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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요 약 문

개요. Ⅰ

□ 기획연구 개요 

 ㅇ 사업명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 기획: AUV 
 ㅇ 연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2020 09 25 2021 02 24～
 ㅇ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 ( 백승재 책임연구원 : )
 ㅇ 공동연구기관 해랑기술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 어승섭 이사 : )

□ 기획연구 목적 

 ㅇ 해난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 투입 가능한 공중 수중 기동 · Flying AUV 

개발 주제의 혁신도전 프로젝트 연구테마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선정에 따라 해당 주제에 대한 사업 기획 연구 수행

□ 기획연구 범위 

ㅇ 국내외 관련 환경 분석 및 선진기술개발 동향 분석
ㅇ 관련 특허동향 및 전망 분석
ㅇ 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 기술개발 분야 도출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세부기술내용 세부과제 도출( ) 
ㅇ 세부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로드맵 수립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내용 및 범위 설정
ㅇ 사업기간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 정성적 성과목표 제시·
ㅇ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비용 추정 및 재원 조달 방식 제시
ㅇ 도출된 세부과제의 연구개발 제안요구서 작성(RFP) 
ㅇ 정책적 과학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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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Ⅱ

테마 관련 사회적 난제□ 
ㅇ 해난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레저선박 낚시어선 등 소형선박의 사, , 

고 빈도가 높으나 침몰 속도가 빨라 구조가 어려움
해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으로 인한 비 • 
용증가 및 관련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사회적 문제 야기

그림 1 해난사고 현황 출처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 ( : )

ㅇ 해난사고 수색 조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박과 잠수에 의존/
해난사고 발생 시 해경의 함정 구조헬기 등이 출동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 , • 
며 잠수사들의 수색 구조 활동에 의존, ‧
해난사고에서 기상악화 장비 부족 등으로 초동대응이 늦어져 대량의 인명피 , • 
해와 수색 구조 활동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

그림 2 잠수부 의존 수색 조사 좌 년 우 년 / ( : 1993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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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문제 발굴(As-Is)□ 
ㅇ 악천후 시 투입 가능한 무인이동체 부재

기존 해양 무인이동체는 모선 운용이 필수이므로 느린 이동속도로 인해 신속 • 
한 목표해역 투입 불가하며 막대한 선박 운용 비용 유발
모선 운용 불가능한 악천후 시 활용이 불가능하며 해양기상 조건에 의존적임- , 

ㅇ 해난사고 대응을 위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투입하여 해상 수중 목표물의 신·
속한 위치파악 및 현장 정보 전달 필요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서 신속한 위치 정보 획득은 후속 조치 대응의 효과를  •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소임
사고 발생시간 및 초기위치는 표류 예측 모델에 가장 중요한 입력정보로써- , 
부정확 정보는 예측 결과 오차율 급격 증가 초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 무인이동체의 개발을 통해 
해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긴요

문제 해결 임무(To-Be)□ 
ㅇ 해난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 투입 가능한 공중 수중 기동 · Flying AUV 

개발(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출동 후 시간 내 전 해상의 해상 수중 목표물 추적 및 초동대응을 위한 고속 1 ·• 
비행 해양무인이동체 개발

그림 3 운용 개념도 Flying AUV 

해난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 투입 가능한 공중 수중 기동 ·
해양로봇 개발을 통해 신속한 목표해역 투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구조 시간 단축(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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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분석. Ⅲ

수공양용형 무인이동체 기술 동향□ 
ㅇ 외에는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는 혁신 기술임US Naval Research lab‘ 

미국 해군연구소에서는 장거리 공중 비행 이동 후 목표 해역에서 수중 잠항 • 
을 통해 잠수함 추적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해양로봇 를 개발 최대Flimmer (
이륙중량 전장 날개길이 9.9Kg, 1.06m, 1.82m)

그림 4 공중 기동 및 공중 수중 천이 기동 Flimmer →

후속 모델은 최대 로 공중이동 최대 로 수중 이동 가능함이  111km/h , 6knots• 
확인되었으며 개발 중으로 알려짐, Flying Wanda Flimmer 

그림 5 수중 잠항 및 공중 수중 천이 기동 Wan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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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동향 
ㅇ 시장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방위 작업 및 심해 조사에서 사용 증가AUV 

로 년부터 년까지 연평균성장률 의 가파른 속도로 시장규모가 2017 2022 24.13%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는 더 좋은 탑재 하중 용량 증가 된 추진력 긴 내구성 및 깊이 용량을 가AUV , , 
지며 사람의 개입이 없으므로 가까운 미래에 는 로 대체 될 것으로 전ROV AUV
망됨

ㅇ 무인기 시장은 집계기관에 따라 다소 그 규모와 범위가 다르나 향후 년간 매10
년 씩 빠르게 성장하여 년에는 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10% 2023 125
되고 있음 특히 민간 무인기 시장은 연평균 이상의 급속한 성장세를 이. , 35% 
를 것으로 전망됨

□ 특허 동향 
ㅇ 는 태동단계를 기술로써 유사 특허가 검색되지 않으며 와 FlyingAUV , AUV UAV  

즉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특허 분석을 실시
ㅇ 핵심기술의 연도별 전체 특허는 년 후반부터 관련 기술의 출원이 확인되고 1990

있으며 년 초반에 들어 본격적인 출원 활동을 나타내고 이후 현재까지 증, 2010 , 
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ㅇ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전체특허의 기술 위치는 기술시장 성장단계 분석상 구, 1
간 년 년 부터 구간 년 년 까지 구간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1999 ~2003 ) 4 (2014 ~2018 )
의 계속적인 증가로 년대 기술태동기 거쳐 현재는 성장기의 단계에 있는 1990 , 
것으로 분석되며 국가별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모두 성장단계임, , , 

그림 6 특허 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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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년에 최다 출원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향후 출원량은 더 많아 질 , 2016 , 
것으로 예상됨 이는 년대 연구가 활발히 진행 후 현재까지 해난사고 신속 . 2010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핵심기술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을 의미AUV R&D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의 핵심기술은 현재 미국에서 주도AUV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 위치는 성장기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이 요구
되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 강화 및 이를 위한 국가 ,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D 

□ 논문 분석 
ㅇ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은 태동단계의 기술이므로 유의미한 동향 분석 결과 AUV , 

도출을 위해 수공양용형 의 핵심 요소인 와 기술에 대한 논문 분AUV AUV UAV 
석과 수공양용형 무인이동체 기술 대한 논문 분석을 수행

ㅇ 와 관련 논문은 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년을 기준AUV UAV 1994 2014
으로 활발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 논문 게재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7 연도별 논문 생산성 
ㅇ 연구논문의 키워드에 기반하여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 내의 키

워드간 연계성을 확인
의 경우 등이 - AUV path planning, underwater vehicle, deep sea, multi auv 

주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 경우 , UAV remote sensing, drone, drone, 
등과 연관성을 보임LiDAR 

와 는 등 요소기술과- AUV UAV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 antartica, sea 
등 활용 분야에서 연결 관계를 가짐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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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키워드 기반 워드클라우드 

ㅇ 수공 양용형 무인이동체 분야 논문은 년 최초 검색되며 이후 꾸준히 증가 2013
되고 있는 태동 단계의 기술로 파악됨

그림 9 논문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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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논문의 키워드에 기반하여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 내의 키
워드간 연계성을 확인

수공 양용형 무인이동체는 - unmanned aerial underwater vehicle, hybrid 
등으로 불리며 기술적으로는 수중 공중 천이aerial underwater vehicle , -

변형 기체 혼성 제어(water-air transition), (morphing structure), (hybrid 
등이 주요 관심 기술로 파악됨control) 

그림 10 키워드 기반 워드클라우드 

정책 동향□ 
ㅇ 국정과제 국정운영 개년 계획( 5 , 2017.07)

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와 해양영토 및 해양안전 강화 에 해당 4 (33, 34, 35) (62)• 
함

ㅇ 국가 상위계획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4 , 2018.02)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해난 사고예방 대응 및 신속 구난 시스 ‘ ’-‘( ) • ․
템 개발 과제에 해당함’

ㅇ 제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 (2018)
과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 에 해당하며 빠른 시일  1-2 ‘ ’ , • 【 】

내에 산업화가 기대되는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장비 로봇 친환경 해사, , · , 
산업 고부가 수산양식 등 대 분야의 기술개발에 전략적 지원 강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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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3 (2018~2022)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욕구 기대에 부응한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 
수 있는 권리인 국민안전 기본권 확보‘ ’ 
지진 화재 미세먼지 등 다양한 안전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 , •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기술개발 필요

ㅇ 해양경찰 중장기 발전전략 보고자료(VIP , 2018)
해양수색구조 기본체계 정립 신속한 도착시스템 마련 고난도 교육훈 ‘ ’, • – 

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현장요원 수중구조 역량 강화 구조장비 고도‘ ’, – 
화 및 체계적 관리 첨단 구조장비 도입 첨단 해양수색구조 시스템 구축‘ ’, ‘ ’, –
구조장비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에 해당함‘ ’

ㅇ 해양경찰 미래발전전략 비전 ( 2030 Plan)(2020)
해경은 미래발전전략의 대 핵심전략으로 스마트전략 기술 을 설정하고 무인 2 ‘ ( )’ , • 
이동체 공중 해상 수중 를 대 핵심 장비기술의 하나로 추진 ( - - ) 6
무인부대 신설 년 월 과 수색구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내 위치 파 (‘21 1 )• 
악 및 현장환경 대응기술 추진 대발전과제 재난 제 과제 장비 제 과제(9 : ( 4 ), ( 7 )
최종 수요자 운용자 로서 해경의 사업 참여 예정 협의 완료 * ( ) ( ) 

수공양용형 관련 규제 개관 AUV □ 
ㅇ 수공양용형 의 경우 상공운용 및 수중운용이 모두 가능한 양용장치이기에 AUV

이러한 기능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상공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무인항공기 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의 적용을  (UAV)• 
받을 수 있으며 수중운용과 관련해서는 또는 와 같은 장치에 해당, ROV AUV
될 것이므로 이들 장치와 관련된 규제의 검토가 필요함 

ㅇ 최근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은 무인비행기장치에 해
당함에 따라 항공법 의 규율을 받으며 그 외에도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 」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전파법 에 따른 규제 역시 드론과 관련되어 있음「 」

ㅇ 반면 현재 또는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개별법은 존재ROV AUV 
하지 않음

기존 해양로봇 과 기술에 기반하여 미 해군 연구소 및  (AUV, ROV) UAV • 

등 주도로 수공 천이 기술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Teledyne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공격적 수행 필요FlyingAUV R&D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해양로봇 수요가 존재하므로 개발을  FlyingAUV • 

통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공중 무인이동체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나 해양로봇에 대한 규제는 미비 • 

하며 향후 를 위한 정책 제언 필요, Flying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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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분석. Ⅳ

□ 분석 VoC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의 적용 분야 도출‘ AUV ’

과 그에 따른 장비 성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차 설문 해군 해경 등 실제 해양 재난 재해 구조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1 VoC : / /

대상으로 실시된 사전 수요 조사 결과로써 해양 로봇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수, 

요 청취

사고 초기에 신속대응을 위하여 다수의 잠수부가 투입되는 것과 같이 다수의 - , 

수중로봇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극한환경에서 수색 및 구난을 위해 수중, 

로봇이 반드시 필요함 일치 의견(100% )

사고해역 수색조사 시 어려운 점은 수중 시야확보 강한 조류 악천- , , ① ② ③ 

후 수중 위치인식 어려움이 를 차지, 89%④ 

악천후에도 운용이 가능하며 강한 조류에서 작업할 수 있는 수중로봇 기술 - , 

개발이 필요하고 수중 시야확보 및 위치인식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중, 

로봇 선단 개발이 필요함.

