R&D 사업
화 성공률 × 부가가치율

o 부가가치 창출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의 시장규모는 보수적
인 산정을 위하여 무인이동체의 관련 시장을 민수무인기와 소형드론, 수중 무인체로 
한정하고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10%로 한
정하여 분석

편익 항목 내용 반영

부가가치 증대 편익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의 핵심역량 확보기술 관련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반영

운용 비용절감 편익 넓은 해역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관측이 가능해 
짐에 따른 해양관측 운용비용 절감 효과 미반영

수출증대 편익 시스템 및 운용기술에 대한 수출증대 효과 미반영

[표 5-4] 편익 항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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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의 시장규모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Ÿ 본 R&D 사업은 무인군집운용 핵심요소 활용기술개발과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개발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반 해양안전, 해양
통신, 해양IT 산업 등과 연계되어 있음 

Ÿ 무인 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전망은 다음과 같음

Ÿ 해양수산부(2014) 연구에 따르면, 해양안전 및 통신기기 산업의 미래전망을 추정
한 바 있으며 본 분석은 이 연구의 Low Case(연평균 성장률 1.5%)를 활용하여 
재추정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예측(2028년~2034년)

Ÿ 한편, 본 연구개발의 종료시점인 2025년 이후 편익기간이 11년임을 감안할 경우,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를 2034년까지 전망할 필요가 있
음

Ÿ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7년의 성장률을 평균하여 2034년까지 무인자동화 해양
관측 기술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Ÿ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 중 해양관측과 연관 있는 무인체 중 관측과 
연관 있는 무인체는 민수무인기와 소형드론, 수중 무인체로 이들 무인체들이 전체 
무인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성장전략’(관계부
처 합동, 2015)에 따르면 2025년 약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Ÿ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 무인이동체의 세계 시장점유율 10% 구현을 목표로 
무인이동체 혁신성장 일정표를 발표하였음

Ÿ 따라서 이들 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시장은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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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계시장(억달러) 연도 세계시장(억달러)
2018 258.3 2027 295.3
2019 262.1 2028 299.7
2020 266.1 2029 304.2
2021 270.1 2030 308.8
2022 274.1 2031 313.4
2023 278.2 2032 318.1
2024 282.4 2033 322.9
2025 286.6 2034 327.7
2026 290.9

출처: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2014)의 연구 결과 활용  

[표 5-5]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

연도 세계시장 
(억 달러)

해양관측 관련 
무인기 비중 (%)

세계시장 
점유율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의 시장 규모

(억 달러)

2024 282.4

15.0% 10.0%

87.1
2025 286.6 88.4
2026 290.9 89.7
2027 295.3 91.1
2028 299.7 92.5
2029 304.2 93.9
2030 308.8 95.3
2031 313.4 96.7
2032 318.1 98.1
2033 322.9 99.6
2034 327.7 101.1

[표 5-6]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의 목표 시장규모

마. 기술수명주기

o 국제특허분류(IPC)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각 기술별 기술수명주기를 분석한 이승규
(2011)의 연구에 따르면, 기계공학분야의 기술수명주기는 중위수값이 약 11년, 평균
값이 14.1년으로 나타남

o 기술수명주기는 편익발생기간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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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2)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편익발생기간을 13년으로,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편익발생기간을 11년으로, 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2015)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편익발생기간 8년, 회임기간 3년 총 
11년으로 적용 

o 분 분석은 특허 기술별 연구의 중위수값과 유사 예비타당성조사의 연구 사례를 고려
하여 기술수명주기는 편익회임기간 3년, 편익발생기간 8년으로 적용

바. R&D 기여율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에서 연구개발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R&D 기여율은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전체 부가
가치 가운데 연구개발에 의한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해당 사
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활용

o 본 분석에서는 2013년 기준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하여 35.4%를 적용

o 참고적으로, 본 R&D기여율은 KISTEP이 주관하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일하
게 적용되고 있는 수치

사. R&D 사업화 성공률

o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서의 편익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
증 및 상용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R&D사업화 성공률을 반영함

o R&D사업화 성공률은 통상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에서 발간하는 최신 성과보고
서 또는 연구보고서의 수치를 활용하여 적용

o 임현(2016)의 연구는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의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은 다음과 같음

o 본 연구개발사업은 임현(2016)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
에서 기계소재와 정보통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들 분야의 사업화 성공률을 평균
한 47.9%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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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9단계 이상 사업화 성공률(%)

전체 46.4
기계소재 47.7

바이오의료 42.3
전기전자 44.4
정보통신 48.0

지식서비스 57.6
화학 49.2

에너지·자원 24.3
자료: 임현(2016), 2015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표 5-7]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

아. 부가가치율

o  본 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산업과 선박, 항공기 산업 등의 산업범위를 갖고 있어 
명확한 구분과 분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산업연관표 상의 기본부문에서 무
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과 연관 있는 산업을 분류함 

o  2016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384부문 「2014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무
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총 투입

유무선통신서비스 36,609,867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4,630,522  

정보서비스 9,382,355  
소프트웨어개발공급 29,852,323  
컴퓨터관리서비스 11,374,230  

선박 55,532,914  
항공기 5,668,735  

수상운송서비스 27,083,813  
항공운송서비스 17,427,541  

합계 197,562,300  

[표 5-8]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산업의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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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업기여율

o 사업기여율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창출 편익의 추정 
시 적용하는 주요 인자

o 사업기여율 추정시 활용되는 기존 정부재원 연구개발비는 기존의 유사·중복사업 및 
과제의 연구개발비이므로, 편익 대상의 범위(과제/기술/제품 등)와 대응하는 범위로 
유사·중복성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

o 통상적으로 사업기여율 산식은,  (본 사업 투자규모/(본 사업관련 분야 국가전체투자
규모 + 본 사업 투자규모)에 대입하여 추정

o NTIS(http://rndgate.ntis.go.kr) 상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츨 기술 플랫폼 기술개
발”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 및 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

o 그러나 사업기여율을 추정할 때에는 본 사업관련 분야에서의 비중을 확인해야 하며 
앞서 본 사업의 전체 관련 산업을 ‘해양관측’,‘무인자동화’산업으로 가정하였으므로, 
NTIS 상에서 2016년 기준 연구과제 중 ‘해양관측’ 또는 ‘무인자동화’를 검색하여 정
부 및 민간의 투자규모를 확인하고 본 사업의 연평균 투자액을 산입하여 사업기여율
을 산정함

o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분석에 적용되는 사업기여율은 36.1%인 것으로 산정됨 

차. 부가가치 창출 편익

 

2. 경제성 분석 개요

가. 경제성 분석 방법 

o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
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됨

o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
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의 고려가 가능한 B/C 분석 기법을 많이 사용
함

부가가치 창출편익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의 시장규모 × 사업기여율(36.1%) 
                    × R&D 기여율(35.4%) × R&D 사업화 성공률(47.9%) × 부가가치율(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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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성 분석 기법 비교

o 경제성 분석 기법 개요

다. 경제성 분석 시 고려 사항

o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과 편익은 모두 사회적 비용 및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시설의 경우 비용은 실질적으로 투자되어 사용된 비용을 계상하
는 반면 편익은 회수방법을 통한 실제수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함

o 본 사업이 추진되면, 3년의 연구기간(2018년~20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연구 완료 후 사업의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편익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
로 계획하였으며, 분석기간은 기술수명주기인 8년으로 함

o 연구개발 사업은, 그 성격상 비용이 초기에 집중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연구개발사
업후 후 장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함

라. 경제성 분석 시 전제

o 사회적 할인율

Ÿ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할인율을 자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
률, 경제적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데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은 기획재정부가 2017년 8월에 발표한 「예
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안」에 의거하여 4.5% 적용

분석기법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율

o 이해 용이
o 사업규모 고려 가능
o 비용편익 발생기간의 고려

o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o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o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수익률
o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o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o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o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치 않음
o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제

순현재가치

o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o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o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o 타 분석에 이용가능

o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o 이해의 어려움
o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능

[표 5-9] 경제성 분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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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 분석 결과

가. 비용의 추정

o 연구비 총액은 320억 원으로, 연차별 연구비는 다음과 같음

연도　 연차별 연구비 (억원)

2019 40.0
2020 60.0
2021 80.0
2022 60.0
2023 80.0

[표 5-10] 본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별 연구비

나. 경제성 분석 결과

o 편익-비용비율은 1.60으로서 본 연구개발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

o 추후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해양관측 
자료의 활용가치가 추가로 식별되고 기초과학적 연구의 수월성이 높아지면 본 편익-
비용비율은 변화될 수 있음

o 내부수익율은 10.0%이며, 순현재가치는 158.9억원인 것으로 분석

구 분 분석 결과 

총 편익의 현재가치 (억원) 424.7

총 비용의 현재가치 (억원) 265.9

순현재가치 (억원) 158.9

편익-비용 비율 1.60

내부수익률(IRR) 10.0

[표 5-11]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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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감도 분석

o (민감도 분석 개요)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편익 추정치가 변화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수행 후 민감도 분석 시행을 제
안

o 편익 및 비용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편익과 비용을 ±20%까지 10%p씩 
변화시킨 결과,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구 분 변화율
(%) 

총편익의
현재가치

(억원)

총비용의
현재가치

(억원)

순현재가치
(억원) B/C

편익의 변화

-20% 339.78 265.87 73.91 1.278

-10% 382.26 265.87 116.39 1.438

0% 424.73 265.87 158.86 1.598

10% 467.20 265.87 201.33 1.757

20% 509.68 265.87 243.81 1.917

비용의 변화

-20% 424.73 212.70 212.03 1.997

-10% 424.73 239.28 185.45 1.775
0% 424.73 265.87 158.86 1.598
10% 424.73 292.46 132.27 1.452
20% 424.73 319.04 105.69 1.331

[표 5-12] 민감도 분석 결과

제 3 절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가. 일자리 유형 구분

o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공무원, 공공기관, 공공근로 등)와 민간부문의 신규고용 등
으로 구분

o 민간부문(기업)의 신규고용(새로운 시장조성 등)

Ÿ (정부조달 및 구매) 해당 물품 및 서비스 생산기업의 고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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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조금 지급 또는 세금감면) 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제품․서비스 가격의 인
하를 가져오고, 매출 및 고용 증가로 연계

Ÿ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시장 확대 및 고용
을 촉진하거나 기업의 신규채용(고용유지)을 지원

Ÿ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기반시설․R&D(기술개발)․컨설팅 등을 제공→ 민간기
업의 매출증가 및 새로운 시장 확대로 신규고용 창출

Ÿ (미스매치 완화 및 취업애로요인 해소)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상담․취업알선, 취업
지원 사업대상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등

나.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방법

o (1단계) 기존(유사) 정책‧사업의 신규고용 실적에 대한 경험치․실태조사 결과, 고용계
획 등을 확인․활용(필요 시 기타자료* 활용)

Ÿ 기타 자료 활용 시 우선순위 : 기존사업에 대한 논문 및 보고서 → 유사 국내․외 
사례 → 전문가 의견

o (2단계) 1단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지출액(또는 매출액) 당 신규고용효과 등
을 추정하여 계산

Ÿ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재정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

다.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결과

o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은 신정부(고용노동부)가 제안하고 있는 「고용효과 산출 가이드
라인」을 준용하여 본 R&D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o 직접고용효과

Ÿ 인건비는 순수 연구개발비 32,000백만원 중 30%로 가정

Ÿ 직접고용효과는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7)의 산정원칙과 관련 
산업 연평균 임금 중 연구개발업의 평균임금 적용

Ÿ 분석결과, 직접고용효과는 약 140명

o 간접고용효과

Ÿ 간접고용효과는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의 산정원칙과 관련 산업별 1인 고용
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중 연구개발업 지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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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분석결과, 간접고용효과는 약 184명임

구분 인건비 (백만원) 산업연평균임금 
(백만원) 고용효과 (명)

직접고용효과 9,600 68.73 140 

간접고용효과 22,400 78.0 287

[표 5-13] 고용효과 분석 결과 

o 총고용창출 효과

Ÿ 본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직접 및 간접 고용효과를 포함하여 약 42
7명으로 분석됨 

구분 일자리창출효과(명)

직접고용효과  140

간접고용효과  287

총 합계 427

[표 5-14] 본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총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결과

  

제 4 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분석절차

가. 분석절차

o 분석의 내용은 크게 산업연관분석 수요유도형 모형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유발효과 3가지를 다룸

o 아울러 수요유도형 모형의 운용결과를 활용하여 영향력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계산함
으로써 다른 산업과 비교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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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연구의 중요한 특징은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외생화한 분
석, 즉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산업에 미치
는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히 관찰

o 본 연구는 한국은행 기본부문 산업연관표에서 출발하여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을 별도의 부문으로 외생화 한 후, 31부문 산업연관표를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분석

o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발표된 2014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

나.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정의

o 한국은행(2016)에서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에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
술개발 사업 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연관표에 포함되
어 있는 산업들을 재분류하여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의 범
위를 정의

o 본 연구에서는 403 기본부문 산업연관표 상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
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을 추출하여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을 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산업 명 코드 산업 명 코드 산업 명

14 운송장비 43 선박 95 선박
44 기타 운송장비 97 항공기

20 운송서비스 55 수상운송서비스 119 수상운송서비스
56 항공운송서비스 19 항공운송서비스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95 통신서비스 128 유･무선 통신서비스
129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61 정보서비스 131 정보서비스

62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 관리 서비스

132 소프트웨어개발공급
133 컴퓨터관리서비스

[표 5-15]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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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03개 기본부문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을 별도로 분리
해내고,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 30부문 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연관표를 재구성

부문
코드 산업 명 부문

코드 산업 명 부문
코드 산업 명

01 농림수산품 12 전기 및 전자기기 23 금융 및 보험서비스

02 광산품 13 정밀기기 24 부동산 및 임대

03 음식료품 14 운송장비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4 섬유 및 가죽제품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6 사업지원서비스

05 목재 및 종이, 인쇄 16 전력, 가스 및 증기 27 공공행정 및 국방

06 석탄 및 석유제품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28 교육서비스

07 화학제품 18 건설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8 비금속광물제품 19 도소매서비스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

09 1차 금속제품 20 운송서비스 31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10 금속제품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1 기계 및 장비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표 5-16] 재분류된 31부문 산업연관 표 

2. 분석결과

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o 2014년 기준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6)의 소분류 산업부문 중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관련 산업을 별도의 부문으로 외생화 한 후, 산업연관 분석

o 2016년도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비를 기준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Ÿ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총 연구비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유
발효과는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73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633.2명에 달
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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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 ⇣ ⇣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원)

➡
1.0000 1.7198 2.7198

320 550 870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억원)

➡
0.2454 0.6082 0.8536

79 195 273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10억원당)

➡
8.9945 10.7918 19.7863

345.4 287.8 633.2

[표 5-17]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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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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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 기존 해양관측의 시공간적 한계성을 극복하여 전천후 최첨단 무인해양관측 체계 수립

o 각종 해양 탐색, 관측 비용 절감 및 관측업무 효율성 증대(가성비 탁월)

o 각종 해양 안전사고 발생시, 접근 및 탐지 효율 증대를 통한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
(군·경 합동 해양안전을 위한 무인체 탐색선단 구축·운영)

o 무인 해양관측체의 군집운용에 필요한 통신기기, 통신망, 각종 무인체 기자재, 센싱, 
요소기술 개발 등 산·학·연·관 연계 사업 기회를 통한 과학화·산업화·실용화를 동시에 
구현

o 해양 광역관측 자료의 제한적 자료 획득 기회 및 저해상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현
실적인 방법론 제시

o 무인 해양관측체의 군집운용 기술 선점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선도(ODA 
사업이나 국제기구 사업 등으로 확장·확대 등)

제 1 절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 해양 모니터링 관련 IoT 센서 및 무인탐사장비 원천기술이 전무하여 향후 해양산업 발

달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로 관련 기술 산업화

Ÿ 자율항해 무인장비 개발 및 실해역 현장 투입

Ÿ ICT 융합 해양 무인장비 및 IoT 기반 다목적 해양환경 센서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로 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구축으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선진화 및 신
산업 창출

Ÿ 수중탐사·조사관측·감시정찰의 무인화를 위한 육해공 장비간 협력제어 통신 인프라 
및 복합 운용 플랫폼 구축

¡ 해양 빅데이터 DB 구축으로 실시간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데이터 운용 기술 개발

Ÿ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해양환경 변화 예측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해양 분야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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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생산

Ÿ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해양 관측자료 분석 기술 개발 및 해양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준비

¡ ICT 및 인공지능의 혁신기술 접목으로 해양 정보기술을 제4차 산업혁명 수준으로 도약
시킴

Ÿ 무인 관측장비 플랫폼을 활용하여 무인 자원탐사 장비와 서로 연계함으로써 해양자
원 개발 효율화

Ÿ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및 활용으로 향후 극한환경인 해양수산 분야 및 해군작전에 
연계

¡ 지구 기후변화 예측,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개발, 해군·해경 작전, 해양환경 관리, 해양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국가간 경계획정, 해양 재난·안전 실시간 예측, 항만관리, 해양레
저, 해양생물 유전자 분석, 연안침식 등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에 통합적으로 적용

제 2 절 연구개발 성과의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Ÿ 해양환경 예측시스템을 위한 지속적인 해양 빅데이터 생산

Ÿ 인공 신경망, 퍼지 논리 및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체학습 능력을 기반으로 다
양한 해양 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해법을 찾음으로써 "해양의 복잡성과 비선
형"을 해결

Ÿ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해양환경 변동요소의 정성·정량화 기술 개발로 예측기술 
향상

Ÿ 해양 분야 센서 및 무인관측장비 시장은 시작단계로 해양관측장비의 원천기술 개발 
및 활용가능

¡ 경제적․산업적 측면

Ÿ 해양 정보기술을 이용한 해양 관련 빅데이터 생산 및 환경변화 예측과 관련된 정보
산업 창출 가능

Ÿ 기존 해양수산 데이터와 신규 생성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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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가치 창출

Ÿ 해양환경 예측을 통한 해양안전사고 예방으로 재해·재난 피해 최소화

Ÿ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해양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제공

¡ 사회적 측면

Ÿ 무인탐사 관측기술 체계 수립 및 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을 통한 신속한 해양안전 및 
재난 지원

Ÿ 지구 기후변화 예측,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개발, 해군·해경 작전, 해양환경 관리, 
해양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국가간 경계획정, 해양 재난·안전 실시간 예측, 항만관
리, 해양레저, 해양생물 유전자 분석, 연안침식 등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에 통합
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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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과제요청서 (RFP)

제1절 무인장비 자율운행 및 해양통신 분야

제2절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분야

제3절 무인장비 관측자료 관리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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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과제요청서(RFP)

제 1 절 무인장비 자율운행 및 해양통신 분야 

1. 연구의 필요성

□ 해양 관측 무인 장비 실시간 제어 및 원격 운용을 위한 해양 최적화 통신 기술 개발
의 필요성 대두
Ÿ 해양 관측 무인장비의 실시간 제어 및 관측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해양 최적화 통

신 기술 개발이 필요함 
Ÿ 기 개발된 육상 통신 기술의 해양 적용 시 발생 하는 성능 제약 (예, 전송거리 제

약, 전송률 제약, 전송 지연 제악) 문제로 인해 광해역 관측 무인 장비에 적용이 
제한됨 

□ 해양 관측 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율 주행 기술 개발 필요
Ÿ 해양 관측 장비의 활용도 극대화/최적화를 위한 무인 운용·자율 주행 기술 개발이 

필요함
Ÿ 해양 관측 장비의 활용도 극대화를 통해 다차원 해양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한 해양 신시장 창출이 요구됨 

2.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 해양 통신 기술
Ÿ 해양 통신 환경을 고려한 통신 기술 개발의 부재

ü 기 존재하는 대부분의 해양 관측 장비는 연안과 근거리(대략 20km)에는 이동
통신 망, 그 이외의 영역(20 km 이상)에는 위성통신을 통해 관측 데이터를 전
송함

사업명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기술개발

과제명 무인장비 자율운행 및 해양통신 기술 개발

연구기간 총 5년 연구비 총 4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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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위성통신 사용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로 인해 위성통신 활용이 제약됨
ü 이로 인해 광해역에 분포한 관측 장비의 실시간 제어 및 관측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함  
□ 해양 자율 운용 기술 

Ÿ 해양 자율 운용 기술 개발의 부재
ü 해양 관측 장비의 가용성 증대를 위해 자율운용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나, 국내

외의 사례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경우를 찾기 힘듦
ü 이것은 해양 관측 장비의 자율 운용 기술 분야가 신규 기술 분야이기 때문이

며, 본 과제를 통해 신기술 선점 및 선도가 가능함

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Ÿ 해양관측 무인장비 플랫폼 구축을 위한 무인장비 자율주행/자동회피 기술 개발 및 

무인장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해양통신 기술 
개발

□ 최종성과물
Ÿ 해양 관측 무인장비 실시간 제어 및 고용량 관측자료 장거리 전송을 위한 해양 통

신 최적화 기술 개발
Ÿ 해양 관측 무인장비의 무인 운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해양 자율운용 기술 

개발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설정근거 
등

해상 통신 거리 해상통신 최대거리 100km
세계최고수준 (100km, 
LTE-M) 대비 동등수준 

전송거리 확보
신뢰도 패킷 전송 신뢰도 99% 이상 URLLC 통신 요구사항

전송 지연 전송 지연 5-100ms URLLC 통신 요구사항

전송률 최대 데이터 전송률 100Mbps
세계최고수준 (75Mbps, 

LTE-M) 대비 기술 
향상을 고려한 성능 설정

위치 오차 수중 항법 위치 오차 1% 0.3%
(프랑스/IX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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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연구내용 및 범위

세부 연구 목표 주요 연구 내용

해양통신 
기술 개발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Ÿ 광해역 관측 데이터 정보전송을 위한 
해양 장거리 무선통신 전송/모뎀 
기술 개발 

실시간 장비 제어를 위한 
URLLC

Ÿ 관측장비의 실시간 제어  및 고신뢰 
전송을 위한 광대역 이동통신 기반 
해양 URLLC 기술 개발

다중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기반 해양-육상 통신 연계 
기술

Ÿ 수중-수상 네트워트간 연동을 위한 
게이트웨이 기술 개발 

무인장비 자율운용 
기술 개발

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Ÿ 수중 자기위치 추정 기술
Ÿ 탐사 임무 기반 경로 계획 기술
Ÿ 장애물 회피 경로 실시간 설계 기술

딥러닝 기반 자율 운용 
기술

Ÿ 적응형 비행/항해 학습 기술 및 
딥러닝을 이용한 성능 향상

Ÿ 통신이 지연되거나 끊긴 상황에서 
제한 된 범위에서 자율적 임무 수행

Ÿ 샘플 채취 등 작업을 위한 
인공지능을 통한 작동방식 학습 기술 

Ÿ 전체 자율 운용 시스템 SW 통합 및 
신뢰성 향상 

[표1] 해양 통신 및 무인장비 자율 운용 기술 개발 과제 주요 연구내용

장애물 회피 장애물 회피 성공률 90% 87%
(미국/CMU)

제어명령 수
Task Level 

Autonomy를 위한 
제어 명령의 수

16 Level3 자율지능 수준

물체 식별 정도 물체 식별 오차 10% 이내 29%
(미국/Allen Institute)

장애물탐지 
정도

임무수행시 장애물 
탐지 거리 30m 회피반경을 고려한 

탐지거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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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 해양통신 및 기술 개발
Ÿ 해양통신 개발을 통해 수중 및 해상에서 동시에 운용되는 해양 무인 관측 장비의 실

시간·고신뢰 제어 및 정보 전송 가능
Ÿ 장거리 해상 통신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의 고비용 통신 방식(예, 위성통신)에서 탈

피하여, 저비용으로 해상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해양 어플리케이션(예, USV, AUV, 
드론)에 무선통신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짐

Ÿ 수중-수상-육상 통신 연계기술 개발을 통해 수중-해상-육상 연계 통신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예, 이기종 네트워크 연계 시 발생하는 전송지연, 통신 인프라 부족으
로 인한 통신거리 제약)들을 극복함으로써 해양 IoT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
함

o 해양 자율 주행 기술 개발
Ÿ 3차원 환경 모델을 이용하여, 장애물 회피 등 자율 항법이 가능하며, 바람, 조류 등 

외란에 강인한 운항이 가능해지며, 또한 수중/공중/해상에 운용되는 다양한 해양 관
측 장비의 실시간 고신뢰 제어 및 정보 전송 가능

Ÿ 자율지능의 단계 3~4에 해당하는 자율 운용 기술을 통해, 임무수행을 위한 조종자(관
리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 향후 신뢰성 있는 해양 DB 구축에 필요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접근 수단을 제공 가능 

Ÿ 수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시간 지연, 통신 끊김 현상이 발생할 때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 짐, 또한 운항 기록 데이터를 기반한 딥너링 
또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하여 수공드론의 임무 수행의 횟수가 많을수록, 임무 수
행의 품질과 신뢰성이 좋아짐

Ÿ 인공지능 자율항법시스템, 정밀 능동 탐지 및 상태 추정 분석 시스템, 스마트 통합 
HRI 시스템 등의 파생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탐사, 자원개발의 수중로봇과 군사용 자
율 무인 무기체계 개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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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분야 

1. 연구의 필요성

o 재난재해 대응 해양관측 시스템의 한계 극복
o 재난재해 대응 실시간 4D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차세대 해양관측체계 확립 
o 돌발상황·악천후·극한환경에서 해양관측의 경제성·기동성·정확성 확보
o 해양 4차 산업인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용 기술 확보
o 개발기술의 해양산업체 이전 및 고용증대

2. 개술개발 및 시장동향

o 전 세계적으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의 동종/이종간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은 
아직 미완성 단계이며, 본 사업을 통한 기술/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적인 
기술 수월성 담보 가능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반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은 2018년 258.3억달러, 
2027년에는 295.3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며, 무인장비 군집운용 활용 기반 
실해역 탐사 등을 통한 부가적인 산업적 연계를 고려하면 관련 세계 시장 규모는 
보다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

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Ÿ 해양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무인장비와 관측센서를 활용하여 군집

관측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무인장비 운용기술, 센서 통합 인터페이스, 공통
임무 통제, 시뮬레이션, 음향탐지, 관제 플랫폼 구축 등 각종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업명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기술개발

과제명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 개발

연구기간 총 5년 연구비 총 26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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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장비 동종/이종군집 플랫폼 기술을 개발함 
o 최종성과물

핵심개발 과제 최종 성과물

무인장비 
운용기술

Ÿ 군집운용 해양환경관측을 위한 제시된 무인장비의 체계화된 운용 
절차 및 지원 기술
ü 운영체계 및 절차 기술 문서 
ü 운용시험을 통한 설계된 운용체계 시험검증
ü 군집운용을 위한 각종 지원 장비 구축 결과물

관측센싱 통합 
인터페이스 

기술

Ÿ 무인장비에 관측센서 장착을 위한 확장 가능 인터페이스 기술
제시된 무인장비의 이동 및 운용환경에 따른 보정 및 운용기술
ü 제시된 무인장비와 선정된 관측센서의 통합 결과물 및 검증
ü 무인장비별 확장성 있는 관측센서 인터페이스 기술 결과물
ü 이동 외란 및 운용제약 대한 관측센싱 보정 및 극복기술 결과

물 및 검증

임무 및 
데이터 전달 
공통화 기술

Ÿ 제시된 이종 무인장비의 통합 관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임무 및 
데이터 전달 공통화 기술 및 시스템
ü 제시된 무인장비 공통 임무체계 및 전달체계 개발 결과물
ü 무인장비와 공통임무 및 전달체계를 통한 운용성 검증

음향센서를 
이용한 

음향탐지 기술

Ÿ 수중음원 방향탐지 및 음향정보 압축기술
Ÿ 군집운용되는 음향센서를 이용한 표적 위치탐지 기술 

ü 무인장비에 장착된 음향 방향탐지 센서 결과물
ü 다수의 무인장비에 장착된 센서를 이용 표적탐지 결과물 및 

검증

군집운용 
시뮬레이션 

기술

Ÿ 제시된 이종 무인장비를 이용, 각종 제약요소를 고려한 관측센싱
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터 기술 
ü 무인장비 외 각종 요소를 고려한 무인장비 모델링 및 시뮬레

이션 결과물

이종 공통 
임무통제 기술

Ÿ 이종 다수의 무인장비 군집운영에 대한 시나리오 자동 생성 및 
최적경로 계획 알고리즘 기술

Ÿ 제시된 무인장비의 통합 임무통제 및 자료 송수신 기술
ü 기 개발된 시뮬레이션 상 이종 다수의 군집운용에 대한 시나

리오 자동 생성, 무인장비 최적경로계획 결과물
ü 무인장비와의 통합 임무통제 및 자료 송수신 기술결과물 및 

검증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Ÿ 동종무인장비 군집운용을 위한 육상관제 플랫폼 구축 및 시험
Ÿ 이종무인장비 군집운용을 위한 해양관제 플랫폼 구축 및 시험



- 241 -

o 성과지표 및 목표치

4. 주요연구내용 및 범위

o 운용전략 및 시나리오 설계
과제 단계별 시험항목으로 제시될 군집운용 전략 및 시나리오를 설계 함
Ÿ 해양관측 수요에 알맞은 군집운용전략 및 시나리오 설계
Ÿ 설계된 시나리오는 단계별 평가시 활용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설정근거

무인장비 
운용기술 

확보

목적별 무인장비 군집
운용 전략 설계

목적별 전략 설계 기술 
메뉴얼 1부씩

현재 미국의 기술수준이 
약 70%이며, 본 

연구개발의 기술향상 
수준은 100%에 해당함

무인장비별 군집운용 
기술체계 구축

군집운용의 각 종류에 따른 
매뉴얼과 설계도 1부씩, 
프로그램 1건씩

세계최고수준(미국 
Rutgers 대학) 대비 동등 

수준의 기술체계 확보

관측센싱 통합 인터페
이스 개발

각 종류별 관측 센싱 
인터페이스 및 보완 
HW/SW 기술 매뉴얼과 
설계도 1부씩, 프로그램 
1건씩

세계최고수준(미국 
Slocum의 수중글라이더 
및 드론 장착 관측센서 
기술) 대비 90% 수준의 

기술개발

군집운용 시뮬레이터 
개발

무인장비 및 관측센서 
모델링 및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1건

현재 미국의 기술수준이 
약 70%이며, 본 

연구개발의 기술향상 
수준은 100%에 해당함

(군집운용에 대한 
시뮬레이터 및 알고리즘 

개발 사례는 전무한 
상황임) 

군집운용 알고리즘 개
발

군집운용 시나리오 생성 
알고리즘 5건

이종 공통 통제시스템 
개발

이종 공통통제 미들웨어 
프로그램 및 시스템 1건

군집운용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원 탐지 알고
리듬의 성능 분석 결과 
제시(음향탐지 각도 오
차율)

5도 이하
음원 입사각 추정 수조시험 
및 해상시험 결과 보고서 
각 1부씩

미국 USSI사 수중음원 탐
지센서 음원입사각 추정
치(약 5도) 대비 동등 수
준의 기술개발

육상 및 해상 관제 플
랫폼 테스트베드 설계

육상 및 해상 관제 플랫폼 
테스트베드 설계도 각 
1부씩

세계최고수준(미국) 
대비동등 수준 기술 향상

연안해역 육상 관제 플
랫폼 운용 테스트

육상 관제 플랫폼 운용 
테스트 결과 보고서 1부

해양과학기지 거점 해
상 관제 플랫폼 운용 
테스트

해상 관제 플랫폼 운용 
테스트 결과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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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인장비운용 기술 개발
무인장비들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실운영 기술을 개발함
Ÿ 무인장비 특성, 운용조건, 인적물적 필요자원을 고려한 투입될 무인장비 선정 및 

운영기술확보
Ÿ 기관협력, 신규구매 등을 통한 무인장비 확보
Ÿ 확보된 무인장비들에 대한 진회수, 이동, 정비, 운용인력, 지원장비, 운용절차 등 

운용기술 파악 및 운용기술 체계화
Ÿ 체계에 따른 운용기술 시험 및 보완

o 무인장비 관측센싱 통합 인터페이스 구현
관측에 필요한 센서를 무인장비에 유기적으로 장착하고 확장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
이스 기술 개발함
Ÿ 확장성을 고려한 센서 인터페이스 설계 및 무인체계 통합
Ÿ 무인장비 이동 및 환경적 외란 등, 센싱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의 보정기술 및 보

완기술 개발 

o 임무 및 데이터전달 공통화 기술
이종의 무인시스템들의 임무와 데이터 전달을 공통된 경로와 체계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함
Ÿ 통합 관제시스템에서 사용될 투입 무인장비의 데이터전달체계와 공통임무체계의 

설계 및 개발

o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저전력 음향 센서를 이용한 수중 음원 탐지 및 위치추정 기술, 군집운용 음향 센서
를 이용한 음원 탐지 기술을 개발함
Ÿ 음원 탐지 및 위치추정 요구사항 분석
Ÿ 음향 센서 선정 및 배열 센서 설계
Ÿ 음원 탐지 및 위치추정 알고리듬 개발
Ÿ 군집운용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원 탐지 및 위치추정 알고리듬 개발
Ÿ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알고리듬 성능 분석 수행
Ÿ 신호처리기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o 군집운용 시뮬레이션 기술
군집최적경로계획, 자율제어, 운용시나리오 자동생성을 지원하는 무인장비 및 관측센
서 시뮬레이터를 개발함
Ÿ 투입 무인장비 및 관측센서에 대한 운동특성, 환경제약, 센싱범위, 통신범위, 운용

상 제약 등에 대한 수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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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무인장비, 환경, 시계열, 공간 자료구조 설계 및 환경조건 입력체계 개발
Ÿ 맵 인터페이스 및 시각화 인터페이스 개발
Ÿ 투입 무인장비 및 환경조건과 비교 보완

o 이종공통통제체계 기술
무인장비에 최적경로계획, 자율제어, 운용시나리오 자동생성 등을 수행하는 이기종 
공통 통제시스템을 개발함
Ÿ 동종/이종 군집운용 시나리오 자동생성 및 무인장비 최적경로 계획 알고리즘 개발
Ÿ 기 개발된 임무 및 데이터전달 공통화 기술을 통합하여 투입된 실제 무인장비와 

통합 시스템 개발
Ÿ 군집운용 기술 시험 및 평가

o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무인장비들과 센서 통합, 운영전략, 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군집운영을 수행하는 
시스템 개발
Ÿ 육상 관제 플랫폼 구축 및 동종군집운용 테스트

Ÿ 해상 관제 플랫폼 구축 및 이종군집운용 테스트 

5. 기대효과
o 경제적 측면

Ÿ 해양관측 효율 증대로 해양관측 비용 절감
Ÿ 개발기술을 해양산업체에 이전
Ÿ 해양 4차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o 기술적 측면
Ÿ 전 세계 해양관측 기술 선도
Ÿ 무인장비 군집운용, 센싱, 자율운행, 실시간 관측자료 전송기술 개발
Ÿ 시공간 해상도 및 예측 정확도 향상
Ÿ 실시간 4D 데이터 생산 및 분석

o 정책적 측면
Ÿ 재난재해 대응 악천후∙돌발상황∙극한해역 관측
Ÿ 넓은 해역의 다양한 관측요소 동시 관측
Ÿ 플랫폼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운영 기술 수출(시스템 구축 및 운용기술 의수요 

국가에 대한 ODA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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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무인장비 관측자료 관리 분야 

1. 연구의 필요성

o 해양 관측 무인장비 실시간 운용 및 관제를 위한 데이터표준화 및 데이터모델 설계 
필요

   해양 관측 무인장비의 운용 및 관제를 위해 장비별 메타데이터, 관측데이터 특성을 
분석하여 표준화하고 원활한 데이터관리 및 활용을 위한 표준데이터모델 설계가 필요
함

 
□ 관측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기법 및 자동 처리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해양 관측 무인장비의 관측자료 등 각종 실시간 수집 데이터들은 장비 이상, 통신 이

상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음으로 이를 신속하게 분석, 처리하
여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 관측자료의 모니터링 및 시공간적 가시화를 위한 WebGIS기반 실시간 4D 운용시스템 
개발 필요

   해양 무인장비 관측데이터의 종합적인 활용을 위해 WebGIS 기반의 가시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며 관측자료의 실시간 현황, 위치, 현장화면, 영상 등 실시간 모니터링 
역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자료의 시계열적 통계분석, 가시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시공
간적 변화상을 표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종합형 정보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2. 개술개발 및 시장동향

□ 데이터표준화 및 모델링
   시스템 통합과 정보공유를 위해 데이터의 의미(semantic), 구문(syntax), 표현       

  (representation)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속성 검증, 용어(term)정의, 
네이밍룰(naming rule), 표준코드 등을 도출하여야 함. 특히 데이터QC를 위하여는 
데이터의 값, 데이터구조, 관리프로세스의 3가지 관점에서 품질관리 프레임워크를 수

사업명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기술개발

과제명
해양 무인관측자료 운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사업

연구기간 총 5년 연구비 총 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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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ISO 19115는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스키마 정의 및 필요에 따
라 선택하거나 확장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위치정보 기반 데이터의 표준화 및 
모델링시, 참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해양 관측자료 품질관리 기술
Ÿ 해양 관측자료는 관측장비의 정비, 운용상태 및 통신환경에 따라 비정상적 값이나 

오류값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분석)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
요함.