해양사고 발생 시 활용하는 수중로봇은 및 이므로 향후 악천후에도 - ROV AUV , 

투입할 수 있는 수중 로봇은 와 형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ROV AUV 

ㅇ 차 분석 결과 요약1 VoC 

긴급상황에서 해양 수색에 투입 가능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

ㅇ 차 설문 테스트베드 제공자인 동시에 실수요자인 해양경찰청의 수요를 2 VoC : 

청취하여 구체적인 장비 형상 및 성능 결정에 활용

해양 수색 구조 측면에서 악천후는 파고 기준 이상이라는 - · Sea state 4( 2.5m) 

답변이 강조류는 수색 구조 작업이 중단되는 이상이라는 답변이 77%, · 2 knots 

악시계는 잠수부 팔 인식 불가 혹은 이에 준하는 이하라는 답변이 53%, 1m 

로 응답 됨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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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현장에서 운용 가능한 해양로봇의 최대 날개길이는 가 가 - ~1m 23%, ~2m 51%

로 이하가 를 차지하며 운용 가능 최대 무게는 이 2m 74% , ~10kg 14%, 

이 이 로 이하가 를 차지~25kg 42%, ~50kg 37% 50kg 93%

해양 사고 현장에서 해양로봇에 요구되는 기능은 현장 해상 광학정보 침몰시 - ( ) , 

최종위치 침몰형상 수중 광학 소나 정보 순으로 나타남, , ·

해양 사고 현장에서 운용하기위해 적합한 요구되는 형상은 단일동체가 로 - 88%

조사되었으며 요구되는 운용 범위는 가 가 , ~10kmr 12%, ~25km 16%, ~50km

가 가 로 수준의 운용 범위를 제공하는 경우 이25%, ~100km 42% 100km 95%

상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수 있음을 의미

해양 사고시 해양로봇을 투입하는 예상 운용 지점은 육상과 해상 모두라는 - 

응답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선박보다 신속하게 이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62% , 

악하거나 혹은 선박 투입이 어려운 악천후 시 투입하여 신속한 현장 상황 파

악을 하고자하는 실 수요자의 요구에 기인

해양 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해양로봇을 위해 별도의 활주로 확보 가능 여부  - 

확인 설문에서 불가가 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선박과 육상 두 지점 모두84% , 

에서 해양로봇 투입을 원하는 수요에 기인

ㅇ 차 분석 결과 요약2 VoC 

사고 발생 시 고속이동하여 반경 현장에 시간 내 도착 후 현장  100km 1• 

광학 정보 전송 파고 기준( 2.5m, Sea state 4 )

목표물 침몰 시 수중 잠항 이상 하여 최종 침몰 위치 파악 및 (2knots ) • 

가시거리 이하 상황에서 광학 소나 정보를 통해 침몰 형상 파악 1m ·• 

기타 조건 최대 이내 최대 무게 내외 단일 동 : wing span 2~3m , 50kg , • 

체 육상과 해상 모두 활용을 위한 기능, V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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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계획전략 및 체계. Ⅴ

종합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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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 기존 ROV 기존 AUV 무인기+AUV 단일동체

운용 개념도

파고( 2.5m)≥ 불가 불가 가능 가능

수중 자율 이동 방식 불가 가능 가능 가능

진수시 선박 필요 여부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회수시 선박 필요 여부 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신속 재투입 가능 여부 불가 불가 불가 가능

운용 비용1) 上 上 中 下

운용 편의성2) 下 中 中 上

기술적 파급효과 下 下 中 上

표 1 운용 방식에 따른 비교 

사업 추진 방향 □ 
ㅇ 비전

비전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양로봇을 개발하여

국민 체감형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기여
구조 시간 단축( 30% )

목표
긴급상황 시 신속 투입되어 우리나라 영해의 해상 수중 목표물 추적을 개시하여 ·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수공양용형 해양로봇 개발로
원천기술 확보 및 해양 활동 안전 확보 해양탐사 시장 선점, 

ㅇ 사업화 전략

원천기술 
개발
TRL
2 6→

분내에 반경 내 해상 목표물의 광학 정보를 전송하고30 25Km ,
목표물 침몰 시 최대 수심 최대 속도로 최대 시간 이동하여10m 1knot 0.5

침몰 좌표와 수중에서 획득한 광학 소나 정보를 전송하는 ∙
원천 기술 확보 및 실해역 검증Flying AUV 

고도화 
및 실증

TRL
6 8→

시간내에 반경 내 해상 목표물을 탐색하여 광학 정보를 전송하고1 100Km ,
목표물 침몰 시 최대 수심 최대 속도로 최대 시간 이동하여100m 3knots 1

침몰 좌표와 수중에서 획득한 광학 소나 정보를 전송하고 복귀하는 ∙
개발을 통해 실증레코드 확보를 통한 사업화 및 수요부서 배치Flying AUV 

악시계 요구사항 반영 최종 침몰 위치 확인 및 수중 소나 광학 정보 전송 : ·• 
악천후 요구사항 반영 목표물 침몰 시 수중 잠항하여 조류에 따라 함께 이동 : • 
하며 최대 의 속도로 추종 조건, 3 knots (Sea state 4 )

1) 선박 비용 진회수 비용 회수 절차 등 고려 , , 
2) 운용 주체 해경 의 현장 투입 용이성 및 작업 효율성 (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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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개발 임무 요구도( ) □ 
ㅇ 임무 시나리오

임무형상 임무 내용 소요시간

임무지
이동

이격된 해상에서 원인미상으로 침몰중인 선박에서 보낸  25Km • 
구조신호에 기반해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 0.5 분30

임무
수행

광학정보 전송 • -

대상체 침몰시 상공 에서 수심 까지 초내 진입 5m 1m 60• 분1

최대 수심 최대 속도로 시간 이동하여 최종 침 10m 1knot 0.5• 
몰 위치 확인 분30

해수면으로 상승해 획득된 소나 광학 영상정보 및 위치 정보를  ·• 
전송 -

회수 수면 대기 후 인력 회수 • -

표 2 임무 시나리오 

그림 11 임무 개념도 Fly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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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수중 
잠항 조건

최대 수심 최대 속도 시간 잠항 수중 탐색 반경  10m , 1knot , 0.5 ( 0.5Km)• 
이미지 소나 광학 영상 및 온도 측정 , • 

공중 
비행 조건

거리 분 이내 도달 공중 탐색 반경  25Km 30 ( 5Km)• 
광학 영상 및 온도 측정 • 

운용 환경
수중 : Sea state 4• 
공중 풍속  : 14m/s• 
운용온도 강우 습도 상대습도  : -32 ~ 43 , : 3mm/hr, : 95%• ℃ ℃

기타
초내 수 공 천이 완료 상공 수심  60 - ( 5m ~ 1m)• 

수직 이착륙 기능 • 
총 중량 이하 50Kg • 

표 3 임무 수행 조건 

ㅇ 수중에서 반경 공중에서 반경 탐색 가능하나 임무 시나리오에서는 0.5Km, 5Km 
반영하지 않음

기술고도화 및 실증 임무 요구도( ) □ 
ㅇ 임무 시나리오

임무형상 임무 내용 소요시간

임무지
이동

이격된 해상에서 원인미상으로 침몰중인 선박에서 보낸  100Km • 
구조신호에 기반해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 1 분60

임무
수행

광학정보 전송 • -

대상체 침몰시 상공 에서 수심 까지 초내 진입 5m 1m 30• 분1

최대 수심 최대 속도로 시간 이동하여 최종 침몰  100m 3knots 1• 
위치 확인 혹은, 분30

해수면으로 상승해 획득된 소나 광학 영상정보 및 위치 정보를  ·• 
전송 -

귀환 수심 에서 상공 까지 초내 부상 후 출발 위치 혹은 지 1m 5m 30• 
정된 위치로 복귀 분60

표 4 임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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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임무 개념도 Flying AUV 

수중 
잠항 조건

최대 수심 최대 속도 시간 잠항 수중 탐색 반경  100m , 3knots , 1 ( 1.5Km)• 
이미지 소나 광학 영상 및 온도 측정 , ;• 

공중 
비행 조건

거리 분 이내 도달 공중 탐색 반경  100Km 60 ( 25Km)• 
광학 영상 및 온도 측정 • 

운용 환경
수중 : Sea state 4• 
공중 풍속  : 14m/s• 
운용온도 강우 습도 상대습도  : -32 ~ 43 , : 3mm/hr, : 95%• ℃ ℃

기타
초 이내 수 공 천이 완료 상공 수심  30 - ( 5m ~ 1m)• 

수직 이착륙 기능 • 
총 중량 이하  50Kg • 

표 5 임무 수행 조건 

ㅇ 임무 수행 중 수중 혹은 공중의 대상체 특정 불가 시 개 추가 임무추가 선별 , 1
수행

임무 내용 소요시간

해상 대상체 특정 불가 시 해상 반경 선회 탐색 , 25Km • 분30

수중 대상체 특정 불가 시 수중 반경 선회 탐색 , 1.5Km • 분60

표 6 선택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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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기술 수요조사 및 중점 기술 도출□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개발을 위한 산학연 기술개발수요AUV 

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수요조사 실시
ㅇ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 회의를 통해 제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술개발과제 후보 도출
ㅇ 도출된 기술개발 후보과제에 대하여 기획위원 및 관련 전문가 대상 우선순위 

설문평가 후 우선순위 상위과제를 중점기술과제로 도출함

번호 기술개발 수요 과제
1 연구선 및 해양과학기지 연동 운용 최적화 기술 개발AUV 
2 의 광역 운영을 위한 다중 홉 기반 해상 무선통신 기술 Flying AUV
3 기반 장거리 해양통신 기술Cloud-Radio Access Network (C-RAN) 
4 함정 또는 지상의 관제 시스템과 와의 오프로딩 기술 Flying AUV
5 장거리 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 기술
6 수중영상 융합시스템 및 입체가시화 기술 개발 
7 디지털 기반 수공양용형 시험평가 기술AUV 
8 가변 구조형 플랫폼 기술 개발 Transform 
9 수공양용형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유기반도체용 봉지막 기술 개발 AUV 
10 인공지능 기반 수중 위치 추정 기술 개발Flying AUV 
11 용 장거리 빅데이터 전송을 위한 영상 압축 및 변환 기술 개발Flying AUV
12 운용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개발Flying AUV (M&S) 
13 시각동기 음향신호를 이용한 수공양용형 의 수중합법 시스템 개발 AUV

14
위치정보 을 이용한 정보 획득 및 분석 Flying AUV fusion sonar 

를 이용한 운용기술 개발simulator
15 기반 천해역 수심측량 기법 개발 Flying AUV 
16 용 장거리 빅데이터 전송을 저궤도 위성 시스템 개발Flying AUV
17 수공양용형 를 위한 발수 방오 표면처리 된 고에너지밀도 리튬금속전지 개발AUV &
18 기체 형상 개발 Flying AUV 
19 덕트 프로펠러 시스템 개발Flying AUV 
20 조종면 구성 및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21 수공양용형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AUV ·
22 다중 협업 임무 기술flying AUV 
23 수중 절대 위치 및 상대위치 정밀 추정 기술
24 공중 차원 복합 정보 지도 및 최적 경로 생성 기술 3
25 해저 침몰 선박의 재구성 기반 상태 모니터링 기술3D 
26 소나 및 영상 학습 기반 수중 목표물 인식 및 추종 제어 기술
27 수공양용 의 수공전환 자율판단 및 제어 기술 개발AUV
28 수공양용 의 자율 임무관리 및 전환 기술AUV
29 기반 제주 해역 탐사 기술 개발FlyingAUV 
30 의 수 공 운용 변환에 따른 선체 설계 및 운용 기술Flying AUV -
31 고 충격하중을 견디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32 수공양용형 시스템 개발AUV Launcher 
33 수상 착륙시 천이를 위한 항법 좌표계 정렬 
34 수륙 양용 드론과 도킹AUV 

표 7 기술개발 수요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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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i

ㅇ 제안된 개 기술의 유사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획위원회에서 분류 및 통합34
하여 12개의 기술개발 후보과제를 도출

ㅇ 중점 고려대상 기술 선정을 위해 평가항목은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개발 가능, 
성 기술적 파급성 경제적 파급성 정부지원 타당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설정, , , 

ㅇ 총 명의 내 외부 전문가 설문 결과 기술개발 후보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28 ·
도출하고 개 과제 중 이동체 관련 분야 개 통신 관련 과제 개 자율운용 , 12 4 , 4 , 
관련 과제 개로 정리됨4

번호 기술개발 후보과제 과제 개요

1
수공양용 활용 기술 AUV 

개발
수공양용 를 연구선이나 해양과학기지등과 연동하AUV
여 수심측량 환경 생태 파악 등 다양한 활용 기술 개발, /

2
수공양용 이동체 AUV 

개발
수공양용 기체 형상 추진 시스템 고 충격하중 수AUV , , 
공 변환에 따른 특화 설계를 통한 이동체 개발-

3
수공양용 AUV 

운영시스템 개발
수공양용 기체 운용을 위한 고신뢰 운영시스템 및 AUV 
모델링 시뮬레이션 시험평가 기술 개발, , 

4
수공양용 를 위한 AUV

소재부품 개발
수공양용 최적화를 위한 유기반도체용 봉지막 기AUV 
술 에너지원 기술 런쳐 시스템 개발, , 

5
수공양용 무선 통신 AUV 

시스템 개발
수공양용 임무지원 및 제어를 위한 통신 장비 개AUV 
발

6
수공양용 해상 광역 AUV 

무선통신 기술 개발
제어 정보 광역 전송이 가능한 무선 통신 기술 개발

7
수공양용  해상 AUV 
영상 통신 기술 개발

수공양용 다채널 영상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고속 AUV 
무선통신 기술 개발

8
기반 장거리 C-RAN 

해양통신 기술
기반 장거리 해Cloud-Radio Access Network (C-RAN) 

양통신 기술

9
수공양용 항법 기술 AUV 

개발

수중과 공중 모두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
중항법 센서 퓨전 위치 추정 수공 천이 시 항법 좌표, , , 
계 정렬 기술 등의 개발

10
수공양용 자율 제어 AUV 

기술 개발
자율운용을 위한 복합 정보 지도 및 최적 경로 생성 수, 
공전환 자율 제어 자율 임무관리 기술 개발, 

11
수공양용 목표물 AUV 
모니터링 기술 개발

소나 및 광학 기반 수중 영상 융합과 입체 가시화 및 
수중 목표물 인신과 추종 기술 개발

12
수공양용 자율성 AUV 
향상 원천기술 개발

이동체의 한정된 컴퓨팅 자원 제약하에서 신속한 연산
을 위한 로드 오프로딩 다중 이동체 협업 기술 목표물 , , 

재구성 기술 개발3D 

표 8 기술 개발 후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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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

우선순위　 중점기술 과제명　 점수 분야

1 수공양용 이동체 개발AUV 91.5 이동체

2 수공양용 목표물 모니터링 기술 개발AUV 88.5 자율운용

3 수공양용 항법 기술 개발AUV 88.4 자율운용

4 수공양용 무선 통신 시스템 개발AUV 88.0 통신

5 수공양용 자율 제어 기술 개발AUV 87.8 자율운용

6 수공양용 해상 광역 무선통신 기술 개발AUV 87.6 통신

7 수공양용 해상 영상 통신 기술 개발AUV 87.0 통신

8 수공양용 운영시스템 개발AUV 86.5 이동체

9 수공양용 활용 기술 개발AUV 82.6 이동체

10 수공양용 자율성 향상 원천기술 개발AUV 80.9 자율운용

11 수공양용 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AUV 80.0 이동체

12 기반 장거리 해양통신 기술C-RAN 78.7 통신

표 9 중점기술 과제 

ㅇ 전체 연구비 규모 및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전략 추진과제를 선정함
본 사업에서는 가지 전략과제로 구분하고 상위 개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개 3 8• 
발을 추진하고자 함

ㅇ 전략과제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1: Flying AUV 
세부과제 구성 • 

이동체 개발- Flying AUV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 Flying AUV 

ㅇ 전략과제 자율 운용 기술 개발2: Flying AUV 
세부과제 구성 • 
수공 양용 절대위치 보정 및 복합 항법 기술 개발-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 
수중 영상 강화 및 목표물 가시화 기술 개발- 

ㅇ 전략과제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3: Flying AUV ·
개발

세부과제 구성 • 
임무수행 지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Flying AUV 
제어정보 고신뢰 전송을 위한 해상 통신 기술 개발- Flying AUV AI 
수중영상 무손실 전송을 위한 해상 통신 기술 개발- Flying AUV D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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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사업 수행계획 및 추진전략. Ⅵ

과제 구성 □ 

구분 과제명

핵심 기술 1-1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Flying AUV 

세부기술  1-1-1 이동체 개발Flying AUV 

세부기술  1-1-2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Flying AUV 

핵심 기술 1-2 자율 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세부기술  1-2-1 수공 양용 복합 항법 기술 개발

세부기술  1-2-2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

세부기술  1-2-3 자율 임무 관리 및 획득 결과 강화 기술 개발

핵심 기술 1-3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Flying AUV ·
발

세부기술  1-3-1 임무수행 지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Flying AUV 

세부기술  1-3-2 제어정보 고신뢰 전송을 위한 해양 통신 기술 개발Flying AUV AI 

세부기술  1-3-3 수중영상 무손실 전송을 위한 해양 기술 개발Flying AUV DTN 

표 10 과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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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Flying AUV □ 

전략목표 수중 이동과 공중 이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수공양용형 해양로봇 개발 AUV • 

성과목표
질적( )

경량화 동체 설계기술 및 운용환경을 고려한 방수구조 설계 • 
복합운영의 움직임 특성에 적합한 추진 시스템 제어시스템  , • 
통합 운영시스템 기술 개발 • 

ㅇ 필요기술 경량 방수 구조 설계 수중 상공에서의 환경특성을 고려한 동체 ( 1. ) /
경량화 및 방수 기술 개발

동체 좌굴해석을 이용한 변형 및 파단 해석 기반 최적 립 구조와 경량 설계 • 
립 구조의 강도 및 파단을 보상하기 위한 구조물 - (Rib) : 

수중 운용 시 추진시스템의 방수구조 기술 개발  • 
ㅇ 필요기술 수중 공중 단일 추진 시스템 수중과 상공의 추진 특징을 반영한 ( 2. ) 

단일 추진 시스템 및 제어시스템 설계 개발
다상 유동 공기 물 조건의 추진 요구도를 만족하는 추진 시스템 구성 ( , ) • 
고속 회전과 고 토크의 최적점을 만족하는 추진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 
추진 시스템을 이용한 수중 상공에서의 제어 알고리즘 기술 개발 /• 
수공양용형 의 거동 시뮬레이터 설계  AUV• 

ㅇ 필요기술 통합 운영시스템 초동대응 및 수공양용 의 운용을 위한 신속 ( 3. ) AUV
정보 전달 목적의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 

해양의 수중 상공의 운용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 설계 개발  /• 
운용자 기반의 가독성 높은 운용 시스템 제공 기술 개발 • 
구인 구난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신속전달 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 

ㅇ 성과지표 및 사업평가 방안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기준

 Flying AUV 
이동체 개발

동체의 총 무게 이하 50Kg (In Air) 실측 데이터 검증
내압검증   압력 이하  3bar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최종 완성 동체 식3 시작품 확인

비행 능력 시간 내 0.5 25Km 
비행

이상 공중 이동 혹은 1km 
이상 수중 이동에 대한 50m 

속도 평균값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논문 특허 데이터 확인/

잠항 능력 로 시간 1knot 1
잠항

수 공 천이 기능- 초내 상공 60 5m ~ 
수심 천이1m 

Flying AUV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

거동 시뮬레이터 식1 설계서 전문가 평가 
논문 특허 데이터 확인/

관제 시스템 설계
데이터 가시화 및
운용 관측시스템 ․

식 1

시작품 확인 및 설계서 
전문가 평가

표 11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xxii

자율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 

전략목표 수공 복합 환경에서의 연속적 임무 수행을 위한 의 자율 운용 기 Flying AUV• 
술 개발

성과목표
질적( )

수공 양용 복합 항법 기술 개발 •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 • 
자율 임무 관리 및 획득 결과 강화 기술 개발 • 

ㅇ 필요기술 복합 항법( 1. Flying AUV ) 수공 양용 절대위치 보정 복합 항법 기술 개발
수중 및 공중 환경에서 함께 사용가능한 복합 항법 기술 • 
수중 및 공중 환경에서 목표물 탐색 및 인식 기술 개발 • 
수중 목표물의 추적을 위한 광학 소나 영상 기반 상대 위치 추정 기술 /• 

ㅇ 필요기술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제어 수공 복합 환( 2. Flying AUV ) Flying AUV 
경에서의 연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자율 제어 기술 개발

수공 과도구간 제어 전환을 포함한 수공 복합 환경 제어 관리 기술 • 
의 공중 이동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이착륙 및 공중 이동 제어기술  Flying AUV• 
의 수중 탐색 및 목표물 자율 추적을 위한 수중 자율 제어 기술 Flying AUV• 

ㅇ 필요기술 자율임무관리 ( 3. ) 자율임무 관리 및 획득 결과 강화 기술 개발Flying AUV 
자율 운용을 위한 임무 관리 및 자율 선택 기술 Flying AUV • 

선명한 수중 상황 파악을 위한 광학 소나 영상 품질 개선 및 가시화 기술 /• 
ㅇ 성과지표 및 사업평가 방안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 기준

수공 
양용 
복합 
항법 
기술

복합항법 성능 공중 1m CEP,
수중 20m CEP

수중 공중 각 환경에서 분 이상 이동 및 항법 / 15
성능 산출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중 목표물 인식 

평균정밀도 70% 기준Averaged precision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중 목표물 
상대위치 자세 /

추정 성능 
2m,10deg 

@15m, 2NTU
이격거리 기준15m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공 
복합환

경 
자율제
어 기술

수공 과도구간 
전환 성공률  70% 공중 에서 수중 까지 상태 전환 성공률5m 1m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착륙 위치 정밀도 5m 목표 착륙 위치 대비 이격 거리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중 목표물 추적 
성공률 70% 한계수심까지 침몰하는 목표물 추종제어 성공률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자율운
용 임무 

수행 
기술

자율임무 성공률 70%
임무 후 지정위치 복귀 성공률 

임무정상수행 이상상황 대응 자율판단( / )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임무 행위 모드 개10
자율 운용 임무 모드 수 

이착륙 이동 수공전환 탐색 추적 등( / / / / )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중 
영상품질개선도 50% 광학 소나 영상의 비율 기준/ CNR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표 12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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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Flying AUV ·□ 
기술 개발

전략목표 수공양용형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AUV ·• 

성과목표
질적( )

수공양용형 임무수행 지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AUV • 
수공양용형 제어정보 고신뢰 전송을 위한 해양 통신 기술 개발 AUV AI • 
수공양용형 수중영상 무손실 전송을 위한 해양 기술 개발 AUV DTN • 

ㅇ 필요기술 임무지원 통신 시스템 수공양용형 다중 프로토 ( 1. Flying AUV ) AUV 
콜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운용환경 예 전송율 임무수행 경로 등 변화에 따른 적응형 다 Flying AUV ( , , , ) • 
중 프로토콜 스위칭 기술 
수공용형 수중 임무수행 단계별 통신시스템 해수 노출에 의한 파손 부식 AUV /• 
분실 처리 대응 기술 /

ㅇ 필요기술 제어정보 고신뢰 광역 전송 단계별 임무 ( 2. Flying AUV · ) Flying AUV 
지원 시 끊김없는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해상 고신뢰 광역 전송 AI ·
무선전송 기술 개발

해상 고신뢰 광역 통신 수공용형 을 고려한 기반  · : AUV Jittering AI Predictive • 
빔형성 기술 개발

ㅇ 필요기술 수중 영상정보 무손실 전송을 위한 기술 수중 ( 3. DTN ) Flying AUV 
영상 무손실 전송을 위한 Delay/Disruption Tolerant Network Bundle Protocol 

설계 및 구현 기술 개발  (DTN-BP) 
가 잠항 시 촬영한 광학 소나 정보를 손실없이 전송하기 위한 전파 Flying AUV ·• 

지연 및 단절에 강인한 기반 설계 및 구현 기술개발 Bundle Protocol DTN 
단계별 임무수행 시나리오를 고려한 운용 최적화  Flying AUV Flying AUV • 