Ÿ 이상값 검출을 위해 통계적 기법인 IQR, M-IQR, SPIKE TEST 등을 적용하여 QC 
수행

Ÿ 각 관측항목별 최대, 최소값 분석을 통해 항목별 경계값 검사기준 설정
Ÿ 비정상값, 오류 유형 등 식별 플래그 기법 도입을 통한 값 추적 및 이력관리 필요 
Ÿ QC 처리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데이터 품질관리 국

제표준으로는 ISO 8000이 있으며 주로 기업간 표준데이터 교환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정의) 

□ WebGIS 활용기술 동향
   최근 FOSS4G(Free Open Source Software for Geo-Spatial)를 중심으로 한 오픈

소스GIS 기술이 급격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 GIS솔루션에 종속적인 시스템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OWS(OGC Web Servies) 등 오픈GIS 서비스를 이용한 각종 
WebGIS 응용프로그램 및 모바일앱 개발이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임. 오픈소스 GIS
는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Standards)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오픈소
스GIS 표준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Ÿ JAVA기반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함으로써 명료성, 호환성, 확장성 
확보

Ÿ 온라인 오픈소스 지도서비스 API 활용
Ÿ 웹콘텐츠 국제표준 W3C(World Wide Web Consotium) Web Content 

Acecessibility Guidelines 적용
Ÿ 웹기반 S/W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용

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Ÿ 해양관측 무인장비 플랫폼 군집운용을 위한 관측자료 수집, 분석 및 자료표

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QC 기법 개발 및 자동화 처리, 관측자료 
활용시스템, WebGIS 기반 실시간 4D 관측자료 운용시스템 구축 등 정보 



- 246 -

활용기술과 체계 구축 

o 최종성과물
Ÿ 해양관측 무인장비 관측자료 실시간 수집, 처리, 운용 및 관제를 위한 자료

표준화, 데이터모델설계(데이터베이스 설계) 등 정보체계 수립
Ÿ 무인 관측자료 QC기법 및 자동처리시스템 개발,  관측자료 통합관리, 활용

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Ÿ 무인 관측장비 모니터링, 시공간적 가시화 및 관제를 위한 WebGIS기반 실

시간 4D 관측자료 운용시스템 구축  

핵심개발 과제 최종 성과물

관측자료 표준화 DB설계 및 
저장체계 구축

데이터분석서, 표준화명세서, 표준데이터모델 
정의서, DB설계서, DB구축 목록 

관측자료 QC기법 및 자동화 처리 
시스템 구축

QC명세서, QC처리 자동화프로그램

관측자료 활용시스템 개발 무인체 데이터 관리/활용시스템, 운용매뉴얼  

WebGIS 기반 실시간 4D 
관측자료 운용시스템 구축

관측자료 활용 및 운용시스템, 설계서, 프로그램, 
운용매뉴얼

o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자료표준화 및  
표준데이터모델설계

데이터분석서, 표준화명세서, 
표준데이터모델 정의서, 
DB설계서, DB구축 목록 

각 성과지표 
1부씩

분석/설계사항,
ISO/TS 20452

QC기법 개발
QC명세서, QC처리 
자동화프로그램

QC 명세서 1건, 
프로그램 1건

분석/설계사항,
ISO 8000-61

관측자료 
활용시스템 개발

무인체 데이터 
관리/활용시스템, 운용메뉴얼 

시스템 1건, 
메뉴얼 1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WebGIS기반 4D
관측자료 
운용시스템 개발

관측자료 활용 및 운용시스템, 
설계서, 프로그램, 운용메뉴얼

시스템 1건, 
설계서 1건, 
메뉴얼 1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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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연구내용 및 범위

세부 연구 목표 주요 연구 내용

자료표준화 및
표준데이터 모델 
설계

데이터 특성분석 및 
표준화

Ÿ 무인 관측장비별 메타데이터, 자료특성 
분석을 통한 자료표준화

Ÿ 자료특성분석을 통한 표준데이터모델 설계 

관측자료 품질관리
데이터 QC기법 및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Ÿ 관측자료 품질관리 기법 개발
Ÿ QC데이터 버전관리 및 데이터전송 기능 

개발
Ÿ 관측자료 QC자동 처리 프로그램 개발

관측자료 수집, 
관리, 제공체계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인터페이스 개발

Ÿ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Ÿ 데이터 수집, 관리, 추출을 위한 기본 

인터페이스 개발 및 시범데이터베이스 구축 

관측자료 정보
플랫폼 구축

무인 관측자료 
활용시스템 개발

Ÿ 관측자료 데이터베이스 연계, 활용 기능 
개발

Ÿ 관측자료 추출 및 다운로드 기능 개발
Ÿ 자료 현황 및 통계(집계)정보 표출기능 

개발
Ÿ 드론영상 등 멀티미디어 관리, 표출기능 

개발

WebGIS 기반 
실시간 4D 
관측자료 
운용시스템 구축

Ÿ WebGIS기반 시공간 표출 플랫폼 개발
Ÿ 무인 관측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가시화 

기능 개발
Ÿ 무인 관측장비 자율제어 지원을 위한 

자료공유(제공)인터페이스 개발 
Ÿ 무인 관측장비 운용 시뮬에이터 기능 개발
Ÿ 시스템 운용체계 수립 (SOP) 

5. 기대효과

o 경제적 측면
Ÿ 해양 무인장비 운용정보 관리, 분석을 통한 유지보수비용 절감 효과
Ÿ 해양 무인관측 장비 및 통신기술 홍보창구 효과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Ÿ 국가 해양관측망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발굴

   
o 기술적 측면

Ÿ 해양 무인관측 장비의 표준 데이터프로토콜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변경, 추가, 



- 248 -

확장을  위한 표준 데이터모델을 제공할 수 있음.(데이터모델 표준화 효과)
Ÿ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QC SOP 수립을 지원
Ÿ 해양 무인관측 자료의 통합관리와 활용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실시간 데이터 처

리 및 
Ÿ 가시화를 통해 해양 관측 무인장비의 운용을 과학화, 선진화 함.

  
o 정책적 측면

Ÿ 해양 관측 무인장비 운용현황 파악을 통한 해양관측 정책 조정 및 재설정
Ÿ 국가적 활용전략 모색,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정보인프라 제공
Ÿ 해양 관측 무인장비의 운용평가, 이력관리 등 예산 적정성 검토정보 지원
Ÿ 이슈 사항 발생시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정보 지원
Ÿ 관련기술 선진화 선점 및 해양과학기술 대국민 홍보, 교육자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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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해양기술을 통한 상업적 참여 
법안 (CENOTE Act of 2018)





To require the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Oceans and Atmosphere to 
carry out a program on coordinating the assessment and acquisition by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data collected by the 
Administration using such systems, and for other purposes.

A BILL
To require the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Oceans and Atmosphere to 
carry out a program on coordinating the assessment and acquisition by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data collected by the Administration 
using such systems,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table of contents.
Section 2. Definitions.

115TH CONGRESS
2D SESSION S. 2511

IN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March 7, 2018

Mr. Wicker (for himself and Mr. Schatz) introduced the following bill; which 
was read twice and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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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SHORT TITLE; TABLE OF CONTENTS.

(a) Short Title.—This Act may be cited as the "Commercial Engagement 
Through Ocean Technology Act of 2018" or the "CENOTE Act of 2018“

(b) Table Of Contents.—The table of contents for this Act is as follows:

TITLE Ⅰ—ASSESSMENT AND ACQUISI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Sec. 101. Establishment of program on assessment and acquisition by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Sec. 102. Regular assessment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to support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missions. 

Sec. 103. Acquisi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Sec. 104. Annual report on unmanned maritime systems and effects on 

mission of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Sec. 105.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and additional authorities. 

TITLE Ⅱ—AVAILABILITY OF DATA FROM UNMANNED MARITIME 
SYSTEMS

Sec. 201. Public availability of data collected by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ing unmanned maritime systems. 

Sec. 202. Public engagement on matters relating to data collected by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ing 
unmanned maritime systems. 

Sec. 203. Facilitation joint projects between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and private industry on unmanned 
maritim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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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Definitions.

In this Act:

(1) ADMINISTRATION.—The term "Administration"means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 ADMINISTRATOR.—The term "Administrator"means the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Oceans and Atmosphere and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3) COOPERATIVE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ON.—The term "cooperative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on" means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an external entity, such as the Cooperative Institutes, Sea 
Grant Colleges, 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s, the National 
Oceanographic Partnership Program established under chapter 665 of title 10, 
United States Code, and regional associations of the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

(4) CURATE THE DATA AND DATA CURATION.—The terms "curate the data" and 
"data curation"shall encompass the processes of conducting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measures for data, capturing associated appropriate meta 
data, electronic storage and back up of the data, and ensuring accessibility 
of the data.

(5) DATA SPECIFICATIONS.—The term "data specifications"shall refer to the type, 
resolution, periodicity, and quality of data required by a program of the 
Administration.

(6) PROGRAM.—The term "Program"means the program established under section 
101(a).

(7) TEST OR TRAINING RANGE.—
(A) IN GENERAL.—The term "test or training range" means an area 

designated for operating unmanned maritime systems and other types 
of systems for the purpose of—

(i)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such systems; or
(ii) training personnel on operating procedures for such systems.

(B) INCLUSIONS.—The term "test or training range" may include 
specialized fixed or portable instrumentation for the opera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and other types of systems.

(8) UNMANNED MARITIME SYSTEMS.—
(A) IN GENERAL.—The term "unmanned maritime systems"means remo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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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ed or autonomous vehicles produced by the commercial 
sector—

(i) designed to travel in the air, on or under the ocean surface, 
on land, or any combination, and that function without an 
on-board human presence; and

(ii) that may include associated components such as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transmission, and processing systems.

(B) EXAMPLES.—The term "unmanned maritime systems" includes the 
following:

(ⅰ) Unmanned undersea vehicles.
(ⅱ) Unmanned surface vehicles.
(ⅲ) Unmanned aerial vehicles.
(ⅳ)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
(ⅴ) Autonomous surface vehicles.
(ⅵ) Autonomous aerial vehicles.

TITLE Ⅰ-ASSESSMENT AND ACQUISI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SEC. 101. ESTABLISHMENT OF PROGRAM ON ASSESSMENT AND ACQUISITION 
BY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a) Establishment.—The Administrator shall establish within the Office of 
Oceanic and Atmospheric Research (OAR) and the Office of Marine 
and Aviation Operations (OMAO) a joint program office to coordinate 
the Administration’s research, assessment, and acquisi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The program established under this 
section shall also consider the use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in 
cooperative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on.

(b) Coordination Within The Administration.—
(1) AUTHORITY TO ESTABLISH COORDINATING COMMITTEE.—The 

Administrator shall establish a coordinating committee to 
ensure that the Program addresses requirements throughout 
the Administration.

(2) INCLUDED.—In establishing a coordinating committee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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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shall ensure that 
representation in the committee is included from the following:

(A) The Office of Ocean Exploration (OER).
(B) The program office of the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
(C) Such other offices of the Administration as the 

Administrator determines are actively engaged with 
unmanned maritime systems.

(3) DESIGNATION.—A coordinating committee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known as the "Unmanned Maritime 
Systems Ocean Technology Coordinating Committee".

(c) Coordination With The Navy.—
(1) IN GENERAL.—In carrying out the Program, the Administrator 

shall—
(A) make efforts to coordinate with the Secretary of the 

Navy to leverage expertise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al transi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B) align with, utilize, and inform the Deputy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Operations and the 
Oceanographer of the Navy’s strategic and operational 
priorities, particularly for missions and geography 
within the Administration’s purview;

(C) seek to utilize Naval unmanned systems test or training 
ranges, such as the Gulf of Mexico Unmanned Systems 
Test and Training Range of the Naval Meteorology and 
Oceanography Command, and maximize interagency 
cooperation and sharing of best practices; and

(D) to formalize coordination, execut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Secretary of the Navy that 
includes—

(ⅰ) incorporating consideration of priorities and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on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conduc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ⅱ) consultation intended to encourage and 
facilitate efforts by the Administration to partner 
with the Navy to procure unmanned mari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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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and to establish, instrument, and 
operate test or training ranges and related 
facilities;

(ⅲ) adopting procedures defin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for the Administration to access and 
utilize test or training ranges or related Naval 
facilities for purposes identified in paragraph 
(2)(B); and

(ⅳ) such other topics as the Administrator 
considers necessary or advisable, including 
mapping, bathymetry, observations, and ocean 
exploration.

(2) LOCATION.—The Administrator shall, if practicable, carry out 
the Program at a facility where the Navy and the 
Administration are co-locat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A) Gaining efficiencies through collaboration.
(B) Advancing development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including—
(ⅰ) systems research and development;
(ⅱ) systems testing;
(ⅲ) systems modifications; and
(ⅳ) systems integration.

(C) Accelerating transition from concept to manufacturing 
and acquisition.

(D) Coordination With Other Federal Agencies.—In carrying 
out the Program, the Administrator and the Secretary 
of the Navy may utilize the National Oceanographic 
Partnership Program, established under chapter 665 of 
title 10, United States Code, as a mechanism for 
providing interagency coordination for the advancement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E) Coordination With Academic Sector.—In carrying out 
the Program, to the extent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the Administrator or the Secretary of the 
Navy may coordinate and co-locate with an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or consortium of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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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ions,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Maximizing opportunit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2) Providing training in unmanned maritime 

systems as part of an accredited certificate or 
degree program of education.

(3) Facilita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at includes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s, private industry, and public safety 
agencies.

(4) Arranging access to and use of additional 
facilities that support testing and assessment of 
or training with respect to unmanned maritime 
systems under environmental conditions of 
interest, increasing operational tolerance under 
such conditions, certifying operational capacity 
under such conditions, whether real or 
simulated, and training operators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in real or simulated 
environments.

(5) Facilitating engagement with other academic 
institutions with interest or relevant expertise in 
unmanned maritime systems.

(6) Promoting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academic, environmental, and military 
institutions to lead to more robust, 
mission-oriented unmanned maritime systems.

(F) Engagement With The Private Sector.—Other than as 
described in subsection (e) and to the extent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the Administrator or the 
Secretary of the Navy may, in carrying out the 
Program, to the extent practicable, coordinate and 
consult with the private sector—

(1) to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and

(2) to assist with their assessment of commer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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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unmanned maritime systems to support 
the missions and goals of the Navy, the 
Administration, and cooperative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on.

SEC. 102. REGULAR ASSESSMENT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TO 
SUPPORT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MISSIONS.

(a) In General.—The Administrator, acting through the Assistant 
Administrator for Oceanic and Atmospheric Research and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rine and Aviation Operations and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Commissioned Officer Corps, 
shall regularly assess publicly and commercially available unmanned 
maritime systems for potential use to support missions of the 
Administration.

(b) Science-Based Assessments.—The Administrator shall carry out 
subsection (a) through the Assistant Administrator for all matters 
relating to assessment of the suitability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to meet data specifications required by programs of the 
Administration.

(c) Assessment Of Operational Utility.—The Administrator shall carry out 
subsection (a) through the Director for all matters relating to 
assessment of whether unmanned maritime systems are operationally 
reliable enough to make in situ observations required by programs of 
the Administration.

(d) Engagement.—The Assistant Administrator and the Director shall 
jointly consult with the heads of other offices of the Administration, 
with the academic sector, and with developers and manufacturers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to conduct the assessments under 
subsection (a).

SEC. 103. ACQUISI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a) In General.—The Administrator shall coordinate and centralize the 
acquisition by the Administra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to 
meet the prioritized list of data requirements identified under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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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b)(2).
(b) Memoranda Of Understanding.—In order to realize greater savings and 

efficiency, the Administrator may develop and execute a memorandum 
of agreement with the Secretary of the Navy to—

(1) participate in procurements conducted by that Office;
(2) accept decommissioned unmanned maritime systems from that 

Office;
(3) develop policies and procedures to share unmanned maritime 

systems; or
(4) provide for other means of creating efficiency and savings in 

Federal acquisition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c) Rule Of Construction.—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modify Federal procurement law.

SEC. 104. ANNUAL REPORT ON UNMANNED MARITIME SYSTEMS AND EFFECTS 
ON MISSION OF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a) In General.—In carrying out the Program, the Administrator shall, not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every four years thereafter, submit to the appropriate committees of 
Congress a report on the effects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on 
the mission of the Administration.

(b) Contents.—Each report submitted under subsection (a) shall include, 
for the period covered by the report, the following:

(1) An inventory of current unmanned maritime systems used by 
programs of the Administration, a summary of the data they 
have returned, and the benefits realized from having such 
data.

(2) A prioritized list of data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on 
that could be met with unmanned maritime systems, and the 
estimated cost of acquiring such systems and data.

(c) Appropriate Committees Of Congress Defined.—In this section, the 
term "appropriate committees of Congress" means—

(1) th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d th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of the Sena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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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th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and the 
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EC. 105.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AND ADDITIONAL 
AUTHORITIES.

(a)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such sums as are necessary to carry out this title.

(b) Additional Authorities.—In carrying out this title, the Administrator 
may—

(1) enter into contracts, cooperative agreements, and other 
transactions;

(2) notwithstanding section 1342 of title 31, United States Code, 
accept donations and voluntary and uncompensated services;

(3) accept funds from other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4) utilize the National Oceanographic Partnership Program 

established under chapter 665 of title 10, United States Code, 
to accept funds from other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to accept donations, and to enter into contracts and award 
grants; and

(5) promulgate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and appropriate.

TITLE Ⅱ—AVAILABILITY OF DATA FROM UNMANNED MARITIME SYSTEMS

SEC. 201. PUBLIC AVAILABILITY OF DATA COLLECTED BY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ING UNMANNED MARITIME 
SYSTEMS.

(a) Available To The Public.—
(1)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the 

Administrator shall make available, free of charge, to the 
public all data collected by the Administrator with the use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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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CEPTION.—The Administrator shall not make data described 
in paragraph (1) available as described in such paragraph if—

(A) the Secretary of the Navy determines that the data is 
subject to a restriction on availability, in whole or in 
part and on a term or permanent basis, relating to 
national security; or

(B) the Administrator,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the Navy, determines the data is subject to a restriction 
on availability due to the need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r for pre-publication academic 
use.

(b) Program Of Curation And Distribution Of Data.—
(1) AVAILABILITY.—The Administrator, acting through the 

Assistant Administrator for Satellite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Assistant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Ocean Service 
jointly, shall use existing secure infrastructure such as the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

(A) to curate, distribute, store, and backup data described 
in subsection (a)(1); and

(B) to facilitate joint projects under section 203.
(2) DISTRIBUTION.—In carrying out the program required by 

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shall use efforts that were in 
effect on the day before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such as the data management framework of the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 for Federal and non-Federal 
partnerships, to make data made available under subsection 
(a)(1) easily accessible to a wide range of users and 
stakeholders.

(3) STORAGE AND BACKUP.—In carrying out the program required 
by 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shall use the data center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and Satellite DataInformation 
Service and the data assembly centers of the National Ocean 
Service that were in effect on the day before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o store and backup the data described 
in subsection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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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202. PUBLIC ENGAGEMENT ON MATTERS RELATING TO DATA COLLECTED 
BY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ING 
UNMANNED MARITIME SYSTEMS.

(a) In General.—Subject to subsection (b), the Assistant Administrator for 
Satellite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Assistant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Ocean Service shall jointly engage in cooperative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on and with other interested users or 
potential users, including users from the academic, commercial, 
government, and not-for-profit secto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to ensure that—

(1) data are made available under section 201 in formats that 
are—

(A) useful; and
(B) to the extent practicable, consistent and interoperable 

with data collected by the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

(2) users and potential users of data made available under section 
201 are aware of the range of data available under such 
section; and

(3) the Administration—
(A) develops a better understanding of data needs from 

users and potential users; and
(B) anticipates future data infrastructure needs to meet 

growing demands for access to data sets of the 
Administration from commercial applications.

(b) Approval Of Secretary Of The Navy.—Cooperative activities may be 
carried out under subsection (a) only to the extent that the Secretary 
of the Navy approves data made available under section 201 for 
release to the public after the Secretary determines there are no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relating to that data.

(c) Technical Assistance.—The Assistant Administrator for Satellite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Assistant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Ocean Service shall jointly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users or 
potential users on accessing the data provided under section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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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203. FACILITATING JOINT PROJECTS BETWEEN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AND PRIVATE INDUSTRY ON 
UNMANNED MARITIME SYSTEMS.

(a) In General.—In carrying out the program required by section 201(b)(1), 
the Administrator shall develop and implement a process to facilitate 
joint projects among private industry,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non-Federal entities with unmanned maritime systems expertise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Improving ocean observing capabilities to monitor the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onditions of the ocean.

(2) Increasing cost effectiveness of developing technologies relating 
to unmanned maritime systems.

(3) Seeking efficiencies in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through 
in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4) Expanding global capabilities of ocean technology.
(5) Capitalizing on emerging technological advances.

(b) Use Of Existing Partnerships.—The Administrator may consider using 
partnerships in existence on the day before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such as such partnerships established through the 
National Oceanographic Partnership Program, for carrying out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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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기술수요조사

제1장 기술수요조사 설문지

제2장 기술수요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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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기술수요조사 설문지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기술원진흥원(KIMST)의 기획연구 사업인「무인자동화 해

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사업개발을 위하

여 해당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도출된 결과물은 기획 시 뿐만 아니라 향후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R&D 과제 도출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결과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당면한 이슈와 미래 대응방안

을 도출하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사업 기획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 오니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작

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10
과제책임자 KIOST 허식 책임연구원

▶ 제출방식: 현장 제출 또는 이메일 회신

▶ 제출기한: 2018년 03월 23일까지

▶ 문의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허식 책임연구원(051-664-3426, sikhuh@kiost.ac.kr)

   □ 기본 인적 사항

기  관  명

전 문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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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대상 기술 분야

¡ 최종목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이란? 

기존에는 자료취득을 위해 주로 대상해역에 연구선으로 접근하여 직접 관측하

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무인장비(무인선, 글라이더, 무인항공기 등)로 대

체하고 원격으로 제어하여 자료를 획득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차세대 해양

관측 방법임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의 구성요소 및 관측대상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의 연구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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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사항

□ 해양 무인관측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해양 무인관측장비를 활용한 해양관측에 대해 들어보거나 활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① 활용경험 있음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활용한 경험은 없음 ③ 들어본 적 없음

[2] [1]에서 ① 또는 ②를 선택하신 경우, 어떤 무인관측장비였나요?

(복수선택가능)

① 무인선 ② 수중 글라이더 ③ 웨이브 글라이더 ④ 드론 (무인항공기)

⑤ AUV ⑥ ROV ⑦ 수중 로봇 ⑧ 기타 ( )

[3] 현재 무인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

음

보

유

구매

계획

① 무인선 ② 수중 글라이더 ③ 웨이브 글라이더 ④ 드론 (무인항공기)

⑤ AUV ⑥ ROV ⑦ 수중 로봇 ⑧ 기타 ( )

[4] 해양 무인관측장비가 갖춰야 할 관측센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① CTD ② 바이오센서 ③ 오염물질 관측센서 ④ 영상센서 (카메라 등)

⑤ 수질 관측센서 (pH, DO, 영양염류, 부유물 등) ⑥ 기상요인 관측센서 (기온, 기압, 풍속, 풍향 등)

⑦수중음향 장비 (소나, 멀티빔 등) ⑧ 기타 ( )

[5] 해양 무인관측장비의 활용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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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난사고와 유류오염 등의 해상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관측

② 태풍 및 쓰나미와 같은 악천후 시 해황 관측

③ 저염분수, 녹조, 갈조 유입 해역에 대한 상시 관측

④ 조사선 접근이 어려운 해역의 관측 (저수심, 어장, 항만 주변 해역 관측)

⑤ 원거리 해역 관측 및 동일 항로로 반복되는 해양 조사

⑥ 주요시설 분포 해역의 자율감시를 위한 상시 관측

⑦ 불법선박 감시를 위한 주요어장 및 해사분포 해역 상시 관측

⑧ 인공위성 및 해양관측기지 자료의 공간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정밀 관측

⑨ 기타 ( )

[6] 해양 무인관측장비의 활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① 해상이라는 극한 환경 조건 ② 관측 자료의 정확성 검증

③ 운용 중 무인장비 손․망실 위험 ④ 무인장비 도입 가격 부담

⑤ 무인장비 운용의 어려움 ⑥ 기타 요인 ( )

□ 해양 무인관측장비를 군집으로 운용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7]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양 무인관측장비를 군집으로 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에 대해 들어보거나 활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8번 항목의 예 참조)

① 활용경험 있음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활용한 경험은 없음 ③ 들어본 적 없음

[8] 들어보거나 활용해보았다면, 어떤 무인관측장비의 군집이었나요?

(복수선택가능)

① 무인선 군집 ② 수중 글라이더 군집 ③ 웨이브 글라이더 군집

④ 드론 (무인항공기) 군집 ⑤ AUV 군집 ⑥ ROV 군집

⑦ 수중 로봇 군집 ⑧ 유무인선-수중 글라이더 ⑨ 유무인선-웨이브 글라이더

⑩ 유무인선–드론(무인항공기) ⑪ 유무인선-AUV ⑫ 유무인선-ROV

⑬ 유무인선-수중 로봇 ⑭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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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의 직접적․간접적 경험이

있으시다면, 군집운용 시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기술적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① 동종/이종 무인장비 간의 센서 통합 기술 ② 동종/이종 무인장비의 자율운행 및 회피 기술

③ 광역 관측망 구축을 위한 장거리 통신 기술 ④ 실시간 장비 제어를 위한 고신뢰 저지연 통신 기술

⑤ 실시간 관측자료 전송을 위한 통신 기술 ⑥ 관측자료 품질관리 및 자동화 처리 기술

⑦ 기타 요인 ( )

[10] 해양 무인관측장비를 군집으로 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① 접근 불가 해역 관측 ② 관측효율 증가 (넓은 해역 동시 관측) ③ 정밀 관측 가능

④ 관측비용 절감 ⑤ 수개월 상시 관측 가능 ⑥ 원거리 해역 광역 관측

⑦ 실시간 데이터 수집 ⑧ 관측시 안전성 확보 ⑨ 기타 요인 ( )

[11] 국내에서도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필요함 ② 필요하나, 아직 시기상조임 ③ 필요 없음

[13]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의 도입 시기는 언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1-2년 이내 ② 3년 이내 ③ 5년 이내 ④ 10년 이내

[14]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기술이 구축된다면,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12] [11]에서 필요 없음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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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극 활용하겠음 ② 활용하겠음 ③ 잘 모르겠음 ④ 활용하지 않겠음

[15] [14]에서 활용하지 않겠음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6]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기술을 활용하시고자 하는 해양관측 분야와 목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간단하게라도 꼭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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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술수요조사 설문 결과

설문조사 문항 내용
대학/
연구원 산업체 정부기관 전체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점수 비율

[1] 해양 무인관측장비를 활용한 해양관측에 대해 들어보거나 활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1) 활용경험 있음 23 56 10 59 4 50 37 56

(2) 들어본 적은 있으나, 활용한 
경험은 없음 18 44 6 35 4 50 28 42

(3) 들어본 적 없음 0 0 1 6 0 0 1 2

점수산정: 해당항목 각 1점

[2] [1]에서 (1) 또는 (2)를 선택하신 경우, 어떤 무인관측장비였나요? (복수선택가능)

(1) 무인선 11 10 6 11 2 9 19 10

(2) 수중 글라이더 17 15 7 13 2 9 26 14

(3) 웨이브 글라이서 12 11 9 16 2 9 23 12

(4) 드론 (무인항공기) 27 24 12 21 3 14 42 22

(5) AUV 16 14 6 11 2 9 24 13

(6) ROV 20 18 8 14 5 23 33 17

(7) 수중 로봇 8 7 4 7 3 14 15 8

(8) 기타 3 3 4 7 3 14 10 5

점수산정: 해당항목 각 1점 (복수선택 가능)

[3] 현재 무인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1) 무인선 11 18 10 20 1 10 22 18

(2) 수중 글라이더 8 13 1 2 1 10 10 8

(3) 웨이브 글라이서 7 11 4 8 2 20 13 11

(4) 드론 (무인항공기) 19 31 20 40 2 20 41 34

(5) AUV 4 7 3 6 0 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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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OV 9 15 9 18 0 0 18 15

(7) 수중 로봇 0 0 0 0 0 0 0 0

(8) 기타 3 5 3 6 4 40 10 8

점수산정: 보유중 장비 각 2점, 구입할 장비 각 1점 (복수선택 가능)

[4] 해양 무인관측장비가 갖춰야 할 관측센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CTD 54 22 20 19 11 23 85 21

(2) 바이오센서 5 2 6 6 4 8 15 4

(3) 오염물질 관측센서 18 7 9 8 4 8 31 8

(4) 영상센서(카메라 등) 61 25 29 27 9 19 99 25

(5) 수질 관측센서(pH, DO, 영양
염류, 부유물 등) 32 13 11 10 7 15 50 13

(6) 기상요인 관측센서(기온, 기
압, 풍속, 풍향 등) 30 12 15 14 8 17 53 13

(7) 수중음향 장비(소나, 멀티빔 
등) 42 17 18 17 5 10 65 16

(8) 기타 2 1 0 0 0 0 2 1

점수산정: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 

[5] 해양 무인관측장비의 활용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해난사고와 유류오염 등의 해
상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관
측

45 19 25 23 10 21 80 20

(2) 태풍 및 쓰나미와 같은 악천
후 시 해황 관측 22 9 13 12 7 15 42 11

(3) 저염분수, 녹조, 갈조 유입 해
역에 대한 상시 관측 23 9 14 13 4 8 41 10

(4)
조사선 접근이 어려운 해역의 
관측(저수심, 어장, 항만 주변 
해역 관측)

59 24 29 27 11 23 99 25

(5) 원거리 해역 관측 및 동일 항
로로반복되는 해양 조사 36 15 11 10 6 13 53 13

(6) 주요시설 분포 해역의 자율감
시를 위한 상시 관측 26 11 2 2 2 4 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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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법선박 감시를 위한 주요어
장 및 해사분포 해역 상시 관
측

1 0 6 6 2 4 9 2

(8)
인공위성 및 해양관측기지 자
료의 공간해상도를 높이기 위
한 정밀 관측

31 13 8 7 5 10 44 11

(9) 기타 0 0 0 0 1 2 1 0

점수산정: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 

[6] 해양 무인관측장비의 활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해상이라는 극한 환경 조건 60 25 33 31 9 19 102 26

(2) 관측 자료의 정확성 검정 24 10 13 12 7 15 44 11

(3) 운용 중 무인장비 손망실 위험 57 24 23 21 15 32 95 24

(4) 무인장비 도입 가격 부담 47 20 17 16 9 19 73 18

(5) 무인장비 운용의 어려움 48 20 18 17 7 15 73 18

(6) 기타 요인 4 2 4 4 0 0 8 2

점수산정: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

[7]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에 대해 들어보거나 활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1) 활용경험 있음 4 10 1 6 0 0 5 7

(2) 들어본 적은 있으나, 활용한 
경험은 없음 29 71 12 67 6 75 47 70

(3) 들어본 적 없음 8 20 5 28 2 25 15 22

점수산정: 해당항목 각 1점

[8] 들어보거나 활용해보았다면, 어떤 무인관측장비의 군집이었나요? (복수선택가능)

(1) 무인선 군집 6 8 2 5 0 0 8 7

(2) 수중 글라이더 군집 11 14 3 8 1 14 15 13

(3) 웨이브 글라이더 군집 6 8 2 5 2 2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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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론(무인항공기) 군집 17 22 8 22 1 14 26 22

(5) AUV 군집 5 7 2 5 0 0 7 6

(6) ROV 군집 2 3 2 5 0 0 4 3

(7) 수중 로봇 군집 3 4 2 5 0 0 5 4

(8) 유무인선-수중 글라이더 4 5 3 8 0 0 7 6

(9) 유무인선-웨이브 글라이더 3 4 2 5 0 0 5 4

(10) 유무인선-드론(무인항공기) 10 13 4 11 0 0 14 12

(11) 유무인선-AUV 1 1 1 3 0 0 2 2

(12) 유무인선-ROV 4 5 3 8 2 29 9 8

(13) 유무인선-수중 로봇 3 4 3 8 0 0 6 5

(14) 기타 1 1 0 0 1 14 2 2

점수산정: 해당항목 각 1점 (복수선택 가능)

[9]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의 직접적·간접적 경험이 있으시다면, 군집운용 시 가장 해
결하기 어려웠던 기술적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1) 동종/이종 무인장비 간의 센
서 통합 기술 31 17 15 19 9 31 55 19

(2) 동종/이종 무인장비의 자율운
행 및 회피 기술 38 21 22 29 3 10 63 22

(3) 광역 관측망 구축을 위한 장
거리 통신 기술 38 21 9 12 5 17 52 18

(4) 실시간 장비 제어를 위한 고
신뢰 저지연 통신 기술 28 15 13 17 5 17 46 16

(5) 실시간 관측자료 전송을 위한 
통신 기술 31 17 10 13 2 7 43 15

(6) 관측자료 품질관리 및 자동화 
처리 기술 17 9 5 6 2 7 24 8

점수산정: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

[10] 해양 무인관측장비를 군집으로 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1) 접근 불가 해역 관측 45 19 15 14 7 15 67 17

(2) 관측효율 증가(넓은 해역 동시 
관측) 78 33 46 43 15 31 13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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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밀 관측 가능 21 9 15 14 5 10 41 10

(4) 관측비용 절검 16 7 5 5 8 17 29 7

(5) 수개월 상시 관측 가능 26 11 12 11 2 4 40 10

(6) 원거리 해역 광역 관측 22 9 6 6 5 10 33 8

(7) 실시간 데이터 수집 21 9 5 5 5 10 31 8

(8) 관측시 안전성 확보 9 4 4 4 1 2 14 4

(9) 기타 요인 0 0 0 0 0 0 0 0

점수산정: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

[11] 국내에서도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필요함 39 93 15 83 7 88 61 90 

(2) 필요하나, 아직 시기상조임 3 7 3 17 1 13 7 10 

(3) 필요 없음 0 0 0 0 0 0 0 0 

점수산정: 해당항목 각 1점

[12] [11]에서 필요 없음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3]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의 도입 시기는 언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1~2년 이내 9 21 2 11 2 25 13 19

(2) 3년 이내 13 31 4 22 4 50 21 31

(3) 5년 이내 19 45 10 56 2 25 31 46

(4) 10년 이내 1 2 2 11 0 0 3 4

점수산정: 해당항목 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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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기술이 구축된다면,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1) 적극 활용하겠음 18 43 10 56 4 50 32 47

(2) 활용하겠음 14 33 5 28 2 25 21 31

(3) 잘 모르겠음 9 21 3 17 2 25 14 21

(4) 활용하지 않겠음 1 2 0 0 0 0 1 1

점수산정: 해당항목 각 1점

[15] [14]에서 활용하지 않겠음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6] 해양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기술을 활용하시고자 하는 해양관측 분야와 목적을 자유롭
게 적어주세요. 



- 283 -

부록 C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특허동향 분석

제1장 개요

제2장 특허기술 Landscape

제3장 세부기술 분석

제4장 핵심특허 분석

제5장 특허분석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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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요

제 1 절 분석배경 및 목적

1. 분석 배경
○ 본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는 해양 무인장비 운영, 다목적 센서 

제작, 하이브리드 빅데이터 생산 및 인공지능 기술의 집합으로, 다양한 육(연구기지)·
해(연구선, 무인함정)·공(드론, 무인항공기, 해양위성) ICT 융합 해양 무인장비에 공통
적으로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임

2. 분석 목적
○ 본 특허동향조사 보고서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에 대하여 특허동향을 분

석함으로써, 기술 수준, 국가의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해양환경 관측, 해양 재난·안전 실시간 예측, 지구 기후변화 예측, 자원개발, 항만관
리 등 해양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다 정
확한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예측기법 및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됨

○ 최근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는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범국가적 자연재해 
발생, 환경오염, 자원/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범국가적인 해양관측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해양관측체계(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구축과 같은 범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19대 미래성장 동력’ 중 빅데이터와 재난안전시스템
과 관련되어 해양관련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며, 한국은 
ICT 기술분야에서 상위권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해양관련 기술의 경우 현재 통
합적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선점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본 보고서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의 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
복 연구를 방지하고 본 연구 개발과제 수행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특허정보를 제
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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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범위

1. 분석대상 특허 검색 DB 및 검색범위
¡ 본 분석에서는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및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택된 기술 분야

를 특허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2018년 4월까지 출원 공개 또는 출원 등록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함

¡ 기술 분야의 특성으로 본 분석보고서의 특허분석대상은 해양(해상, 수중)과 관련된 기
술(특허)범위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가. 분석대상 특허 

자료 구분 국 가 검색 DB 분석구간 검색범위

공개․등록특허
(공개․등록일 

기준)

한국

Wintelips, 
Total Patent

~ 현재
(2018.04)

특허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미국 특허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일본 특허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유럽 특허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표 1-1]  검색 DB 및 검색범위

2. 분석대상 기술 및 검색식 도출

가. 기술분류체계 

○ 본 분석에서는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초로 연구범위내의 기술을 정량분석 대
상으로 하여 동향분석(정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기 동향분석에서의 기술 분야
와 심층분석의 기술 분야를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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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AA)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 (AB)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AC)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 (AD)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AE)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무인장비 운영기술 (BA)
관측센서 통합기술 (BB)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BC)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 (BD)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 (BE)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BF)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 (CA)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 (CB)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CC)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CD)
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 (CE)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CF)

[표 1-2] 분석대상 기술의 기술분류체계

나. 기술분류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내용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A)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AA)

다중 센서 퓨전 기술을 이용한 수중 자기 
위치 추정을 통해 경로생성에 필요한 
기본정보 확보, 시나리오에 맞게 이동경로를 
계획하고,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경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기술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 (AB)

딥러닝 또는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비행/항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깊은) 강화 학습 
기반의 순차적 의사결정을 통한 비행/항해 
성능향상 및 조류 및 해양 변화 적응형 
비행/항해 학습기술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AC)

광역 해양 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거리 
제어 및 정보전송기술 및 이를 위한 
HF/VHF/UHF/microwave 통신 전송/모뎀 
기술

[표 1-3] 분석대상 기술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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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 
(AD)

수중에서 운용하는 해양 관측 플랫폼과 지상 
운영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수중 관측 
플랫폼-수상 게이트웨이-지상 운용자 연계가 
가능한 이종 (전파-음파) 중계 게이트웨이 
기술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 (AE)

해양 관측 플랫폼의 실시간, 원격 제어를 위해 
요구되는 저지연/고신뢰 통신을 달성하기 
위한 라우팅/패킷포워딩, 매체접근 제어 통신 
기술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B)

무인장비 
운영기술 (BA)

드론,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무인함정, 
웨이브글라이더, 수중글라이더와 같은 
무인잠수정 등 무인장비들의 실운영기술

관측센서 
통합기술 (BB)

임무와 무인장비에 따른 필요한 관측센서를 
무인장비에 사용목적에 맞게 장착하고 
통신으로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술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BC)

개별 플랫폼 음원 방향 탐지 및 음향 정보 
압축 기술 개발, 군집운용 되는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원 (표적) 탐지 기술 개발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 
(BD)

다수의 무인장비들이 협력하여 군집운영 및 
편대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목표임무를 
달성하는 운영전략 설계 기술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 (BE)

무인장비를 군집운영에 맞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경험적, 인적 물적 지원기술 
등 실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활용 기술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BF)

무인장비들과 센서통합, 운영전략, 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군집운영을 수행하는 
시스템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C)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 (CA)

서로 다른 이기종 관측기기의 메타정보, 
데이터 정보 등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 요소를 
분석 추출하고 지속적 관리, 활용을 위해 
표준안을 설계, 정의하는 기술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 (CB)

데이터들의 구조 및 포맷을 변경하여 목표 
데이터 셋으로 생성해 내는 기술로서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CC)

원격지에 있는 파일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정해진 규격과 방법에 의해 일정 
주기로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고 전송된 
파일을 읽어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 
저장하는 일련의 데이터 네트워킹 및 저장된 
서버데이터를 말단 장치에 표출 (제공)하는 
상호 네트워킹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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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 키워드 도출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연구책임자가 제공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술분류와 
핵심키워드를 통해 기술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하고, 핵심키워드를 바탕으로 
특허분석을 위한 1차 키워드를 작성 후, 수정 및 부가하여 최종 키워드를 도출함

라. 검색식 도출 과정

○ 본 보고서에 사용된 검색식은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여 핵심 키워드는 유지
하고 특허적 관점에서 해당 연구의 세부 기술분류를 포함할 수 있는 검색식을 작성
하였으며, 연구책임자의 검토를 통해 최종 검색식을 완성함

마. 검색식 

○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최종 검색식은 다음과 같음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CD)

잘 구조화된 데이터모델의 집합체로서 
지속가능한 데이터의 축적과 관리, 활용, 
고급통계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과 공간데이터 모델을 동시에 관리,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 (CE)

데이터의 유효성 판별, 식별 및 정상 유무, 
이상값 검출 등, 통계분석 기법을 이용한 
자료분석기술 및 관련한 기법을 혼합한 자체 
알고리즘을 코딩하여 구현할 수 있는 통계학 
지식과 프로그래밍 기술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CF)

파일서버나 DB서버로 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수치를 표출하는 기술 및 
위치정보에 기반한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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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검색식
검색건수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합계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A)

(선박* 함선* 함정* 요트* 보트* 
보오트* 어선* 여객선* 유람선* 
유조선* 잠수함* 해상* 해양* 바다* 
심해* 수중* vessel* ship* cruise* 
yacht* boat* submarine* "sea" 
ocean* underwater*) and (((자동* 
오토* 자율* 무인* auto* 
self-control* unman* manless*) 
and (운행* 운항* 항해* sail* 
voyage* navigat*)) and ((장애물* 
방해물* obstacle* obstruction* 
object*) and (회피* evade* 
avoid*))) or ((센서* adj 퓨전*) or 
(sensor* adj fusion*))

74 274 39 67 454

(딥러닝* 딥-러닝* 머신러닝* 
머신-러닝* 기계학습* 심층학습* 
(학습* adj2 알고리즘*) deeplearn* 
deep-learn* machinelearn* 
machine-learn* ((learn* study*) 
adj algorithm*)) and (비행* 운행* 
운항* 항해* flight* sail* voyage* 
navigat*)

8 21 5 5 39

(((장거리* 원거리* long-range*) 
adj2 (통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제어* 콘트롤* 컨트롤* 
communicat* network* control*)) 
(단파* 하이프리퀀시* 
하이-프리퀀시* 초단파* 극초단파* 
마이크로파* (high adj frequenc*) 
"HF" (very adj high adj 
frequenc*) "VHF" (ultra adj high 
adj frequenc*) "UHF" microwave* 
micro-wave*)) and (선박* 함선* 
보트* 잠수함* 해양* 바다* 해저* 
심해* 오션* 연안* 해역* 대양* 
수중* ship* boat* submarine* 
ocean* underwater* marine* 
undersea* offshore*)

274 591 806 176 1,847

(선박* 함선* 함정* 요트* 보트* 
보오트* 어선* 여객선* 유람선* 
유조선* 잠수함* 해상* 해양* 바다* 
심해* 수중*  vessel* ship* 
cruise* yacht* boat* submarine* 
"sea" ocean* underwater*) and 
(통신* 연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전파* 음파* 중계* 
radio-wave* sound-wave* radio* 
communicat* network* 
connection*) and (게이트웨이* 
gateway*)

110 133 32 17 292

(((저지연* 저-지연* (low* adj 
(deley* latency*))) (유알엘엘씨* 
"URLLC"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라우팅* 패킷포워딩* routing* 

63 277 14 48 402

[표 1-4]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최종 검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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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et* adj forwarding*)))) and 
(제어* control* 통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communicat* network*) and 
((선박* 함선* 보트* 잠수함* 해양* 
바다* 해저* 심해* 오션* 연안* 
해역* 대양* 수중* vessel* ship* 
boat* submarine* ocean* 
underwater* marine* undersea* 
offshore*))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B)

(해상* 해양* 바다* 심해* 수중* 
웨이브* wave* "sea" ocean* 
underwater*) and ((무인* 
unmanned* uncrewed*) and 
(드론* 무인비행* 무인항공* 무인기* 
글라이더* drone* UAV* 
"unmanned aerial vehicle*" 
glider* VTOL* 장비* 선박* 함선* 
함정* 보트* 보오트* 잠수함* 
equipment* vessel* ship* boat* 
submarine*)) and (운용* 운영* 
오퍼레이* 관리* 제어* 통제* 
콘트롤* 컨트롤* operat* manage* 
control*)

181 104 84 26 395

(해상* 해양* 바다* 심해* 수중* 
"sea" ocean* underwater*) and 
((관측* 관찰* 정찰* 감시* 탐지* 
검지* 모니터링* observat* 
monitoring* detect*) near2 (센서* 
sensor*) or (페이로드* payload*))

292 220 481 62 1,055

(해상* 해양* 바다* 심해* 수중* 
"sea" ocean* underwater*) and 
(선박* 함선* 함정* 요트* 보트* 
보오트* 어선* 여객선* 유람선* 
유조선* 잠수함* vessel* ship* 
cruise* yacht* boat* submarine*) 
and (((음향* 음원* 사운드* 소리* 
오디오* sound* sonar*) adj (센서* 
감지기* sensor*)) or ((음향* 음원* 
사운드* 소리* 오디오* 표적* 타겟* 
타깃* 목표* 대상* sonar* sound* 
target* goal* object*) and (탐지* 
탐사* 센싱* 인지* 탐측* detect* 
explorat* sensing* recognit* 
sounding*)))

177 180 316 69 742

(해상* 해양* 바다* 심해* 수중* 
"sea" ocean* underwater* 선박* 
함선* 함정* 요트* 보트* 보오트* 
어선* 여객선* 유람선* 유조선* 
잠수함* vessel* ship* cruise* 
yacht* boat* submarine*) and 
((군집* 집단* 그룹* crowd* 
gather* cluster* swarm* group* 
fleets* 드론* 무인비행* 무인항공* 
무인기* 이종군집* drone* UAV* 
"unmanned aerial vehicle*" 
equipment* "different kind 
gather*") adj2 (운용* 운영* 
오퍼레이* 관리* 제어* 통제* 
콘트롤* 컨트롤* operat* manage* 
control*)) and (방법* method* 
전략* strateg* 설계* design*)

68 84 85 23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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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해양* 바다* 심해* 수중* 
"sea" ocean* underwater* 선박* 
함선* 함정* 요트* 보트* 보오트* 
어선* 여객선* 유람선* 유조선* 
잠수함* vessel* ship* cruise* 
yacht* boat* submarine*) and 
((군집* 집단* 그룹* crowd* 
gather* cluster* swarm* group* 
fleets* 드론* 무인비행* 무인항공* 
무인기* 이종군집* drone* UAV* 
"unmanned aerial vehicle*" 
equipment* "different kind 
gather*") adj2 (운용* 운영* 
오퍼레이* 관리* 제어* 통제* 
콘트롤* 컨트롤* 지원* support* 
operat* manage* control*)) and 
(체계* 시스템* 프로그램* 기술* 
technique* system* program*)

71 127 73 35 306

(해상* 해양* 바다* 심해* 수중* 
"sea" ocean* underwater* 선박* 
함선* 함정* 요트* 보트* 보오트* 
어선* 여객선* 유람선* 유조선* 
잠수함* vessel* ship* cruise* 
yacht* boat* submarine*) and 
((군집* 집단* 그룹* crowd* 
gather* cluster* swarm* group* 
fleets* 드론* 무인비행* 무인항공* 
무인기* 이종군집* drone* UAV* 
"unmanned aerial vehicle*" 
equipment* "different kind 
gather*")  adj2 (운용* 운영* 수행* 
오퍼레이* 관리* 제어* 통제* 
콘트롤* 컨트롤* operat* manage* 
control*)) and (플랫폼* platform*)

2 8 2 3 15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C)

(선박* 함선* 함정* 보트* 잠수함* 
해양* 바다* 해저* 심해* 오션* 
연안* 해역* 대양* 수중* vessel* 
ship* boat* submarine* ocean* 
underwater* marine* undersea* 
offshore*) and (데이터모델* 
(데이터 adj1 모델*) "데이터 
흐름도*" 데이터모델링* 
data-model* "실체 연관도*" 
메타정보* "entity relationship 
diagram*" "개체-관계 모델*" "ERD" 
(data adj1 modeling*) "meta 
information*" CDM PDM DFD)

69 32 15 10 126

(대량* 대규모* 다량* 대용량* 
massiv* quantit*) and (데이터* 
데이타* 정보* 자료* 인포* 
information* data* 데이터베이스* 
데이타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디비* 
서버* 스토리지* server* database* 
data-base* storage* "data base*" 
python* "VBA") and (조작* 
wrangling* 정보공학* informatic* 
처리* 전처리 프로세싱* 가공* 
processing* preprocessing*) and 
(선박* 함선* 함정* 보트* 잠수함* 
해양* 바다* 해저* 심해* 오션* 
연안* 해역* 대양* 수중* vessel* 
ship* boat* submarine* ocean* 

81 202 252 31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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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marine* undersea* 
offshore*)
(데이터* 데이타* 정보* 자료* 인포* 
information* data* 데이터베이스* 
데이타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디비* 
database* data-base* "data 
base*") and (서버* 스토리지* 
server* storage*) and 
(파일전송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 네트워킹* 네트웍* 
넷트웍* 네트워크* network* "FTP" 
"file transfer protocol*" "OLTP") 
and (선박* 함선* 함정* 보트* 
잠수함* 해양* 바다* 해저* 심해* 
오션* 연안* 해역* 대양* vessel* 
ship* boat* ocean* marine* 
offshore*)

312 826 318 93 1,549

(데이터* 데이타* 정보* 자료* 인포* 
information* data* 데이터베이스* 
데이타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디비* 
database* data-base* "data 
base*") and (구축* 축적* 관리* 
컨스트럭션* construct*) and 
(이티엘* ETL*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 오랩*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 에스디이* "공간 자료기반 
엔진*" "Spatial Database Engin*" 
"관계형 데이터*" "RDBMS" 
웨어하우스* warehouse* "SQL" 
"OLTP")

357 253 243 21 874

(데이터* 데이타* 정보* 자료* 인포* 
information* data*) and 
(통계분석* 자료분석* 유효성* 검증* 
판별* 분석* statistic* analys*) 
and ((딥러닝* 딥-러닝* 머신러닝* 
머신-러닝* 기계학습* 심층학습* 
(학습* adj2 알고리즘*) deeplearn* 
deep-learn* machinelearn* 
machine-learn* ((learn* study*) 
adj algorithm*)) or (알고리즘* 
algorithm* 알고리듬*)) and (선박* 
함선* 함정* 보트* 잠수함* 해양* 
바다* 해저* 심해* 오션* 연안* 
해역* 대양* 수중* vessel* ship* 
boat* submarine* ocean* 
underwater* marine* undersea* 
offshore*)

87 70 8 14 179

((실시간* 리얼타임* realtime* 
real-time*) and ((공간정보* 
위치정보* spatial* locat*) and 
(데이터* 데이타* 정보* 자료* 인포* 
information* data*)) adj (가시화* 
시각화* 비주얼* visual* virtual* 
표출* 표시* 표현* 디스플* 표기* 
display* show*)) or ("자바 
프레임워크*" "java framework*" 
"웹GIS" "WebGIS" infografic "info 
grafic*")

286 152 6 17 461

총 계 2,512 3,554 2,779 717 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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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특허 선별 기준 및 결과

가. 유효특허 선별 기준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Raw Data는 다음과 같은 유효특허 선별 기
준을 적용하여 유효특허를 추출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내용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A)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AA)

해양기술이면서 장애물 회피 및 센서 퓨전에 
관한 내용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 (AB) 딥러닝, 학습알고리즘을 통한 항행에 관한 내용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AC)

이종군집 개념을 미포함 하더라도 해양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에 관한 내용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 (AD) 선박 해양 통신 게이트웨이에 관한 내용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 (AE)

해상에 적용되는 저지연 통신에 관한 내용 및 
URLLC에 관한 내용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B)

무인장비 운영기술 (BA) 해상에서의 드론 및 무인기 운용에 관한 내용

관측센서 통합기술 (BB) 해양관측을 위한 센서 및 페이로드에 관한 내용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BC) 음향센서를 이용한 표적 탐지 기술에 관한 내용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 
(BD)

해양에 관한 키워드를 포함하며, 군집운용에 
관한 전략, 설계 기술에 관한 내용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 (BE)

해양에 관한 키워드를 포함하며, 군집운용의 
시스템 활용 기술에 관한 내용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BF)

해양에 관한 키워드를 포함하며, 군집운용을 
수행하는 플랫폼 기술에 관한 내용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C)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 
(CA)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설계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이거나 데이터 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포함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 
(CB)

데이터 처리와 조작에 관한 기술에 관한 
내용이거나 프로그래밍 기술에 관한 내용을 
포함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CC) 데이터 네트워킹 및 통신에 관한 내용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CD)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내용이거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

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 (CE)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기계학습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CF)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공간정보를 가시화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이거나 가상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

[표 1-5] 유효특허 선별기준



- 295 -

나. 유효특허 선별 결과

○ 위의 선별 기준을 통하여 유효특허를 선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무인자동화 해양관
측 플랫폼에 관한 연관 기술이 총 1,032건 도출되었으며, 이는 기술 분류간 중복
에 따른 중복특허를 포함하지 않는 총 유효특허 건수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검색건수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합계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A)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AA) 15 63 3 9 90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 (AB) 1 6 1 1 9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AC) 32 33 13 7 85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 
(AD) 14 13 6 5 38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 (AE) 9 17 3 4 33

A 분류 계 71 132 26 26 255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B)

무인장비 운영기술 (BA) 37 49 19 7 112
관측센서 통합기술 (BB) 32 29 24 10 95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BC) 29 28 29 13 99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 (BD) 3 2 1 3 9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 (BE) 1 2 0 0 3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BF) 1 0 0 0 1

B 분류 계 103 110 73 33 319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C)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 (CA) 5 6 3 0 14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 (CB) 16 11 8 2 37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CC) 16 34 13 3 66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CD) 44 117 78 12 251
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 
(CE) 8 13 0 4 25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CF) 28 33 1 3 65

C 분류 계 117 214 103 24 458

총계 291 456 202 83 1,032

[표 1-6] 유효특허 선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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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기술동향조사 분석방법
○ 본 분석에서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분야의 특허기술 Landscape, 세부

기술 분석, 핵심기술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함

o 특허기술 Landscape 

Ÿ 특허기술 Landscape에서는 조사 대상국인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의 주요
시장국 기술개발 활동현황, 구간별 출원인수와 출원 건수의 증감정도의 분석을 통
한 기술시장 성장단계 파악 및 국가 간 기술경쟁력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국가별 
Landscape를 분석하고, 또한, 상위 Top10의 최다출원인 도출을 통하여 주요 경
쟁자 현황 및 주력 기술분야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경쟁자 Landscape를 분석함

o 세부기술 분석

Ÿ 세부기술 분석에서는 중분류별 또는 소분류별로 연도 구간별 세부기술 동향, 세부
기술 구간별 점유증가율, 시장별 세부기술의 연도별 동향, 주요 출원인의 기술별 
특허동향, 주요 출원인 구간별 점유증가율, 세부기술별 특허집중도, 주요시장국 주
요 출원인 현황 등을 분석함

o 핵심기술 분석

Ÿ 핵심기술 분석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분석과 특허 HISTORY, 특허망 분석을 통
해 현재 기술의 위치를 점검하고, 해당 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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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in IPC 분류

[그림 1-1] 상위 IPC 분류

○ 총 1,032건 유효특허의 국제특허분류코드인 IPC 분류에 따르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분류는 G06F(301건, 29%)로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에 
관한 분류이며 이는 중분류 중 가장 많은 유효특허가 도출된 C분류(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G01S(116건, 11%)로 ’무선에 의한 
탐지와 방위결정‘에 관한 분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10건의 상위 분류 중 데이터와 측정에 관한 섹션인 ‘G섹션’이 4건, 전기 및 통신에 
관한 섹션인 ‘H섹션’이 4건으로 공동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2건은 ‘B섹션’으로 해
양 및 선박과 관련된 분류로 검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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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PC IPC설명 건수

G06F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처리 301

G01S

무선에 의한 방위결정; 무선항행; 무선전파의 사용에 
의한 거리 또는 속도의 결정; 무선전파의 반사 또는 
재방사의 사용에 의한 위치 또는 유무의 탐지; 
기타의 파류를 사용하는 유사한 방식

116

G06Q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

71

H04L 디지털 정보의 전송, 예. 전신통신(전신(telegraphic) 
및 전화통신의 공통장치 69

B63G 선박용의 공격 또는 방어용 설비; 기뢰 부설; 소해; 
잠수함; 항공모함 52

H04B 전송 48

B63C

선박의 진수, 견인에 의한 운반, 드라이 독크(dry- 
docking)에의 입출; 수난구조; 수중에서의 생존 
또는 탐색용의 장치; 수중물의 인상 또는 탐색용의 
장치(해면에서의 비행기의 회수를 위한 부양넷트, 
부양경사로 또한 그것에 유사한 것

44

H04W 무선통신네트워크 30

G01C
자이로스코프; 진동질량을 가지는 회전-감응 장치 ; 
운동질량이 없는 회전-감응 장치; 자이로스코프 
효과를 이용한 각속도의 측정

29

H01Q 안테나, 즉. 라디오 공중선 26

기타 나머지 분류의 합계 246

[표 1-7] 상위 IPC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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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특허기술 Landscape

제 1 절 국가별 Landscape

1. 주요출원국 기술개발 활동현황

가. 주요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그림 2-1] 연도별 특허동향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주요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이 456건(44%)으로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한국이 291건(28%), 일본 202건(20%), 유럽 83건(8%)의 순으로 분석됨

○ 주요출원국의 전체 연도별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으며, 최근 10년 지속적인 출원 건수의 상승이 있었음. 이는 미국 및 한국의 
국가별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한국의 출원 건수 상승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 미국과 한국이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주요 기술 주도
국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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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각 국가의 연도별 특허동향 

○ 한국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은 미미하였으나 2000년 이후 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출원국 
특허출원 상승 경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증가는 
2001년 해양수산부의 ‘국가해양관측망 기본계획’ 설립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이 활
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관련 기술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 미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6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서며 다소 연구개발 활동이 주춤하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출원건수
가 증가하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
지 미 해군은 무인자율수중체계 관련 연구개발, 구매, 유지보수를 위해 약 19억 달
러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개발 환경으로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됨

○ 일본의 경우에는 80년대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출원건수가 많지는 않
으나 꾸준히 연구 개발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사료됨. 유럽의 경우에도 출원건수
가 많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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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연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총합계
'66 0 1 0 0 1
'76 0 4 0 0 4
'77 0 1 0 0 1
'78 0 1 0 0 1
'80 0 2 0 1 3
'81 0 1 0 0 1
'82 0 2 1 0 3
'83 0 1 0 0 1
'84 0 1 1 0 2
'85 0 0 4 0 4
'86 0 1 0 1 2
'87 0 3 2 2 7
'88 1 0 1 0 2
'89 0 2 3 0 5
'90 0 2 1 0 3
'91 0 4 9 0 13
'92 0 1 4 3 8
'93 2 3 10 2 17
'94 0 8 7 2 17
'95 0 10 5 3 18
'96 0 5 8 2 15
'97 1 9 10 1 21
'98 1 7 6 2 16
'99 3 5 9 1 18
'00 5 6 12 2 25
'01 7 15 8 2 32
'02 5 13 7 2 27
'03 3 22 4 1 30
'04 5 19 8 11 43
'05 12 20 11 5 48
'06 6 18 11 6 41
'07 8 19 8 1 36
'08 9 24 9 0 42
'09 21 18 3 5 47
'10 16 25 5 5 51
'11 23 17 5 4 49
'12 20 25 4 6 55
'13 32 27 4 6 69
'14 28 33 10 1 72
'15 38 40 4 3 85
'16 41 25 6 3 75
'17 4 16 2 0 22

총합계 291 456 202 83 1,032

[표 2-1] 국가별 연도별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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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출원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그림 2-3] 주요출원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 전세계의 44%(456건)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내외
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76%(346건), 외국인이 24%(110건)의 특허를 출
원하여 내국인에 의한 특허 출원이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국적 출원인
에 의한 특허 출원을 좀 더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국적의 출원
인 순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 다음으로 28%(291건)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내외
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92%(268건)로 내국인에 의한 특허
출원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에 의한 특허 출원은 미국 국적(65%, 
13건)의 출원인에 의한 출원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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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건)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내외국인 비율
을 살펴보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81%(163건)으로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에 의한 특허 출원은 미국 국적(82%, 32건)의 
출원인에 의한 출원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됨

○ 유럽특허청(8%, 83건)의 경우에는 유럽 국적의 내국인이 57%(47건), 외국인 
43%(36건)으로 다른 주요출원국과 비교하여 내외국인 점유율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경우 미국 국적 출원인이 61%(22건)로 가장 많이 출
원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2-4] 연도별 주요출원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 기술 주도국으로 최근 특허 출원이 증가한 한국의 경우, 내국인 출원 비율이 92%
로 기술자립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외국 국적 출원인 비율이 24%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출원건수 증감 
경향과 외국 국적 출원인 출원건수 증감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 출원인 비율이 19%로 조사되었으며, 외국 국적 출원
인에 의한 출원건수의 증감 경향이 연도별 및 전체 출원건수 증감과 특별한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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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유럽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 출원인 비율이 43%로 다른 주요출원국과 비교하여 외
국인에 의한 출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외기술이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됨

2. 기술 성장단계 파악

가. 주요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전체 및 해당 국가의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오
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출원 동향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별 특허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를 나타내어, 특허 출원 동향을 통한 기술의 위치를 살펴
봄

○ 각 구간은 1구간: ~1988년, 2구간: 1989년~1995년, 3구간: 1996년~2002년, 4구
간: 2003년~2009년, 5구간: 2009년~2017년(미공개구간 일부포함)으로 나누어 분
석함

○ 포트폴리오로 나타난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건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구간 및 2구간의 경우에는 출원인 및 출원 건
수가 미미하였으나, 3~5구간으로 갈수록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구간 및 2구간의 태동기에서 3~5구간의 성장
기로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3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4구간 및 5구간에 들어서며 출원건수가 다소 감소하고 출원인
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성장기에서 성숙기도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됨

○ 유럽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4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5구간에서 출원인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짐. 해당 구
간은 미공개 특허가 존재하는 구간이며, 출원인 및 출원 건수의 감소가 크지 않은 
것으로 유럽 특허의 경우에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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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각 출원국가별 기술시장 성장단계(전체). 1구간: ~1988년, 2구간: 
1989년~1995년, 3구간: 1996년~2002년, 4구간: 2003년~2009년, 5구간: 

2009년~2017년(미공개구간 일부포함)



- 306 -

제 2 절 경쟁자 Landscape

1. 주요출원인 특허동향

가. 주요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분석항목

출원인    
출원인 
국적

주요 IP시장국 (건수, %) 최근 
5년 
출원 
비율

주력기술 분야한국 미국 일본 유럽 IP
시장국 
종합KR US JP EP

IBM 미국 0
(0%)

31
(86%)

4
(11%)

1
(3%) 미국 11%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한국 24
(92%)

0
(0%)

1
(4%)

1
(4%) 한국 69%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대우조선해양 한국 24

(100%)
0

(0%)
0

(0%)
0

(0%) 한국 83%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NEC 일본 0
(0%)

1
(4%)

23
(96%)

0
(0%) 일본 0%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US NAVY 미국 0

(0%)
22

(100%)
0

(0%)
0

(0%) 미국 9%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MICROSOFT 미국 0
(0%)

15
(71%)

3
(14%)

3
(14%) 미국 5%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HITACHI 일본 0

(0%)
0

(0%)
19

(100%)
0

(0%) 일본 5%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ORACLE INT 미국 0
(0%)

12
(100%)

0
(0%)

0
(0%) 미국 8%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MITSUBISI 

HEAVY IND 일본 0
(0%)

0
(0%)

10
(100%)

0
(0%) 일본 10%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LOCKHEED 미국 0

(0%)
10

(100%)
0

(0%)
0

(0%) 미국 50%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현대중공업 한국 9
(100%)

0
(0%)

0
(0%)

0
(0%) 한국 11%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MITSUI ENG 
& HIPBUILD 일본 0

(0%)
0

(0%)
9

(100%)
0

(0%) 일본 0%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ATLAS 
ELEKTRONIK 독일 0

(0%)
4

(44%)
0

(0%)
5

(56%) 유럽 22%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BOEING CO 미국 0
(0%)

4
(50%)

3
(38%)

1
(13%) 미국 75%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SIEMENS AG 독일 0

(0%)
2

(29%)
0

(0%)
5

(71%) 유럽 57%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FURUNO 
ELECTRIC 

CO
일본 0

(0%)
2

(29%)
5

(71%)
0

(0%) 일본 0%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인하대학교 한국 5
(83%)

1
(17%)

0
(0%)

0
(0%) 한국 17%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SAP AG 독일 0

(0%)
5

(83%)
1

(17%)
0

(0%) 미국 17%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 4

(67%)
1

(17%)
1

(17%)
0

(0%) 한국 67%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한국해양
대학교 한국 6

(100%)
0

(0%)
0

(0%)
0

(0%) 한국 67%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표 2-2] 경쟁자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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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주요 출원인 Top20을 추출한 결과, 상위 20
개 출원인 중 한국 및 미국 국적이 6개사, 일본 국적이 5개사, 유럽(독일) 국적이 
3개사로 주요출원국의 국적이 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한국의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및 대우조선해양, 일본의 NEC(NEC Corporation)가 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
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들 주요 출원인들의 주요 시장국과 최근 연구활동 및 주력 기술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시장국별 출원 건수, 최근 5년간의 특허출원 증가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요 출원인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출원인 국적과 유사하게 주요 시장국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간의 특허출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83%, BOEING CO 75%, 한
국해양과학기술원 69%,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각각 67%로 한
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됨

○ 해당분야의 상위 20개의 출원인들은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에 대한 기술 분야
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
영제도 기술 분야에 주력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 국적 출원인들은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국적 출원인들은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기
술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 및 유럽 국적 출원인들은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 분야에 강점을 보
이고 있음

[그림 2-6] 각 출원국가별 주요 출원인 특허동향(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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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각 출원국가별 주요 출원인 특허동향(한국, 미국, 일본, 유럽)  

○ 출원국가별 주요 출원인 Top10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
원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4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현대중공업과 한국해양대학교가 뒤를 잇고 있음

○ 미국특허청을 살펴보면, IBM 31건, US NAVY 22건, MICROSOFT 15건으로 IBM
사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 일본특허청의 경우에는 NEC 23건, HITACHI 19건, MITSUBISHI HEAVY 10건으
로 조사되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SIEMENS AG 및 ATLAS ELEKTRONIK 각각 
5건으로 조사됨 

2. 신규 시장 진입자 현황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출원인명 건수 출원인명
건
수

출원인명 건수 출원인명 건수

하나시스 3 AMAZON 
TECH 4 OBIC 4

CGG 
SERVICES 

SAS
6

[표 2-3] 주요 IP 시장국에서의 신규 진입자(잠재적 경쟁자). (2013~2017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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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분야에 2013년 이후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출
원인을 각 주요출원국 별로 살펴봄

○ 한국특허청의 경우 하나시스 및 창원대학교와 같이 자국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신규 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무인자동화 해양관츨 플랫폼 기
술의 특허 출원 상승 동향(성장기)에 맞추어 연구개발 활동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AMAZON TECH, GOOGLE 등이 신규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특허청 또한 특허 출원 상승 동향에 맞추어 신규 진입자가 증
가하며 연구개발 활동 저변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일본 및 유럽의 경우에는 신규 진입자가 각 2개사로 조사되어 한국 및 미국
과 비교하여 특허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유럽의 CGG SERVICES SAS 사
의 6건 특허 출원과 같이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창원대학교 3 GOOGLE 3 NIPPON 
YUSEN KK 2 NOKIA 

THCHNOLOGY 2

국민대학교 2 MESCAL IT 
SYSTEM 3

썬커뮤니케이
션 2 DELL 

SOFTWARE 3

동명대학교 2 INTEL 3

지마텍 2 UNMANNED 
INNOVATIONS 2

지오테크시스
템 2 SZ DJI

THCHNOLOGY 2

부경대학교 2 AWARE 2
서울대학교 2 CM HK 2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2 LIQUID 

ROBOTICS 2

군산대학교 2 OCEANEERING 
I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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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주요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
국이 456건(44%), 한국이 291건(28%), 일본 202건(20%), 유럽 83건(8%)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 주요출원국의 전체 연도별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이 주요 기술 주도국으로 분석됨

○ 각국 특허청의 내외국인 출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특허청의 경우, 내국인 
76%(346건), 외국인이 24%(110건)으로 내국인에 의한 특허 출원이 주도적이었으
며, 한국특허청의 경우에는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92%(268건)으로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어 기술자립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됨. 또
한 일본특허청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81%(163건)으로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주도적인 것으로 분석됨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3~5구간으로 갈수록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미국 및 유럽특허의 기술 위치 또한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일본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3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4구간 및 5구간에 들어서며 출원건수가 다소 감소하고 
출원인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성숙기에 들어 선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주요 출원인 Top20을 추출한 결과, 상
위 20개 출원인 중 한국 및 미국 국적이 6개사, 일본 국적이 5개사, 유럽(독일) 
국적이 3개사로 주요출원국의 국적이 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IBM, 한국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대우조선해양, 일본의 NEC가 이 분야에서 다
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들 주요 출원인들의 주요 시장국과 최근 연구활동 및 주력 기술분야를 분석한 
결과, 주요 출원인 국적과 유사하게 주요 시장국이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의 특허출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83%, BOEING CO 75%,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69%,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각각 67%로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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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술 분야의 상위 20개의 출원인들은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에 대한 기
술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
장비 운영제도 기술 분야에 주력하는 것으로 조사됨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분야에 2013년 이후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출
원인을 각 주요출원국 별로 살펴보면, 한국특허청의 자국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의 신규 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무인자동화 해양관츨 플랫폼 
기술의 특허 출원 상승 동향(성장기)에 맞추어 연구개발 활동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됨.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AMAZON TECH, GOOGLE 등이 신규
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특허청 또한 특허 출원 상승 동향에 맞추어 
신규 진입자가 증가하며 연구개발 활동 저변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 결론적으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분야는 미국 및 한국 국적 출원인
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술 위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분야로 조사되었
으며, 한국 및 미국은 기술 주도국으로서 신규 진입자에 의한 특허 활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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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세부기술 분석

제 1 절 세부기술별 동향

[그림 3-1] 연도별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동향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연도별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이 255건(25%),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이 319건(31%) 및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이 458건(44%)
로 조사됨

○ 전체적인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후반까지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이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진행되며 높은 점유율
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 A 및 B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며 A, 
B 및 C 기술 모두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며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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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장비 자율운행 및 해양통신(A)

가. 주요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그림 3-2]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그림 3-3] 각 국가의 연도별 특허동향(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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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총 255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
을 살펴보면, 미국이 132건(52%)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
음으로 한국 71건(28%), 일본 및 유럽 각각 26건(10%)으로 조사됨

○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초반 및 2012년 급격하게 특허 출원이 증가하
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및 한국의 출원 건수 상승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특허청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2000년 이후 출원 건수가 증가하며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으로 조사됨 

○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꾸준히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특히 2010년 이후 특허출원이 급상승하
며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일본 및 유럽특허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초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
며, 특허 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꾸준히 특허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조
사됨 

나. 기술 성장 단계 파악

○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의 포트폴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
로 분석됨

○ 한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3구간의 경우에는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미
미하였으나, 4~5구간으로 갈수록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5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출원인수 및 출원 건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기술 위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3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4구간 및 5구간에 들어서며 출원건수 및 출원인 수가 소폭 감
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들어 선 것으로 분석되나 특
허건수 및 출원인수가 적어 연구개발 관심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됨

○ 유럽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4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5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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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남. 해당 구간은 미공개 특허가 존재하는 구간으로 유럽 특허의 경우에는 성장
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3-4] 각 출원국가별 기술시장 성장단계(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1구간: ~1988년, 2구간: 1989년~1995년, 3구간: 1996년~2002년, 

4구간: 2003년~2009년, 5구간: 2009년~2017년(미공개구간 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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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도 구간별 소분류 기술 동향 

[그림 3-5] 소분류별/연도별 특허동향(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AA),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AC),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AD),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AE)) 

○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는 총 5개의 소분류로 나뉠 수 있으며, 전
체적인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음

○ 각 소분류별 기술은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AA),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AC),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AD),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AE)로 구분됨

○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AA)은 90건(35%)으로 무인장비 자
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 중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이 시작되어 꾸준히 진행되어오다 최근 2010년 
이후 특허 출원건수가 급상승하며 장애물 회피 관련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은 9건(4%)으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
통신(A) 분야 중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 기술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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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최근인 2013년 이후 첫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기술 연구 개발 분
야로 고려될 수 있음