설계 및 구현 기술 개발 DTN-BP 

ㅇ 성과지표 및 사업평가 방안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또는 평가기준

전송거리 25km 
이상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전송거리 전송률 패킷에러손실율 동시 달성 여부 확인 / /

예 영상( , : 10Mbps@25km@0.001%) 

전송률
제어정보

1Kbps 
이상

(50km/h 
이동시)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3GPP TR 22.829 KPI for command and control 

기준communication 
급 영상 영상 전송 고려 HD (720p) 

전송거리 전송률 패킷에러손실율 동시 달성 여부 확인/ /
예 영상( , : 10Mbps@25km@0.001%)영상정보 10Mbps 

이상

패킷
에러손
실율 

제어정보 0.01% 
이하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및 3GPP TS 23.203 V2X Message Conversational Video 

기준Service requirement 
전송거리 전송률 패킷에러손실율  동시 달성 여부 확인 / /

예 영상( , : 10Mbps@25km@0.001%)
영상정보 0.001% 

이하

표 13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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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성과물□ 

핵심기술 최종 성과물 주요 특징 요구 성능( , Spec) 평가방법

Flying 
AUV 

이동체 
및 운영 
시스템 
개발

Flying AUV 
이동체

공중 최대 운용 시간 (0.5hrs)
시작품 확인 및 실험
데이터 비교
논문 특허 데이터 확/
인
시험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

수중 최대 이동 속도 (1knots)

수중 최대 허용 수심 (10m)

수중 최대 운용 시간 (1hrs)

수중 공중 천이 시간 이하/ (60sec )

시스템 통합 및 최종 완성 동체 식3

Flying AUV 
통합 

운영시스템

통합 관제 시스템 설게 제작 및 기본 , 
기동을 가능케 하는 제어 기술

시작품 확인 및 설계
서 전문가 평가

Flying 
AUV 
자율 
운용 
기술

수공 양용 
절대위치 
보정 복합 
항법 기술

복합항법 성능
공중 수중 ( 1m CEP, 20m CEP)

시험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수중 목표물 인식 평균정밀도 (70%)

수중 목표물 상대위치 자세 추정 성능 /
(2m,10deg@15m, 2NTU)

수공 
복합환경 
자율제어 

기술

수공 과도구간 전환 성공률 (70%)

시험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

수상 착륙 위치 정밀도 (5m)

수중 목표물 추적 성공률 (70%)

수중 
광학 소나 /
영상 품질 
개선 기술

자율임무 성공률(70%)

시험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

임무 행위 모드 개(10 )

수중 영상품질 개선도(50%)

F l y i n g 
임AUV 

무 수 행 
지 원 을 
위한 해
상 광역·
초 고 속 
무선통신 
기술 개
발

전송거리 이상25km 

시험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

전송
률

제어
정보

이상1Kbps 
이동시(50km/h )

영상
정보 이상10Mbps 

패킷 
에러
손실
율

제어
정보 이하0.01% 

영상
정보 이하0.001% 

표 14 목표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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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ㅇ 년도부터 년도까지 총 년간 정부출연금 총 억원으로 투자를 계획 ’22 ’25 4 292.9

하여 사업추진 

년도                 
구분         ’22 ’23 ’24 ’25 계

정부출연금 5,498 7,789 8,462 7,544 29,293

계 5,498 7,789 8,462 7,544 29,293

표 15 연도별 정부출연금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 )

ㅇ 년도부터 년도까지 총 년간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 에  ’22 ’25 4 “Flying AUV ”
약 억원 자율 운용 기술 개발 에 약 억원 통신 171 , “Flying AUV ” 52 , “Flying AUV 
시스템 기술 개발 에 약 억원 투자를 계획하여 사업추진” 46

ㅇ 혁신도전 프로젝트 탐색형 사업단 운영비 기준 년 착수사업 기준 (’22 )
연 억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사업단 특성 총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 5.5 , • 
감할 예정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내 연구단 예산 억원 년 내외 의 운영비 억원 년  ( 100 / ) (5.4 , ’19• 
기준 와 시범사업단 운영비 연 억원 를 참조하고 탐색형 사업의 규모를 고려) ( 5 )
하여 책정 

과제 ’22 ’23 ’24 ’25 계

사업단 운영비 550 550 550 550 2,200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Flying AUV 
개발 2,976 4,364 4,862 4,994 17,196

자율 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822 1,725 1,900 850 5,297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Flying AUV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

개발
1,150 1,150 1,150 1,150 4,600

계 5,498 7,789 8,462 7,544 29,293

표 16 과제별 연도별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 : )

세부과제의 연도별 예산액은 다음과 같음□ 
ㅇ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 총 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 Flying AUV : 2

며 이동체 개발에 약 억 운영시스템 개발에 약 억의 예산을 책정, 118 , 53
ㅇ 자율 운용 기술 개발 총 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공 Flying AUV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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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절대위치 보정 복합 항법 기술 개발에 약 억 수공 복합환경 자율 제어22 , 
기술 개발에 약 억 수중영상 강화 및 목표물 가시화 기술개발에 약 억의 19 , 10
예산을 책정

ㅇ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총 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Flying AUV : 3 , 
를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에 약 억 운용 제어정보 전송을 위Flying AUV 24 , 

한 해상 광역 통신 기술 개발에 약 억 영상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초고속 10 , 
통신 기술 개발에 약 억원의 예산을 책정10

과제 세부과제 ’22 ’23 ’24 ’25 계

Flying AUV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

이동체  Flying AUV 
개발 2,026 3,173 2,857 3,825 11,881 

통합  Flying AUV 
운영시스템 개발 950 1,191 2,005 1,169 5,315 

총계 2,976 4,364 4,861 4,993 17,196 

표 17 과제 연도별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1-1 ( : )

과제 세부과제 ’22 ’23 ’24 ’25 계

Flying AUV 
자율 운용 
기술 개발

수공 양용 복합 항법 
기술 개발 334 775 824 362 2,295

수공 복합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 278 635 691 348 1,952

자율임무 관리 및 
획득결과 강화 기술 210 315 385 140 1,050

총계 822 1,725 1,900 850 5,297

표 18 과제 연도별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1-2 ( : )

과제 세부과제 ’22 ’23 ’24 ’25 계

Flying AUV 
임무수행 지
원을 위한 해
상 광역 초고·
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임무수행 지Flying AUV 
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610 610 610 610 2,440

제어정보 고Flying AUV 
신뢰 전송을 위한 해양 

통신 기술 개발AI 
270 270 270 270 1,080

수중영상 무Flying AUV 
손실 전송을 위한 해양 

기술 개발DTN 
270 270 270 270 1,080

총계 1,150 1,150 1,150 1,150 4,600

표 19 과제 연도별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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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타당성 분석. Ⅶ

정책적 타당성 □ 
ㅇ 상위계획 부합성 문재인 정부 대 국정과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해양수( ) 100 , 4 , 

산 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제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제 차 , 3 , 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해양사고 저감과 안전한 바다 이용이, 
라는 측면에서 사업 계획 부합성이 높음

ㅇ 관련 법 동향 및 시사점 국토교통부는 년 월 항공안전법 제 조제( ) 2017 11 , 129 5「 」
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 312 2 1 3「 」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는
데 이는 지상 또는 해상에서 운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규, 
칙으로서 향후 의 실증영역에서 사전에 고려되어할 것으로 보임Flying AUV
해중 영역에서 운용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규정은 현재 없는 • 
상황이고 이를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국제법 체계도 논의가 부족한 상황으로 , 
향후 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될 때에는 다각도의 전문가 검토 및 지원 제도 법률( )
가 제출되어야할 것으로 판단

기술적 타당성□ 
ㅇ 기획과정의 적절성 지속적인 기회회의를 통해 사업의 비전목표 등 상위체계와 ( ) 

기술분과별 내역사업 대과제 중과제 기획 내용의 부합성 검토 및 기획 수준 조
정 분과간 균형기획 측면의 조정

ㅇ 유사과제 중복성 사업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도 점 기준 유사과제 중복성( ) , 50
이 없는 것으로 증명

ㅇ 사업관리 측면
사업단장 주도의 연구 관리 및 추진단장 중심 추진단과의 연계를 통한 R&D • 
제도개선사항 발굴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사업단장 선정 추진계획 안 마련 등 사업의 주요 사항( ) , ( ) • 
을 심의하고 결정
사업단장 프로젝트 기획 선정 관리 평가 전주기 지원에 대한 총괄 관리자로서 ( ) - -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 배분 안 수립( ) 
추진단장 기획 방향에 부합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사업단장에게 모니터링 피( ) ·• 
드백 제공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추진·
연구팀 세부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팀으로서 사업단장과 유기적인 연구협력 ( ) • 

속에서 최고의 연구성과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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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업무추진체계 

경제적 타당성□ 
ㅇ 기대효과 본 연구개발사업은 바다를 일상생활과 경제 산업 활동에서 보다 안( ) , 

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의 유용성을 확보하는데 목적
이 있음

해난 사고 저감 입체적이고 정확한 해양구난 정보 획득으로 해양공간에서  ( ) • 
이루어지는 각종 해양 재난재해를 저감시킬 수 있음
실수요자 중심의 연계 해양 공간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해난 사고 ( ) • 
를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경 등이 본 기술개발의 성과를 활용하게 됨으
로써 사용자 중심 연구개발사업으로 수렴
해양신산업 창출 첨단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로 해양 사고 구난 책 ( ) AUV • 
임기관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산업적 가치 창출, 
로 이어져 해양무인이동체 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견인  

ㅇ 부가가치 창출 전세계 해양무인이동체시장 규모는 년 기준 조 억( ) 2030 9 3,650
원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목표 시장점유율 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해양무인이5%
동체산업은 년 기준 억원의 매출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 2030 4,682

ㅇ 인명피해 저감 인명피해 저감 기여율을 로 가정하고 향후 연구개발사업이 ( ) 30%
사업 실증화까지 성공한다면 해양사고 기준 약 명의 사망 실종 인명피해를 , 31 ( )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해양사고 예산 저감 기술 실증화에 성공하여 해양사고 저감에 기여한다( ) 30% 
면 해양경찰청 해난 사고 구조 예산의 절감 요소는 연간 억원에 이를 것355.7
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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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Ⅷ

사회 문화적 측면·□ 
해양 사고 신속 초동 대응 및 정확한 수중 수상 위치 파악을 통한 국민 체감  /• 
안전로봇 국민 안전을 위한 로써의 파급력R&D☞ 

AS-IS TO-BE

수중 로봇 혹은 모선의 느린 이동 속도 ⇒ 고속 상공 이동 신속성 제공-> 

ㅇ 해양 환경에서의 로봇 운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 대두
쿼드콥터 등 기존의 수중 상공 로봇을 해양에서 운용하는 경우 , ROV, AUV / , • 
목표 해역에 운용인력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급변하는 해양에 노출된 운용 , 
인력의 안전성 저해요소로 작용됨
모선 운용이 필수적인 기존 해양로봇은 모선 운용이 불가능한 악천후 시 활 • 
용이 불가능하며 해양 기상 조건에 의한 운용 안전성 및 작업 연속성 저해 , 
가능

기술적 측면□ 
수 공 천이 가능 로봇 기술 개발로 원천 기술 확보 및 연속적 해양 관측 데이 ·• 
터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AS-IS TO-BE

악천후 시 수중 로봇 혹은 모선 운용 
불가 ⇒ 목표 해역 도달후 잠항 가용성 향상-> 

ㅇ 해양 로봇 기술 개발 수요 지속 발생
기존 상공 로봇은 육상 환경을 가정하여 제작됨에 따라 해양 환경에서 활용 • 
하는 경우 해수 노출로 인한 드론의 직 간접적인 파손 및 분실 위험성 존재․
기존의 해양 무인 이동체는 자항 능력이 없거나 혹은 극도로 느린 이동속도 , • 
로 인해 신속한 목표 해역 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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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 
해양환경에서의 적극적 로봇 활용 가능 기존 로봇 대체 및 해양 과학조사 시 (• 
장 선점)