○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AC) 기술은 85건(33%)으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 중 두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다소 출원 건
수의 증감은 있으나 AA 기술 분야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
로 분석됨

○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AD) 기술은 38건(15%)으로 조사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어 지속적인 특허 출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

○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AE) 기술은 33건(13%)으로 조사되었으며, 1990
년대 중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특허 출원 활동이 이어지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라. 소분류 구간별 점유증가율 현황

○ 소분류 기술 추세를 통한 부상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의 그래프에서는 소분
류 기술별로 연도 구간별 특허기술의 출원 경향을 살펴봄

○ 왼쪽의 그래프는 출원건수를 통한 절대치를 나타내며, 오른쪽 그래프는 소분류 기
술에 대한 연도구간별 상대비교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3-6] 소분류 구간별 점유증가율 분석

○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의 소분류 기술별 점유증가율 현황을 살펴
보면,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AA) 분야는 전 구간에서 전
반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10~’17년 구간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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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분석됨

○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의 경우에는, ‘10~’17년 구간에서 출원이 진
행된 것으로 최신 기술로 사료됨

○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AC) 기술의 경우에는 ‘10~’17년 이전까지 가장 
많은 출원건수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10~’17년 구간에 들어서
며 출원건수와 점유율 비중이 AA 기술 다음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전체적인 동
향을 살펴보면, 점유율 비중이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AD) 기술은 ‘96~’02년 구간에서 출원이 시작
되었으며, 점차 출원건수 및 점유율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AE) 기술은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점유
율 비중에 있어서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마. 주요출원인 특허동향

 

[그림 3-7] 주요출원인 특허동향(전체)  

○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의 주요출원인 동향을 살펴본 결과, US 
NAVY가 총 10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하였으며, BOEING CO,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현대중공업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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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각 출원국가별 주요 출원인 특허동향(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 한국특허청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현대중공업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전체 동향에서는 
7건으로 검색되었고 한국특허청에는 5건으로 검색된 것으로 일본특허청과 같이 
해외 특허 출원이 2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음. 한국특허청의 주요출원인 Top10 
모두 한국 국적 출원인으로 자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 출원이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US NAVY가 10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출원을 진행함. 미
국 또한 한국과 같이 자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 출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짐 

○ 일본특허청의 경우에는 NEC가 4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출원을 진행함. 일본의 경
우에는 주요출원인 Top10에 미국 및 한국 등 외국 국적 출원인이 다수 포함된 것
으로 조사됨

○ 유럽의 경우에는 주요출원인 Top10에 포함된 기업의 출원건수가 2건 내지 1건으
로 분석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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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요출원인의 주요시장국/소분류별 특허집중도 현황 

[그림 3-9] 주요 출원인의 주요시장국/특허집중도(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US 
NAVY의 경우 모두 미국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소분류 기술을 살펴
볼 때 AC 기술에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BOEING CO의 경우에는 총 8건의 특허 중, 미국특허청에 4건, 일본특허청에 3건, 
유럽특허청에 1건 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해외 권리화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다양한 소분류 기술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된 것으
로 보이지 않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총 7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국특허청 5건, 
일본 및 유럽 특허청 각각 1건씩 특허 출원을 진행함. 소분류 기술에 있어서 AB 
및 AC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있는 것으로 살펴짐

○ 주요출원인 중 외국 국적 출원인 모두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진행한 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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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가. 주요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그림 3-10] 연도별 특허동향(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그림 3-11] 각 국가의 연도별 특허동향(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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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총 319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을 살
펴보면, 미국이 110건(35%)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
로 한국 103건(32%), 일본 73건(23%), 유럽 33건(10%))으로 조사됨

○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비교적 빠른 1960년대 중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다소간의 출원 증감이 있으나 꾸준히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 2000
년 중반 및 2012년 이후 급격하게 특허 출원이 증가하며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
폼(B)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출원 동향은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특허청의 경우, 2000년 중반 이전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조
사되었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출원 증가를 보이며 연구 개발 활동이 활
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꾸준히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2010년 이후 특허출원이 급상승
하며 한국과 함께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 및 유럽특허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
며, 특허 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꾸준히 특허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조
사됨 

나. 기술 성장 단계 파악

○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의 포트폴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
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3구간의 경우에는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미
미하였으나, 4~5구간으로 갈수록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2구간에서 소폭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의 
감소가 보였으나 이후 5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기술 위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2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
였으나, 3구간에서 출원인 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4구간에서는 출원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출원인 수에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5구간에 들어서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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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원건수 및 출원인 수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쇠퇴기에서 회
복기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에 대한 연구 개
발 환경이 다시 조성된 것으로 보여짐 

○ 유럽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4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5구간에서 출원인 수의 정체 현상이 보여지나, 기술의 위치는 성장
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3-12] 각 출원국가별 기술시장 성장단계(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1구간 :~1988년, 2구간: 1989년~1995년, 3구간: 1996년~2002년, 

4구간: 2003년~2009년, 5구간: 2009년~2017년(미공개구간 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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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도 구간별 소분류 기술 동향

[그림 3-13] 소분류별/연도별 특허동향(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무인장비 운영기술(BA), 관측센서 통합기술(BB),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BD),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BE),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기술(BF)) 

○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는 총 6개의 소분류로 나뉠 수 있으며, 전체적
인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음

○ 각 소분류별 기술은 무인장비 운영기술(BA), 관측센서 통합기술(BB),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BD),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BE),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BF)로 구분됨

○ 무인장비 운영기술(BA)은 112건(35%)으로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 중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간헐적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고, 1990년 초반에 들어서
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최근 2015년 이후 특허 출원건
수가 급상승하며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 분야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
됨

○ 관측센서 통합기술(BB)은 95건(30%)으로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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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BC 기술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 기
술은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특허 출원이 시작되었으나 1990년 초반에 들어서며 
지속적인 출원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최근 들어 다소 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출원 증감을 반복하며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 기술은 99건(31%)으로 무인장비 군집운
용 플랫폼(B) 분야 중 두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 
첫 출원을 시작으로 다소 출원 건수의 증감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이
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BD) 기술은 9건(3%)으로 조사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 연
구개발이 시작되었으나 간헐적으로 특허 출원이 이어지고 있음

○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BE) 기술은 3건(1%),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BF) 기술은 1건으로 조사됨

라. 소분류 구간별 점유증가율 현황 

○ 소분류 기술 추세를 통한 부상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의 그래프에서는 소분
류 기술별로 연도 구간별 특허기술의 출원 경향을 살펴봄

○ 왼쪽의 그래프는 출원건수를 통한 절대치를 나타내며, 오른쪽 그래프는 소분류 기
술에 대한 연도구간별 상대비교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3-14] 소분류 구간별 점유증가율 분석

○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의 소분류 기술별 점유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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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장비 운영기술(BA) 분야는 전체 출원건수에서 가장 높은 정량적 수치를 보이
나 ‘10~’17년 구간에서 출원건수가 급상승한 것으로, 구간별 점유율에 있어서는 
‘89~’95년 구간 및 ‘10~’17년 구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관측센서 통합기술(BB)의 경우에는, ‘03~’09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 출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분야로 분석됨

○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 기술의 경우에는 ~‘88년 이전 및 ’96~‘02
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점유
율 비중이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BD),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BE) 및 군집운용 플랫
폼 구축 기술(BF) 기술은 출원 건수 및 점유율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의 유의미
하지 않음

마. 주요출원인 특허동향

 

[그림 3-15] 주요출원인 특허동향(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의 주요출원인 동향을 살펴본 결과, 대우조선해
양이 총 17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하였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NEC
가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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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각 출원국가별 주요 출원인 특허동향(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 한국특허청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17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으
로 분석됨.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7건 모두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것으로 해외 권
리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B분야에 출원된 
특허 16건 모두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것으로 해외 권리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
석됨. 한국특허청의 주요출원인 Top10 모두 한국 국적 출원인으로 자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 출원이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US NAVY가 11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출원을 진행하였고, 
일본특허청의 경우에는 NEC가 11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출원을 진행함.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도 자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 출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짐

○ 유럽특허청의 경우에는 ATLAS가 5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출원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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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요출원인의 주요시장국/소분류별 특허집중도 현황

 

[그림 3-17] 주요 출원인의 주요시장국/특허집중도(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대우조선해
양의 경우 모두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소분류 기술을 살펴볼 
때 BA 기술에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총 16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특허 16건 모두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진행함. 소
분류 기술에 있어서 BA 및 BC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있는 것으로 살펴짐

○ NEC의 경우에는 총 1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일본특허청 11건, 미국특허청 
1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함. 소분류 기술에 있어서 BC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살펴짐

○ 주요출원인 중 외국 국적 출원인 모두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진행한 건이 없
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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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가. 주요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그림 3-18] 연도별 특허동향(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그림 3-19] 각 국가의 연도별 특허동향(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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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총 458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
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214건(47%)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다음으로 한국 117건(26%), 일본 103건(22%), 유럽 24건(5%)으로 조사됨

○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꾸
준히 상승하다 2000년에 들어서며 다소 상승세가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연구개발 초기에는 일본이 주도하는 것으
로 보였으나 중반에 들어서며 미국의 주도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한
국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며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국특허청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의 연구개발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원 건수가 증가하며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는 것으로 조사됨 

○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000
년대 초반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소 특허 출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음  

○ 일본특허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나, 상승 또는 감소의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
으로 보이며, 연구개발 관심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살펴짐

○ 유럽특허청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일본특
허청의 경우와 같이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특허 출원 건수를 유지하
는 정도로 살펴짐 

나. 기술 성장 단계 파악

○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의 포트폴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구간 ~ 2구간의 경우에는 출원인 및 출원 건
수가 미미하였으나, 3~5구간으로 갈수록 출원인수 및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5구간
의 경우에는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급성장하며 연구개발 관심도가 크게 향상
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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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각 출원국가별 기술시장 성장단계(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1구간: ~1988년, 2구간: 1989년~1995년, 3구간: 1996년~2002년, 

4구간: 2003년~2009년, 5구간: 2009년~2017년(미공개구간 일부포함))  

○ 미국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2~4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출원인수 및 출원 건
수가 증가하였으며, 5구간의 경우 다소 출원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미공개 구간이 
포함된 것으로, 미국특허청의 기술 위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1~4구간에서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5구간에 들어서며 출원건수 및 출원인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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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됨. 미공개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특허의 기술 위치를 쇠퇴기에 들어 선 
것으로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유럽특허의 경우에는 출원인 수 및 출원건수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하
기엔 정량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됨

다. 연도 구간별 소분류 기술 동향 

[그림 3-21] 소분류별/연도별 특허동향(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CA),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CB),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CC),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CD), 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CE),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CF)) 

○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는 총 6개의 소분류로 나뉠 수 있으
며, 전체적인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꾸준히 상승하다 
2000년에 들어서며 다소 상승세가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소
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각 소분류별 기술은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CA),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CB),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CC),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CD), 데
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CE),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
화 기술(CF)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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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 (CA)은 14건(3%)으로 조사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연
구개발이 시작되어 간헐적으로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 (CB)은 37건(8%)으로 조사됨. 해당 기술은 1980년대 후반 
처음 특허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 중후반부터 비교적 지속적으로 특허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연구 개발 활동이 명목상 지속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CC)은 66건(14%)으로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
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CF 기술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연구개발이 시작된 비교적 최근 기술로 특허 출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2014년 출원건수가 급상승하며 연구개발 활동
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CD)은 251건(55%)으로 조사되어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 비중을 차지하며 독보적
인 기술 분야를 구축하고 있음. 1980년대 중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
대 중반까지 꾸준히 출원 상승세를 이어오다 최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통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 (CE)은 25건(6%)으로 조사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지속적인 특
허 출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CF)은 65건(14%)으로 생산자료 관
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CC 기술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인 특허 출원 활동이 이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라. 소분류 구간별 점유증가율 현황 

○ 소분류 기술 추세를 통한 부상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의 그래프에서는 소분
류 기술별로 연도 구간별 특허기술의 출원 경향을 살펴봄

○ 왼쪽의 그래프는 출원건수를 통한 절대치를 나타내며, 오른쪽 그래프는 소분류 기
술에 대한 연도구간별 상대비교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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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소분류 구간별 점유증가율 분석

○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의 소분류 기술별 점유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CA) 분야는 ‘96~’02년 구간에서 출원이 시작
되었으며 점차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점유율에 있어서는 ‘10~’17년 약 5%
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CB)의 경우에는, 출원건수의 상승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점유율에 있어서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CC)의 경우에는 ‘96~’02년 구간에 들어서며 특
허출원이 진행되었음. 출원건수의 상승과 함께 점유율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관
심도가 높아지는 부상기술로 판단할 수 있음

○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CD)은 가장 많은 특허 출원 건수와 각 구간별 점
유율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0~’17년 구간에서 점
유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출원 건수 또한 급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미공개 구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CE)은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점유율 
비중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CF)은 특허 출원건수 및 점유율 비중
에 있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기술로 부상기술이라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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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출원인 특허동향   

[그림 3-23] 주요출원인 특허동향(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의 주요출원인 동향을 살펴본 결과, 
IBM이 총 33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하였으며, MICROSOFT, HITACHI 
가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케이티 및 대우
조선해양이 Top10에 포함됨

[그림 3-24] 각 출원국가별 주요 출원인 특허동향(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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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청의 경우, 인하대학교, 대우조선해양 및 케이티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
이 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한국특허청의 주요출원인 Top10 모두 한국 
국적 출원인으로 자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 출원이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IBM이 28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출원을 진행함. 미국 또한 
한국과 같이 자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 출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짐 

○ 일본특허청의 경우에는 HITACHI가 15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출원을 진행함. 일본
의 경우에는 주요출원인 Top10에 미국 등 외국 국적 출원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
로 조사됨

○ 유럽특허청의 경우에는 MICROSOFT가 5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출원을 진행하였으
며, 외국 국적 출원인에 의한 출원이 주도적인 것으로 조사됨

 

바. 주요출원인의 주요시장국/소분류별 특허집중도 현황  

[그림 3-25] 주요 출원인의 주요시장국/특허집중도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IBM(총 33건)의 경우 미국특허청에 28건, 일본특허청에 4건, 유럽특허청에 1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소분류 기술을 살펴볼 때 CD 기술에 특허집중도가 압
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MICROSOFT의 경우에는 총 17건의 특허 중, 미국특허청에 11건, 일본특허청 및 
유럽특허청에 각각 3건씩 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해외 권리화에 관심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MICROSOFT 또한 CD 기술에 특허집중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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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됨

○ HITACHI의 경우에는 총 15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모두 일본특허청에 특허 출
원을 진행함. HITACHI 또한 CD 기술에 특허집중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
석됨

○ 주요출원인 중 외국 국적 출원인 모두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진행한 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제 2 절 시장별 세부기술 동향

1. 시장별 세부기술 점유율 현황

○ 시장별(주요출원국) 세부기술 동향에서는 주요출원국에 출원된 출원 데이터를 기준으
로 세부기술의 집중도 및 공백영역 등을 버블그래프로 나타내어 해당 시장의 관심도
를 나타내고자 함

○ 세부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연도 구간별 흐름은 앞에서 제시하였으므로, 본 장에서는 
주요시장에서 어떠한 세부기술(소분류기술)이 중점적으로 특허 출원되고 있는가를 파
악하고자 하며, 해당 세부기술에 대한 시장별(주요출원국별) 특허 출원건수를 비교 
분석함

[그림 3-26] 시장별(주요출원국) 세부기술 점유율 현황(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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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시장별(주요출원국) 세부기술 점유율 현황(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그림 3-28] 시장별(주요출원국) 세부기술 점유율 현황(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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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시장별 세부기술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
국은 대부분의 세부기술 분야에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에 있어서도 가
장 큰 비중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
폼 기술에 있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 일본, 유럽
의 순으로 뒤를 잇는 것으로 분석됨

○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에서는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
로계획 기술(AA)의 세부기술 특허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딥러
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의 경우에는 공백기술인 것으로 사료됨 

○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에서는 무인장비 운영기술(BA), 관측센서 통합기
술(BB),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의 세부기술 특허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BD),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
(BE),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BF)의 경우에는 공백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는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
술(CD) 세부기술의 특허 집중도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데이터 분석 및 설
계 기술(CA)의 경우 시장 관심도가 낮은 공백기술 분야로 분석됨 

제 3 절 소결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전체적인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지속적으
로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A) 기술이 255건(25%),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이 319건(31%) 및 생
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이 458건(44%)로 조사됨

○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후반까지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
술이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진행되며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 A 및 B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
하며 A, B 및 C 기술 모두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며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총 255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
을 살펴보면, 미국이 132건(52%)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
음으로 한국 71건(28%), 일본 및 유럽 각각 26건(10%)으로 조사되었으며, 포트폴
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A 분야의 주요출원인 동향을 살펴본 
결과, US NAVY가 총 10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하였으며, BO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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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현대중공업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는 총 5개의 소분류로 나뉠 수 있으며, 해
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AA)은 90건(35%)으로 무인장비 자율
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 중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 최
근 2010년 이후 특허 출원건수가 급상승하며 장애물 회피 관련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AA 분야는 전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높
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10~’17년 구간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기술로 분석됨

○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은 9건(4%)으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
통신(A) 분야 중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 기술은 비
교적 최근인 2013년 이후 첫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기술 연구 개발 분
야로 고려될 수 있음

○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AC) 기술은 85건(33%)으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 중 두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다소 출원 건
수의 증감은 있으나 AA 기술 분야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
로 분석됨.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점유율 비중이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

○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 분야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볼 때 AA 및 
AC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총 319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을 살
펴보면, 미국이 110건(35%)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
로 한국 103건(32%), 일본 73건(23%), 유럽 33건(10%))으로 조사되었으며, 포트
폴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B 분야의 주요출원인 동향을 살펴
본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총 17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하였으며,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NEC가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는 총 6개의 소분류로 나뉠 수 있으며, 무인장
비 운영기술 (BA)은 112건(35%)으로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 중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 최근 2015년 이후 특허 출원건수가 
급상승하며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 분야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 관측센서 통합기술(BB)은 95건(30%)으로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에서 
BA, BC 기술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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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 기술은 99건(31%)으로 무인장비 군집운
용 플랫폼(B) 분야 중 두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이 진행됨. BC 기술의 경우에는 
~‘88년 이전 및 ’96~‘02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점유율 비중이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BD) 기술은 9건(3%)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BE) 기술은 3건(1%),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BF) 기술은 1건으로 
조사됨

○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 분야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볼 때 BA, BB 및 
BC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총 458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
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214건(47%)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다음으로 한국 117건(26%), 일본 103건(22%), 유럽 24건(5%)으로 조사되었
으며, 연구개발 초기에는 일본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중반에 들어서며 미국
의 주도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한국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며 연구개
발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C 분야의 포트폴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C 분야의 주요출원인 동향을 살펴본 결과, IBM이 총 33건으로 가
장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하였으며, MICROSOFT, HITACHI 가 뒤를 잇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한국의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케이티 및 대우조선해양이 Top10에 
포함됨

○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는 총 6개의 소분류로 나뉠 수 있으
며,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CA)은 14건(3%)으로 조사됨. CA 분야는 ‘96~’02년 
구간에서 출원이 시작되었으며 점차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CB)은 37건(8%)으로 조사됨

○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CC)은 66건(14%)으로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
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CF 기술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2014년 출원건수가 급상승하며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
는 것으로 사료됨. 출원건수의 상승과 함께 점유율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관심
도가 높아지는 부상기술로 판단할 수 있음

○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CD)은 251건(55%)으로 조사되어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 비중을 차지하며 독보적
인 기술 분야를 구축하고 있음. CD 분야는 가장 많은 특허 출원 건수와 각 구간
별 점유율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0~’17년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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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출원 건수 또한 급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통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CE)은 25건(6%)으로 조사됨

○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CF)은 65건(14%)으로 생산자료 관
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CC 기술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특허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인 특허 출원 활동이 이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CF은 특허 출원건수 및 점유율 비중에 있어서 크게 증
가하고 있는 기술로 부상기술이라 판단할 수 있음

○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 분야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볼 때 
CD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결론적으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기술 위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A, B 및 C 기술 모두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며 특허 출원이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 분야는 AA 
및 AC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B 기술은 신기술 
연구 개발 분야로 고려될 수 있음.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 분야는 BA, 
BB 및 BC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
장비 운영제도(C) 기술 분야는 최근 한국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며 연구개발을 주
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CD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됨. CC 및 CF 분야는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상기술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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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핵심특허 분석

제 1 절 심층분석 Criteria

1. 분석대상 특허 선정기준

○ 연구 책임자의 연구 진행 방향에 따른 기술요소 및 기술분류기준에 맞추어 주요 기
술에 대한 핵심특허를 선정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내용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A)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AA)

다중 센서 퓨전 기술을 이용한 수중 자기 위치 
추정을 통해 경로생성에 필요한 기본정보 확보, 
시나리오에 맞게 이동경로를 계획하고,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경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기술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 (AB)

딥러닝 또는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비행/항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깊은) 강화 학습 기반의 
순차적 의사결정을 통한 비행/항해 성능향상 및 
조류 및 해양 변화 적응형 비행/항해 학습기술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 (AC)

광역 해양 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거리 제어 및 
정보전송기술 및 이를 위한 
HF/VHF/UHF/microwave 통신 전송/모뎀 기술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 
(AD)

수중에서 운용하는 해양 관측 플랫폼과 지상 
운영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수중 관측 
플랫폼-수상 게이트웨이-지상 운용자 연계가 
가능한 이종 (전파-음파) 중계 게이트웨이 기술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 (AE)

해양 관측 플랫폼의 실시간, 원격 제어를 위해 
요구되는 저지연/고신뢰 통신을 달성하기 위한 
라우팅/패킷포워딩, 매체접근 제어 통신 기술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B)

무인장비 운영기술 
(BA)

드론,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무인함정, 
웨이브글라이더, 수중글라이더와 같은 무인잠수정 
등 무인장비들의 실운영기술

관측센서 통합기술 
(BB)

임무와 무인장비에 따른 필요한 관측센서를 
무인장비에 사용목적에 맞게 장착하고 통신으로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술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BC)

개별 플랫폼 음원 방향 탐지 및 음향 정보 압축 
기술 개발, 군집운용 되는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원 (표적) 탐지 기술 개발

군집운용 다수의 무인장비들이 협력하여 군집운영 및 

[표 4-1] 분석대상 기술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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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기준

○ IP History 분석

Ÿ 주요출원인 또는 주요발명자를 기준으로 연도별 주요 기술 동향을 분석함

○ 핵심특허 분석

Ÿ 중분류별 분류를 기준으로, 연구 진행 방향에 맞추어 핵심특허를 선정
Ÿ 핵심특허의 서지사항, 대표도면, 대표청구항 분석을 통해 검토 의견 제시

전략설계기술 (BD) 편대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목표임무를 
달성하는 운영전략 설계 기술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 (BE)

무인장비를 군집운영에 맞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경험적, 인적 물적 지원기술 등 실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활용 기술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BF)

무인장비들과 센서통합, 운영전략, 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군집운영을 수행하는 시스템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C)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 (CA)

서로 다른 이기종 관측기기의 메타정보, 데이터 
정보 등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 요소를 분석 
추출하고 지속적 관리, 활용을 위해 표준안을 설계, 
정의하는 기술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 (CB)

데이터들의 구조 및 포맷을 변경하여 목표 데이터 
셋으로 생성해 내는 기술로서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 
(CC)

원격지에 있는 파일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정해진 규격과 방법에 의해 일정 주기로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고 전송된 파일을 읽어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 저장하는 일련의 데이터 
네트워킹 및 저장된 서버데이터를 말단 장치에 
표출 (제공)하는 상호 네트워킹 기술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CD)

잘 구조화된 데이터모델의 집합체로서 지속가능한 
데이터의 축적과 관리, 활용, 고급통계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과 공간데이터 모델을 
동시에 관리,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 
(CE)

데이터의 유효성 판별, 식별 및 정상 유무, 이상값 
검출 등, 통계분석 기법을 이용한 자료분석기술 및 
관련한 기법을 혼합한 자체 알고리즘을 코딩하여 
구현할 수 있는 통계학 지식과 프로그래밍 기술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CF)

파일서버나 DB서버로 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수치를 표출하는 기술 및 위치정보에 기반한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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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P History 분석

1. IP History 분석

○ IP History 분석은 주요출원인 또는 주요발명자를 기준으로 연도별 주요 기술 동향
을 분석한 것으로 각 중분류별 주요출원인을 도출하고, 해당 출원인의 연도별 기술 
동향을 살펴봄

○ 세부기술별 주요출원인의 IP History 분석에 앞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분야의 Top 5 출원인을 대상으로 구간별 점유증가율 동향을 살펴봄으로 주요출원인
들의 출원 동향을 분석함

[그림 4-1] 주요출원인의 구간별 집중도 추이

○ 각 소분류별 기술은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AA), 딥러닝 기
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AC), 이종 통신 중계
를 위한 게이트웨이(AD),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AE), 무인장비 운영기술
(BA), 관측센서 통합기술(BB),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 군집운용 전
략설계기술(BD),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BE),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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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CA),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CB),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CC),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CD), 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CE),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CF)로 구분됨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분야의 최다 출원인인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US)의 경우, ‘89~’09년 까지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
술(CD)과 관련된 특허출원 점유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 “10~‘17년 구
간에 들어서며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 및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
간정보 가시화 기술(CF) 기술로 관심 영역을 넓힌 것으로 분석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R)의 경우에는 다른 주요출원인과 비교하여 최근 특허출원이 
증가하며 주요출원인 Top5에 포함되었으며, ‘03~’09년 구간에서는 무인장비 운영기
술(BA)과 관련된 특허 출원 점유율 비중이 높았으나 ‘10~’17년 구간에서는 BA 기술
뿐만 아니라,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영역을 확대하며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우조선해양(KR)의 경우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같이 비교적 최근 특허출원이 
증가하며 주요출원인 Top5에 포함됨.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무인장비 운영기술
(BA)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이외에도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
(BC) 등 다양한 분야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며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됨

○ NEC(NEC Corporation, JP)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초기에는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
향 탐지 기술(BC) 분야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0년에 들어서며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분야의 다양한 소분류 기술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어
느 하나의 소분류 기술에 특허 집중도 또는 점유율이 치우쳐지지 않고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됨

○ US NAVY(US)의 경우에는 다른 주요출원인과 비교하여 가장 빠른 ~‘88년 구간에서 
특허 출원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최근까지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US NAVY의 경우에도 다양한 소분류 기술 분야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AC) 분야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최근까지 꾸준
히 관심을 가지고 출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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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 IP History 

¡ 각 소분류별 기술은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AA),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AC),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AD),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AE)로 구분됨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 주요출원인 – US NAVY

¡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출원인은 
US NAVY(10건)로 조사됨

¡ US NAVY는 1987년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과 관련된 특허를 처음 출원
하였으며, 비교적 최근인 2013년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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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

¡ US NAVY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해당 소분
류 기술을 살펴보면 1987년부터 2012년까지 총 9건의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
리 통신(AC) 기술(연두색 바탕 배경으로 도식)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였고, 2013
년 1건의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AA)과(파란색 바탕 배경
으로 도식) 관련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US NAVY의 경우, AC 기
술에 대한 특허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며, 최근 들어 AA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US NAVY의 경우에는 모두 미국특허청에 출원되었으며, 패밀리 특허로 해외에 
출원된 특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외 기술 권리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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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 주요출원인 – BOEING CO

¡ BOEING CO는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에서 총 8건의 특허를 출
원함

¡ BOEING CO는 2004년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과 관련된 특허를 처음 출
원하였으며, 2015년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BOEING CO가 출원한 특허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총 8건의 특허 중, 해상/
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AA)과 관련된 특허를 3건 출원하였고,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과 관련된 특허를 1건, 이종 통신 중계를 위
한 게이트웨이(AD) 기술 2건,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AE) 기술 2건을 
각각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AA 기술의 경우에는 2014년 집중적으로 3건 모두 
출원이 진행됨. BOEING CO은 A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분류 기술에 관
심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BOEING CO의 경우에는 미국특허청 이외에도 일본, 유럽특허청에 특허 출원(패밀
리 포함)을 진행하였으며, 해외 기술 권리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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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 주요출원인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에서 총 7건의 특허
를 출원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최근인 2009년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과 관련된 
특허를 처음 출원하였으며,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사료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출원한 A 분야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2009년 및 2013
년에 총 3건의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AC)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
하였고, 2015년 3건(패밀리 특허)의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 및 1건
의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AE)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AB 기술과 관련하여 유럽 및 일본에 패밀리 특허를 출원함은 해당 특허의 중요도
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A 기술과 관련
된 특허 관심도가 AC 기술 분야에서 AB 기술 분야로 연구개발 방향이 전환된 것
으로 사료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패밀리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해외 기술 권리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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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 IP History 

¡ 각 소분류별 기술은 무인장비 운영기술(BA), 관측센서 통합기술(BB),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 군집운용 전략설계기술(BD),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BE),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BF)로 구분됨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 주요출원인 –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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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출원인은 대우조
선해양(17건)으로 조사됨

¡ 대우조선해양은 비교적 최근인 2011년부터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과 관
련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16년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해당 소
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무인장비 운영기술(BA) 기술(파란색 바탕 배경으로 도식)과 
관련된 특허를 총 11건 출원하여 가장 높은 특허 집중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과(연두색 바탕 배경으로 도식) 관련된 특
허를 총 5건, 관측센서 통합기술(BB)과(붉은색 바탕 배경으로 도식) 관련된 특허를 
1건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 BA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초기 시기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한 
관심도와 집중도를 가지고 특허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BC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집중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이후
에는 아직까지 관련 분야의 특허 출원은 진행되고 있지 않음. BB와 관련된 기술
의 경우에는 2015년 처음 출원한 것으로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새로운 니즈에 의해 연구 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향후에도 BA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특허 17건 모두 한국특허청에 출원되었으며, 패밀리 특허로 
해외에 출원된 특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외 기술 권리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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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 주요출원인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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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에서 총 16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B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활
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출원한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무인장비 운영기술(BA) 기
술과 관련된 특허를 총 8건 출원하였으며, 다음으로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
지 기술(BC)과 관련된 특허 6건, 관측센서 통합기술(BB) 및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
계 기술(BE) 관련된 특허를 각각 1건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 BA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초기 시기인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한 
관심도와 집중도를 가지고 특허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BC와 관련된 기술
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건씩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음. BB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에는 2014년 처음 출원하였고, BE와 관련된 기술은 2011년 
출원한 이후 더 이상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향후에도 BA 및 BC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
로 보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출원한 특허 중, 2011년 출원된 등록번호 10-1072485 특
허만이 패밀리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어 해외 기술 권리화에 소극적인 것으
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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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 주요출원인 – NEC(NEC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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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C는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에서 총 12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 NEC는 B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보다 빠른 
1990년에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2009년까지 출원한 것으
로 조사됨

¡ NEC가 출원한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
과 관련된 특허 10건으로 특허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
로 관측센서 통합기술(BB)과 관련된 특허를 2건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 BC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초기 시기인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특허활
동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BB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에는 1993년 및 2008
년에 각각 1건씩 출원한 것으로 BC 기술에 파생되어 개발된 기술로 사료됨 

¡ NEC의 경우, 2009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관련 분야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지 
않아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의 저하 및 연구개발 활
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NEC의 경우에는 2009년 미국특허청에 1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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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 IP History 

¡ 각 소분류별 기술은 데이터 분석 및 설계 기술(CA), 데이터 처리, 가공기술(CB),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CC),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CD), 데
이터 통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CE),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
화 기술(CF)로 구분됨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 주요출원인                              

–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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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출원
인은 IBM(33건)으로 조사됨

¡ IBM은 1992년부터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
원하였으며, 2015년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IBM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해당 소분류 기
술을 살펴보면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CD) 기술(보라색 바탕 배경으로 도
식)과 관련된 특허를 총 29건 출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특허 집중도를 나타내었
고, 다음으로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CC)과(연두색 바탕 배경으로 도
식) 관련된 특허를 총 3건,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CF)과
(주황색 바탕 배경으로 도식) 관련된 특허를 1건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 CD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초기 시기인 199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한 
관심도와 집중도를 가지고 특허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CC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에는 1997년 2건, 2009년 1건을 출원한 것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필요에 의해 또는 파생적으로 개발된 특허라 사료됨. CF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에
는 2013년 처음 출원 특허 기술 분야임

¡ IBM의 경우에는 CD와 관련된 기술 특허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분야의 
특허 집중도 및 연구개발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향후에도 CD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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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 주요출원인 –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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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는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총 17건의 특허
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 MICROSOFT는 1993년부터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07년까지 특허 출원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MICROSOFT가 출원한 특허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CD)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총 15건 출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특허 집중도
를 나타내었고,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CC)과 데이터 통계분석 및 알
고리즘 구현기술(CE)과 관련된 특허를 각각 1건씩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 CD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초기 시기인 1993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한 
관심도와 집중도를 가지고 특허활동을 지속한 반면, CC 및 CE의 경우에는 모두 
2006년에 출원한 것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필요에 의해 또는 파생적으로 개발
된 특허라 사료됨

¡ MICROSOFT의 경우에는 2007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관련 분야의 특허가 출원
되고 있지 않아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의 
저하 및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MICROSOFT는 일본 및 유럽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해외 
기술 권리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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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 주요출원인 – HIT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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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ACHI는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총 15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 HITACHI는 1991년부터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기술과 관련된 특허
를 출원하였으며, 2013년까지 특허 출원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HITACHI가 출원한 특허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
술(CD)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총 14건 출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특허 집중도를 
나타내었고,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CF)과 관련된 특허를 1
건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 CD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초기 시기인 1991년부터 2013년까지 특허활
동을 지속한 반면, CF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에는 2005년에 1건 출원됨 

¡ HITACHI의 경우에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관련 분야의 특허가 출원되
고 있지 않아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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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특허 분석

가.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 
¡  핵심특허 1(특허번호 KR 10-1541808 B1)의 분석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상교통관제 전문가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국가 KR 법적상태 2015.07.29 등록

문헌번호 10-1541808 
(2015.07.29) 출원번호 10-2015-0061044 

(2015.04.30)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R) 발명자 오재용(KR) | 김혜진(KR)

IPC(Main) G08G-003/02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EP3291206A1 | JP6257687B2 | KR10-1541808B1 | 
WOWO2016-175425A1

대표청구항 검토

운항중인 선박의 선박정보 및 항만영역 정
보를 포함하는 해상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VTS (Vessel Traffic Service) 센
터; 상기 VTS 센터에서 제공하는 해상교통 
정보를 실시간 저장하는 해상교통 정보 데이
터베이스부; 상기 해상교통 정보 데이터베이
스부로부터 설정된 범위의 상기 해상교통 정
보를 제공받고,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선박상태 및 영역상태를 판
단하는 관제기준 정보를 생성하는 해상교통관
제 학습부;실시간 저장되는 상기 해상교통 정
보 및 상기 관제기준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선
박상태 정보 및 영역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해
상관제 정보를 실시간 생성하는 해상교통관제 
분석부; 및 생성된 상기 해상관제 정보를 전
자해도를 통해 표시하는 해상교통관제 정보 
표시부; 를 포함하고, 상기 관제기준 정보는 
선박상태 기준정보 및 영역상태 기준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해상교통관제 학습부는, 일정 
기간의 상기 선박정보를 입력 데이터로 제공
받아, 선박의 정상상태 또는 비정상상태를 구
분하는 상기 선박상태 기준정보를 생성하는 
항적정보 학습모듈; 및 일정 간격의 그리드 
형태로 나누어진 상기 항만영역 정보를 입력 
데이터로 제공받아, 영역의 위험상태를 구분
하는 상기 영역상태 기준정보를 생성하는 항
만정보 학습모듈;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상교통관제 
전문가 시스템.

본 발명은,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에 관
한 것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딥러닝 기
술을 이용하여 이상 상태 선박을 식별하
고, 항만 내 위험 영역을 탐지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
리즘을 이용한 해상교통관제 전문가 시스
템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임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상교통관
제 전문가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에 따
르면 인공지능으로 딥 러닝 방식을 사용
함으로써 시스템 구축 시, 실시간 저장되
는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선박 및 항만 
상황을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스템이 판단 기준
을 스스로 생성하여 이상 상태 선박을 자
동으로 식별할 뿐만 아니라, 항만 내 위
험 영역을 탐지하여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여 조치함으로써 해양사고를 효과
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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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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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2(특허번호 KR 10-2017-0058719 A)의 분석

무인 선박의 경로 추종 및 장애물과의 충돌 회피 제어방법

국가 KR 법적상태 2017.05.29 공개

문헌번호 10-2017-0058719 
(2017.05.29)

출원번호 10-2015-0162682 
(2015.11.19)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KR)

발명자 문영준 (KR)

IPC(Main) B63B-043/18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KR10-2017-0058719A

대표청구항 검토
무인 선박의 경로를 추종하고 장애물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a) 선박의 경로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b) 
자선과 타선/장애물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c) 자선의 속도 
및 회전 방향을 변경하는 단계; (d) 경로 갱신 주기가 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 (e) 상기 (d)단계의 확인 결과 경로 갱신 
주기가 아니면, 자선의 모델정보를 기초로 선박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탐색하는 단계; (f) 자선과 타선/장애물과의 조우 
상황을 판단하는 단계; (g) 상기 (f)단계의 판단 결과 충돌 발
생이 예측되면, 상기 탐색한 공간에서 항해 금지 구역을 설정
하는 단계; (h) 상기 (f)단계의 판단 결과 충돌 발생이 예측되
지 않으면 탐색 공간의 추정위치를 평가하는 단계; (i) 상기 
(d)단계의 확인결과 경로 갱신 주기이고, 상기 (b)단계에서 획
득한 장애물 정보로 장애물이 감지되면, 상기 (h)단계에서 평
가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최적의 위치를 찾아 새로운 타깃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 (j) 상기 (i)단계에서 설정한 타깃 위치
를 반영하여 최적의 충돌 회피 경로를 생성하는 단계; 및(k) 
상기 (j)단계에서 생성한 충돌 회피 경로를 기초로 키 및 프로
펠러를 자동 제어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선박의 경로 추종 및 장애물과의 충돌 회
피 제어방법.

본 발명은 무인 선박의 
경로 추종 및 장애물과의 
충돌 회피 제어에 관한 
것으로, 선박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정보를 탐색
하고, 탐색한 공간에 대
한 정보를 고려하여 최적
의 충돌 회피 경로를 제
공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타선의 정보로부
터 타선이 이동할 경로 
예측뿐만 아니라, 정해진 
주기마다 추종 경로 정보
를 갱신함으로써 갑작스
런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
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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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3(특허번호 KR 10-1344138 B1)의 분석

해상 통신 시스템

국가 KR 법적상태 2013.12.16 등록

문헌번호 10-1344138 
(2013.12.16)

출원번호 10-2011-0146778 
(2011.12.30)

출원인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KR)

발명자 임나래 (KR) | 정준호 
(KR) | 박수현 (KR)

IPC(Main) H04L-012/28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KR10-1344138B1

대표청구항 검토

해상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복수개의 통신장
치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개의 통신장치들 중 제1 통
신장치는, 제2 통신장치에 포함된 기지국 모뎀인 타 
기지국 모뎀과 데이터 통신하는 해상 단말모뎀; 상기 
제2 통신장치에 포함된 해상 단말모뎀인 타 해상 단
말모뎀과 데이터 통신하는 기지국 모뎀; 및 상기 복
수개의 통신장치의 출력정보 및 상기 복수개의 통신
장치 간의 홉(Hop)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목적
지로 전송하기 위한 라우팅 경로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라우팅 경로에 따라 상기 데이터를 상기 해
상 단말모뎀 및 기지국 모뎀 중 적어도 하나로 전달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목적
지까지의 후보 라우팅 경로를 선정하고, 상기 선정된 
후보 라우팅 경로에 포함된 통신장치들의 출력정보의 
합 및 상기 후보 라우팅 경로에 포함된 통신장치들
의 간의 홉 수를 이용하여 상기 후보 라우팅 경로 
중 하나를 상기 라우팅 경로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해상 통신 시스템.

본 발명은 해양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각 통신장치들이 타 
통신장치들에 의해 측정된 각 통신
장치의 출력정보 및 위치정보가 기
록된 관리 테이블 생성 및 갱신하
고, 관리 테이블을 타 통신장치들
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동성이 강
한 해상 통신 네트워크에서 각 통
신장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각 통신장치들의 출력정보 
및 통신장치 간의 거리정보에 각 
통신장치들 간의 홉 수를 반영하여 
라우팅 경로를 산출하기 때문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최적의 라우
팅 경로를 산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데이터 송수신 효율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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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4(특허번호 US 9690386 B2)의 분석

Method and apparatus for performing motion recognition using motion sensor 
fusion, and associated computer program product

국가 US 법적상태 2017.06.27 등록

문헌번호 9690386 
(2017.06.27)

출원번호 13/762405 
(2013.02.08)

출원인 CM HK LIMITED (HK) 발명자

Zhou Ye (US) | 
Shun-Nan  Liou (TW) |  

 Ying-Ko  Lu (TW) | 
Chin-Lung  Lee (TW)

IPC(Main) G06F-003/01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CN101957671A | CN102778965B | CN103984407A | 
CN106959770A | EP2765477A2 | JP2011-022997A | 

TW201102877A |   TWI494797B | TWI534659B | 
US2011-0012827A1 | US2013-0054130A1 |   US2017-0269701A1 

| US2017-0269714A1 | US61/225555 | US61/292558 | 
US61/554973 | US61/597144 | US8441438B2 | US8552978B2 | 

US8847880B2 | US9690386B2 |   US9760186B2
대표청구항 검토

A method, applied to an electronic device, for 
performing motion recognition using motion sensor 
fusion, the method comprising: utilizing a plurality of 
motion sensors of the electronic device to obtain sensor 
data respectively corresponding to the plurality of 
motion sensors, the sensor data measured at a device 
coordinate system of the electronic device, wherein the 
plurality of motion sensors comprises inertial motion 
sensors; performing sensor fusion according to the 
sensor data to obtain motion data at the device 
coordinate system and orientation of the electronic 
device at a global coordinate system, wherein the 
motion data based on the device coordinate system 
comprises linear acceleration based on the device 
coordinate system; selecting one of at least one 
predetermined plane based on the orientation; mapping 
the motion data onto the selected one of the at least 
one predetermined plane to obtain a trajectory on the 
selected one of the at least one predetermined plane; 
performing motion recognition based on the trajectory 
on the selected one of the at least one predetermined 
plane at the global coordinate system, in order to 
recognize the user's motion; converting the motion data 
based on the device coordinate system into at least one 
portion of the converted data according to the 
orientation based on the global coordinate system, 
wherein the at least one portion of the converted data 
comprise linear acceleration based on the global 

본 발명은 모션 센서 
퓨전을 사용하여 모션 
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모
션 센서는  관성 운동 
센서를 포함한 복수의 
모션 센서에 각각 상응
하는 센서 데이터를 획
득하고, 좌표 시스템에 
측정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센서 데이터의 
유도체를 전체적인 좌표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션 
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로 변환시킴으로
써 센서 데이터에 따라 
센서 융합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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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e system; and according to the converted data 
based on the global coordinate system, performing 
motion recognition to recognize the user's motion in 
the 3D space and at least one character drawn by the 
user in the 3D space; wherein the linear acceleration 
based on the global coordinate system and the 
orientation based on the global coordinate system are 
utilized for sensing linear translation and rotation 
motion of the electronic device respectively in 
three-dimensional (3D) space; wherein the step of 
converting the motion data based on the device 
coordinate system into at least one portion of the 
converted data according to the orientation based on 
the global coordinate system further comprises: 
determining a status of a user of the electronic device 
based on the pitch angle; selecting the one of the at 
least one predetermined plane based on the status of 
the user; converting linear acceleration at the device 
coordinate system into linear acceleration at the global 
coordinate system; and performing character 
recognition by mapping the converted linear 
acceleration onto at least one predetermined plane of 
the 3D space to obtain trajectories on the at least one 
predetermined plane, wherein the least one 
predetermined plane is parallel to two of three axes of 
the global coordinate system, and the three axes of the 
global coordinate system are orthogonal to each other.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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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5(특허번호 US 2017-0160752 A1)의 분석

SYSTEM AND METHOD TO OPERATE A DRONE

국가 US 법적상태 2017.06.08 공개

문헌번호 2017-0160752 
(2017.06.08)

출원번호 15/232366 
(2016.08.09)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US)
발명자

Gregory F.  Boland 
(US) | James R.  

Kozloski (US) | Yu Ma 
(US) | Justin G.  

Manweiler (US) | Kevin 
E. Siemonsen (US) | 

Umut  Topkara (US) | 
Katherine Vogt (US) | 
Justin D.  Weisz (US)

IPC(Main) G05D-001/10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US2017-0160752A1 | US9471064B1

대표청구항 검토

A method for controlling one or more drones 
to respond to a request for information, 
comprising; receiving a natural language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a spatial location; 
parsing the natural language request into a 
plurality of data requests, each data request of 
the plurality of data requests corresponding to 
a portion of data necessary to answer the 
natural language request; configuring a flight 
plan for one or more drones over the spatial 
location based on the plurality of data requests; 
controlling one or more drones to fly over the 
spatial location according to the configured 
flight plan to obtain a plurality of data types 
from the spatial location based on the plurality 
of data requests, each data type providing a 
corresponding portion of the data necessary to 
answer the natural language request; extracting 
data responsive to the plurality of data 
requests from the plurality of data types 
obtained by the one or more drones; and 
analyzing the responsive data to provide an 
answer to the natural language request for 
information.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드론
이 정보에 대한 요청에 반응하게 
하여 다수 드론을 제어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공간 위치에 관한 
자연 언어 요청을 수신하여 요청
을 파싱하고 비행계획을 구성하
여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한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으로부터 
비표지 데이터 포인트를 위한 라
벨인지를 예측하고 추출된 데이
터를 결합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획득된 라벨 및 라벨링 된 데이
터 포인트를 지정하여 정보에 대
해 요청에 응답하여 다수의 드론
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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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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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6(특허번호 US 7684904 B2)의 분석

Systems and methods for 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and sensor 
system integration in a vehicle

국가 US 법적상태 2010.03.23. 등록

문헌번호 7684904 
(2010.03.23) 출원번호 11/819433 

(2007.06.27)

출원인 Arinc Incorporated 
(US) 발명자 Calvin Wainwright (US) 

| Joe Farmer (US)
IPC(Main) G01C-023/00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US7684904B2 | WOWO2009-005554A2

대표청구항 검토

An integration device for a vehicle, comprising: at 
least one data interface for exchanging data with a 
navigation system and at least one of a 
communication system, a sensor, a surveillance 
system or a control system of a vehicle; a data 
conversion unit in data communication with the at 
least one data interface for converting data received 
from the navigation system and at least one of the 
communication system, the sensor, the surveillance 
system or the control system of the vehicle to be 
compatible with data used by at least another of the 
communication system, the sensor, the surveillance 
system or the control system of the vehicle; and a 
configuration update unit communicating with the data 
conversion device, wherein when any component of 
the navigation system and at least one of the 
communication system, the sensor, the surveillance 
system or the control system of the vehicle with 
which the at least one data interface is exchanging 
data is physically changed, the configuration update 
unit updates the data conversion unit such that the 
data conversion is substantially unaffected by the 
change.

본 발명은 개별 레거
시 시스템 및 센서 내에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
어 업그레이드를 함축시
키지 않고 센서 융합, 데
이터 교환 및 차량 내의 
광범위한 컴포넌트 시스
템의 통신을 위해 개별 
컴포넌트 시스템 간의 매
끄러운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범용변환기
를 사용해 레거시 데이터 
형식과 새로 개발되어 설
치된 개별 구성요서 시스
템의 특정 데이터 형식 
간 막힘없이 데이터 통신
이 가능하게 하고, 차량 
등의 제어 구성요소 및 
시스템 사이에 직렬 통신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간 
매끄러운 데이터 교환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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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7(특허번호 EP 2624625 B1)의 분석

GATEWAY DATA TRANSMISSION METHOD, DEVICE AND SYSTEM

국가 EP 법적상태 2017.09.20 등록

문헌번호 2624625 
(2017.09.20) 출원번호 2011-777220 

(2011.05.20)

출원인 Huawei Technologies 
Co., Ltd. (CN) 발명자 LIU, Yongjun (CN) | 

YANG, Hui (CN)

IPC(Main) H04W-028/02 우선권번호 CN 2010-10294828 
(2010.09.28)

패밀리특허 CN102421140B | EP2624625B1 | US8942092B2 | 
WOWO2011-137801A1

대표청구항 검토

A gateway data transmission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transmitting (S1103), by a cellular 
access network of a cellular network, to a dual 
mode gateway a message that requests to establish 
a wireless air interface bearer between the cellular 
access network and the dual mode gateway, upon 
reception (S1102) of a message that requests to 
establish a bearer between a cellular core network 
of the cellular network and the cellular access 
network from the cellular core network, wherein 
the message that requests to establish a bearer 
between the cellular core network and the cellular 
access network is transmitted by the cellular core 
network to the cellular access network upon 
reception (S 1101) of service data from a MTC 
server, and the dual mode gateway is a device 
connecting a cellular network and a capillary 
communication network having an independent 
topological structure and being different from the 
cellular network and comprising a capillary network 
device to which the service data is destined; 
determining (S1104), by the dual mode gateway, 
whether itself is congested, and returning (S1104), 
by the dual mode gateway, to the cellular access 
network, a message that responds to establishing a 
wireless air interface bearer between the cellular 
access network and the dual mode gateway, 
wherein the message that responds to establishing 
a wireless air interface bearer between the cellular 
access network and the dual mode gateway 
comprises a delay transmission message which 
causes a delay in the transmission of the service 
data to the dual mode gateway if the dual mode 
gateway is congested at that time, wherein the 
delay transmission message comprises a reaccess 

본 발명은 통신 분야에 
관한 게이트웨이 데이터 전
송 방법,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게이트
웨이 데이터 전송 기술에서 
듀얼모드 게이트웨이의 자원
점유로 인한 데이터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됨

셀룰러 데이터 네트워크 
측으로부터 서비스 데이터가 
듀얼모드 게이트웨이를 통해 
capillary vessel 네트워크 
장치에 전송될 필요가 있을 
때 듀얼모드 게이트웨이가 
혼잡한지 여부가 결정되며, 
듀얼모드 게이트웨이에 의해 
서비스 데이터에 대해 평가
된 재접속시간을 포함하고, 
데이터 송신 본체는 셀룰러 
네트워크 측의 데이터 송신 
본체로의 송신을 지연시켜 
데이터 전송 효율을 개선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모든 종류의 이종 네트워크 
간 통신에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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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valuated for the service data by the dual 
mode gateway, and the dual mode gateway being 
congested is due to the capillary network device 
falling in sleep; and transmitting (S1105), by the 
cellular access network, to the cellular core 
network a message that responds to establishing a 
bearer between the cellular core network and the 
cellular access network, wherein the message that 
responds to establishing a bearer between the 
cellular core network and the cellular access 
network is received and analyzed (S1106) by the 
cellular core network, and the transmission of the 
service data to the dual mode gateway is delayed 
(S1108) by the cellular core network, if the message 
that responds to establishing a bearer between the 
cellular core network and the cellular access 
network comprises a delay transmission message, 
wherein the time for delaying the transmission of 
the service data to the dual mode gateway is the 
reaccess time contained in the delay transmission 
message.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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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 핵심특허 1(특허번호 KR 10-1779376 B1)의 분석

드론을 이용한 다중 해양 관측 시스템

국가 KR 법적상태 2017.09.12 등록

문헌번호 10-1779376 
(2017.09.12) 출원번호 10-2016-0009982 

(2016.01.27)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R) 발명자 최복경 (KR) | 김병남 (KR)

IPC(Main) G06Q-050/10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KR10-1779376B1

대표청구항 검토
설정된 항로를 따라서 무인으로 자동 비행하고, 해상을 관

측한 해상정보와 GPS에 의해 검출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는 무인비행체; 상기 무인비행체에 의해 관심영역에 
투하되어 수중 및 해면을 관측한 수중정보와 GPS에 의해 
검출된 센서위치정보를 상기 무인비행체로 송신하는 투하용 
관측센서; 및 상기 무인비행체가 비행할 항로와 상기 무인비
행체가 상기 투하용 관측센서를 투하할 관심영역을 결정하
고, 상기 무인비행체로부터 해상정보, 수중정보 및 위치정보
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상기한 데이터베이스
에 기록된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관제서버; 를 포함하며, 상
기 무인비행체는, 상기 무인비행체가 비행하도록 비행동력을 
제공하는 동력부분과 상기 투하용 관측센서가 수용되는 공
간을 가지고, 일부가 개폐될 수 있도록 한 개폐수단이 마련
된 몸체부; 상기 관제서버와 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 관제서
버로부터 제어신호를 수신받고, 관측된 정보를 상기 관제서
버로 전송하는 제 1 통신부; 특정 주파수 대역으로 통신하는 
무선망을 통해 상기 투하용 관측센서에서 관측된 수중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제 2 통신부; 상기 제 1 통신부로
부터 수신된 제어신호에 따라 설정된 항로로 자동 비행하도
록 제어하고, 관측된 정보를 처리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
의 제어에 의하여, 상기 항로 주변의 해상정보를 관측하는 
해상관측부; 상기 무인비행체가 비행하는 방위, 고도, 방향 
및 속도를 검출하는 위치검출부; 및 상기 투하용 관측센서로
부터 수신된 수중정보 및 위치정보와 상기 해상관측부에서 
관측된 해상정보 및 위치정보를 각각 취합하여 기록하는 기
록부; 를 포함하고, 상기 투하용 관측센서는, 관심영역의 해
상에서 부유하는 부유체; 수중에 잠기도록 상기 부유체에 설
치되어, 수중정보를 관측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브; 
상기 투하용 관측센서의 현재 위치를 검출하는 위치결정부; 
지상에 노출되도록 상기 부유체의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프
로브에 의해 관측된 수중정보를 특정 주파수 대역으로 상기 
무인비행체로 송신하는 센서 통신부; 및 상기 부유체의 상부
에 설치되어, 상기 프로브, 상기 위치결정부 및 상기 센서 
통신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부; 를 포함하여, 상기 
무인비행체가 관심영역으로 이동되면 상기 투하용 관측센서

본 발명은 드론을 이용한 
다중 해양관측 시스템에 관
한 것으로, 단일 무인항공
기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해양 정보가 한계가 있음을 
극복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
음

무인비행체의 1회의 비
행 시 무인비행체에서 투하
용 관측센서를 해상에 투하
함으로써, 무인 비행체에서 
관측할 수 없는 수중정보 
또한 획득할 수 있으므로, 
해상정보와 더불어 수중정
보 또한 획득할 수 있어 해
양 관측, 조사 및 감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
며 해상정보 및 수중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으므
로, 긴급한 해양재난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피해범위와 진행방향 예측
이 가능함과 동시에, 신뢰
적인 관측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함



- 376 -

를 투하하여, 상기 무인비행체는 상기 투하용 관측센서에 의
해 관측된 관심영역에서의 수중정보 및 위치정보와 상기 무
인비행체에 의해 관측된 해상정보 및 위치정보를 획득하여 
상기 관제서버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론을 이용
한 다중 해양 관측 시스템.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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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2(특허번호 KR 10-2017-0088123 A)의 분석

무인 선박의 항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항해 제어 방법

국가 KR 법적상태 2017.08.01 공개

문헌번호 10-2017-0088123 
(2017.08.01) 출원번호 10-2016-0008049 

(2016.01.22)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KR) 발명자 이아람 (KR)

IPC(Main) G05D-001/02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KR10-2017-0088123A

대표청구항 검토

무인 선박의 주변에 위치하는 장애물 및 해당 
무인 선박의 외부환경을 감지하는 센서 시스템; 
및 상기 센서 시스템으로부터 감지된 외부환경
정보와, 외부로부터 수신된 무인 선박의 주변의 
타선박 정보와, 상기 무인 선박의 주변에 위치하
는 장애물과의 거리 정보를 근거로 하여 생성된 
항해 경로를 따라 상기 무인 선박의 자율 항해
를 제어하는 자율 항해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선박의 항해 시스템.

본 발명은 선원 없이 선박의 안전한 
자율 항해를 제어할 수 있는 무인 선박
의 항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항해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원격 조정 
통제 센터에 복수의 디스플레이부상에 
복수의 무인선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
으며, 날씨정보 및 경로정보, 가혹환경 
정보를 수집하여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도 최소연료로 운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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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3(특허번호 KR 10-0965267 B1)의 분석

무인 해양환경 자동측정 장치 및 그 방법

국가 KR 법적상태 2010.06.14 등록

문헌번호 KR 10-0965267 B1 
(2010.06.14) 출원번호 10-2008-0005437 

(2008.01.17)

출원인
대한민국(관리부서:국립수
산과학원) (KR)| 김용환 

(KR)
발명자 배헌민 (KR) | 김용환 

(KR)

IPC(Main) B63C-011/48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KR10-0965267B1

대표청구항 검토

지정된 해역을 제어에 의하여 무인으로 자동운항하고 샘플을 
수집하며 해양환경 정보를 측정하여 실시간 전송하는 무인측정
선박; 상기 무인측정선박과 셀룰러 방식으로 무선접속하여 자
동운항 제어신호와 측정된 해양환경 정보를 전송하는 이동통신
망; 상기 이동통신망과 접속하고 상기 무인측정선박의 자동운
항 제어신호를 송신하며 측정된 해양환경 정보를 수신 기록하
고 관리하여 실시간 제공하는 해양센터; 및 상기 해양센터가 
관리하는 해양정보를 검색하고 제공받는 경로를 설정하는 공중
통신망: 을 포함하며, 상기 무인측정선박은, 상기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해양센터와 접속하고 자동운항을 위한 정보와 측정된 
해양환경 정보를 송수신하는 이동통신부; 상기 이동통신부와 
접속하고 상기 해양센터의 명령에 의하여 설정된 경로로 자동 
운항하며 운항경로의 정보를 수집하고 지정된 해역의 해수를 
수집하며 해양환경 정보를 측정하도록 제어하고 감시하는 제어
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하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자동으
로 항해하도록 관리하는 자동항법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
하여 자동으로 항해하는 경로의 운항정보를 기록하는 운항경로
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하여 자동 항해하는 경로 상의 운
항정보를 관측하는 운항관측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운항을 
위한 추진력과 조향력을 발생하고 조정하는 추진조정부; 상기 
제어부에 접속하고 지피에스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제공하는 지
피에스부; 및 상기 제어부에 접속하고 각종 운용정보, 측정정
보, 제어정보를 기록하는 메모리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무
인 해양환경 자동측정 장치.

본 발명은 무인 해양
환경 자동측정 및 그 방
법에 관한 것으로, 해양
기후의 급격한 변화에 
관계없이 지정된 해역의 
해양 환경 정보를 측정
하여 실시간 분석하고, 
무인선박 이용에 의해 
전문 인력의 위험 노출
을 감소시키며 유지비용
을 줄이고, 실시간 취득
한 해양환경의 각종 정
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하므로 각종 분야에
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해양 분야에 관
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
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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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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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4(특허번호 KR 10-1128010 B1)의 분석

선체부착형 음파탐지기 및 이를 구비한 선박

국가 KR 법적상태 2012.03.12 등록

문헌번호 10-1128010 
(2012.03.12)

출원번호 10-2011-0087300 
(2011.08.30)

출원인 주식회사 해양시스템기술 
(KR)

발명자

안기석 (KR) | 황경선 
(KR) | 한재윤 (KR) | 
함연재 (KR) | 성낙진 

(KR)

IPC(Main) G01S-015/06 우선권번호 KR 10-2011-0031731 
(2011.04.06)

패밀리특허 KR10-1126694B1 | KR10-1128010B1 | KR10-2011-0031731 | 
WOWO2012-138175A2 | WOWO2012-138185A2

대표청구항 검토
수중의 음향신호를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출력하는 수중청음기가 하나 이상 배치되는 
수중청음부; 상기 수중청음부가 배치되는 안
착부; 상기 수중청음부에 배치되며, 상기 수
중청음기로 유입되는 선체의 진동 및 음향
을 차단하는 진동음향차단부; 및 상기 수중
청음부 및 상기 안착부를 수용하며, 음향신
호가 통과되도록 형성되는 하우징을 구비하
는 음파탐지부; 를 포함하며, 상기 음파탐지
부는 선체의 측면에 선체의 길이방향을 따
라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체부착
형 음파탐지기.

본 발명은 선박 측면에 음파탐지기를 부
착하여 중,저주파의 음향까지 탐지가 가능
한 선체부착형 음파탐지기 및 이를 구비한 
선박에 관한 것으로, 수중청음부 및 안착부
로 구성되도록 단위 음탐모듈로 모듈화하
고, 선박 등의 길이에 따라 필요한 개수의 
단위 음탐모듈을 상호연결하여 음파탐지기
의 배열길이의 변경을 통해 중, 저주파 음
향의 탐지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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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5(특허번호 KR 10-0980805 B1)의 분석

수중 무선 데이터 통신 장치

국가 KR 법적상태 2010.09.01 등록

문헌번호 10-0980805 
(2010.09.01) 출원번호 10-2008-0111273 

(2008.11.10)

출원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KR) |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KR)
발명자

안순신 (KR) | 남흥우 
(KR) | 박진규 (KR) | 

배정영 (KR)
IPC(Main) H04B-013/02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KR10-0980805B1

대표청구항 검토
수중 무선 데이터 통신 장치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센서를 

구비하며, 상기 센서에 의해 수중 상태를 측정하여 센싱된 데
이터를 출력하는 센서부; 상기 센싱된 데이터를 변조하여 데이
터 신호로써 출력하는 변조부; 상기 데이터 신호를 초음파 신
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초음파 송신부; 다른 수중 무선 데이
터 통신 장치로부터 수중으로 전송된 초음파 신호를 수신받는 
초음파 수신부; 및 상기 수신된 초음파 신호를 복조하여 상기 
다른 수중 무선 데이터 통신 장치에 상응하는 센싱된 데이터를 
획득하여 출력하는 복조부를 포함하되, 상기 변조부는, 미리 
정해진 크기의 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발생된 주파수 
신호에 상기 데이터 신호를 가산하여 출력하는 주파수 발생부; 
및 상기 가산된 데이터 신호를 입력받아 미리 설정된 크기의 
전압 레벨로 증폭하여 출력하는 제1 증폭부를 포함하며, 상기 
복조부는, 상기 다른 수중 무선 데이터 통신 장치로부터 전송
된 초음파 신호를 미리 정해진 크기의 전압 레벨로 증폭하여 
출력하는 제2 증폭부; 상기 증폭된 초음파 신호를 미리 설정된 
기준 전압으로 조절하여 출력하는 자동 이득 제어부; 상기 전
압 레벨로 조절된 초음파 신호의 주파수와 발생된 동기 신호를 
비교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여 상기 다른 수중 무선 데이터 통신 
장치로부터 측정된 센싱된 정보를 추출하여 출력하는 위상고정
루프부; 및 상기 위상고정루프부를 통해 출력된 센싱된 정보를 
역변환(invert)하여 출력하는 인버터를 포함하되, 상기 주파수 
신호는 40KHz의 주파수 신호이며, 상기 전압 레벨은 -6V 이
상 +6V 미만 또는 -10V 이상 +10V 미만이고, 상기 기준 전압
은 200mV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무선 데이터 통신 장
치.

본 발명은 수중 초음
파 신호를 이용하여 무
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것으
로 3.3V용 모뎀을 사용
하여 수중 통신에서 저
전력 운용이 가능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잠수정 및 무인잠수정 
등의 고가 장비를 대체
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
성이 가능하게 하며, 효
율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 접근제어(MAC)
와 라우팅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는 2kbps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므
로 수중에서 고신뢰도의 
무선 데이터 통신을 제
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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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6(특허번호 KR 10-1285917 B1)의 분석

음향 수중 안테나, 상기 안테나를 구비한 Ｕ―보트 및 상기 안테나를 이용한 타겟의 방향 
탐지, 위치 탐지 및/또는 분류를 위한 방법 

국가 KR 법적상태 2013.07.08 등록

문헌번호 10-1285917 
(2013.07.08)

출원번호 10-2011-0140468 
(2011.12.22)

출원인 아틀라스 엘렉트로닉 게엠베하 
(DE)

발명자
엠케 요제프 (DE) | 

호프만 크리슈토프 (DE) 
| 빅커 카이 (DE)

IPC(Main) H01Q-001/34
우선권번

호
DE 10-2010-056119 

(2010.12.23)

패밀리특허 AU2011265390B2 | DE10-2010-056119B4 | EP2469507A1 | 
IN01560/KOL/2011 | KR10-1285917B1

대표청구항 검토

음파(20)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를 행하기 위해 서로 간격(d)을 두고 배치된 
다수의 전기 음향 변환기, 광 음향 변환기(18) 및 
변환기 장치 중 하나 이상을 선박(2)의 선체에 장
착하기 위한 음향 수중 안테나(14)로서, 하나 또는 
다수의 변환기(18) 또는 변환기 장치가 안테나 세
그먼트(25, 26, 27)를 형성하는 것인 음향 수중 안
테나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 세그먼트들(25, 26, 
27)은, 상기 음향 수중 안테나(14)의 크기가 상기 
선박(2)의 치수에 의존해서, 상기 선박(2)의 종측면
을 따라 상기 선박(2)의 선미 영역으로부터 선수까
지, 상기 선수를 돌아서, 상기 선박(2)의 다른 측면
에서 종측면을 따라 선미 영역까지 연장되도록, 상
기 선박(2)의 선체에 장착될 수 있고,음파를 송신하
거나, 수신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를 행하는 주파
수 범위는 안테나 세그먼트(25, 26, 27)마다 선택
될 수 있고, 상기 안테나 세그먼트들(25, 26, 27)의 
주파수 범위의 선택은 변환기(18) 또는 변환기 장
치의 추가 접속 또는 생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향 수중 안테나.

본 발명은 선체에 장착하기 위한 
음향 수중 안테나, 이를 구비한 U-
보트 및 이를 이용한 방향 탐지, 위
치 탐지 및/또는 분류에 관한 것으
로, 음파를 송신 및/또는 수신하기 
위해 서로 간격을 두고 배치된 다수
의 전기 음향 변환기 및/또는 광 음
향 변환기 및/또는 변환기 장치들, 
특히 스테이브들을 선박의 선체에 
장착하기 위한 음향 수중 안테나를 
특징으로 하며, 변환기들 및/또는 변
환기 장치들은, 상기 안테나의 크기
가 상기 선박의 치수에 의존해서, 상
기 선박의 종측면을 따라 상기 선박
의 선미 영역으로부터 선수까지, 상
기 선수를 돌아서 상기 선박의 다른 
측면에서 종측면을 따라 선미 영역
까지 연장되도록, 상기 선박의 선체
에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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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7(특허번호 KR 10-1357763 B1)의 분석

자동기록식 수중청음기 및 이를 이용한 선박 수중방사소음 측정장치 및 그 방법

국가 KR 법적상태 2014.01.24. 등록

문헌번호 10-1357763 
(2014.01.24)

출원번호 10-2013-0119201 
(2013.10.07)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R) 발명자 김봉채 (KR) | 최복경 
(KR) | 김병남 (KR)

IPC(Main) G01H-011/00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KR10-1357763B1

대표청구항 검토
수중소음을 측정하고, 측정된 소음을 자동으로 기록하

도록 된 것으로서, 수중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수중음향 
센서; 상기 수중음향 센서에 일단이 전기적으로 연결된 
데이터 전송 케이블; 소정의 길이를 갖는 원통형의 하우
징 내부에 위치하고, 상기 데이터 전송 케이블의 타단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하우징 내부에 구비된 배터
리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에 의해 작동되어 상기 데이터 
전송 케이블로부터 전송되는 수중소음 감지신호를 필터
링하고 증폭한 후 저장하기 위한 자동 기록장치; 및 다
수개의 보호용 내부 프레임들과, 상기 내부 프레임들이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내부에 상기 수중음향 센서와 데
이터전송용 케이블이 수용되는 제1 보호공간을 형성하
도록 상기 각 내부 프레임들이 결합되는 다수개의 지지
용 링으로 구성되고, 상기 내부 프레임들의 단부가 상기 
하우징의 길이방향 단부에 결합되는 내부 보호 프레임
을 포함하고, 상기 수중음향 센서와 데이터 전송 케이블 
및 상기 하우징은, 상기 하우징의 길이방향을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기록식 
수중청음기.

본 발명은 선박의 수중방사소
음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수중청음기의 설치간
격을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고가의 다중 수중청음기 케이블
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자동기록식 수중청음기 및 이를 
이용한 선박 수중방사소음 측정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
로, 수중음향 센서, 데이터 전
송 케이블, 자동 기록 장치 및 
내부 보호 프레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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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8(특허번호 KR 10-1188630 B1)의 분석

잠수함의 지능형 무인 수중 자동항해 시스템과 잠수함의 무인 수중 자동 항해를 제어하는 
방법

국가 KR 법적상태 2015.09.29
소멸(등록료불납)

문헌번호 10-1188630 
(2012.09.28) 출원번호 10-2011-0002853 

(2011.01.11)
출원인 ㈜아모스텍 (KR) 발명자 양석우 (KR)

IPC(Main) G05D-001/08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KR10-1188630B1

대표청구항 검토

짧은 날개부를 가진 발전 유니트가 선수에 설치된 헤드
부, 3부분으로 나누어져 다수의 센서, 다수의 구동수단 및 
하나이상의 제어프린트회로기판들을 각 부분에 배열한 동
체부와 후미키(Rear key) 및 수평 키, 무브러시 직류 모터
와 이 모터 축에 연결된 스크류 등의 선미부로 구성 되는 
잠수함을 제어 하는 지능형 무인 수중 자동항해 시스템에 
있어서, GPS 수신부가 제1 MCU를 구비하여 수신된 GPS 
신호를 처리하여 현재위치를 산출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
하게 하며, 수중음향송신부 및 수중음향수신부가 제2 MCU
를 구비하여 잠수함의 항해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외부콘
솔에 송신하고 그로부터 명령을 수신하여 항해 경로 데이
터를 생성하게 하고, 음파물체감지부가 제3 MCU를 구비하
여 자동 수중항해 잠수함의 주변물체에 대한 데이터를 발
생시켜 주변물체를 확인하고 저장하게 하며, 무선통신부가 
광대역 듀얼밴드필터부를 구비하여 무선 초고주파신호와 
초저주파신호를 수신하고 송신하여 외부콘솔과 무선통신을 
하게 하며, 제 1 CPU가 시스템프로그래밍을 저장하고 일
시 기억하는 자체 저장장치인 제1 SD와 제2 SD 들을 구
비하여 외부콘솔과 통신하여 상기 시스템 구성요소들을 독
립적으로 제어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주제어프린트회로기
판: 선체속도검출부가 제4 MCU를 구비하고 도플러속도계
를 제어하여 선체의 속도를 검출하게하며, 데이터처리부가 
제5 MCU를 구비하여 선체의 무인항해를 하기 위하여 필
요한 다양한 센서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선체의 
자세 및 항해의 기준데이터를 발생시키도록 하고, 자세제어
부가 제6 MCU를 구비하여 수중이거나 표면에서의 잠수함
의 자세를 제어하며, 추력부가 제7 MCU를 구비하여 선체
의 추력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제2 CPU가 제1 CPU와 데
이터통신하고 제3 및 제4 SD등을 구비하여 상기 시스템 
구성요소들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제1 
부제어프린트회로기판과; 카메라제어부가 MMP와 HIR들을 
구비하고 이들 카메라들에는 어둠 속에서 물체형상을 식별
하는 고감도 적외선센서를 설치하여 식별거리를 높이고, 이
들 카메라들의 이미지센서를 좌표를 눈금으로 형성하여 이
미지센서의 중심에 영상데이터를 중심 커서에 두고 주변의 
상하 좌우의 사물들을 주변의 사물 커서 내에 위치시키므
로 그들 간의 거리를 비교하고 이 비교된 거리와 카메라의 

본 발명은 수중 자동항해 
소형 잠수함이 자동 능동형
으로써 지능형 무인 수중 자
동항해 시스템에 관한 것으
로, 자동 능동형의 기능으로 
자동 심도 및 거리 탐지, 자
동 귀환, 환경변화에 따른 
자율적 자세제어 및 장애물 
회피, 지상 센터의 수동, 자
동 변환, 자체 발전기로 소
모되는 전력을 재충전, 수중 
음파 및 지상 전파, 지상 및 
공중에서 잠수정 원격조정, 
수중 및 지상 무선통신, 물
체 및 사물 인식, 잠수 상태
에서 표면 상태를 확인, 잠
수함 데이터 송, 수신 등이 
자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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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기능을 이용하여 1X일 때 거리기준을 소정거리로 증가 
된 비를 계산하여 물체와의 거리를 산출하도록 하며, 근접 
감시부가 마이콤과 다수의 근접센서들을 구비하여 잠수함
의 측면에 물체가 근접해 있는지를 감지하고 동시에 잠수
함의 좌우 외측면에 고정되어있는 근접된 물체를 감지하며, 
전원부가 자체메모리를 구비한 전원제어부, 전원을 분배하
는 전원 분배부, 충전부로부터 전원을 저장하는 주밧데리와 
하나 이상의 보조밧데리들과 이들 밧데리들의 전원을 전원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시스템에 인가하도록 하며, 충전부가 
전원부와 접속하여 외부충전이 가능하게 하고, 제3 CPU가 
잠수함의 외부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관리부로 되는 외부 
콘솔과 연결되는 내부통신부와 제5 및 제6 SD등을 구비하
여 상기 시스템 구성요소들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구성으
로 이루어지게한 제2 부제어프린트회로기판들로 구성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잠수함의 지능형 무인 수중 자동항해 시
스템.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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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9(특허번호 US 9435622 B1)의 분석

Aquatic vessel fiber optic network

국가 US 법적상태 2016.09.06 등록

문헌번호 9435622 
(2016.09.06) 출원번호 15/078196 

(2016.03.23)

출원인 Ocom Technology LLC 
(US) 발명자 Jack Ing Jeng (US)

IPC(Main) B63G-008/28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JP2015-205677A | US61/891029 | US9297626B2 | US9435622B1

대표청구항 검토
A communication network for an aquatic vessel, the 

communication network comprising: an unmanned 
aquatic vehicle configured with a warhead, the 
unmanned aquatic vehicle capable of i) being 
programmed with a navigational plan, and ii) 
establishing satellite communication; a fiber optic cable, 
the fiber optic cable being bi-directional and in a 
closed ring configuration enabling communication 
within the network and to the unmanned aquatic 
vehicle; a power grid cable, the power grid cable being 
in a closed ring configuration and coupled to a 
generator providing power within the network and to 
the unmanned aquatic vehicle; a node coupled to the 
fiber optic cable and to the power grid cable; and a 
relay station coupled to the node and in 
communication with the unmanned aquatic vehicle; 
wherein the fiber optic cable, the power grid cable, the 
node and the relay station are capable of being located 
underwater during operation; wherein the unmanned 
aquatic vehicle is capable of being launched 
underwater from open water; and wherein the 
unmanned aquatic vehicle executes the navigational 
plan.