AS-IS TO-BE

수중 로봇은 모선 운용이 필수임( ) 母船 ⇒ 모선 운용 불필요 경제성 제고-> 

ㅇ 모선 운용 필요성으로 인한 해양환경 로봇 활용 제약 존재
기존의 수중 상공 로봇을 해양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선 운용이 필수적이 /• 
나 모선 운용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적극적인 로봇 활용에 경제적 걸림돌로 
작용
해양 탐사 시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존재하며 해양 로봇에 대한 수요  • 
존재

정책적 측면□ 
드론 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장 창 , 4• 
출 및 신규 고용 창출 필요성 대두
로봇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해양 분야의 적극적인 드론 도입을 통한 기반  VR• 
해양 원격 탐험 탐사 등 신 성장 동력 발굴 필요/
연속적인 해양 환경 데이터 축적을 통한 해양 관리 구축 Big-data /• 

부가적 파급효과□ 
ㅇ 해양 구조물 관리 해양 재난 재해 대응 해양 과학 조사 지원 수산업 활성화, , , , ․

해양 방위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파급효과

그림 14 활용 Fly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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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군사적 측면 차원 실시간 무인 해양 방위 시스템 구축 가능( ) 3☞ 
공중 수상 수중을 아우르는 신개념 무인 방위 시스템 구축 및 기존 해양 관 , , • 
측 시스템과의 연동 연계를 통한 차원 국가 해양 관측 시스템 구축3․

ㅇ 환경적 측면 광역 해양 수심별 관측 정보 제공 가능( ) ☞ 
적조 고수온 해파리 저염수 등 방대한 해양 영역의 다차원 수심별 관측 정 , , , • 
보 필요 현장에 투입
우리나라는 수년간 적조 발생으로 인해 어류 폐사 등과 같은 막대한 어업 피- 
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조 피해액 및 지속기간은 년 최대치를 기록한 , 2013
후 점차 피해액 및 지속기간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년 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에 이례적인 고수온 - 2016 8
현상이 발생하여 양식생물 대량 폐사가 발생
최근 수온 상승 연안오염 및 수산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의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대량 출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매년 해파리로 인해 어업 및 관광업에 끼친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수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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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1 개요 
가 기획연구 배경 및 필요성. 

테마 관련 사회적 난제□ 
ㅇ 해난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레저선박 낚시어선 등 소형선박의 사, , 

고 빈도가 높으나 침몰 속도가 빨라 구조가 어려움

그림 1 해난사고 현황 출처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 ( : )
 

해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으로 인한 비 • 
용증가 및 관련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사회적 문제 야기

그림 2 해난사고 수색 장기화 년 월 한달 간 주요 사고 (202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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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난사고 수색 조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박과 잠수에 의존/
해난사고 발생 시 해경의 함정 구조헬기 등이 출동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 , • 
며 잠수사들의 수색 구조 활동에 의존, ‧
해난사고에서 기상악화 장비 부족 등으로 초동대응이 늦어져 대량의 인명피 , • 
해와 수색 구조 활동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

그림 3 잠수부 의존 수색 조사 좌 년 우 년 / ( : 1993 , : 2016 )

 

문제 발굴(As-Is)□ 
ㅇ 악천후 시 투입 가능한 무인이동체 부재

기존 해양 무인이동체는 모선 운용이 필수이므로 느린 이동속도로 인해 신속 • 
한 목표해역 투입 불가하며 막대한 선박 운용 비용 유발
모선 운용 불가능한 악천후 시 활용이 불가능하며 해양기상 조건에 의존적임- , 

ㅇ 해난사고 대응을 위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투입하여 해상 수중 목표물의 신·
속한 위치파악 및 현장 정보 전달 필요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서 신속한 위치 정보 획득은 후속 조치 대응의 효과를  •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소임
사고 발생시간 및 초기위치는 표류 예측 모델에 가장 중요한 입력정보로써- , 
부정확 정보는 예측 결과 오차율 급격 증가 초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 무인이동체의 개발을 통해 
해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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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임무(To-Be)□ 
ㅇ 해난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 투입 가능한 공중 수중 기동 · Flying AUV 

개발(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출동 후 시간 내 전 해상의 해상 수중 목표물 추적 및 초동대응을 위한 고속 1 ·• 
비행 해양무인이동체 개발

그림 4 운용 개념도 Flying AUV 

해난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 투입 가능한 
공중 수중 기동 해양로봇 개발을 통해 ·

신속한 목표해역 투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구조 시간 단축(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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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획연구 목적 및 내용. 

기획연구 목적□ 
 ㅇ 해난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 투입 가능한 공중 수중 기동 · Flying  AUV 

개발 주제의 혁신도전 프로젝트 연구테마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선정에 따라 해당 주제에 대한 사업 기획 연구 수행

핵심기준 검토 결과

목표의 
명확성

해난사고 시 악천후의 환경에서도 신속한 초동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해결
하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하며 공중비행 수중잠항이 가능한 이동체를 개발하, /
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함

도전성
공중 수중 이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무인이동체는 세계적으로도 연구 태동단계/
에 해당할 정도로 도전적임

혁신성
무인잠수정을 공중으로 날려 보낸다는 것이 혁신적이며 공중과 수중의 무인, 
이동체 개발 역량이 결집되어야 함

차별성
공중 및 해양 무인이동체를 각각 개발하거나 동시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
는 무인이동체 사업은 존재하나 동 연구테마처럼 하나의 기체가 수공양용으
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은 미존재

파급효과
수 공 천이 가능 무인이동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해난사고 피해를 줄이며· , , 
해양 공중 하이브리드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큼-

표 1 선정 세부기준 검토 결과 FlyingAUV 

기획연구 내용□ 
ㅇ 국내외 관련 환경 분석 및 선진기술개발 동향 분석
ㅇ 관련 특허동향 및 전망 분석
ㅇ 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 기술개발 분야 도출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세부기술내용 세부과제 도출( ) 
ㅇ 세부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로드맵 수립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내용 및 범위 설정
ㅇ 사업기간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 정성적 성과목표 제시·
ㅇ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비용 추정 및 재원 조달 방식 제시
ㅇ 도출된 세부과제의 연구개발 제안요구서 작성(RFP) 
ㅇ 정책적 과학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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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체계 및 방법 

가 기획연구 추진 체계. 

추진 체계□ 

ㅇ 추진 체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관 해랑기술정책연구소 공동으로 진행하되, 
영역별 전문가로 기술위원회와 총괄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의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

ㅇ 연구 결과의 객관성 및 우수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
을 이해하고 있는 산 학 연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활용하여 기술전망과 도출될 ᐧ ᐧ
기술개발 과제의 검토를 추진하였음

그림 5 기획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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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획연구 추진 방법. 

세부목표 연구내용 연구 범위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AUV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동향 법제, 
도 분석

국내외 정책적 환경 분석 및 법제도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 
및 정부지원 필요성 도출

시장동향 및 
전망 분석

국내외 드론 산업의 전반적인 시장규모 및 향후 전망 분석- 

기술동향분석
드론 관련 특허 논문 연구개발과제 동향 분석- , , 
산업계 동향 분석- 

기술수준분석 
및 기술개발역

량 분석

관련기술 수요자 분석- (VOC)
요소기술 분석- 
요소기술별 기술수준분석- 
국내기술개발역량 분석- (SWOT)

추진전략 수립 
및 소요예산, 

소요인력 재원, 
확보방안 도출

수요부합형 최적 시스템 도출- 
실수요 만족을 위한 플랫폼 및 운영시스템 개발  ․ 

특화 통신 및 측위 시스템 도출  ․ 

사용예 별 자율운행 최적 사양 도출  ․ 

설계 제작 운용기술 등 요소기술의 국산화 방안 제시- / /
설계 및 제작기술의 국산화 방안 제시  ․ 

운용인력 양성방안 제시  ․ 

연구개발 타당
성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AUV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연구개발 추진
체계 제시

연구개발 과제의 비전 및 연구의 목표 설정- 
핵심연구개발 과제 도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체계 제시- 

연구추진 로드
맵 제시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수립- 
소요예산 및 인력계획 수립- 
재원 확보방안 수립- 

연구개발 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제시

연구개발 과제의 핵심기술별 성과수준 제시- 
연구과제 성과평가를 위한 정량적 성과지표 및 정성적 성- 

과지표 도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도출- 

연구개발 제안서 작성(RFP) • 

표 2 기획연구 활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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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주 요 테 마 주 요 방 법

전략적 목표 
설정 단계

국내외 기술 분석 벤치마킹

전략의 수립 분석SWOT

환경 분석 및 
여건파악 단계

환경 분석 분석STEeP 

기술의 연관관계 및 체계 분석 분석 기술체계도FAST , (Technology Tree)

기술예측 델파이법

시장수요예측 분석 델파이법VOC , 

기술영향 평가 상호영향분석(Cross Impact Analysis)

핵심과제 선정 
단계

선정평가 벤치마킹 분석, VOC 

자원배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세부실행계획 
작성 단계

일정계획 Gantt Chart

소요연구비 활동중심 비용관리(Activity based Costing)

소요연구인력 Engineering Man/Month

표 3 기획연구 단계별 적용방법 

연구내용 세부추진방법

국내ㆍ외 
환경 분석

국가주도 기술연구 등 및 기획실적 조사(NTRM, MT, MTRM ) ◦ 

해외연구 및 기획 사례조사로 국내외 기술수준 분석◦ 

기술자료 수집 및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로 선행기술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한 대상기술의 미래수요 예측◦ 

비전 및 
최종목표 

수립

국내 외 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석 및 비전제시· SWOT ◦ 

연구개발 기대성과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분석 및 · , ◦ 

타당성 제시
전문가로 구성된 팀 주도로 비전실현을 위한 부문별 목표수립 및 범위 설정◦ 

핵심과제 
도출

플랫폼 및 운영 시스템 개발 통신 및 측위 기술 및 자율 운용 기술, ◦ 

추진전략 
수립

관련 기술자 대상의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술수요 파악◦ 

학계 건설 및 관련 산업계 그리고 정부관련 부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 , ◦ 

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의견 수렴
계층분석기법 으로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술개발 필요항목을 (AHP) , ◦ 

그룹화
핵심기술의 목표 사업화 가능성 시장전망 등을 근거로 핵심과제 도출 , , ◦ 

국가 정책방향 및 지원현황 분석 자료와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핵심기술별 ◦ 

연구수행 예산 추정
도출된 핵심과제별 우선순위 분석에 의한 로드맵 작성◦ 

전문기관과 검토회의를 통한 연구추진의 방향성 확보◦ 

최종 보고
서 작성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운영방안 제시◦ 

전문가 자문 활용◦ 

표 4 기획연구 세부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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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구분 장소

‘20.10.14 15:00~17:30 실무자 kick-off meeting 서울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 회의실

‘20.10.15 11:00~12:00 수요자 설문VoC 인천 해양경찰 본청 수색구조과

‘20.10.21 17:00~18:00 수요자 설문VoC 부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20.10.26 14:00~16:00 전문가 자문회의 진주 한국프롭 회의실 비행체 구조해석( )

‘20.10.28 14:00~16:00 실무자 형상검토 회의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회의실

‘20.11.10 14:00~15:00 수요자 설문VoC 강원도 동해해양특수구조대

‘20.11.12 13:00~14:00 수요자 설문VoC 목포 서해해양특수구조대

‘20.11.16 15:00~18:00 로봇분과 기술위원회 부산 한국해앙과학기술원 중회의실2

‘20.11.16 15:00~18:00 통신분과 기술위원회 부산 한국해앙과학기술원 대회의실

‘20.11.17 10:00~12:00 시스템분과 기술위원회 부산 한국해앙과학기술원 오픈랩

‘20.11.17 15:00~17:00 총괄위원회 부산 한국해앙과학기술원 오픈랩

‘20.12.03 11:00~13:00 전문가 자문회의 대전 엘림시스 회의실 해군 무기체계( )

‘20.12.04 14:00~16:00 실무자 중간보고 세종 해양수산부 회의실

~ ‘21.12.28 기술수요 조사 서면

~ ‘21.01.29 총괄 기술위원회/ 서면

‘21.02.05 14:00~16:00 최종보고회 세종 과기부 회의실

표 5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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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석2