본 발명은 수중 선박 
통신망에 관환 것으로, 
광섬유 케이블이 양방향, 
폐쇄형으로 구성되어 있
어 무인 수중 선박 내 
통신이 가능하고, 전원 
그리드 케이블은 폐쇄 
링으로 구성되어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기에 연결
되어 전력을 공급하며, 
노드가 광섬유 케이블과 
전원 그리드 케이블에 
연결되고 중계국은 노드
에 연결되어 무인 수중 
선박과 통신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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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10(특허번호 US 7463554 B2)의 분석

Method of detecting and viewing low-power moving acoustic sources

국가 US
법적상

태
2013.01.29 소멸 

(등록료불납)

문헌번호 7463554 
(2008.12.09)

출원번
호

11/629700 
(2005.06.02)

출원인 Thales (FR) 발명자 Gilles Kervern (FR)

IPC(Main) G01S-003/00
우선권
번호

FR 2004-006475 
(2004.06.15)

패밀리특허 AU2005255147A1 | CA2569815A1 | EP1756612A1 | FR2871578B1 
| NO20070219A | US7463554B2 | WOWO2005-124386A1

대표청구항 검토
A method of processing the complex 

amplitude- azimuth spectrum of an acoustic 
signal received by a directional buoy, 
comprising the steps of: associating complex 
frequency components of the received signal, 
located along the time-evolution curve of the 
frequency of a signal for different target 
models envisaged, corresponding to a model 
target, and comparing the modulus and 
azimuth variation of these frequency 
components with the modulus and azimuth 
variation over time of the spectral 
components of the signal corresponding to 
the model, the processing using both the 
amplitude and azimuth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ceived signal.

본 발명은 수동 표류 부이의 수동 
검출 시스템에 의해 저전력 음향 수
중 물체를 탐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
으로, 방향성 부표에 의해 수신 된 
음향 신호의 복소 진폭 - 방위각 스
펙트럼을 처리하는 것으로 구성되
며, 동일한 지역에서 동시에 사용되
는 여러 개의 부이에서 가져온 데이
터를 병합 할 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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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11(특허번호 US 9524646 B2)의 분석

Navigation of a fleet of autonomous vessels in current and wind

국가 US 법적상태 2016.12.20 등록

문헌번호 9524646 
(2016.12.20) 출원번호 14/795646 

(2015.07.09)

출원인 Liquid Robotics, Inc. 
(US) 발명자 Roger G. Hine (US)

IPC(Main) G08G-003/00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AR085448A1 | AR085449A1 | AR085450A1 | AU2007208471B2 | 
AU2012211463B2 | AU2012228948B2 | AU2012228951B2 |   
AU2012228956B2 | AU2012275286A1 | AU2012327253B2 | 
AU2016204721B2 | AU2016204872B2 | AU2017204367A1 | 

BR112015022756A2 | BRPI0706924A2 | CA2637714A1 | 
CA2830437A1 | CA2839945A1 | CL2015002613A1 | 
CN101405179B | CN101622882A | CN102126546B | 
CN103608582B | CN103635384B | CN105121274A |   

CN107082109A | CR10162A | EG25194A | EP1973775B1 | 
EP2132942A1 | EP2686236B1   | EP2686543B1 | EP2739526B1 | 
EP2821339A2 | EP3208185A1 | EP3267275A1 | HK1194040A1 | 

HK1198696A1 | HK1218283A1 | IL192828A | IL215129A | 
IN292049 | JP2010-520642A | JP5176011B2 | JP5248666B2 | 

KR10-1221698B1 |   KR10-2008-0086543A | 
KR10-2009-0118944A | KR10-2012-0029004A | 

KR10-2015-0130512A | MX2008009309A | MY149458A | 
MY164096A | NZ570562A | NZ592743A | SG10201602039UA | 
SG193480A1 | TWI398381B | TWI522278B |   TWI557024B | 

TWI600586B | US12/087961 | US13/536935 | US2008-0219303A1 
|   US2012-0176424A1 | US2013-0102207A1 | 

US2014-0263851A1 | US2016-0023725A1 | US2016-0186716A1   
| US2017-0225758A1 | US2017-0291671A1 | US60/760893 | 

US60/841834 | US61/453862 | US61/453871 | US61/502279 | 
US61/535116 | US61/535322 | US61/573755 | US61/585229 | 

US61/600556 | US7371136B2 | US7641524B2 | US8043133B2 | 
US8287323B2 | US8376790B2 | US8764498B2 | US8808041B2 |   
US8825241B2 | US8944866B2 | US9051037B2 | US9151267B2 | 
US9353725B2 | US9524646B2 | US9623945B2 | US9688373B2 | 
US9802681B1 | WOWO2007-087197A2 | WOWO2008-109024A1 | 

WOWO2012-126009A2 | WOWO2012-126012A2 | 
WOWO2012-126017A2 | WOWO2013-003640A1 | 

WOWO2013-077931A2 | WOWO2014-158914A1 | ZA200806769B
대표청구항 검토

A fleet of watercraft configured and 
equipped to travel and interact 
autonomously, comprising one or more 

본 발명은 해양에서 식물성 플랑크톤
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응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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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monitor vessels and a 
plurality of autonomous responder 
vessels, wherein the monitor vessels 
each comprise: one or more sensors 
configured for measuring a condition of 
water and/or air that is next to or 
nearby the vessel; and electronics that 
include a wireless transmitter configured 
to transmit data or information 
determined from the measuring to the 
responder vessels or to a central control 
unit; and wherein the responder vessels 
each comprise: electronics configured to 
determine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the vessel; and a microprocessor 
programmed to steer the vessel in 
accordance with its location and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monitor 
vessels or the central control unit.

야는 상이하나 선박의 해양감시에 관한 
특허이므로 B분류에서 핵심특허로서 분
석함 

무인 자기 제어식 파동형 선박에는 
비료를 분배하기 위한 저장장치와 해양
상태 및 영향을 감시하는 센서가 장착되
며, 선박 군집은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경로를 안내하면서 GPS 및 방
향정보의 탑재된 처리에 의해 자율적으
로 이동하고, 정의된 표적지역을 통과하
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며 컴퓨터에서 데
이터 모델을 처리하여 최상의 결과를 낼 
정확한 위치와 비료의 양을 계산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 390 -

○ 핵심특허 12(특허번호 US 2017-0300054 A1)의 분석

SYSTEMS AND METHODS FOR PAYLOAD INTEGRATION AND CONTROL IN A 
MULTI-MODE UNMANNED VEHICLE

국가 US 법적상태 2017.10.19 공개

문헌번호 2017-0300054 
(2017.10.19) 출원번호 15/609459 

(2017.05.31)

출원인 Unmanned Innovations, 
Inc. (US) 발명자

Bruce Becker Hanson 
(US) | Thomas Edward  

Hanson (US)
IPC(Main) G05D-001/00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US2017-0300054A1 | US61/485477 |  US9096106B2 | 
US9669904B2 | WOWO2017-004419A1

대표청구항 검토
An unmanned vehicle comprising: an 

aerohydrodynamic vehicle body configured to 
selectively operate in air, on a substantially planar 
water surface, and while submerged in water, and 
wherein the vehicle body comprises: a wing having 
a leading edge, a trailing edge, a port edge, a 
starboard edge, an upper surface, and a lower 
surface, anda pair of substantially-parallel sponsons 
integrally coupled to the port and starboard edges 
of the wing, respectively, wherein each sponsor is 
characterized by a proximal wall positioned adjacent 
the wing and a distal wall positioned opposite the 
proximal wall, wherein the proximal wells of the 
sponsons and the lower surface of the wing define 
therebetween a tunnel, and wherein at least a 
portion of the vehicle body comprises at least one 
enclosed hull that defines at least one enclosed 
interior compartment capable of pressurization; a 
payload deck system carried by the vehicle body 
and comprising a mechanical mount point that 
defines a structural interface to at least one 
payload module; a propulsion system carried by the 
vehicle body and configured to propel the 
unmanned vehicle; a ballast system carried by the 
vehicle body and configured to vary buoyancy of 
the unmanned vehicle; a center of gravity system 
carried by the vehicle body and configured to vary 
a center of gravity of the unmanned vehicle; a 
pressurization system carried by the vehicle body 
and configured to vary a pressure within the at 
least one enclosed interior compartment at least 
one control surface system carried by the vehicle 
body and configured to maneuver the unmanned 
vehicle; a navigation control system carried by the 
vehicle body and configured to control a speed, an 

본 발명은 대기, 해양 및 
잠수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
는 무인 자율 차량의 계획 
및 실행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수중에서의 무
인 운행체의 임무 플래닝과 
제어를 위한 시스템과 방법, 
개선된 작동속도 및 조작성, 
해양 상태 핸들링, 내구력, 
센싱 능력과 통신 능력 및 
작동 자율권을 포함하여 인
간의 개입 없이 넓은 바다에
서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각과 자율운항, 
다중모드 동작, 모니터링 등
에 특징을 가짐

참고로 해당 특허는 특허 
등록된 패밀리특허(US 
9669904 B2)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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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 and a direction of travel of the 
unmanned vehicle; a sensor system carried by the 
vehicle body and comprising a plurality of 
environmental sensors configured to transmit 
environmental data and a plurality of operational 
sensors configured to transmit operational data; an 
on board mission control system carried by the 
vehicle body and comprising a rules engine 
configured to receive the environmental data and 
the operational data from the sensor system and to 
issue autonomous operational in retrieved from an 
on board data store to control operation of the 
propulsion system, the ballast system, the center of 
gravity system, the pressurization system, the at 
least one control surface system, and the navigation 
control system, wherein the autonomous operational 
instructions comprise air control instructions, 
marine control in and submarine control 
instructions; and at least one power supply carried 
by the vehicle body and configured to provide 
power to the propulsion system, the ballast system, 
the center of gravity system, the pressurization 
system, the at least one central surface system, the 
navigation control system, the sensor system, and 
the on board mission control system; wherein the 
payload deck system, the propulsion system, the 
ballast system, the center of gravity system, the 
pressurization system, the at least one control 
surface system, the navigation control system, and 
the on board mission control system are configured 
to execute the air control instructions to operate 
the vehicle body in the air, to execute the marine 
control instructions to operate the vehicle body on 
the surface of water, and to execute the submarine 
control instructions to operate the vehicle body 
below the surface of water.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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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13(특허번호 JP 6148166 B2)의 분석

수중 탐지 장치 및 수중 탐지 방법

국가 JP 법적상태 2017.05.26 등록

문헌번호 6148166 
(2017.05.26) 출원번호 2013-259439 

(2013.12.16)

출원인 MITSUBISHI HEAVY 
IND LTD (JP) 발명자

石井 佑樹 (JP) | 吉住 
和洋 (JP) | 吉田 豊 (JP) 
| 吉永 貴祐 (JP) | 石田 

浩司 (JP)
IPC(Main) G01S-007/527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JP6148166B2

대표청구항 검토
【請求項1】
水上又は水中を航走する航走体に搭載され
たソーナーシステムの受波信号から雑音成分
を除去して得られる探知対象信号に基づいて
水中探知を行うように構成された水中探知装
置であって、

前記ソーナーシステムより雑音源に近い位
置に設けられ、前記雑音源からの雑音を参照
信号として検知する参照信号検知部と、

前記参照信号検知部によって検知された参
照信号を、前記ソーナーシステム及び前記雑
音源間の距離及び雑音の水中伝播速度に応じ
た時定数で遅延処理した後に適応処理するこ
とで、前記探知対象信号を出力する適応フィ
ルタと
を備え、
前記適応フィルタはLMSアルゴリズムを含
んでおり、

前記LMSアルゴリズムは、前記雑音源が過
渡的に変動する場合には、前記雑音源が過渡
的に変動しない場合に比べてフィルタ係数の
数を増加するように設定されていることを特
徴とする水中探知装置。

본 발명은 수상 또는 수중을 항주하는 
비행체에 탑재되고 수신 신호로부터 잡음
을 제거해 얻어진 처리 신호를 기반으로 
수중 탐사를 하는 수중 음파 탐지기 시스
템을 구비하는 수중 탐지 장치 및 수중 
탐지 방법에 관한 것임

참조 신호 검지부를 수중 음파 탐지기 
시스템보다 잡음원에 가까운 위치, 즉 잡
음원 부근에 배치함으로써 잡음원에서 방
출되는 잡음인 참조 신호를 탐지 대상 신
호로부터 명확하게 분리해 검지할 수 있으
며, 취득한 참조 신호는 지연 회로로 수중 
음파 탐지기 시스템까지의 전파 시간을 가
미한 지연 처리가 실시됨

이에 의해 적응 처리에 있어서 수파 신
호로부터 리얼 타임의 잡음 제거를 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하고 정밀한 탐지가 가능
한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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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14(특허번호 JP 2004-144528 A)의 분석

수중용 수중 음파 탐지기 장치

국가 JP 법적상태 2004.05.20 거절

문헌번호 2004-144528  
(2004.05.20) 출원번호 2002-307781 

(2002.10.23)

출원인 HITACHI LTD (JP) 발명자

貞森 博之 (JP) | 深見 
明久 (JP) | 岩田 和彦 

(JP) | 白窪 清隆 (JP) | 
石川 孝一 (JP)

IPC(Main) B63B-049/00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JP2004-144528A

대표청구항 검토

【請求項1】
水中に音波を送信して目標物からの反

射音を受信する送受波器を備える水中用
ソーナー装置において、前記送受波器を
船体に取付る取付機構を設け、この取付
け機構は船体に対して互いに直交する3
軸回りの回転移動と、少なくとも1方向
への並進移動を可能にする手段を有する
ことを特徴とする水中用ソーナー装置。

본 발명은 선박에 탑재되는 수중용 수중 음
파 탐지기 장치에 관한 것으로, 선박의 동요에 
대해서 송수신파기를 회전 변위 및 병진 변위
시킬 수 있으므로, 수중용 수중 음파 탐지기가 
목표물을 탐색 및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 측정
이 가능하게 되며, 수중용 수중 음파 탐지기의 
응답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화상 보정에 필요
한 계산의 양을 큰 폭으로 줄이거나 유지보수
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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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15(특허번호 JP 6255449 B2)의 분석

음향 측심 장치, 음향 측심 방법 및 멀티 빔 음향 측심 장치

국가 JP 법적상태 2017.12.08 등록

문헌번호 6255449 
(2017.12.08)

출원번호 2016-138095 
(2016.07.13)

출원인 株式会社AquaFusion 
(JP)

발명자 笹倉 豊喜 (JP) | 松尾 
行雄 (JP)

IPC(Main) G01S-015/89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JP2017-166880A | JP2018-010006A | JP6255449B2 | 
WOWO2017-158659A1

대표청구항 검토
【청구항1】배 등의 이동체에 설치되고 수중의 측

정 대상을 탐지하는 음향 측심 장치에 있어서 유
사 잡음 계열 신호를 생성되는 유사 잡음 계열 발
생 회로 및 송신 타이밍의 상기 유사 잡음 계열 
신호에 의해 반송파 신호를 변조해 송신 신호를 
형성하는 변조 회로를 가지는 송신 신호 형성부와 
상기 송신 신호를 주기적으로 초음파로서 수중으
로 송출하는 송신부와 상기 송신부에서 송출된 초
음파의 에코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에코를 상
기 유사 잡음 계열 신호에 의해 상관 처리를 함으
로써 상기 송신 신호와 대응하는 상기 에코를 판
별하고 상기 송신 신호 및 상기 에코의 시간차에 
기반하여 심도 원시 데이터를 취득하는 상관기와 
상기 심도 원시 데이터 의 비교적 높은 주파수 성
분을 동요 성분으로서 제거한다 것에 의해 동요 
성분을 억압하는 동요 보정부를 구비하고, 상기 
송신 신호의 주기는 수중의 음파 속도를 Vu로 하
고, 심도를 D로 할 경우에 (2D/Vu) 이하로 되어 
또한 상기 동요 성분의 주기에 비해 표본화 이론
을 만족하는 것으로 된 음향 측심 장치.

본 발명은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선박에 대한 파랑에 의해 발생
하는 동요를 보정할 수 있는 음향 측
심 장치에 관한 것으로, 유사 잡음 
계열 신호에 의해 송신 신호를 형성
하는 송신 신호 형성부와 송신 신호
를 주기적으로 초음파로서 수중으로 
송출하는 송신부와 초음파의 에코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에코를 유사 잡음 
계열 신호에 의해 상관 처리를 함으
로써 송신 신호와 대응하는 에코를 
판별하고 송신 신호 및 에코의 시간
차에 기반하여 심도 원시 데이터를 
취득하는 상관기와 심도 원시 데이터
에 대해서 동요 보정을 함으로써 동
요 성분을 억압하는 동요 보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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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16(특허번호 EP 2355451 B1)의 분석

Distributed maritime surveillance system

국가 EP 법적상태 2013.01.09 등록

문헌번호 2355451 
(2013.01.09) 출원번호 2010-152301 

(2010.02.01)

출원인 THALES NEDERLAND 
B.V. (NL) 발명자 Laarhuis, Jan (NL)

IPC(Main) H04L-029/08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EP2355451B1 | WOWO2011-092167A1

대표청구항 검토
Distributed surveillance system comprising 

a group of at least a first (10i) and a second 
(10j) node each comprising at least two 
sensors (310a, 320a, 320b, 340b), a reference 
module (330a, 330b), a communication 
module (340a, 310b) configured to run a 
publish/ subscribe process (2350) whereby 
said first node is configured to publish data 
for use by at least said second node and to 
subscribe to data published by at least said 
second node and a processing and storage 
module (350a, 310b) configured to produce a 
local operational picture from said first node 
data and/or a group operational picture (250) 
from at least some of the subscribed 
local/group data stored in said processing 
and storage module from said communication 
module, said system being characterized in 
that the at least first and second nodes are 
configured to automatically form a 
collaborative surveillance entity and 
subscribe/unsubscribe to data as a function 
at least of ranges defined around said nodes.

본 발명은 해상 보호 임무를 수행
하기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
으로, 2 개의 센서, 위치 설정 모듈, 
처리 모듈 및 통신 모듈을 포함하는 
박스가 구비 된 다수의 노드를 포함
하며, 박스는 HVU 자체, 해군 선
박, USV 또는 스파 타입의 부표와 
같이 움직이거나 고정 된 플랫폼에 
배치 될 수 있음

시스템은 LOS 및 NLOS 통신 링
크에 의존하며 노드가 이동하는 동
안 토폴로지가 자동으로 재구성 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공개 / 등록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노드는 노드 
그룹의 계층 구조로 구성 될 수 있
으며, 시스템은 협업 의도 탐지 프
로세스를 실행하여 위협의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고, 조기 경보를 제공
하는 비용 효율적인 분산 관측 시스
템을 제공함으로써 감소 된 응답 플
랫폼 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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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17(특허번호 EP 2830934 B1)의 분석

UNDERWATER SYSTEM AND METHOD FOR ITS OPERATION

국가 EP 법적상태 2018.04.04 등록

문헌번호 2830934 
(2018.04.04) 출원번호 2013-710283 

(2013.02.13)

출원인 ATLAS ELEKTRONIK 
GmbH (DE) 발명자 HESSE, Sven-Christian 

(DE)

IPC(Main) B63G-008/00 우선권번호 DE 10-2012-006565 
(2012.03.30)

패밀리특허
AU2013242589B2 | CA2866295A1 | DE10-2012-006565A1 | 
DE11-2013-001824A5 | EP2830934B1 | GB002506817B |   
GB002510990B | US9669912B2 | WOWO2013-143528A1
대표청구항 검토

Underwater working system (1) with at least one 
autonomous unmanned underwater vehicle (2) and an 
unmanned relay vehicle (4) floating on the water 
surface (3), which relay vehicle has a radio antenna 
(5) for external communication (26) and a drive (15), 
wherein the autonomous unmanned underwater 
vehicle (2) is connected physically to the relay vehicle 
(4) by a coupling connection, wherein the coupling 
connection comprises an internal communication 
device (21) or the coupling connection is a 
constituent of the communication device (21), wherein 
the relay vehicle (4), the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2) and/or the coupling connection are 
configured so that the relay vehicle (4) can be guided 
by the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2) by means 
of a control unit (16), taking navigation information 
into account, so that the autonomous unmanned 
underwater vehicle (2) is operable with quasi 
unlimited range under water.

본 발명은 자율 무인 잠
수정 차량 및 물 표면에 
부설된 무인 중계 차량을 
구비하는 수중 작업 시스
템에 관한 것으로, 상기 
중계 차량은 외부 통신용 
무선 안테나 및 구동장치
를 구비하며, 잠수함 차량
은 내부 통신 장치를 통해 
중계차량에 연결되어 수중 
작업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임 

자율식 잠수함과 무인 
중계 차량이 물 표면에 떠
있고 자율 잠수함의 성능
을 향상시키며 네비게이션 
정보를 고려해 컨트롤 유
닛에 의해 제어되는 중계
차량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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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18(특허번호 EP 1651512 A1)의 분석

UNMANNED OCEAN VEHICLE

국가 EP 법적상태 2006.05.03 공개

문헌번호 1651512 
(2006.05.03) 출원번호 2004-737632 

(2004.07.30)

출원인 Solar Sailor Pty. Ltd. 
(AU) 발명자

DANE, Robert, A (AU) | 
KILBOURN, Edward, 

Payne (US)

IPC(Main) B63B-035/00 우선권번호

AU 2003-903968 
(2003.07.31); AU   

2004-902116 
(2004.04.21)

패밀리특허

AU2003903968A0 | AU2004261312A1 | AU2004-902116 | 
CA2534142A1 | CN001829629A | EP1651512A1 | IL173030D0 |   

IN234971 | JP2007-500638A | NO20060334A | NZ545187A | 
US7789723B2 | WOWO2005-012079A1 | ZA200601298B

대표청구항 검토
An unmanned ocean vehicle for operating 

either on or below the surface of a body of 
water, said vehicle including: • an enclosed hull 
having a payload bay; • a hybrid propulsion 
system having energy collection means and 
energy storage means adapted for utilising at 
least solar energy and wind energy; • a plurality 
of sensors for detecting predetermined 
environmental parameters; and • a 
communications system for transmitting data 
from said sensors about selected environmental 
parameters to, and for receiving command 
signals from, one or more remote stations 
and/or cooperating ocean vehicles.

본 발명은 수면 위 및 아래에
서 작동 할 수 있는 해양 무인 
자율 차량에 관한 것으로, 해양 
무인 자율 차량은 페이로드 베이
를 갖는 밀폐 된 선체와, 광전지
로 덮인 윙 돛 형태의 에너지 수
집 수단을 갖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미리 결정된 환경 파라
미터들을 검출하기위한 복수의 
센서들 및 상기 센서들로부터 하
나 이상의 원격 스테이션들 또는 
협력 차량들로 명령 신호를 수신
하기위한 통신 시스템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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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 핵심특허 1(특허번호 KR 10-1506629 B1)의 분석

선박 건조 공정의 생산을 위한 협업 시스템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방법

국가 KR 법적상태 2015.03.23 등록

문헌번호 10-1506629 
(2015.03.23) 출원번호 10-2013-0114392 

(2013.09.26)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KR) 발명자

신성현 (KR) | 정종열 
(KR) | 김성민 (KR) | 
이재준 (KR) | 이호영 
(KR) | 이지훈 (KR) | 
서흥원 (KR) | 이대형 

(KR)

IPC(Main) G06F-019/00 우선권번호 KR 10-2012-0125409 
(2012.11.07)

패밀리특허
KR10-1506629B1 | KR10-1575721B1 | KR10-2012-0125409 | 

KR10-2014-0059707A | KR10-2014-0059719A |   
KR10-2014-0059720A

대표청구항 검토
조선해양 대용량 모델 데이터 베이스가 구비된 서버를 

통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사용자의 질의를 처리하는, 
선박 건조공정의 생산을 위한 협업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통해 서버에 질의가 요구되는 복수의 요청을 
수행하는 제1단계;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사용자에
게 반응하고 비동기 작업을 생성하는 제2단계; 상기 클
라이언트 시스템 내부에 구비되는 데이터 캐시 영역에 
동일한 질의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제3단계; 
상기 제3단계 결과, 동일한 질의가 수행된 적이 있는 경
우에는 상기 단말기에 질의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동
일한 질의가 수행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웹서비스의 데
이터 파사드에 원격 절차 호출을 수행하는 제4단계; 상
기 제4단계 후 상기 데이터 파사드는 액서스 데이터 라
이브러리 내부의 데이터 매니저를 호출하는 제5단계; 상
기 데이터 매니저가 상기 서버 내에 구비되는 조선해양 
대용량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질의를 수행하고, 상
기 질의에 대한 결과를 상기 데이터 파사드에 전송하는 
제6단계; 상기 제6단계 후 상기 데이터 파사드는 상기 
데이터 매니저로부터 수신한 상기 결과를 상기 클라이언
트 시스템에 비동기적으로 전송하는 제7단계; 및 상기 
제7단계에서 비동기 결과를 수신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상기 단말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상기 질의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제8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건조 공정의 생산을 위한 협업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방법.

본 발명은 선박 건조 공정의 
생산을 위한 협업 시스템의 대
용량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성
능 향상 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가 선체 및 의장 생산 
부서에서 공정에 따른 블록별 
작업에 필요한 3D 형상, 2D 
도면 및 자재 정보 등을 필요
로 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서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비동
기 및 다중 작업 방식으로 질
의에 대한 결과를 조선해양 대
용량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요
청하고, 데이터 캐시 영역에서 
반복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신
속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시스템의 대용량 데
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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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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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2(특허번호 US 2015-0227607 A1)의 분석

DECLARATIVE DATA WAREHOUSE DEFINITION FOR OBJECT-RELATIONAL MAPPED 
OBJECTS

국가 US 법적상태 2015.08.13 공개

문헌번호 2015-0227607 
(2015.08.13) 출원번호 14/690662 

(2015.04.20)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US)
발명자 Lawrence S. Rich (US) 

| Rafik Jaouani (CA)

IPC(Main) G06F-017/30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US2015-0227607A1 | US9043273B2

대표청구항 검토
A method for creating a data 

warehouse, comprising: reading a plurality 
of fact and dimension descriptions from a 
description file; accessing a mapping file 
containing a plurality of object-related 
mapping for a transactional database; 
generating, using the plurality of fact and 
dimension descriptions, a plurality of fact 
and dimension table definitions for the 
data warehouse; and populating, using the 
fact and dimension table definitions and 
the plurality of object-related mapping, the 
data warehouse, wherein each of the 
plurality of fact and dimension 
descriptions includes an identifier 
correlating an item in the transactional 
database to a record in the data 
warehouse.

본 발명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생성
하기 위해 단순화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관한 것으
로, 데이터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 없이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매핑을 사용
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기 위해 
첫째로 오브젝트, 속성과 객체 모델을 
분석하고, 데이터 스토리지에 관련 레
코드에 따라 식별자를 갖게 한 뒤, 둘
째로 데이터웨어하우스 엔진은 이후 디
스크럽션 파일에 엑세스하여 상기 데이
터 저장소에 트랙잭션 데이터를 매핑하
기 위해 객체 모델, 객체관계 매핑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상기 저장소의 레
코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쿼리
를 생성하고 실행하기 위한 객체 모델, 
객체 관계 매핑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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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3(특허번호 US 2014-0343997 A1)의 분석

INFORMATION TECHNOLOGY OPTIMIZATION VIA REAL-TIME ANALYTICS

국가 US 법적상태 2014.11.20. 공개

문헌번호 2014-0343997 
(2014.11.20) 출원번호 13/893471 

(2013.05.14)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US)
발명자

Gene L. Brown (US) | 
Brendan F. Coffey (US) 

| Christopher J. 
Dawson (US) | Clifford 

V. Harris (US)
IPC(Main) G06Q-010/06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US2014-0343997A1

대표청구항 검토

A method for optimizing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data inputs, the 
method comprising: collecting inventory data relevant 
to each of a plurality of components that are installed 
within an implemented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wherein the inventory data comprises for each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components geographic 
location data, hardware identity indicia data, software 
identity indicia data, operating costs over time data 
and energy costs over time data; displaying in an 
interactive graphical user interface dashboard a 
plurality of different selectable elements that are each 
associated with different primary analysis criteria; in 
response to a selection of one of the displayed 
selectable primary analysis criteria elements, 
redrawing the interactive dashboard display to present 
a plurality of different selectable analytics modules 
that are each associated with the selected primary 
analysis criteria; in response to a selection of one of 
the displayed selectable analytics modules, specifying 
a one of the collected geographic location data, the 
collected hardware identity indicia data, the collected 
software identity indicia data, the collected operating 
costs over time data and the collected energy costs 
over time data as a root organizing data type, and at 
least one other of the collected geographic location 
data, the collected hardware identity indicia data, the 
collected software identity indicia data, the collected 
operating costs over time data and the collected 
energy costs over time data as a branch organizing 
data type depending from the root organizing data 
type and that is different from the root organizing 
data type; grouping the plurality of components into 
different root subsets in response to the components 

본 발명은 비즈니스 
분석론 입력에 응답하는 
디자인과 정보관리 기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자
동화 공정이 실행된 정보
기술 시스템 내의 데이터
와 관련있는 요소에서 최
적화 옵션을 생성한 뒤, 
대화식GUI 대시보드가 선
택 가능한 1차 분석기준 
요소와 분석론을 디스플
레이하고, 기존 데이터 분
석 툴을 기반으로 루트 
서브 세트를 추가적으로 
구성, 분리하여 서브 세트
가 서브 세트 내에 요소
의 각각의 집합적인 개수
로 표시되게 하는 분석툴
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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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different subsets having common collected 
data values of the specified root organizing data type; 
splitting each of the root subsets of the components 
into pluralities of branch subsets in response to the 
components within the branch subsets having 
common collected data values of the specified branch 
organizing data type, or of common values of another 
one of the collected geographic location data, the 
collected hardware identity indicia data, the collected 
software identity indicia data, the collected operating 
costs over time data and the collected energy costs 
over time data that is different from the specified root 
data type and the specified branch data type; and 
redrawing the interactive dashboard display to present 
the common data values of each of the root subsets 
and branch subsets in association with total aggregate 
numbers of the components that are within the root 
subsets and the branch subsets.

대표도면



- 403 -

○ 핵심특허 4(특허번호 US 5966707 A)의 분석

Method for managing a plurality of data processes residing in heterogeneous 
data repositories

국가 US 법적상태 2017.10.05
권리가 구글에 이전됨

문헌번호 5966707 
(1999.10.12) 출원번호 08/982724 

(1997.12.02)

출원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발명자

Van Huben; Gary Alan 
(US) | Mueller; Joseph  

 Lawrence (US)
IPC(Main) G06F-017/30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US5966707A | US6654747B1

대표청구항 검토

A method for a data management system having 
a plurality of data managers, comprising the steps 
of providing said plurality of data managers in one 
or more layers of a layered architecture, and 
performing with a data manager and with a user 
input via an API a plurality of processes on data 
residing in heterogeneous data repositories of said 
computer system including promotion, check-in, 
check-out, locking, library searching, setting and 
viewing process results, tracking aggregations, and 
managing parts, releases and problem fix data 
under management control of a virtual control 
repository having one or more physical 
heterogeneous repositories, andstoring, accessing, 
tracking data residing in said one or more data 
repositories managed by said virtual control 
repository, and wherein said virtual control 
repository comprises virtual tables and all virtual 
control repository access functions are 
implemented as transactions constructed using a 
generic SOL-based structure, and command 
translators are employed to map generic SQL-based 
virtual control repository transactions into any 
required command interface needed to interact with 
the corresponding physical implementation of said 
virtual control repository.

본 발명은 계층화된 아키
텍쳐의 하나 이상의 계층에 
복수의 데이터 관리자가 제
공되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
에 관한 것으로, 해당 시스템
은 데이터 관리자 및 승격, 
체크인, 체크 아웃, 잠금, 라
이브러리 검색, 설정 및보기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이기종 데이터 저
장소에 상주하는 데이터에 
대한 복수의 프로세스를 API
를 통해 사용자 입력과 함께 
수행하며, 하나 이상의 물리
적 이기종 저장소가 있는 가
상 제어 저장소의 관리 제어
하에 결과, 집계 추적 및 부
품, 릴리스 및 문제 수정 데
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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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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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5(특허번호 US 6965903 B1)의 분석

Techniques for managing hierarchical data with link attributes in a relational 
database

국가 US 법적상태 2005.11.15 등록

문헌번호 6965903 
(2005.11.15) 출원번호 10/306485 

(2002.11.26)

출원인 Oracle International 
Corporation (US) 발명자

Nipun Agarwal (US) | 
Fei Ge (US) | 
Sivasankaran   

Chandrasekar (US) | 
Ravi Murthy (US) | Eric 

Sedlar (US)
IPC(Main) G06F-017/30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AU2001294896B2 | AU2002334706B2 | AU2002334721B2 | 
AU2002334747B2 | AU2003287565B2 | AU2003290654B2 | 
AU2003290655B2 | AU2004203240B2 | AU2004203241B2 | 
AU2004203242B2 | AU2004203243B2 | AU2004203249B2 | 

AU762942B2 | AU774090B2 | AU9489601A | CA2359880A1 | 
CA2379930A1 | CA2422887A1 | CA2461854A1 | CA2461871A1 | 
CA2462300A1 | CA2504141A1 | CA2505156A1 | CA2505158A1 | 

CA2646776A1 | CA2650251A1 | CN001295636C | CN001299223C | 
CN001585945B | CN100351791C | CN100429654C | 

CN100432993C | DE60310255T2 | EP1145143B1 | EP1330727A2 | 
EP1358579B1 | EP1433089A2 | EP1440394A2 | EP1446737B1 | 
EP1559006B1 | EP1559035B1 | EP1559036B1 | EP1852790B1 | 
EP1876542A2 | EP1898321B1 | HK1056634A1 | HK1077107A1 | 
HK1077108A1 | IN224196 | IN239002 | IN239545 | IN246632 | 
IN248270 | IN253206 | JP2003-505748A | JP2004-512585A | 

JP2005-505058A | JP2010-033855 | JP2010-152916A | 
JP4351530B2 | JP4406609B2 | JP4443221B2 | JP4476813B2 | 
JP4787617B2 | JP5113967B2 | JP5373846B2 | US09/571492 | 

US09/572568 | US2013-0066929A1 | US2016-0224550A1 | 
US60/147538 | US60/326052 | US60/378016 | US60/378800 | 
US60/424543 | US60/500509 | US60/500510 | US60/570769 | 

US60/678800 | US6427123B1 | US6549916B1 | US6571231B2 | 
US6631374B1 | US6922708B1 | US6947950B2 | US6950822B1 | 
US6965903B1 | US6983286B1 | US7020653B2 | US7028037B1 | 
US7047250B1 | US7047253B1 | US7051033B2 | US7051039B1 | 
US7092967B1 | US7096224B2 | US7120645B2 | US7158981B2 | 
US7277900B1 | US7280995B1 | US7308474B2 | US7366708B2 | 
US7386568B2 | US7418435B1 | US7502782B2 | US7552149B2 | 
US7620620B1 | US7937368B2 | US7941408B2 | US8015161B2 | 
US8032496B2 | US8065320B2 | US8335775B1 | US8650169B1 | 

US9400812B2 | US9881170B2 | WOWO2000-049533A2 | 
WOWO2001-011486A2 | WOWO2002-027561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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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O2003-027908A2 | WOWO2003-030031A2 | 
WOWO2003-030032A2 | WOWO2004-044738A2 | 
WOWO2004-044780A2 | WOWO2004-044781A2

대표청구항 검토

A method for managing, in a 
relational database, hierarchical data 
about a hierarchy of nodes related by 
a plurality of links, the method 
comprising the step of: managing a 
link table which, for each link of the 
plurality of links, includes: first 
information that indicates a first node 
in the hierarchical data; second 
information that indicates a second 
node in the hierarchical data, wherein 
the second node is associated with the 
first node by the link; and link 
information that indicates one or more 
values for one or more link attributes 
of the link and does not indicate a 
value for any attribute of the first 
node alone or any attribute of the 
second node alone.