2.1 분석 STEeP 
분석 개요STEeP □ 

ㅇ 미래사회 주요 이슈들을 사회 과학기술 경제(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생태 정치 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영향을 분석함(ecological), (Political)

가중치는 점을 부여 해당이슈가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 1 ,2, 3 : ‘• 
형 기반 기술개발 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를 평가함 단기 년 이AUV ’ ( : 2023
내 중기 년 년 장기 년 이후, : 2024 ~2029 , : 2030 )

ㅇ 분석을 통하여 본 과제의 접근 배경과 핵심 이슈를 분석하고 사업의 필STEeP , 
요성 그리고 어떠한 도전과제 개념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ㅇ 앞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 및 기술에 대하여 시장의 특성과 환경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핵심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의 필요성을 도출

주요이슈 해당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요인
영향요인의 

가중치
단기 중기 장기

S

S1 인구구조변화 및 삶의 질 향상
인구고령화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레져, 1 , 

안전 등 서비스 수요의 변화 및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
질 향상 요구 증가' 

2 3 3

S2 해양안전사고 증가
세월호 참사 등 해양재난사고의 대형화와 해양레저 활성화에 

따른 안전 요구 증가
3 3 3

S3 해양 안전 확보의 필요성
악천후 시 투입 가능한 무인이동체 부재 및 해양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 필요
3 3 3

T

T1 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고도화4
로봇 등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해AI, ICT, IoT, 4

양연구 적용 필용성 증대
3 3 3

T2 기술경쟁 글로벌화
다학제적 융복합 기술을 통한 기술혁신의 가속화 및 글로벌 

산업체계구축으로 기술경쟁의 심화
2 3 3

T3
신기술 등장 및 해양로봇 활용성 

확대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시간 드론 운용기술 및 로봇 
신기술 등장으로 다양한 작업을 위한 해양로봇의 활용도 증가

2 3 3

E

E1
해양레저 활성화에 따른 해양사
고 증가 및 구조 수색 비용 증가/

해양레저 활성화에 따라 레저선박 및 낚시어선 사고의 지속적
인 증가와 구조 수색 비용 및 차 인명피해 증가/ 2

3 3 2

E2 자원고갈
육상자원의 고갈 에너지 등 천연자원의 유한성과 편재성으로 , 

인한 자원 확보 경쟁 심화
2 2 3

E3
해양 시장의 글로벌화를 대비한 

신기술 선점 및 신산업 창출 

해양 플랫폼의 필요성으로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고 해양장비 
분야 신기술을 선점하여 전통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요구 충족
2 2 3

e

e1 지구온난화 전 지구적 지구온난화 심화 및 기후변화로 다양한 문제 발생 2 3 3

e2 해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잦은 중대형 태풍 발생 등 해양환경 변화와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 증가
3 3 3

e3 해양사고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해양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증가 2 2 3

P

P1
해양안전 수요대응 연구 개발 필

요성 증대
해양안전 수요증가로 악천후 상황에서도 신속대응 가능한 해

양 구조 수색 기술 필요/
3 3 3

P2
국민서비스 분야의 정부 정R&D

책 강화
국민 삶과 직결되는 안전기술개발 분야로 정책 전환R&D 3 3 3

P3 중장기 미션 달성을 위한 
수공양용드론 활용성 분석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 달성을 위한 수공양용드론 활용성 R&D 
분석 2 3 3

평균 2.5 2.8 2.9

표 6 분석 ST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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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및 대응 전략□ 
ㅇ 분석 결과로부터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STEeP , , ‘

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 기획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AUV ’ 
이슈를 선정한 결과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러한 단기 및 장기 이슈에 따라 대, 
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구분
단기
(1-3)

중기
(1-3)

장기
(1-3)

단기
이슈

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해양분야 적용4 3 3 3

해양안전사고 증가 및 해양안전 확보의 필요성 3 3 3

해양 악조건에서 신속대응 가능한 해양 구조 수색 기술 필요성/ 3 3 3

장기
이슈

지구 온난화 및 해양환경이 지구전체에 미치는 영향 2 3 3

해양재난재해의 대형화와 예방중심의 해양안전 요구 증가 2 3 3

국제적 기술 선점이 기능한 해양연구개발 2 2 3

표 7 이슈 도출 

구분 대응전략

단기
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의 적극적인 해양 4 ( , , , )

분야 적용을 통한 해양 활동 안전 확보 및 연구 활성화 기대  

장기

해양환경 변화와 국제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 탐사 기술 확보를 통
해 국내기술력 증진 및 로봇 장비시장과 미개척지 자원시장 경쟁력 확보 전
략 추진

표 8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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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 기술 및 연구 
가 수공 양용형 무인이동체 기술. 
ㅇ 공중 수중US Naval Research lab‘ ( )→ 

미국 해군연구소에서는 장거리 공중 비행 이동 후 목표 해역에서 수중 잠항 • 
을 통해 잠수함 추적 등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비행 수상 착륙 및 수중 ‘ , 
이동 이 가능한 해양로봇 를 개발 ’ Flimmer [1]
최대이륙중량 전장 날개길이  9.9Kg, 1.06m, 1.82m• 

그림 6 공중 기동 및 공중 수중 천이 기동 Flimmer →

후속 모델은 최대 로 공중이동 최대 로 수중 이동 가능함이  111km/h , 6knots• 
확인되었으며 개발 중으로 알려짐, Flying Wanda Flimmer 

그림 7 수중 잠항 및 공중 수중 천이 기동 Wan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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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중 수중 수중 공중North Carolina State Univ‘ & Teledyne Scientific ( & )→ →
주립대학과 에서는 공중 이동을 통해 고속 North Carolina Teledyne Scientific• 

이동하여 복수 지점의 수중탐사를 위해 공중 수중의 자유로운 천이를 반복, ↔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해양로봇 를 개발 EagleRay [2]
최대 이륙중량 전장 날개 길이 공중 이동 속도  5.7Kg, 1.4m, 1.5m, 19.6Km/h, • 
수중 이동 속도 1.32knots 

그림 8 운용개념도 EagleRay 그림 9 공중 수중 기동 EagleRay →

 

그림 10 수중 잠항 EagleRay 

 

그림 11 수중 공중 기동 EagleRay →

ㅇ 영국 공중 수중 수중 공중Imperial college ( & )→ →
영국 에서 공중 수중 이동 가능 해양로봇 개발 imperial collage AquaMAV , • ↔
수중에서 공중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기반의 물 분사기 사용하며, 
고정익 기반의 비행 수중 진입 시 날개를 접고 기동 , [3]
공중에서 분 동안 의 속도로 비행하며 입수 과정의 충격을 극복하기  14 10m/s , • 
위해서 카본파이버와 케블라 재질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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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의 공중 수중 기동 좌 중 AquaMAV ( ), AquaMAV( ), →
의 수중 공중 기동 우AquaMAV ( )→

ㅇ 중국 공중 수중 수중 공중Shanghai Jiao Tong Univ’ ( & )→ →
중국에서는 해수 샘플링 수중구조물 관측 수중 탐사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 , • 
공중 수중 천이 가능 해양로봇 를 개발 Nezha [4]↔ Ⅲ
최대 수심 까지 수중 잠항 및 고속 공중 기동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개발 50m• 

그림 13 운용 개념도 Nezha Ⅲ 

그림 14 공중 수중 기동 상 수중 공중 기동 하 Nezha ( ), (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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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공중 수중Beihang Univ’ ( -> )
중국 베이항 대학교에서 가마우지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공중에서 수중으로  • 
입수할 수 있는 플랫폼 설계를 위한 연구 진행 [5]
날개길이는 총 무게는 으로써 활강 후 수중으로 입수할 때 발생 197cm, 7.2kg , • 
하는 충격량 측정

그림 15 구조 Bionic-Gannet 

그림 16 생체모방 입수 각도  그림 17 천이 장면 

ㅇ 미국 수중 공중MIT ( -> )
날치가 이상의 속도로 수중에서 공중으로 도약하는 것을 모방할 수 있 10m/s • 
는 플랫폼의 설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6]

그림 18 동체 형상 Flying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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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공중Johns Hopkins Univ’ ( )→
존스홉킨스대학 응용물리학연구실에서 물속에서 움직이다 공중으로 비상할  • 
수 있는 해양로봇 CRACUNS(Corrosion Resistant Aerial Covert Unmanned 

를 개발 Nautical System) [7]
는 부식성이 있는 소금물에서도 견딜 수 있고 최대 두 달 바닷물  CRACUNS , • 

속에 가라앉아 대기할 수 있으며 장시간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그림 19 수중 잠항 좌 수면 이동 중 및 수중 공중 기동 우 CRACUNS ( ), ( ) ( )→

ㅇ 공중 수중 수중 공중Rutgers Univ‘ ( & )→ →
미국 해군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상공 및 수중에서 동작 가능한 해양로봇  • 

를 개발하였으며 프로토타입을 성공적으로 제작하여 실내 환경에Navigator , 
서 시연을 수행 [8]
현재까지는 수중에서 무선통신이 어려워 유선으로 제어하나 상공 및 수중에 , • 
서도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한 통신 기술을 연구 중

그림 20 의 수중 기동 Navigator

ㅇ 공중 수중 수중 공중Oakland Univ’ ( & )→ →
대학교에서 회전익 기반의 해양로봇 개발  Oakland Looncopter [9]• 

부유를 위한 공간에 물을 채워서 입수 및 잠수 깊이를 조절 • 

그림 21 의 수중 기동 Loonc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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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기술 및 연구 동향. 
국내 기술AUV(Autonomous Unmanned Vehicle) □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심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천해용 자율 무인잠수정  • 

이심이를 개발 주 한화에 기술이전 기술료 억원AUV (( ) , 75 )
수중에서 자기 판단 자기 위치 인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항하며 무선으로  , , • 
원격제어되어 수중 기지 왕복
최대 수심 에서 해양탐사가 가능한 장비로 해저개발 및 군사적 용도  6,000m•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실해역 테스트 수행 이후 기술이전

그림 2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심이 

ㅇ 한화시스템 AUV
한화시스템은 이심이를 기술이전 받아 기뢰탐색 해저 지형 탐색 및 정보 감 , /• 
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중탐색용 를 개발/ AUV

그림 23 한화시스템  AUV

ㅇ 한국로봇융합연구원 P-SURO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수중 탐사 수중 구조물 유지보수 적조 해양생물 모니 , , • 
터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운영 수심 최대 속력 수평100m , 2knots( ), 

수직 공기 중 무게 의 를 개발1.5knots( ), 45kg AUV P-S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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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KIRO P-SURO

ㅇ 한국해양대학교 HUG
한국해양대학교는 수심 변화에 따른 각종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 
최대 운용수심 인 하이브리드 수중글라이더 200m (Hybrid Underwater Glider, 

를 개발HUG)

그림 25 한국해양대학교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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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관 장비명 크기(m)

(W×L×H) 중량
작업 
수심
(m)

속도 주요
장비 비고

KIOST VORA
M

1.1×2.8 
×0.4 357kg 200m 1.25 

m/s
음향 무선 , 
통신모뎀

KIOST 이심이 
100 0.2×1.6 38kg 100m 3kn 수중음향, 

무선통신창치

KIOST 이심이 
6000 0.6×4.9 850kg 6,000 1.5kn 수중음향, 

무선통신창치

서울대
학교

SNUUV
-1 0.3×1.4 100m 2m/s

해양대 KAUV 21.5k
g 100m 5kn 항법 센서, 

모뎀RF

대우조
선해양

OKPO-
6000 0.7x3.8 950kg 6,000

m 3kn

시간10 , 
Video 

camera, SSS, 
회피소나

KIOST/
대양전

기
SAUV 0.75x3.2

×0.99 450kg 100m 3.5kn
시간6 , CCD 

camera, SSS, 
관절 로봇팔4

삼성탈
레스 보또 0.2x1.58 42kg 3kn

ATM, AHRS, 
Depth, 

Sonar, DVL

표 9 국내 주요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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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ROV(Remotely Operated Vehicle) □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내 최초 급 심해탐사용 해미래 개발 2007 6000m ‘ ’ • 
해미래는 길이 폭 높이 의 사각형 형태로 중량은 - 3.3m, 1.8m, 2.2m 3,660kg
동해 태평양 수심 탐사 성공- · 5,775m 
대의 수중카메라 위치추적 및 탐사에 필요한 각종 계측장비와 개의 로봇팔- 8 , 2

이 달려있으며 개의 전동추진기를 이용해 전 방향으로 이동 가능 , 6

해미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제원: 3.3m(L)×1.8m(W)×2.2m(H), 3,667kg
 성능
- 최대수심 운용속도: 6,000m, : 1.5kts

 특징 임무/
- 센서 개의 로봇팔 전원 : CCD camera, 2 , 40kW 
- 분리형 연구용Depressor ROV, 

 

해누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제원: 2.6m(L)×1.2m(W)×1.34m(H), 1,117kg
 성능
- 운용수심: 6,000m 

 특징 임무/
- 분리형 전원Depressor ROV, 10kW 
- 예인모드에서 사용SSS 

표 10 해미래와 해누비 

년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크랩스터 는 해저보행 및 수중유영을 할 수  2016 ‘ ’• 
있는 임 해저보항을 통해 강조류에서 이동할 수 있으며 목표물에 근접하ROV . 
여 정밀 탐사 및 작업이 가능한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이며 수심 200m, 

급으로 각각 개발되었음6,000m .
크랩스터 시리즈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선 선박플랜트연- ‘CR200’, ‘CR6000’(
구소 을 개발하였음 주 경인테크에 기술이전 기술료 억원) (( ) , 30 )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으로 해저면에 착저하여 해저보행 수중유영이 가능- , 
하며 해저탐사 해저 유물 발굴 또는 구난활동에 활용 가능, 

그림 26 크랩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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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 연구  “ (‘13.10 ’19.06)” • ∼
과제를 수행하여 수중건설작업용 종을 개발하였음ROV 3
경작업용 해저케이블 매설용 트랜쳐 연암에서 해저케이블 및 파- URI-L, URI-T, 
이프라인 매설용 을 개발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기술이전URI-R (KOC )

그림 27 수중건설로봇 종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년 레일프레임 및 모듈식 내압 캐니스터의 도입으 2018• 
로 다양한 확장과 변형이 가능한 수중로봇 공용플랫폼 과 탈부착 KIO-Gaon
가능한 유압식 툴 패키지를 개발
최대 수심 급 최대 속도 수중카메라 개 소나 및 센서- 300m , 2kts, 5 , 
수중 드럼커팅 및 석션 준설 툴 장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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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과 작업 툴 KIO-Gaon

보유
기관 장비명 크기(m)

(W×L×H) 중량
작업 
수심
(m)

속도 주요
장비 비고

제주대 NOAH
0.5×0.
75×0.

5

70kg
페이로(

드 
포함)

20m 3.5kn
소나, 

비디오카메
라

포항공
대 Cyclops 100

m
카메라, 
센서

로브스
텍

BlueRO
V2

0.46×
0.34×
0.26

11kg 100
m

전battery
원공급, 
Ethernet

표 11 국내 주요  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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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중 무인이동체 기술□ 
ㅇ 국내 공중 무인이동체 기술

기업명 제원

다온 
무인항공서

비스

EbeePlus
날개길이 무게 최대비행시간 분 순110cm, 1.1kg, 59 , 
항속도 40~110km/h

동원측량콘
설탄트

FireFly6 Pro
가로 세로 무게 최대비행시간 1,524mm 950mm, 4.1kg, 

분 비행속도45 , :105km/h

디브레인
Q-TILT

운용시간 시간 비행속도 1.5x2.7x0.5m, 1 , 
100km/h(Max)

샘코
SAMUC-02
날개길이 동체길이 항속시간 분 순항속5m, 2.7m, 90 , 
도 운용반경 100km/h, 160km

성우엔지니
어링

HYBRID TILT PROP UAV
비행시간 분 순항속1,530mmx2,720mmx507mm, 60 , 

도 최대속도 탑재중량 60~80km/h, 108km/h, 2kg

스카이씨엠
SCW-10
날개길이 동체길이 항속시간 분 순항2.6m, 1.6m, 90 , 
속도 최대속도 탑재중량 20m/s, 25m/s, 1~2kg

억세스위
Black Knight
날개길이 동체길이 비행시간 1,900mm, 1,080mm, 60
분 비행속도 탑재중량 , 70km/h, 1kg 

에이디이
K-Hawk Fixed wing UAV
날개길이 비행시간 분 비행속도 1.46m, 60~80 , 
74km/h

오스텍
E021

비행시간 분 비행속도 2.1x0.9x0.3m, 180 , 40~80km/h, 
탑재중량 0.5kg

우리항공
Changing drone
날개길이 동체길이 비행시간 2,100mm, 1,300mm, 60
분 최고속도 , 100km/h

유콘시스템

리모엠-002
날개길이 동체길이 비행시간 분 순1.8m, 1.44m, 90 , 
항속도 최대속도 항속거리 55km/h, 80km/h, 80km/h, 
풍속저항 15m/s

케바드론
KD-2 Mapper
날개길이 동체길이 비행시간 1,800mm, 1,100mm, 

분 순항속도 탑재중량 50~60 , 40~60km/h, 2.9kg

표 12 국내 주요 무인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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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코아에어
로스페이스

Multi-purpose Hybrid Smart Drone
날개길이 비행시간 분 순항속도 탑2.9m, 40 , 78km/h, 
재중량 3kg

프리뉴
MILVUS

비행시간 최대 분 운용속도 2,000x770x300mm, 60 , 
최고속도 55~80km/h, 100km/h

대한항공
중고도 무인기 대한민국 공군( )
날개길이 동체길이 상승한도 25m, 13.1m, ~13.7km
체공시간 시간24

한국항공우
주산업

군단급 정찰용 대한민국 육군UAV ( )
날개길이 동체길이 최대속도 6.4m, 4.7m, 185km/h
체공시간 시간 최대이륙중량 6 , ~290kg

대한항공
사단급 정찰용 대한민국 육군UAV ( )
날개길이 동체길이 최대속도 4.2m, 3.4m, ~210km/h
체공시간 시간 최대이륙중량 6 , ~160kg

유콘시스템
대대급 정찰용 리모엠 대한민국 육군UAV -006 ( )
날개길이 동체길이 이륙중량 비2.72m, 1.72m, 6,5kg, 
행시간 분 최대속도 120 , 75km/h

항공항공우
주산업

Corps Level UAV
날개길이 동체길이 최대속도 6.4m, 4.7m, 185km/h

네스앤텍
STINGRAY 
날개길이 동체길이 비행시간 1,740mm, 900mm, 45
분 순항속도 탑재중량 , 65km/h, 400g

하이텍알씨
디코리아

XENO FX
날개길이 비행시간 분 순항속도 1245mm, 60 , 
43~72km/h

엑센스
Miicro-UAV
날개길이 동체길이 운용속도 1200mm, 610mm, 
50~12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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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 기술 및 연구 동향. 
국외 기술AUV(Autonomous Unmanned Vehicle) □ 

ㅇ 미국Bluefin Robotics ( )
민간 및 군사용 개발 업체로써 이며 의 군사  AUV Bluefin-9/12/21 , Bluefin-21• 
목적 개량 제품인 를 개발Knifefish AUV

그림 29 Bluefin Robotics Bluefin-9

제품명 Bluefin-9 Bluefin-12 Bluefin-21

Weight 70kg 250kg 750kg

Dimension 241cm, 23.8cm 
diameter

583cm, 32cm 
diameter

493cm, 53cm 
diameter

Depth 200m 200 m 4500m

Speed ~ 6 knots ~ 6 knots ~ 4.5 knots
Battery life 8 hours 36 hours 25 hours
Propulsion Ducted thruster Ducted thruster Ducted thruster

표 13 스펙 Bluefin 

소형 개발 AUV Sandshark • 

구분 Bluefin Sandshark

Dimensions
Diameter - 4.875” (12.4 cm)

Length - 51 cm
Weight - 5.12 kg

Performance

Depth Rating: 200 meters 
Speed: 2-4 knots

Active Roll Control, Field-replaceable fins
Navigation: GPS, 9-axis IMU, Depth 

Sensor, Altimeter (optional DVL) 
Runs standard Bluefin vehicle software

Mass 
Section

Magnetic On/Off switch
Status LEDs (user configurable), Wi-Fi 

Visible and infrared strobes
Battery  Lithium-Ion Battery Pack  

표 14 Bluefin Sandshark



25

환경 분석2. 

25

ㅇ 미국Teledyne Marine ( )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해양로봇 제작업체로써 등의  Gavia • 

와 등을 개발AUV Slocum glider 

그림 30 Teledyne Marine Gavia

제품명 Gavia SeaRaptor Osprey Slocum G3

Weight 50~130kg ~1000kg ~400kg 55~70kg

Dimension 1.8~4.5m, 20cm 
diameter

~5.5m, ~0.63m 
diameter

~5m, 32.4cm 
diameter

1.5m, 22cm 
diameter

Depth 500 or 1000m 3000 or 6000m 1000m 150 or 1000m

Speed ~ 5.5 knots ~ 4 knots ~ 5 knots ~1 knots
(glider)

Battery life 7~24 hours 24 hours 24~36 hours ~18 months

표 15 해양로봇 스펙 Kongsberg 

ㅇ 미국 해군 
미국은 무인 잠수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년 최초로 군사용 무인잠수정  1994•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무인잠수정 종합계획을 공개하며 다양한 , AUV
를 개발

장거리 운용가능한 기뢰탐색  LMRS(Long-term Mine Reconnaissance System; • 
시스템 임), MRUUV(Mission Reconfigurable Unmanned Underwater Vehicle; 
무 재설정가능 무인 잠수정 원격 복), RMMV(Remote Multi Mission Vehicle; 
합 임무 수행 잠수정 등을 개발) 

그림 31 미 해군용 좌 중 우 LMRS( ), MRUUV( ), RMM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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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으로 수송 가능하며 기뢰탐색 파괴 감시정찰 함정간의 통신 중계 등 , , , , • 
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발MANTA 

ㅇ 에서 공동 개발한 군용으로 개발된 Scrips/WHOI Spray glider, ANT Littoral 
등의 글라이더가 활용 중임 glider, X-Ray, Z-Ray 

모델 및 제작사 제원 및 특징

Liberade XRAY/Scripps Inst. of Oceanography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중 글라이더 날개스팬( : 20ft)
의 이동 노드의 한 부분PLUSNet

내장된 에너지원에 의한 광범위한 해양 모니터링 표
준해양센서 탑재 해양음속 해수밀도 분포측정, /
순항속도: 1 3kts∼
작전반경: 1,200 1,500km∼
운용기간 개월: 6

Spray Glider /Bluefin Robotics

2m(L), wing span 1.2m, 52kg
두 개의 부낭 사이에서 광유를 펌핑하여 수중을 수
직 및 수평으로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 항주-
소형 보트에서 진수 및 회수 가능

표 16 와  X-Ray Spray glider

그림 32 미 해군  M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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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르웨이는 해양 로봇 강국으로 기능 탑재 군용 무인잠수정과 해저 유전 MCM 
및 심해저탐사를 위한 산업용 무인잠수정에 대한 연구개발 진행 중

노르웨이 해양연구소가 년 를 사용하여 노르웨이 서쪽 연 1998 HUGIN-2 AUV• 
안의 산호초 지도를 작성

년에는 레이저 영상 플랑크톤 계수기를 장착한 를 사용하여 대양 해 2005 AUV• 
류와 해저 형상이 동물성 플랑크톤에 분포에 미치는 영향 연구

ㅇ Kongsberg
다양한 수심에서 동작하는 폭 넓은 제품군 보유하고 있는 대표 개발 업 AUV • 
체로써 대표 제품군으로는 등HUGIN, MUNIN, REMUS, SEAGLIDER 