본 발명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링
크 테이블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데이
터 관리 기술에 관한 것으로, 계층적 데이
터에는 여러 링크와 관련된 노드 계층 구조
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며, 링크 테이블은 
각 링크에 대하여 계층적 데이터의 제 1 노
드를 나타내는 제 1정보, 제 1 노드와 관련
되는 제 2 노드를 나타내는 제 2 정보 및 
링크 정보를 포함하여, 링크 속성에 대한 
검색을 만족시키는 경로를 얻기 위해 하나
의 SQL 문을 링크 테이블을 기반으로 구성
된 경로 데이터베이스 객체로 보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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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6(특허번호 US 5126978 A)의 분석

Undersea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display system

국가 US 법적상태 2000.09.05 소멸 
(등록료불납)

문헌번호 5126978 
(1992.06.30) 출원번호 07/691581 

(1991.04.23)

출원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US)

발명자 Chaum; Erik (US)

IPC(Main) G01S-007/00 우선권번호 -
패밀리특허 US5126978A

대표청구항 검토

A method for performing in situ oceanographic 
and tactical analysis using integrating, filtering, 
interpolating, extrapoling, storing and display 
means, wherein said method includes the steps of: 
integrating real-time continuously collected 
oceanographic data sets using integrating means 
with historical, and forecasted oceanographic data 
to derive data sets representative of a selected 
local ocean volume; filtering said oceanographic 
data sets using said filtering means; interpolating 
three-dimensionally said oceanographic data sets 
to derive volumetric models of said ocean volume; 
extrapolating three- dimensionally said 
oceanographic data sets to derive volumetric 
models of said ocean volume; utilizing said derived 
volumetric models as inputs to three-dimensional 
oceanographic and tactical analysis models; using 
said derived three-dimensional tactical and 
analysis model results as inputs to other 
three-dimensional tactical and analysis models; 
displaying said derived there-dimensional 
oceanographic, tactical, and analysis volumetric 
models using said displaying means for an 
operator; storing said measured and derived data 
and models in a memory storage device using said 
storing means; and distributing said 
three-dimensional oceanographic, tactical, and 
analysis volumetric models to other systems.

본 발명은 잠수함,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장치 및 프로세스이며  
해상 전술 및 해양 분석을 위
한 부피측정 해양 ELS를 생
성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간에 가까운 체적 모
델링은 과거 데이터베이스 원
격센서 및 온보드 센서 등으
로부터 해양학 데이터를 지속
적으로 통합 필터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구축됨

중간크기 및 작은 영역에 
대해 실현될 수 있는 상세한 
시공간적 해양모델 및 3차원 
음향 전파 예측을 위해 보다 
상세하고 적절한 해양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고급 프로세
서인 3차원 시각화 소프트웨
어 및 하드웨어 등을 사용해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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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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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분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US NAVY(10
건)는 1987년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과 관련된 특허를 처음 출원하였으며, 
비교적 최근인 2013년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9건의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AC)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였고, 1건의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AA)과 관련된 특
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어, AC 기술에 대한 특허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
사됨

¡ BOEING CO는 A 분야에서 총 8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AA)과 관련된 특허 3건,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과 관련된 특허 1건, 이종 통신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
(AD) 기술 및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URLLC(AE) 기술 2건을 각각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AA 기술의 경우에는 2014년 집중적으로 3건 모두 출원이 진행됨. BOEING 
CO은 A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분류 기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본 및 유럽특허청에 특허 출원(패밀리 포함)을 통하여 해외 기술 권리화에 적극적
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A 분야에서 총 7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소분류 기술을 살
펴보면 2009년 및 2013년에 총 3건의 광해역 관측을 위한 장거리 통신(AC) 기술, 
2015년 3건(패밀리 특허)의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AB) 및 1건의 통신 지
연 최소화를 위한 URLLC(AE)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AB 기술과 
관련하여 유럽 및 일본에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였고, 해외 기술 권리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 A 분야와 관련된 핵심특허 분석을 살펴보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상교통관
제 전문가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무인 선박의 경로 추종 및 장애물과의 충돌 회피 
제어방법, 해상 통신 시스템, 모션 센서 융합을 이용하여 모션 인식을 수행하는 방법 
및 장치, 드론을 작동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 차량의 통신, 항법, 감시 및 센서 시스
템 통합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게이트웨이 데이터 전송 방법, 장치 및 시스템 등의 
특허가 도출됨

¡ A 분야 핵심특허의 기술적 특징으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상교통관제 전문
가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실시간 저장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선박 및 항만 상
황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항만 내 위험 영역을 탐지하여 해양사고를 방지, 데이터 송
수신을 위한 최적의 라우팅 경로 산출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효율 향상, 좌표 시스템
에 측정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센서 데이터의 유도체를 전체적인 좌표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션 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로 변환시킴으로써 센서 데이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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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융합을 수행, 다수의 드론을 제어, 직렬 통신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간 매끄러운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제공, 데이터 송신 본체는 셀룰러 네트워크 측의 데이터 송
신 본체로의 송신을 지연시켜 데이터 전송 효율을 개선하고 모든 종류의 이종 네트
워크 간 통신에 적용할 수 있는 등의 기술적 특징이 각각 기재되어 있음

¡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분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대우조선해양(17건)
은 비교적 최근인 2011년부터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
하였으며, 2016년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무인장비 운영기술(BA)과 관련된 특허를 11건 출원하여 가장 높은 
특허 집중도를 나타내었고,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 5건, 관측센서 
통합기술(BB) 1건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향후에도 BA와 관
련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
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특허 17건 모두 한국특허청에 출원되었으
며, 패밀리 특허로 해외에 출원된 특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외 기술 권리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B 분야에서 총 16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무인장비 운영기술(BA) 기술 8건,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 6건, 관측센서 통합기술(BB) 및 무인장비 군집운영 체계 기술(BE) 각
각 1건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BA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초기 시기인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한 관심도와 집중도를 가지고 특허활동을 지속한 것으
로 나타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향후에도 BA 및 BC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1년 출원된 등록번호 10-1072485 특허만이 패밀리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어 해외 기술 권리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 NEC는 B 분야에서 총 12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우조선해양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보다 빠른 1990년에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함. 소분
류 기술을 살펴보면 음향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기술(BC) 10건으로 특허 집중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측센서 통합기술(BB) 2건 출원한 것으로 조사
됨. NEC의 경우, 2009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관련 분야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지 
않아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의 저하 및 연구개발 활동
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B 분야와 관련된 핵심특허 분석을 살펴보면, 드론을 이용한 다중 해양 관측 시스템, 
무인 선박의 항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항해 제어 방법, 무인 해양환경 자동측정 
장치 및 그 방법, 선체부착형 음파탐지기 및 이를 구비한 선박, 수중 무선 데이터 통
신 장치, 음향 수중 안테나, 상기 안테나를 구비한 Ｕ―보트 및 상기 안테나를 이용
한 타겟의 방향 탐지, 위치 탐지 및/또는 분류를 위한 방법, 자동기록식 수중청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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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를 이용한 선박 수중방사소음 측정장치 및 그 방법, 잠수함의 지능형 무인 수중 
자동항해 시스템과 잠수함의 무인 수중 자동 항해를 제어하는 방법, 해양 무인 자율 
차량 등의 다수의 특허가 도출됨

¡ B 분야 핵심특허의 기술적 특징으로는 긴급한 해양재난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
하여 피해범위와 진행방향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적인 관측 데이터를 제공, 저주파 음
향의 탐지성능 향상, 수중에서 고신뢰도의 무선 데이터 통신 제공, 자율적 자세제어 
및 장애물 회피, 선박 군집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경로를 안내하면서 GPS 
및 방향정보의 탑재된 처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동, 수파 신호로부터 리얼 타임의 
잡음 제거, 미리 결정된 환경 파라미터들을 검출하기위한 복수의 센서들 및 센서들로
부터 하나 이상의 원격 스테이션들 또는 협력 차량들로 명령 신호를 수신하기위한 
통신 시스템 등의 기술적 특징이 각각 기재되어 있음

¡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분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IBM(33
건)은 1992년부터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
하였으며, 2015년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CD) 기술 총 29건 출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특허 집중도를 나타내었고,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CC) 
3건,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CF) 1건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IBM의 경우에는 CD와 관련된 기술 특허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분야의 특
허 집중도 및 연구개발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향후에도 CD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MICROSOFT는 C 분야에서 총 17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분류 
기술을 살펴보면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CD) 총 15건 출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특허 집중도를 나타내었고,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기술(CC)과 데이터 통
계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기술(CE)과 관련된 특허를 각각 1건씩 출원한 것으로 조사
됨. MICROSOFT의 경우에는 2007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관련 분야의 특허가 출
원되고 있지 않아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의 
저하 및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 및 유럽특허청에 특허 출
원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해외 기술 권리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 HITACHI는 C 분야에서 총 15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분류 기술
을 살펴보면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CD) 총 14건 출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특허 집중도를 나타내었고, 실시간 데이터 표출 및 공간정보 가시화 기술(CF)과 관련
된 특허를 1건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HITACHI의 경우에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관련 분야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지 않아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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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분야와 관련된 핵심특허 분석을 살펴보면, 선박 건조 공정의 생산을 위한 협업 시
스템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방법, 객체 - 관계 매핑 객체에 대한 
선언적 데이터웨어 하우스 정의, 리얼 타임 분석을 통한 정보 기술 최적화, 이기종 
데이터 저장소에 존재하는 복수의 데이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 해저 데이터 수
집, 분석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의 특허가 도출됨

¡ C 분야 핵심특허의 기술적 특징으로는 전체 시스템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 향
상, 저장소의 레코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쿼리를 생성하고 실행하기 위한 객
체 모델 및 객체 관계 매핑, 이기종 데이터 저장소에 상주하는 데이터에 대한 복수의 
프로세스를 API를 통해 사용자 입력과 함께 수행하며 하나 이상의 물리적 이기종 저
장소가 있는 가상 제어 저장소의 관리 제어 하에 결과/집계 추적 및 부품/릴리스/문
제 수정 데이터 관리 지원, 과거 데이터베이스 원격센서 및 온보드 센서 등으로부터 
해양학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통합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기술적 특징이 각각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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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특허분석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세부기술 현황 분석 결과

o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총 255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132건(52%), 한국 71건(28%), 일본 및 유럽 각각 26건(10%)으로 조
사되었으며, 포트폴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
석됨

o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 분야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볼 때 AA 및 AC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B 기술은 신기술 연구 개발 
분야로 고려될 수 있음

o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총 319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을 살펴
보면 미국 110건(35%), 한국 103건(32%), 일본 73건(23%), 유럽 33건(10%))으로 조
사되었으며, 포트폴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
석됨

o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 분야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볼 때 BA, BB 및 BC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o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총 458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
향을 살펴보면 미국 214건(47%), 한국 117건(26%), 일본 103건(22%), 유럽 24건
(5%)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한국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며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음. C 분야의 포트폴리오로 살펴본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성장기
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 분야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볼 때 CD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CC 및 CF 기술은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상기술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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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심특허 분석 결과 

핵심기술 1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지재권장벽성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기술,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
상 기술, 통신과 관련된 기술이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특허 출
원이 진행됨

국내/외 경쟁력 미국 및 한국 출원인에 의한 연구 개발 및 특허 활동이 주도되
고 있음

지재권확보전략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과 관련된 특허 활동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관련 지재권을 일
부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지재권의 추가 확보를 통하
여 특허망 구축 및 권리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핵심기술 1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지재권장벽성 무인장비 운영기술, 관측센서 통합, 음향 탐지 기술과 관련된 다
양한 기술이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특허 출원이 진행됨

국내/외 경쟁력 미국, 한국 및 일본 출원인에 의한 연구 개발 및 특허 활동이 주
도되고 있음

지재권확보전략

군집운용 특히 이기종 군집운영, 플랫폼 구축 관련된 특허 활동
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주요출원국 모두 특허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집중하여 지재
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핵심기술 1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지재권장벽성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  데
이터 처리, 가공, 과 관련된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
으며, 특허 출원이 진행됨

국내 / 외 경쟁력 미국, 한국 및 일본 출원인에 의한 연구 개발 및 특허 활동이 주
도되고 있음

지재권확보전략

데이터 분석 및 설계기술(이기종 관측기기의 메타정보, 데이터 
정보 비교 분석 및 표준안 설계 등)과 관련된 특허 활동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집중하여 
지재권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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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종합결론 

o 본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특허동향조사 보고서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에 대하여 특허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술 수준, 국가의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진행함

o 본 특허동향조사를 위하여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관련 특허 조사를 실시
하여 특허 모집단 9,562건을 도출하였으며, 기술분류기준에 의한 유효 특허 1,032건
을 선별하여 특허 동향 분석을 진행하였음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주요출원국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456건
(44%), 한국이 291건(28%), 일본 202건(20%), 유럽 83건(8%)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
졌으며, 미국과 한국이 주요 기술 주도국으로 분석됨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전체 특허의 기술 위치는 특허 출원인과 특허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주요 출원인 Top20을 추출한 결과, 상위 20개 
출원인 중 한국 및 미국 국적이 6개사, 일본 국적이 5개사, 유럽(독일) 국적이 3개사
로 주요출원국의 국적이 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IBM, 한국의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및 대우조선해양, 일본의 NEC가 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이들 주요 출원인들의 최근 5년간의 특허출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83%, BOEING CO 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9%,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이 각각 67%로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
인됨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분야에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출원인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의 경우 자국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신규 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는 국내 무인자동화 해양관츨 플랫폼 기술의 특허 출원 상승 동향(성장기)에 
맞추어 연구개발 활동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미국특허청의 경우에는 
AMAZON TECH, GOOGLE 등이 신규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특허청 
또한 특허 출원 상승 동향에 맞추어 신규 진입자가 증가하며 연구개발 활동 저변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o 한편, 세부 기술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 출원인들은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국적 출원인들은 생산자료 관
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 기술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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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부 기술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총 255
건)의 경우, 미국이 132건(52%)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
로 한국 71건(28%), 일본 및 유럽 각각 26건(10%)으로 조사됨.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총 319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110건
(35%)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 103건(32%), 일
본 73건(23%), 유럽 33건(10%))으로 조사됨.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총 458건)의 연도별 주요출원국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214건(47%)로 가
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 117건(26%), 일본 103건
(22%), 유럽 24건(5%)으로 조사됨

o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 분야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볼 때 AA 및 AC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B 기술은 신기술 연구 개발 
분야로 고려될 수 있음

o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 분야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볼 때 BA, BB 및 BC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o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 분야의 소분류 기술을 살펴볼 때 CD 
기술에 대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CC 및 CF 기술은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상기술로 판단할 수 있음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의 시장별 세부기술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은 대부분의 세부기술 분야에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
술에 있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 일본, 유럽의 순으
로 뒤를 잇는 것으로 분석됨

o 핵심특허 분석 결과, 무인장비 자율운용 및 해양통신(A) 기술 분야에서는 해상/수중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기술,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 통신과 관련된 기술이 
연구개발되어 특허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랫폼(B) 기술 분야에
서는 무인장비 운영기술, 관측센서 통합, 음향 탐지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연
구 개발되었음. 생산자료 관리 및 무인장비 운영제도(C) 기술 분야에서는 통합형 데
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네트워킹 구축 및 운용, 데이터 처리, 가공, 과 관련된 기술
이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어 특허 출원이 진행됨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 중, ‘딥러닝 기반 비행/항해 향상 기술’, 해양 또는 
수중에서 활용하기 위한 ‘다수의 무인 장비들이 협력하여 군집운영 및 편대운영을 위
한 운영전략 기술’, ‘이기종 무인 관측기기의 통합 운영’, ‘이기종 군집운영 및 플랫
폼 구축’, ‘이기종 관측기기의 메타정보, 데이터 정보 비교 분석 및 표준안 설계’ 등
과 관련된 분야의 경우 국내외 관련 특허의 출원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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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 장벽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출원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연구 개발을 
통하여 원천특허의 확보 및 국내외 특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o 따라서 해양 또는 수중에서의 무인 장비 군집 운영 기술 및 이기종 무인 관측기기의 
통합 운영, 이기종 관측기기의 데이터 분석 및 표준안 설계와과 같은 기술에 대한 지
재권 확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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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경제성 분석

제1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2장 고용창출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3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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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본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가. 연구기획의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o 비전 : 제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해양관측 기술 개발

o 목표 : 무인자동화 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o 기본 방향
Ÿ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관측을 통한 경제성·기동성 확보

Ÿ 해양 4차 산업 선도기술 확보

Ÿ 돌발상황·악천후·극한환경에서 신속대응 및 실시간 4D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
한 해양관측체계 확립

Ÿ 개발기술의 해양산업체 이전 및 고용 증대

o 단계별 전략 목표

단계별
전략
목표

1단계 (2019-2021) 2단계 (2022-2023)

목적별 무인관측장비 센싱 및 
실증테스트 기술 개발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용 실해역 
탐사 및 딥러닝 군집운용/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Ÿ 동종/이종 공통 통제 및 자율
제어 시스템 구축

Ÿ 이종 복수 무인장비 실시간 제
어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해
양통신 기술

Ÿ 무인관측 데이터 표준화 및 저
장 기술

Ÿ 동종/이종 무인관측장비 간 군
집운용 플랫폼 구축

Ÿ 딥러닝 기반 이종 무인장비 자
율 군집 운용 기술

Ÿ 해양 무인관측 데이터의 QC 기
술 및 실시간 4D 운용시스템 
구축

[표 5-1] 연구사업의 단계별 전략 목표

나. 연구기획의 주요 내용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기술개발 관련 환경분석
Ÿ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Ÿ 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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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술(R&D) 동향 및 전망 분석
Ÿ 국내 수요자의 기술수요조사 및 분석
Ÿ 환경분석에 대한 종합 시사점 도출

o 해양관측 핵심요소기술(무인 해양관측 센싱, 무인체 군집운용 등) 개발 전략 수립
Ÿ 실시간 해양관측 자료 획득을 위한 IoT + ICT 기반 다목적 무인관측장비 해양 

센싱 기술개발 및 운용 전략

Ÿ 해양관측 무인장비의 자율주행 및 자료취득 기술 활용 전략

Ÿ 실시간 원격 무인장비 운용 및 데이터 전소을 위한 해양통신 기술 활용 방안

Ÿ 탐사 목적에 적합한 해양환경변수 취득을 위한 연동 센싱 및 무인관측장비 군
집운용 플랫폼 구축 전략

o 무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고정형/이동형/견인형/원격탐사) 구축·운영 전략 
수립
Ÿ 무인자동화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 전략

ü 고정형 : 기지, 부이
ü 이동형 : 연구선, 무인함정, 드론 및 무인항공기, 수중 및 웨이브 글라이더, 

Differ, ARGO, AUV, 해양로봇 등
ü 견인형 : ROV, 지구물리 장비
ü 원격탐사 : 인공위성, 수중음향

o 실시간 4D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데이터 운용 기술 개발 전략 수립
Ÿ 실시간 4D 무인 관측자료 수립, 관리, 활용을 위한 해양 하이브리드 데이터 운

용 플랫폼 구축 전략

Ÿ 해양 무인관측 데이터 저장, 표준화, 구조화 및 QC 자동화 기술개발 전략

o IoT 기반의 무인자동화 4D 해양관측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
Ÿ 실시간 원격제어 플랫폼을 운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전략

Ÿ 관측현황 실시간 가시화 및 모니터링 플랫폼 운용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전략

Ÿ 연안·대륙붕·대수심에서 목적별 무인관측장비 군집운영 플랫폼 시범 운용 우선
순위 선정

다. 연구의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o 해양관측 효율 증대
Ÿ 넓은 해역의 다양한 관측요소 동시 관측



- 423 -

Ÿ 악천후·돌발상황·극한해역 관측

Ÿ 해양관측 비용 절감

o 해양관측 기동성 증대
Ÿ 시공간 관측 해상도 증가

Ÿ 실시간 4D 데이터 생산 및 분석

o 전 세계 해양관측 기술 선도
Ÿ 플랫폼 시스템 및 설계 기술 수출(시스템 및 운용기술 수요 국가에 대한 ODA 

사업)

o 해양 4차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
Ÿ 무인장비 군집운용, 센싱, 자율운행, 실시간 관측자료 전송기술 개발

Ÿ 개발기술을 해양산업체에 이전

2. 편익 추정

2-1. 경제적 가치 추정의 일반 이론

가. 경제학적 접근 방법론의 특징

o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은 크게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
법으로 구분

o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석 대상 재화나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서는 경제적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제학적 접근법의 적용
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나. 비경제학적 기법 적용의 제약성

o 비경제학적 기법은 적용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약성이 존재하며, 결과의 
활용이란 관점에서도 제약적 

o 예를 들어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요곡선 
접근법이나 부가가치 접근법과 같은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해야 하나 경우에 따
라서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o 이런 경우에는 국내외 분석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편익이전
(benefit transfer)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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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를 들어 외국에서 측정한 편익을 구매력지수와 분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한 값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왜곡된 결
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용과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 

o 한편 편익이전 기법 적용도 용이하지 않다면 대체비용 접근법을 이용하여 구한 값
을 편익의 대용 값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다. 경제학적 기법 적용의 특징 및 장점

o 경제학적 접근법은 크게 현시선호 접근법과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구분

구  분 현시선호 평가법 진술선호 평가법

직접적 추정법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조건부 가치측정법

간접적 추정법
헤도닉 가격기법
여행비용 평가법
회피행동 모형

선택실험법

특징
시장에서의 거래행위 관찰

사후적 평가법
가상적 시장 이용

사전적 평가법

[표 1-1]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방법론

o 현시선호 접근법은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관심대상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기법

o 진술선호 접근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선호에 대해 경제주체에게 직접 물어보고 
응답을 이끌어내어 분석함으로써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

o 현시선호 접근법은 적용대상에 있어서 제약성이 크며, 이론적인 관점에서 과대추
정 혹은 과소추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 

o 하지만 실증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구한 값이 현시선호 접
근법의 적용을 통해 구한 값보다 작은 경우가 흔히 관측

o 따라서 사전적으로 어느 방법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나 판단
해야하는 재화는 사업의 속성에 따라 적용해야 함

o 특히 경제적학 기법은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 또는 생산자 잉여 등 거래행위 속
에서 나타나는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는 방법론으로서 분석 대상 재화 또는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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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제학 가치의 정의 

o 경제적 가치란 화폐단위로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학적 개념에 근거

o 경제적 의미의 가치는 신고전학파(neo-classical)의 후생경제학에 근거하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는 개인의 경제활동은 개인들이 자신의 후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각 개인의 후생 수준은 자신이 가장 잘 판단 

마. 잠재적 비시장재 소비에 따른 경제적 가치  

o 각 개인의 후생은 자신의 시장재 소비뿐만 아니라 아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인 비시장재(non-market goods)의 소비에도 의존

o 환경재의 질이나 양 변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그 변화가 인간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

o 경제적 가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비사용가치의 근원이 되는 이타적(altruistic), 
윤리적(ethical) 관심도 경제적 가치에 포함

바. 비시장재 가치 추정 

o 비시장적 가치의 측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현시선호접근법, 진술선호접근법 등
의 추정방법론을 적용

o 직접적인 시장자료가 없다면 비시장재화와 연관이 있는 대리시장(surrogate 
market)을 찾아서 간접적인 시장을 분석해내는 현시선호접근법(revealed 
reference approach)을 적용할 수 있음

o 현시선호접근법은 사후적(ex post)·간접적 접근법이므로 적용대상의 제약이 존재  

o 대리시장의 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을 경우,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선호도를 조
사하는 진술선호접근법을 적용 

o 진술선호접근법은 사전적(ex ante)·직접적 접근법으로 적용대상의 제약이 거의 없
는 상황 

o 진술선호접근법에는 소비자에게 선호를 직접 물어보는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과 선호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선택실험법
(Choice Experiment)이 있음

o 진술선호접근법은 현시선호접근법에 비해 적용상의 제약이 적고, 이론적으로도 우
수하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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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용가치의 성격 및 특징  

o 비시장재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

o 사용가치는 인류가 현재의 생산 및 소비 행위에 환경을 직접 연관시킴으로써 발생
하는 가치

o 예컨대 수질개선으로 어종이 늘어난 강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낚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나 산 속의 맑은 공기에서 느껴지는 쾌적함과 결부된 가치를 의미 

아. 비사용가치의 성격 및 특징  

o 비사용가치는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를 의미

Ÿ 비사용가치는 크게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
가치(bequest value)로 구분 

o 선택가치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어떤 비시장재화가 미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환경을 지금 훼손하게 되면 미래의 선택 폭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그 만큼의 비용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

o 존재가치란 대상 자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이 사람들과 대상 자원과의 어떠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전제  

o 예를 들어, 따라서 어떤 환경을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고 미래에도 이용할 의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존재가
치라 함

o 본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탄성파에 대한 기초과학 연구의 시현이 앞으로도 활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탄성파 자체의 연구가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가치를 느낀다면, 이 사람은 본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o 유산가치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

o 예를 들어 해양의 산성화가 이후의 미래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어 현재 자신의 소비를 줄여 해양 산성화를 줄일 수 있는 기금조성에 기꺼이 동참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기금에 내고자 하는 금액을 유산가치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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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시선호 평가법 vs 진술선호 평가법 

o 경제적 추정 방법론 개요

Ÿ 비시장재화의 질 변화 혹은 추가적 공급에 대한 개개인의 후생변화를 화폐단위
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재화의 직접적인 거래를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
므로, 시장재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편익을 추정하거나 가상적인 시장을 만들
어야 함 

Ÿ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선호를 바탕으로, 즉 현시된 선호(revealed prefere
nce)에 기반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전자의 방법을 현시선호 평가
법이라 할 수 있음

Ÿ 현시된 선호를 관측하기 어려울 때나 그 선호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상적인 시장에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그 상황에서 가상적인 거래를 어떻게 할
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해 대답한 선호, 즉 진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를 
이용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진술선호 평가법이라 통칭 

Ÿ 본 방법의 대표적 방법론은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선택실험법이 대표적이며, 조
건부 가치측정법은 편익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직접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선택실험법은 간접적으로 편익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 접근
법이라고 할 수 있음

o 헤도닉 가격기법

Ÿ 본 기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그 대
체시장으로서 주택시장이나 토지시장을 이용하여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에 반영
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 

Ÿ 사람들은 은연중에 깨끗한 물이나, 아름다운 경치 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데, 이러한 가치가 특정 상품의 가격에 내포되는 경우가 많음 

Ÿ 예를 들면, 공기 좋은 곳의 부동산 값은 공기가 나쁜 곳의 부동산 값에 비해서 
비싸짐

Ÿ 즉, 깨끗한 환경의 가치가 토지 가격이나 주택 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Ÿ 헤도닉 가격기법은 이러한 차이에 착안하여 특정 재화에 대해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어떤 요인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가 
재화 구매를 결정하고 가격을 지불할 때 간주하였을 가능한 모든 속성으로 분
해하여 각각의 속성에 대해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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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여행비용 접근법 

Ÿ 여행비용 접근법(TCM, travel cost method)은 Hotelling(1947)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여행객이 여행할 때 소요된 비용을 휴양지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제시

Ÿ 이후 Clawson(1959)와 Clawson and Knetsch(1966)에 의해 실증모형이 개발
되었고, 그 이후 TCM은 주로 휴양지와 관련된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에 대해 
널리 사용되어 옴

Ÿ 여행비용 접근법은 휴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며, 
주거지, 사회경제적 변수, 여러 휴양지에 대한 방문 횟수,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비용과 같은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Ÿ 조사된 자료에 근거하여 여행비용을 계산하며, 여러 관련된 요소와 함께 방문
횟수를 계산하여 여행에 대한 수요함수를 구하며 그 다음 단계로 휴양지에 대
한 가치를 추정하거나 더 나아가 휴양지 특성의 변화에 대한 가치도 추정 

Ÿ 본 방법은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주
로 등산, 낚시, 사냥, 숲의 이용 등 야외 여가활동과 관련된 레크리에이션 목적
의 가치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

o 조건부 가치측정법

Ÿ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const
ructed market)을 가상으로 혹은 실제로 만들어 지불의사액(WTP)이나 수용의
사액(WTA)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론을 의미

Ÿ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에서 사용되는 가상
적인 시장은 실험시장(experimental market) 혹은 모의시장(simulated mark
et)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특징은 시장이 가상적이든, 모의적이든 간에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대상의 속성과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면밀하게 도출하는게 중요

Ÿ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사람들이 특정 공공재나 비시장재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
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서 지불수단과 질문 원칙, 지불의사 유도 
방법 등 적용이 엄밀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
사 수행시 CVM의 적용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Ÿ 현재, 국가 및 지방재정 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규모 비정형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CVM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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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 방법론 

가. 연구개발 활동의 파급효과 분류

o 편익 추정의 단위는 개별 사업이고 평가 대상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평
가결과를 도출

o 편익 추정은 사업 전후(before and after)가 아닌 시행 유무(with or without) 
비교를 통하여 사회 후생의 차이를 분석해야 함

o 사전적으로 편익(benefit)이란 (+)의 사업효과를 의미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이
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 결과물을 의미

o 미시경제학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의 증
가분 또는 생산자 잉여 증가분 등으로 정의 가능

o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 지식, 민간의 수익, 파급효과 등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파급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면, 지식파급, 시장파급, 네트워크 파급 
등으로 구분 가능

Ÿ 지식파급은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발생, 시장파급은 시장기능에 
의해 여타 주체들에게 제품이나 공정상의 편익을 전달해주는 것을 의미

Ÿ 네트워크 파급은 관련 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을 가능케 하는 것을 의
미하는데, 타당성조사에서 반영하는 효과는 지식파급과 시장파급에 한정

Ÿ 지식파급과 시장파급은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효과 분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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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및 특성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지식
파급

(knowledge
spillovers)

Ÿ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발생

Ÿ 역설계, 발간, 특허공개, 연구자 이동 
등을 통해 발생

Ÿ 일부 계측 가능
Ÿ 화폐환산 불가

Ÿ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
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
우 경제적 타당성의 효과 분석
에 반영

시장
파급

(Market
spillovers)

Ÿ 시장 기능에 의해 여타 주체들에게 
제품이나 공정상의 편익을 전달해주
는 것

Ÿ 추가기능의 구비, 가격의 인하, 저렴
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발생

Ÿ 계측 가능
Ÿ 화폐환산 가능

Ÿ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
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
우 경제적 타당성의 편익 분석
에 반영

네트워크
파급

(Networ
 spillovers)

Ÿ 관련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
을 가능케 함

Ÿ 각각 기술들의 개발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개별 주체별로 투자를 망설임

Ÿ 계측 불가
Ÿ 화폐환산 불가

Ÿ 경제적 타당성에서 미반영
Ÿ 정책적 타당성의 특수평가항

목에서 반영 가능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1판)』

[표 1-2] 연구개발활동 파급 분류와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나. 연구개발 활동의 편익 추정의 장애요소 

o 연구개발사업은 대표적인 비투자 재정사업이자 비정형 사업에 해당

o 이에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고 가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KISTEP(2011)과 OECD(2007)은 다음과 같이 
편익 추정의 어려움을 진단

Ÿ 투자 및 성과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고 편익을 누리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식별하는 것이 어려움

Ÿ 파급효과의 전달경로가 다양하고 시차를 두고 시현하는 과정도 발생

Ÿ 편익의 화폐환산화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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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Ÿ Casuality and 
Sector Specificity

Ÿ Multiple Benefits
Ÿ Identification of 

Users
Ÿ Interdisciplinary 

Outputs

Ÿ 투자와 성과 간 직접적 인과관계 
불투명

Ÿ 다양한 분야로의 편익발생 (예. 
기초과학)

Ÿ 편익을 누리는 대상 확정의 
어려움

Ÿ 인력양성, 특허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익 발생

Process

Ÿ Complex Transfer 
Mechanisms

Ÿ International 
Spillovers

Ÿ Time Lags

Ÿ 파급효과 전달경로의 다양성
Ÿ 국제적인 파급효과
Ÿ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편익 

추계의 곤란

Valuation

Ÿ Lack of 
Appropriate 
Indicators

Ÿ Monetary 
Valuation

Ÿ 편익추정 지표의 산정 어려움
Ÿ 경제적 가치로의 환산이 곤란

[그림 1-1]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 

다. 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 편익 항목

o KISTEP(2016)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안
Ÿ 가치창출편익은 크게 소비자 중심 편익과 생산자 중심 편익으로 대별

Ÿ 소비자 중심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식
별하고 생산자 중심 편익은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식별하는 것임

Ÿ 비용저감편익은 생산비용 저감 편익과 피해비용저감 편익으로 구분

Ÿ 생산비용 저감 편익은 자원비용, 공정비용, 연구장비 사용비용 등의 각종 생산
비용 저감의 가치를 식별

Ÿ 피해비용저감 편익은 재난 및 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
의 저감을 의미

Ÿ 한편, 각 과학기술 지식의 증대 및 관련 파급효과는 가치창출 요소로 분석될 
수 있으나 실제 타당성조사시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 432 -

구분 예비타당성조사시 편익 반영 예비타당성조사시 편익 미반영

가치
창출
편익

Ÿ 소비자 중심 편익
  -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후생경제학에 근거)

Ÿ 생산자 중심 편익
  -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i.e. 시장수요 접근법)

Ÿ 과학기술 지식
   (논문, 특허 등)
Ÿ 과학기술자의 

교육훈련
Ÿ 지역개발효과
Ÿ 지역산업구조 개편
Ÿ 생산 유발효과

Ÿ 부가가치 
유발효과

Ÿ 고용 유발효과
Ÿ 수입 유발효과
Ÿ 수출 유발효과
Ÿ 소득 분배효과
Ÿ 취업 유발효과

비용
저감
편익

Ÿ 생산비용저감
  - 자원비용, 공정비용, 연구장비 

사용비용, 출장비용 등 각종 
생산비용의 저감

피해비용저감 편익
  - 재난·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의 저감

[표 1-3] 예비타당성조사시 반영되는 편익 항목 구분

라.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분석을 위한 기준선 분석 원칙

o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무에 다라 각각에 대
한 분석을 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선 분석이 시급 

Ÿ 첫째,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관련
된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Ÿ 둘째, 분석을 위한 모든 변수들을 구분하여 정량값을 제시해야 함 

Ÿ 셋째, 기준선 구체화를 위한 노력 수준을 적절히 결정해야 함

Ÿ 넷째, 기준선의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든 가정들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Ÿ 예를 들어, 기준선 분석은 현재 상태 및 미래에 대한 예측분석이므로 확보가 
어려운 사항과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타당성조사 주체는 
분석에 적용된 가정의 목록을 제시하고 값들을 명시함으로써 기준선 분석결과
의 재현성을 확보해야 하고 적용된 가정과 더불어 경쟁기술의 발전 추이, 해당 
기술의 요소 중 불확실한 부분 등과 같이 논의를 통해 제외되는 가정도 있게 
되는데 제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Ÿ 다섯째, 시간 기준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시점과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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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음

Ÿ 여섯째, 기준선 설정의 과정에서 불확실한 모든 요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Ÿ 마지막으로, 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선에 적용된 
가정들을 준용해야 함

준수 사항 설 명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관련된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할 것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화와 
해결되는 정도의 정량적인 제시, 현재의 상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대한 사항,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체들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분석을 위한 모든 변수들을 
구분하여 정량값을 제시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주체는 사업 시행과 미시행 경우의 
비교분석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변수들의 식별은 결과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필요

기준선 구체화를 위한 노력의 
수준을 적절히 결정할 것

기준선에 대한 분석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연결시키는 모형을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가정 도입으로 
진행됨. 즉, 자료의 수준, 모형의 수준, 가정의 수준 
등이 기준선 분석 결과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므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의 수준을 예비타당성조사 기간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함

기준선의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든 가정들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기준선 분석은 현재 상태 및 미래에 대한 예측 
분석이므로 확보가 어려운 사항과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됨. 예비타당성조사 주체는 분석에 
적용된 가정의 목록을 제시하고 값들을 명시함으로써 
기준선 분석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해야 함. 적용된 
가정과 더불어 경쟁기술의 발전 추이, 해당 기술의 
요소 중 불확실한 부분 등과 같이 논의를 통해 
제외되는 가정도 있게 되는데 제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명시

시간 기준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시점과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선 분석의 시점은 사업 착수 
시점이며 종료시점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기간과 
동일함. 종료시점의 설정은 사업 추진을 통한 효과 
발생의 지연 및 지속과 관련된 사항임

기준선 설정의 과정에서 
불확실한 모든 요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할 것

불확실한 요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가정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제시함

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선에 적용된 
가정들을 적용할 것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다수의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경우, 비용효과 분석에서 다수의 대안을 비교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준선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1판)』

[표 1-4]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조사에서 기준선 분석시 준수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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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프로세스

o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시장 수요 진단 가능성, 대리시장 존재 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용효과분석 또는 비용편익분석으로 나누어 분석

Ÿ 본 분석은 종합적 판단 결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접근 

[그림 1-2] 경제성 분석 프로세스

바.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절차

o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연구개발 내용 검토, 편익구도 수립, 경제성 분석 
수행 순으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사업 내용의 특징 분석과 최종적인 기대효과
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

[그림 1-3]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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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편익 추정 결과

가. 연구 기대 효과를 통한 편익 항목 도출

o 편익항목은 연구사업의 개요 중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을 바탕으로 식별 가능한 
편익항목을 도출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는 해양관측 효율 증대, 해양관측 기동
성 증대, 전 세계 해양관측 기술선도, 해양4차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연구의 편익으로 해양관측 효율 증대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 편익과 기
동성 증대로 인한 운영 비용절감 편익 그리고 해양관측 기술선도로 인한 수출증대 
편익을 검토할 수 있음

나. 주요 편익 항목의 개요

o 부가가치 증대 편익

Ÿ 본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의 핵심역량 확
보 기술 관련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반영

o 운영비용 절감 편익

Ÿ 연안 및 대양 해역의 다양한 관측요소를 동시 관측과 악천후·돌발상황·극한해역 
관측이 가능해 짐에 따라 해양관측 운용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반영

o 수출증대 편익

Ÿ 해양관측 기술을 선도하게 됨으로서 해양관측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대
상으로 시스템 및 운용기술 수출을 통해 창출되는 편익을 경제적 가치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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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항목 내용 반영

부가가치 증대 편익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의 핵심역량 확
보기술 관련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반영

운용 비용절감 편익
넓은 해역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관
측이 가능해 짐에 따른 해양관측 운용비용 
절감 효과

미반영

수출증대 편익 시스템 및 운용기술에 대한 수출증대 효과 미반영

[표 1-5] 편익 항목 개요

o 편익 항목 중 운용 비용절감 편익과 수출증대 편익은 현재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는 반영하지 않음

Ÿ 수출증대 편익은 부가가치 증대 편익과 편익이 중복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에 대한 수출액을 추정하기 위한 정량적 
데이터가 부족함

Ÿ 운용 비용절감 편익은 현시점에서 해양관측에 대한 운영비를 추정하기 위한 정
량적인 데이터 부족

다. 부가가치 창출 편익 개요

o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Ÿ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의 시장규모 × R&D 기여율 × 사업기여율 × R&D 
사업화 성공률 × 부가가치율

o 부가가치 창출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의 시장규모는 보
수적인 산정을 위하여 무인이동체의 관련 시장을 민수무인기와 소형드론, 수중 무
인체로 한정하고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10%로 한정하여 분석

라.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의 시장규모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Ÿ 본 R&D 사업은 무인군집운용 핵심요소 활용기술개발과 무인장비 군집운용 플
랫폼 기술개발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반 해양안



- 437 -

전, 해양통신, 해양IT 산업 등과 연계되어 있음 

Ÿ 무인 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전망은 다음과 같음

Ÿ 해양수산부(2014) 연구에 따르면, 해양안전 및 통신기기 산업의 미래전망을 추
정한 바 있으며 본 분석은 이 연구의 Low Case(연평균 성장률 1.5%)를 활용
하여 재추정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예측(2028년~2034년)

Ÿ 한편, 본 연구개발의 종료시점인 2025년 이후 편익기간이 11년임을 감안할 경
우,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를 2034년까지 전망할 필
요가 있음

Ÿ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7년의 성장률을 평균하여 2034년까지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Ÿ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 중 해양관측과 연관 있는 무인체 중 관측
과 연관 있는 무인체는 민수무인기와 소형드론, 수중 무인체로 이들 무인체들
이 전체 무인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성장
전략’(관계부처 합동, 2015)에 따르면 2025년 약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Ÿ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 무인이동체의 세계 시장점유율 10% 구현을 목
표로 무인이동체 혁신성장 일정표를 발표하였음

연도 세계시장(억달러) 연도 세계시장(억달러)

2018 258.3 2027 295.3
2019 262.1 2028 299.7
2020 266.1 2029 304.2
2021 270.1 2030 308.8
2022 274.1 2031 313.4
2023 278.2 2032 318.1
2024 282.4 2033 322.9
2025 286.6 2034 327.7
2026 290.9

출처: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2014)의 연구 결과 
활용  

[표 1-6]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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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따라서 이들 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본 분석 관련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시장은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음  

  

마. 기술수명기

o 국제특허분류(IPC)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각 기술별 기술수명주기를 분석한 이승
규(2011)의 연구에 따르면, 기계공학분야의 기술수명주기는 중위수값이 약 11년, 
평균값이 14.1년으로 나타남

o 기술수명주기는 편익발생기간과 연동됨

o KISTEP(2012)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편익발생기간을 13년으로, KISTEP (2013)
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편익발생기간을 11년으로, KISTEP(2015)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편익발생기간 8년, 회임기간 3년 총 11년으로 적용 

o 분 분석은 특허 기술별 연구의 중위수값과 유사 예비타당성조사의 연구 사례를 고
려하여 기술수명주기는 편익회임기간 3년, 편익발생기간 8년으로 적용

연도 세계시장 
(억 달러)

해양관측 관련 
무인기 비중 

(%)

세계시장 
점유율 (%)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의 시장 규모

(억 달러)

2024 282.4

15.0% 10.0%

87.1
2025 286.6 88.4
2026 290.9 89.7
2027 295.3 91.1
2028 299.7 92.5
2029 304.2 93.9
2030 308.8 95.3
2031 313.4 96.7
2032 318.1 98.1
2033 322.9 99.6
2034 327.7 101.1

[표 1-7]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의 목표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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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R&D 기여율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서 창출
된 부가가치 중에서 연구개발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R&D 기여율은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전체 부
가가치 가운데 연구개발에 의한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해
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활용

o 본 분석에서는 최근 2013년에 확정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하여 35.4%
를 적용

o 참고적으로, 본 R&D기여율은 KISTEP이 주관하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일
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치

사. R&D 사업화 성공률

o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서의 편익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증 및 상용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반
영하기 위해 R&D사업화 성공률을 반영함

o R&D사업화 성공률은 통상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에서 발간하는 최신 성과보
고서 또는 연구보고서의 수치를 활용하여 적용

o 임현(2016)의 연구는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

섹션 의미 특허건수 TCT(중위수) TCT(평균값)

A 생활필수품 196,330 10.0 12.5

B 분리; 혼합 243,098 11.0 13.6

C 화학; 야금 127,590 9.0 11.1

D 섬유; 지류 11,314 12.0 15.4

E 고정구조물 35,843 14.0 16.6

F 기계공학;조명;가열;무기;폭파 111,308 11.0 14.1

G 물리학 453,085 6.0 7.5

H 섹션 전기 370,268 6.0 7.5

[표 1-8] 국제특허분류의 섹션별 기술수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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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은 다음과 같음

o 본 연구개발사업은 임현(2016)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
률에서 기계소재와 정보통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들 분야의 사업화 성공률을 
평균한 47.9%를 적용함

아. 부가가치율

o  본 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산업과 선박, 항공기 산업 등의 산업범위를 갖고 있
어 명확한 구분과 분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산업연관표 상의 기본부문에
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과 연관 있는 산업을 분류함 

o  2016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384부문 「2014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기술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기술분야 9단계 이상 사업화 성공률(%)

전체 46.4

기계소재 47.7

바이오의료 42.3

전기전자 44.4

정보통신 48.0

지식서비스 57.6

화학 49.2

에너지·자원 24.3

자료: 임현(2016), 2015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표 1-9]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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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투입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유무선통신서비스 36,609,867  13,288,634  36.3%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4,630,522  1,645,832  35.5%

정보서비스 9,382,355  3,884,831  41.4%

소프트웨어개발공급 29,852,323  17,985,627  60.2%

컴퓨터관리서비스 11,374,230  4,253,594  37.4%

선박 55,532,914  9,522,467  17.1%

항공기 5,668,735  1,221,464  21.5%

수상운송서비스 27,083,813  2,779,048  10.3%

항공운송서비스 17,427,541  4,251,792  24.4%

합계 197,562,300  58,833,289  29.8%

[표 1-9]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

자. 사업기여율

o 사업기여율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창출 편익의 추
정시 적용하는 주요 인자

o 사업기여율 추정시 활용되는 기존 정부재원 연구개발비는 기존의 유사·중복사업 
및 과제의 연구개발비이므로, 편익 대상의 범위(과제/기술/제품 등)와 대응하는 
범위로 유사·중복성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

o 통상적으로 사업기여율 산식은,  (본 사업 투자규모/(본 사업관련 분야 국가전체투
자규모 + 본 사업 투자규모)에 대입하여 추정

o NTIS(http://rndgate.ntis.go.kr) 상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츨 기술 플랫폼 기술
개발”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 및 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

o 그러나 사업기여율을 추정할 때에는 본 사업관련 분야에서의 비중을 확인해야 하
며 앞서 본 사업의 전체 관련 산업을 ‘해양관측’,‘무인자동화’산업으로 가정하였으
므로, NTIS 상에서 2016년 기준 연구과제 중 ‘해양관측’ 또는 ‘무인자동화’를 검
색하여 정부 및 민간의 투자규모를 확인하고 본 사업의 연평균 투자액을 산입하여 
사업기여율을 산정함

o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분석에 적용되는 사업기여율은 36.1%인 것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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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부가가치 창출 편익

o 연간 경제적 편익 = 무인자동호 해양관측 기술의 시장규모 × 사업기여율(36.1%) 
× R&D 기여율(35.4%) × R&D 사업화 성공률(47.9%) × 부가가치율(29.8%) 

o 2017년 12월말 기준 환율 1,130.61원/달러 적용 

o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다음과 같음

연도 부가가치 증대 편익(억원)

2024 -
2025 -
2026 -
2027 91.1
2028 92.5
2029 93.9
2030 95.3
2031 96.7
2032 98.1
2023 99.6
2024 101.1

합계 768.2

[표 1-11] 부가가치 창출 편익 

2. 경제성 분석 개요

가. 경제성 분석 방법

o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
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됨

o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
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의 고려가 가능한 B/C 분석 기법을 
많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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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성 분석 기법 비교

o 경제성 분석 기법 개요

분석기법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율

∙이해 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비용편익 발생기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수익률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치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제

순현재가치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이해의 어려움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능

[표 1-12] 경제성 분석 기법

 

o 편익/비용 비율 : 사업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편익․비용비율  
  







  







여기서,  : 편익의 당해 연도 값

 : 비용의 당해 연도 값

 : 할인율(이자율)

 : 내구년도(분석년도)

o 내부수익률 : 내부수익률이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이 같아지는 할
인율 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
성이 있다고 판단

내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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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순현재가치 :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
치로 할인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 이면 경제
성이 있다고 판단

순현재가치  
  






 
  







다. 경제성 분석 시 고려 사항

o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과 편익은 모두 사회적 비용 및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시설의 경우 비용은 실질적으로 투자되어 사용된 비용을 
계상하는 반면 편익은 회수방법을 통한 실제수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함

o 본 사업이 추진되면, 3년의 연구기간(2018년~20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구 완료 후 사업의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편익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분석기간은 기술수명주기인 8년으로 함

o 연구개발 사업은, 그 성격상 비용이 초기에 집중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연구개발
사업후 후 장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함

라. 경제성 분석 시 전제

o 사회적 할인율

Ÿ 비용과 편익의 미래 흐름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할인율은 자원의 기회비
용, 즉 투자사업에 사용된 자본이 다른 투자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추정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혹은 사회에 따라 그리고 시
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시간의 객관적인 가치를 나타냄

Ÿ 할인율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나 특정 건설사업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자본에 의해 추
진되는 경우에는 시장이자율에 근거한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Ÿ 사회적 할인율은 통상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그 이유는 사
회적 할인율을 사용하여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주로 정부이며 정부로
서는 미래사업의 중요성이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임

Ÿ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할인율을 자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
승률, 경제적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추정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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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어 데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은 기획재정부가 2017년 8월에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안」에 의거하여 4.5% 적용

3. 경제성 분석 결과

가. 비용의 추정

o 연구비 총액은 320억원으로, 연차별 연구비는 다음과 같음

연도　 연차별 연구비 (억원)

2019 40.0
2020 60.0
2021 80.0
2022 60.0
2023 80.0

[표 1-13] 본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별 연구비

나. 경제성 분석 결과

o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율은 1.60으로서 본 연구개발사업은 경제적으로 타
당한 것으로 분석

o 추후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해양관
측 자료의 활용가치가 추가로 식별되고 기초과학적 연구의 수월성이 높아지면 본 
편익-비용비율은 변화될 수 있음

o 내부수익율은 10.0%이며, 순현재가치는 158.9억원인 것으로 분석

구 분 분석 결과 

총 편익의 현재가치 (억원) 424.7

총 비용의 현재가치 (억원) 265.9

순현재가치 (억원) 158.9

편익-비용 비율 1.60

내부수익률(IRR) 10.0

[표 1-14]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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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감도 분석

o (민감도 분석 개요)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편익 추정치가 변화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수행 후 민감도 분석 시
행을 제안

o 편익 및 비용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편익과 비용을 ±20%까지 10%p
씩 변화시킴

o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구 분 변화율
(%) 

총편익의
현재가치

(억원)

총비용의
현재가치

(억원)

순현재가치
(억원) B/C

편익의 변화

-20% 339.78 265.87 73.91 1.278
-10% 382.26 265.87 116.39 1.438
0% 424.73 265.87 158.86 1.598
10% 467.20 265.87 201.33 1.757
20% 509.68 265.87 243.81 1.917

비용의 변화

-20% 424.73 212.70 212.03 1.997
-10% 424.73 239.28 185.45 1.775
0% 424.73 265.87 158.86 1.598
10% 424.73 292.46 132.27 1.452
20% 424.73 319.04 105.69 1.331

[표 1-15]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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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고용창출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 1 절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1. 일자리 유형 구분
o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공무원, 공공기관, 공공근로 등)와 민간부문의 신규고용 등

으로 구분

o 민간부문(기업)의 신규고용(새로운 시장조성 등)

Ÿ (정부조달 및 구매) 해당 물품 및 서비스 생산기업의 고용 증가

Ÿ (보조금 지급 또는 세금감면) 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제품․서비스 가격의 인
하를 가져오고, 매출 및 고용 증가로 연계

Ÿ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시장 확대 및 고용
을 촉진하거나 기업의 신규채용(고용유지)을 지원

Ÿ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기반시설․R&D(기술개발)․컨설팅 등을 제공 → 민간기
업의 매출증가 및 새로운 시장 확대로 신규고용 창출

Ÿ (미스매치 완화 및 취업애로요인 해소)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상담․취업알선, 취업
지원 사업대상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등

2.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방법
o (1단계) 기존(유사) 정책‧사업의 신규고용 실적에 대한 경험치․실태조사 결과, 고용계

획 등을 확인․활용(필요 시 기타자료* 활용)

Ÿ 기타 자료 활용 시 우선순위 : 기존사업에 대한 논문 및 보고서 → 유사 국내․외 
사례 → 전문가 의견

o (2단계) 1단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지출액(또는 매출액) 당 신규고용효과 등
을 추정하여 계산

Ÿ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재정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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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결과
o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은 신정부(고용노동부)가 제안하고 있는 「고용효과 산출 가이드

라인」을 준용하여 본 R&D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o 직접고용효과

Ÿ 인건비는 순수 연구개발비 32,000백만원 중 30%로 가정

Ÿ 직접고용효과는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7)의 산정원칙과 관련 
산업 연평균 임금 중 연구개발업의 평균임금 적용

Ÿ 분석결과, 직접고용효과는 약 140명

구분 인건비
(백만원)

산업연평균임금
(백만원)

직접고용효과
(명)

본 연구개발사업 9,600 68.73 140 

[표 2-1] 직접고용효과 분석 결과

o 간접고용효과

Ÿ 간접고용효과는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의 산정원칙과 관련 산업별 1인 고용
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중 연구개발업 지출액 적용

Ÿ 분석결과, 간접고용효과는 약 184명임

구분 인건비
(백만원)

산업연평균임금
(백만원)

직접고용효과
(명)

본 연구개발사업 22,400 78.0 287

[표 2-2] 간접고용효과 분석 결과 

o 총고용창출 효과

Ÿ 본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직접 및 간접 고용효과를 포함하여 약 4
27명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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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자리창출효과(명)

직접고용효과  140

간접고용효과  287

총 합계 427

[표 2-3] 본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총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결과

  

제 2 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분석방법론

가.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o 본 절의 목적은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하는 연구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종 파급
효과를 구하여 계량적인 수치로 도출하는 것이며,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에 초점을 맞춤

o 이를 위해서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거시적인 상호관계도 관찰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을 적용함

o 산업연관분석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국민경
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함

o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계
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함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타 부문과의 비
교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총산출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한 분석도 수행함

o 산업연관분석에서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외생적인 힘이 
될 변수를 밖으로 내어주어 그 변수가 내생적인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를 외생화라고 하며, 외생화 기법을 적용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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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
확히 알 수 있음

o [그림 2-1]과 같이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원활한 생산활동
을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산출활동, 즉 다른 부문의 산출물을 중간재로 수요하므
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생산활동은 타 산업의 생산활동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o 특히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은 투자가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데, 이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의 관점, 부가가치 유발의 관점, 
취업유발의 관점이라는 3개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음

나.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모형

o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산출량 결정에 대해 선형인 부문간 모형으로 한 부문의 생산
수준 변화가 다른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연속적인 수요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를 
나타내고 있음

o 이 모형은 투입요소의 판매와 구매사이의 연관관계에 강조를 둔 일반균형모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방
법으로 인식되어 왔음

o 개의 산업이 경제 내에 존재한다고 할 때, 생산된 재화들은 최종수요를 충족하
기도 하고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중간재를 로 나타내고 아래에 
첨자를 붙여서  라고 표기하면 이는 부문에서 부문으로 투입되는 중간재의 양
을 의미

o 산업연관표를 행(行)으로 보면 산업의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및 

총 산출()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산출구조를 보여주며, 이러한 산출구조에 

[그림 2-1]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타 산업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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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1)

Ÿ 여기서, 는 부문에 사용되는 재의 투입량의 몫( )이며, 이를 투
입계수(input coefficient) 또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라고 함

Ÿ 이 비율은 부문에서 한 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산업의 산출
물을 의미하며, 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각 부문별 기술구조 또
는 생산관계를 나타냄 

Ÿ 식 (1)은 특정부문의 총생산이 경제 내 모든 부문의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
되는 번째 부문의 생산액과 소비지출, 수출, 투자, 정부지출에 의한 최종 용도
에 수요되는 양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

o 식 (1)과 달리 산업연관표에서 라는 산업을 열(列)로 보면 중간투입(), 부가가

치(), 총 투입()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투입구조를 보여주며 식 (2)로 
표현됨

 
 



 
 



               (2)

Ÿ 여기서, 는 행벡터로 구성된 중간투입을 총 투입으로 나눈 것이며

( ), 이를 산출계수(output coefficient)라고 함

Ÿ 식 (2)는 어떤 부문의 총 생산은 그 부문이 경제 내 모든 부문과 수입부문으로
부터 구매한 금액에 이 부문의 원초적 투입요소 또는 부가가치(즉, 임금, 이윤, 
세금 등)에 대한 모든 수익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

o 개의 산업이 존재하는 경제의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는 [표 2-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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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간수요
(중간재) 최종수요 수입 총산출

중간투입
(중간재)

 ⋯ 
 ⋯ 
⋮ ⋮ ⋱ ⋮
 ⋯ 



⋮




⋮




⋮


부가가치 ⋯

총 투 입  ⋯

[표 2-4] 산업연관표의 구조 

o 식 (1)을 전 산업에 대해 축약된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식 (3)이 됨 

 ′  ′               (3)

Ÿ 여기서,  는 로 이루어진 ×행렬 

Ÿ 는 로 이루어진 ×행렬 

Ÿ 은 1을 원소로 하는 ×행렬

Ÿ ′은 전치한 것(transpose)을 의미

Ÿ 는 ×으로 이루어진 투입계수 행렬

Ÿ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들이 성립















⋮


,  











 ⋯ 
 ⋯ 
⋮ ⋮⋱⋮
 ⋯

, 













⋮


, 













⋮


o 이 때, 투입계수행렬의 정의에 따라    이 성립하며, 또한 은 행벡터인 

 의 원소를 대각행렬로 나타낸 것으로  ′이고, 식 (3)을 정리하여 다시 쓰
면 다음 식이 됨

                               (4)

Ÿ 여기서, 는 차원 단위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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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분석 모형

가. 수요유도형 모형의 개요

o 식 (4)를 특별히 수요유도형(demand-driven model)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식 
(4)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산출량( )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음

o 이러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는 먼저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특성에 맞는 생산유발계수
표를 선택해야 하는데,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산출물은 특
성상 수입할 수 있지만 수입 부문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의 파급
효과가 우선적인 관심대상이므로 국내수요가 미치는 영향만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
직

o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이 경제에 
유발시키는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
형표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

o 따라서 비경쟁형수입형표에서 도출되는  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는 비경쟁형수입형표를 통해 재구성한 투입계수를 의미하며, 국내
(domestic)를 나타내는  를 편의상 이후엔 생략하여, 식 (4)를 비경쟁형수입형의 
수요유도형 모형으로 재구성하면 식 (5)가 도출됨

                                 (5)

나. 생산유발효과

o 식 (5)를 변동모형(variability model)으로 바꾸면 식 (6)이 됨

                                (6)

Ÿ 여기서  는 변화량을 나타내고, 특히 를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
f inverse) 또는 투입역행렬(Leontief or input inverse matrix)이라 하며, 각 
원소는  로 부문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문 산출의 총 변화량을 의미하는 총 상호의존계수를 나타냄

o 투입산출분석은 산업의 투입과 산출을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에 대한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와 상호 연관 지을 수 있으므로 무인자동화 해양관
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식 (6)을 통해 최



- 454 -

종수요가 변화하는 경우( ), 이를 충족할 산출량( )을 계산할 수 있음

o 경제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의 최종수요액(총 산출
액) 변화는 곧 그 경제 모형에 외생적인 힘으로 작용하여 여타 산업에 영향을 미
치지만, 그러나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할 경우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
폼 기술개발은 내생변수로서 작용하여 다른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정
확히 파악될 수 없음

o 또한 다른 부문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가 구체화된 무인자동화 해양관
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산출이므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
업이 여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이고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산출에 의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외생화 작업을 거쳐야 함

o 이러한 외생화 방법을 쓰게 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외생화시키는 
것을 로 표시하고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편의상 로 표
기하기로 함

o 경제를 3개 부문의 단순경제로 보았을 때, 외생화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어 설명할 수 있음

 

 

 

              (7)











  
  
  



























  
  
  















(8)

Ÿ 식 (8)에서 부분행렬(Partitioned matrix)의 역행렬을 취하면 식 (9)가 도출

 


























 

 

  











  
  
  















       (9)

Ÿ 이 중에 우리가 외생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 (7)에서 세 번째 식을 없애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식 (9) 행렬을 통해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식 (10)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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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Ÿ 즉, 식 (10)을 행렬식으로 다시 표기하면 식 (11)이 됨

    
                  (11)

o 이 중 투입계수는 늘 일정하여 산출물계수도 일정하므로 식 (11)을 변동률 식으로 
표시하면 식 (12)가 도출

   
       (12)

o 부문으로 일반화시키면서 다른 부문의 최종수요는 변동이 없고 오직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산출량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식 (12)를 식 
(13)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음

   
              (13)

Ÿ 여기서,  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한 다른 부
문의 산출량으로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산출에 영향
을 받은 타 부문의 산출 증감량을 나타냄

Ÿ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시켜 작성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나타냄

Ÿ 
 는 투입계수행렬 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나

타내는 열벡터 중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부문의 원소
를 제외한 열벡터

Ÿ 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산출액을 나타냄

o 식 (13)은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산출이 경제 내 다른 부
문의 산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체로서의 산출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효
과를 통해 타 산업 부문의 생산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의 생산을 촉진
하므로, 식 (13)으로부터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총 산출 
또는 총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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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o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
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발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o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인 관계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식 (14)로 요약됨

  
 

              (14)

Ÿ 이 때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의미하며 부가가치계수행렬은 산출물 
1단위의 변동시 부가가치의 변동량을 나타냄

o 식 (14)를 변동모형으로 바꾸면 식 (15)가 됨

  
 

                     (15)

Ÿ 이 때  
을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이라 부르며,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 한 단위 발생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

o 생산유발효과의 경우와 동일하게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산
출액으로만 유발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무인자동화 해양관
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외생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 (15)를 외생화하면 식 
(16)이 됨

  
 



 

                (16)

Ÿ   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외 다른 부문들의 부가가
치로 이루어진 행렬

Ÿ  는 총산출 행렬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한 
행벡터로서 식 (13)에서 유도된 것

Ÿ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

업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을 의미

라. 취업유발효과

o 일반적으로 최종수요가 생산을 유발시키고 생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시키므로,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최종수요가 유발시키는 취업효과를 의미하



- 457 -

는 취업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음

o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켜 분석하려면 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해야 하는데, 취업계수( )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

된 노동량( )을 총산출액( )으로 나눈 계수(  )로서 한 단위의 생산에 
직접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

o 이 경우 노동량은 취업자와 피용자(피용자뿐 아니라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두 가지로 나뉘어 파악되므로 각각의 취업계수를 계측하게 되므로, 를 
생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취업자수는 식 (17)로 표현

                             (17)

Ÿ 식 (17)에서 을 취업유발계수행렬이라 부르며,  은 취업계수행렬의 
대각행렬

Ÿ 취업유발계수는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
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도 모두 포함

o 생산유발효과처럼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산출액이 미치는 
취업유발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외생
화시켜야 하며,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외생화한 식은 다음
과 같이 표현됨

 

 


  

  (18)

Ÿ   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한 각 부문별 취업인수

Ÿ

  는 취업계수 대각행렬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
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

마. 산업간 연쇄효과

o 산업간 연쇄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확산감응도(sensitivity of 
dispersion)를 측정함으로써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와 확산력(power of dispersion)을 측정함으로써 후방연쇄효과
(backward linkage effect)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가 있음(Hirschman, 1958; 
Jones, 1976)

o 감응도 계수()는 전 부문의 최종수요를 모두 한 단위씩 증가시키기 위해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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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생산해야 할 단위의 전 산업 평균치에 대한 비율로 부문에 대해 식 (19)
로 정의됨

  





 




 









 




 


 




 






 





                        (19)

o 영향력 계수()는 전 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에 대한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의 비

율로 번째 산업에 대해 식 (20)으로 정의됨

  





 




 









 




 


 




 






 





                        (20)

3. 분석절차 

가. 분석절차

o 분석의 내용은 크게 수요유도형 모형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3가지를 다룸

o 아울러 수요유도형 모형의 운용결과를 활용하여 영향력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계산
함으로써 다른 산업과 비교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살펴봄

o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외생
화한 분석, 즉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산업
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히 관찰

o 본 연구는 한국은행 기본부문 산업연관표에서 출발하여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
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을 별도의 부문으로 외생화 한 후, 31부문 산업연관표를 만
들어 이에 근거하여 분석

o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발표된 2014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무인자동
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
과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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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인자동차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정의 

o 한국은행(2016)에서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에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연관표에 포
함되어 있는 산업들을 재분류하여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
문의 범위를 정의

o 본 연구에서는 384개 기본부문 산업연관표 상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을 추출하여 무인자동화 해양관
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을 구성

o 384개 기본부문에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내고,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 30부문 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다음
과 같이 산업연관표를 재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산업 명 코드 산업 명 코드 산업 명

14 운송장비
43 선박 95 선박

44 기타 운송장비 97 항공기

20 운송서비스
55 수상운송서비스 119 수상운송서비스

56 항공운송서비스 19 항공운송서비스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95 통신서비스
128 유･무선 통신서비스

129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61 정보서비스 131 정보서비스

62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 관리 

서비스

132 소프트웨어개발공급

133 컴퓨터관리서비스

[표 2-5]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부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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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코드 산업 명 부문

코드 산업 명 부문
코드 산업 명

01 농림수산품 12 전기 및 전자기기 23 금융 및 보험서비스
02 광산품 13 정밀기기 24 부동산 및 임대

03 음식료품 14 운송장비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4 섬유 및 가죽제품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6 사업지원서비스

05 목재 및 종이, 인쇄 16 전력, 가스 및 증기 27 공공행정 및 국방

06 석탄 및 석유제품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28 교육서비스

07 화학제품 18 건설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8 비금속광물제품 19 도소매서비스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

09 1차 금속제품 20 운송서비스 31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10 금속제품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1 기계 및 장비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표 2-6] 재분류된 31부문 산업연관 표 

4. 분석결과 

가.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결과

o 모든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중간재로 사용되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산출물 공급도 증가해야 하며, 이때 
중간재 산업으로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이 받는 영향의 정
도가 감응도 계수임

Ÿ 감응도 계수로 파악할 수 있는 전방연쇄효과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
술개발 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산업생산의 원료로 파악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 
계수는 커짐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력 계수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중간재로 사용되는 타 산
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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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영향력 계수로 파악할 수 있는 후방연쇄효과는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
술개발 사업의 산출물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산출물을 무인자동화 해양
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서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파악

Ÿ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여러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일수록 
영향력 계수는 커짐

o 감응도 계수의 평균과 영향력 계수의 평균은 정확하게 1이므로 1보다 낮으면 평
균보다 낮으며, 1보다 크면 평균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o 31개 부문에 대해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2-7]에 제시되
어 있음

o 각 산업별 감응도 계수는 화학제품 부문이 2.0587로 가장 크며, 1차 금속제품과 
도소매서비스 부문이 각각 1.9658 및 1.8177로 각각 2위 및 3위를 차지하고, 무
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감응도 계수는 1.1532로 11위를 차지
함

o 감응도 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기가 활황일 때 무인자동화 해양관
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산업성장에 자극받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수요적 성격보다는 중간수요적 성격을 가짐

o 각 산업별 영향력 계수는 운송장비 부문이 1.17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차 
금속제품 및 금속제품 부문이 각각 1.1409 및 1.1203으로 2위 및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력 계수는 1.0706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큼을 알 수 있음

Ÿ 영향력 계수가 크다는 것은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투자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즉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정도가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하며, 원시산업적(primary production) 성격보다는 제조
업적 성격을 가짐

o 따라서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전방연쇄효과과 후방연쇄효
과가 모두 크기에 중간수요적 제조업형이라 할 수 있음

   ※ 전후방연쇄효과의 크기에 따라 산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높은 산업은 중간수요적 제조업형, 둘째, 전방연쇄효과가 높고 
후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은 중간수요적 원시산업형, 셋째, 후방연쇄효과가 높고 전방
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은 최종수요적 제조업형, 마지막으로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낮은 
산업은 최종수요적 원시산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은행, 1987).



- 462 -

산업 
번호 부문명

감응도 계수
(전방연쇄효과)　

영향력 계수
(후방연쇄효과)　

값 순위 값 순위
1 농림수산품 1.3367 4 0.8862 20
2 광산품 0.5413 30 1.1072 5
3 음식료품 1.2777 7 0.9770 14
4 섬유 및 가죽제품 0.8273 20 0.9021 18
5 목재 및 종이, 인쇄 0.9453 14 1.0214 10
6 석탄 및 석유제품 1.2797 6 0.6409 31
7 화학제품 2.0587 1 1.0243 9
8 비금속광물제품 0.7127 22 1.0387 8
9 1차 금속제품 1.9658 2 1.1409 2
10 금속제품 1.1079 12 1.1368 3
11 기계 및 장비 0.9273 15 1.1203 4
12 전기 및 전자기기 1.2190 8 0.9221 16
13 정밀기기 0.6070 26 1.0068 12
14 운송장비 0.8291 19 1.1760 1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0337 13 0.9886 13
16 전력, 가스 및 증기 1.3233 5 0.7075 27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6931 23 0.9296 15
18 건설 0.5627 27 1.0825 6
19 도소매서비스 1.8177 3 0.8798 21
20 운송서비스 1.2153 9 0.8091 24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8455 18 1.0076 11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6183 25 0.8998 19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2016 10 0.8238 23
24 부동산 및 임대 0.8964 16 0.6904 29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8944 17 0.8088 25
26 사업지원서비스 0.8266 21 0.7493 26
27 공공행정 및 국방 0.5627 28 0.6909 28
28 교육서비스 0.4970 31 0.6869 30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5502 29 0.8682 22
30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6729 24 0.9202 17

31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1.1532 11 1.0706 7

[표 2-7] 한국은행 대분류 기준 31개 산업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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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파급효과 분석 결과

o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1원 투자할 경우 타 산업에 1.7198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하며 산업 순으로는 1차 금속제품과 도소매서비스 순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1.0000원을 포함한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2.7198원으로 나타남

o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1원을 투
자할 경우 타산업에 0.6082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발생하며 산업 순으로는 도
소매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산
업에 미치는 효과 0.0.2454원을 포함한 전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8536으로 나
타남

o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10억원 투자 
시 타산업에 10.7918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데 도소매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산업에 대한 취업유발효과 8.9945명을 포
함한 전체 취업유발효과는 19.7863명으로 나타남

산업 
번호 부문명

생산
유발효과
(단위: 원)

순
위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원)

순
위

취업
유발효과

(단위: 
명/십억원)

순
위

1 농림수산품 0.0178 22 0.0098 16 0.4425 6
2 광산품 0.0015 29 0.0002 30 0.0049 30
3 음식료품 0.0247 18 0.0058 20 0.1577 16
4 섬유 및 가죽제품 0.0198 19 0.0043 24 0.1042 19
5 목재 및 종이, 인쇄 0.0289 16 0.0079 19 0.1445 18
6 석탄 및 석유제품 0.1366 3 0.0088 18 0.0109 29
7 화학제품 0.0956 6 0.0174 14 0.1567 17
8 비금속광물제품 0.0125 23 0.0034 26 0.0338 25
9 1차 금속제품 0.1938 1 0.0257 9 0.1812 15
10 금속제품 0.1089 5 0.0331 8 0.2794 10
11 기계 및 장비 0.0833 9 0.0237 10 0.2980 9
12 전기 및 전자기기 0.1275 4 0.0349 7 0.2283 13
13 정밀기기 0.0181 21 0.0052 22 0.0645 22
14 운송장비 0.0112 26 0.0025 28 0.0177 26
15 기타 제조업 제품 0.0931 7 0.0394 5 0.2523 11

[표 2-8]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투자가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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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 연구비 320억원을 활용하여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경
제적 파급효과의 분석결과는 [그림 2-2]와 같음

Ÿ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총 연구비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
유발효과는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73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633.2명
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및 임가공
16 전력, 가스 및 증기 0.0673 12 0.0180 13 0.0495 24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123 24 0.0057 21 0.0593 23

18 건설 0.0092 27 0.0032 27 0.0748 21
19 도소매서비스 0.1905 2 0.0965 1 2.7511 1
20 운송서비스 0.0657 13 0.0235 11 0.6867 4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409 15 0.0154 15 0.6736 5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116 25 0.0051 23 0.0168 27

23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770 10 0.0409 4 0.4185 7

24 부동산 및 임대 0.0625 14 0.0466 3 0.1866 14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0678 11 0.0386 6 0.7182 3

26 사업지원서비스 0.0880 8 0.0591 2 2.0682 2
27 공공행정 및 국방 0.0267 17 0.0197 12 0.2389 12
28 교육서비스 0.0010 30 0.0007 29 0.0147 28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0070 28 0.0036 25 0.1001 20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194 20 0.0096 17 0.3581 8

타산업에 미치는 효과 1.7198 0.6082 10.7918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1.0000 0.2454 8.9945

합계 2.7198 0.8536 19.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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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 ↓ ↓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원) →

1.0000 1.7198 2.7198
320 550 870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억원) →

0.2454 0.6082 0.8536
79 195 273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10억원당)
→

8.9945 10.7918 19.7863

345.4 287.8 633.2

[그림 2-2] 무인자동화 해양관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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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산업체 연구개발 참여의향서

대양전기공업(주)

(주)미래해양

(주)빌리언이십일

소나테크(주)

(주)오션이엔지

(주)에이티에이

오션테크(주)

지마텍(주)

(주)해양기술ENG

(주)환경과학기술

(주)히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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