는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로써 은  REMUS AUV , REMUS 100• 
최대 적용수심 시간 활용이 가능하며 등을 탑재100m, 22 DVL, CTD, Sonar

그림 33 Kongsberg Remus 100
  

그림 34 Kongsberg HUGIN

은 관성 네비게이션을 통해 수심 까지 자율 운행 가능하며 탐 HUGIN 4,000m• 
지된 데이터는 음향 원격 측정 링크를 통해 연구선박으로 전송

Remus 100 Remus 600 HUGIN 1000 Seaglider

Weight 32kg 220kg 650kg 52kg

Dimension 170cm, 19cm 
diameter

270cm, 32.4cm 
diameter

4.5m, 0.75m 
diameter

2 m length 
30cm diameter

Max travel 
range 72 km 4600 km

Depth 100m 600m 1000m 1000m

Speed ~ 3 knots ~ 4 knots ~ 6 knots 0.5 knots

Battery life 12 hours 24 hours 24 hours 10 months

Propulsion 3-blade 
propeller

2-blade 
propeller

N/A
(glider)

표 17 해양로봇 스펙 Kongs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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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국은 군사용 년 에서 인치 중어뢰형 인 시스템 1998 BAE System 12 UUV Marlin 
개발 탑재 을 시스템 등 다양한 해양로봇 개발, Archerfish Talisman BAE 

주관하에 대학 NERC(Natural Environmental Research Council) Southampton • 
이 해양탐사용 인 개발 프로젝트를 년에 시작하여 년 AUV Autosub 1988 1996

을 개발하였고 년에 수심 급 그리고 년Autosub-I , 1999 1,600m Autosub-II 2007
에 급 을 개발하여 시험 중6,000m Autosub 6000

그림 35 의  BAE Systmes Talisman 그림 36 NOC Autosub

ㅇ 일본은 년에 폐회로 디젤엔진을 탑재한 수중로봇을 개발하였으며1996 R1- , 1998
년에는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장거리 무인잠수정 를 개발Urashima

Urashima Tantan R-one

제작기관 JAMSTEC MES U. of Tokyo

제원 10m(L)×1.3m(W)×1.5m(H) 
8,000kg/10,000kg 

2m(L)
180kg

8.2m(L)×1.1m(d) 
4,000kg

성능
운용속도: 3 4kts∼
최대수심: 3,500m
운용거리: 300km

최대속도: 2kts 최대수심: 400m
운용시간 시간: 20

특징
및

임무

동력 연료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 / -
센서: CTD, SSS, SBP, Multibeam 

echo sounder,   Camera
심해 해저 조사

근해호수 생물 조사 
플랑크톤 (

분포 용존산소/ )
센서: CTD

동력: CCDE
해저 맵핑

표 18 일본 주요  AUV

년부터는 에서 급의 심해저 탐사용 를 개 2000 JAMSTECH 4,200m MR-X1 AUV• 
발하고 있고 추진방식의 인 를 개발하여 시험 중 Biomimetic AUV Flatfish
수중에서 장기 체재할 수 있는 심해잠수정용 소형 연구용 원자로 를 연 DRX• 
구개발을 진행하는 등의 매우 다양한 해양로봇 연구를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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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랑스는 해양연구소 가 해양로봇 연구를 주관하고 있으며 군사용 해(IFREMER) , 
양로봇의 연구개발은 및 사가 주도하고 있음DCN ECA

사는 년 최초로 음향으로 제어하는 급 를 개발 ECA 1981 6,000m AUV Epaulard• 
하였고 소형 기뢰제거정인 를 년 여기 생산, ROV PAP-104 1982 200
수심 로 설계되어 시간 지속운영이 가능하며 해양학 지질학 해저조 300m 21 , , , • 
사 수중건설지원작업 및 항만감시 장비로 운용이 가능한 를 개발, A9-E AUV

그림 37 ECA Gropi A9-E

에서 수심 까지 잠항 가능하며 속도로 이동 가능한  Alseamar 1,000m 1knot • 
라는 수중글라이더를 개발Seaexplorer 

해양연구소에서는 와 인 를 개발 SINERE Hybrid AUV SWIMMER• 
해저구조물의 검사와 수리 및 정비용 복합 무인잠수정인 상업용 는  SWIMMER• 

사가 개발 중Cynerentrix

Alister Alister 3000

제작기관 ECA ECA

제원 4.5 5m(L)×0.9m(d)∼
800 960kg∼

5m(L)×1.45m(W)×1.7m(H)
2,300kg(payload 150kg)

성능
최대속도: 8kts

운용시간 시간: 12 24 @4kt∼
최대수심: 300m

최대속도: 4kts
운용시간 시간: 24 @2kt

최대수심: 3,000m

특징
및

임무

모듈형
동력 리튬 이온 배터리: -

MCM, REA, ISR

센서: SSS, SBS, SBP, Camera, CTD 
or SVP

항법: OAS, INS, DVL
심해 조사선 유전 가스전( , )

표 19 Al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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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일은 수중 구조물 작업용 복합 무인잠수정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수중로
봇들이 개발 운용되고 있음

은 심해 작업용으로 개발된 수중로봇으로 최대 수심 에서  QUEST 4000 4,000m• 
운용 가능

가 기뢰무력화용 소모성 기뢰제거정인 를 세계 STN-ATRAS Electronics SeaFox•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기반의 기뢰대항전용 와 , Maridan UUV SeaOtter

그리고 등 다양한 무인 잠수정 개발SeaWolf , UUV-DeepC

그림 38 독일의 좌 우 DeepC( ), SeaOtter Mark 2( )

그림 39 독일의  SeaWolf

ㅇ 스웨덴의 는 을 비롯하여 소나 등 여러Saab Underwater Systems Double Eagle
형태의 민수용 군사용 수중로봇을 개발/

년초 어뢰모양 잠수함 진수 및 회수 가능한 자율무인잠수정 를  2000 AUV-62F• 
스웨덴 해군에 인도

그림 40 스웨던 좌 우 Double Eagle Mark3( ) AUV-62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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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술ROV(Remotely Operated Vehicle) □ 

ㅇ 미국 미국에서 해양과학 조사용으로 제작된 최초의 는 ( ) ROV WHOI(Woods 
의 으로 급 로서 고도의 조종성Hole Oceanographic Institute) Jason 6,000m ROV

을 요구하는 정밀한 조사와 샘플 채취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열수광상 및 그 
주변의 해양조사 침몰선탐사 등을 포함한 많은 해양과학 조사임무를 수행

건조년도 년: 2002
길이 폭 높이x x : 3.4x2.2x2.4m
무게 톤: 4.1
최대잠항수심: 6,500m

건조년도 년: 2007
무게 톤: 2.6
최대잠항수심: 11,000m

뉴질랜드 북동부 2014sus 
케르마데크 해구에서 잠행
조사 중 유실

무게: 1,800~2,000kg
최대잠항수심: 2,000m

표 20 의 주요 수중로봇 개발 현황 WHOI

ㅇ 영국 영국은 수중로봇에 대한 연구개발 및 운용이 국가들 중 가장 활발하( ) EU 
며 와 에서 운용수심 급의 다양한 형태의 , Saab Seaeye Hydrovision 300~2,000m
수중로봇을 개발하여 운용해 오고 있고 이러한 수중로봇은 개 혹은 개의 , 1 2

자유도 매니퓰레이터와 카메라 및 비디오를 장착하여 해저 탐사와 해양작4~6
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모델

Cougar-XT Jaguar Slingsby Aquajack Venon

제원
L×W×H(m) 1.5×1.0×0.79 2.2×1.3×1.5 4.6×3.9×3.4 - 3.0×1.7×1.9

중량(kg) 344 1,500 11,900 - 3,500

운용수심(m) 2,000 3,000 2,500 200 3,000

표 21 영국의 주요  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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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은 심해 중작업용 제작사로 다양한 케이블 Perry Slingsby System( ) ROV /• 
파이프라인 매설 및 유지보수 수중로봇 설계 제작하고 있음 역시 해당 / . SMD 
분야 최고의 수중로봇 제공업체로 인식되고 있음. TRITON T800 ROV, 

는 최대 수심 에서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매설 작업을 수XT1200 ROV 2,500m
행할 수 있음

그림 41 TRIRON T800 그림 42 QEUST 4000

ㅇ 독일 독일은 에 의해 개발된 와 같이 수( ) HERION Systemtechink GmbH DAVID
중 구조물 작업용 복합 무인잠수정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수중로봇들이 개
발 및 운용되고 있음

은 심해 작업용 로 최대 수힘 에서 운용 가능함 QUEST 4000 ROV 4,000m• 
독일의 군사용 수중로봇은 가 기뢰무력화용 소모성 기 STN-ATRAS Electronics• 
뢰제거정인 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무인잠수정을 독자SeaFox , 
적으로 또는 역내 국가들과 컨소시움 형태로 개발 및 운용하고 있음EC 

ㅇ 스웨덴 우수한 을 비롯하여 소행용 소나( ) Double Eagle TSM 2022 Mk (Sonar) 
등의 여러 형태의 민수용 및 군사용 수중로봇 시스템과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
고 있음

년 초에 어뢰모양 잠수함 진수 및 회수 가능한 자율무인잠수정 모델인  2000• 
을 스웨덴 해군에 인도하여 잠수함을 통하여 광범위한 시험을 AUV-62F UUV

수행하였으며 또한 탐색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하여 폭약을 탑재한 소모형 , 
인 소형 실용 개발 를 세계 최초로 실용화하여 에 MDV Minesniper , SAS UUV

적용한 바 있음.
년에는 로 를 도킹 및 어뢰발사관 회수에 성공하였음 2006 SUVROV UUV• 

ㅇ 일본 일본은 아시아의 해양강국으로서 일찍부터 미국과 유럽에 못지않은 해양( )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구의 가장 심해저인 해구에 시스템Mariana ROV KAIKO 
을 도달시키는 등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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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서는 년 급 심해 수중로봇 를  JAMSTEC 1991 3,300m ROV Dolphin 3K• 
개발하여 심해 해저의 해양조사를 수행하면서 열수광성 및 광합성에 의존하
지 않는 생물군락 및 새 지각판 등의 심해저 관측을 수행하였음
이후 지구의 모든 해저면 탐사가 가능한 급 시스템을 개발하여  6,500m KAIKO • 
가장 심해인 의 해구에 도달하는 기록을 남김10,909m Mariana 

모델
ROV KAIKO 

System
Launcher

KAIKO 
7000II

KAIKO 
MK-IV

Hyper-Dolp
hin Deep Tow

제원
L×W×H(m) 15.2×2.6×3.2 2.2×1.3×1.5 3.0×2.0×2.6 3.0×2.0×2.3 3.5×1.0×1.5

중량(t) 5.8 1,500 6.0 3.8 1.0

운용수심(m) 11,000 3,000 7,000 3,000 4,000/6,000

표 22 일본의 주요  ROV

ㅇ 중국 선박과학연구센터 주도로 수중로봇에 관련된 전 분야에 적극적인 개발을 ( ) 
한 결과 년 유인잠수정 자오롱 호가 심해 잠수 성공 년 년 2012 ‘ ’ 7,000m , 2017 5
간 시범운영 사업이 완료 번의 잠수작업을 수행, 152

최대 잠수깊이 가 가능한 차세대 유인잠수정 개발 착수  11,000m• 
중국 심양자동화연구소 는 개의 연구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우주 (SIA) 8• 
로봇부분이 가장 많은 투자와 연구 수행하고 다음으로 수중로봇부문에 많은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중국 국영업체인 중국사우스레일 의 자회사인 타임즈 일렉트릭사에 CSR( ) CSR • 
서 영국의 및 해양 분야 로봇 업체인 를 인수하여 빠른 시일내 ROV ‘SMD’

개발 상용화ROV 

ㅇ 레져 교육 취미용 소형 · · ROV
캐나다 Deep Trekker DTG2, DTX2 ( )• 

소형 관측용 전문 업체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조절기로 - , ROV DTG2, DTX2 , 
실시간 관측 영상을 제공
수평 분사기만으로 모든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허 보유 중이며 별도의 - , 
전원공급 없이 배터리로 동작

미국 Seabotix ( )• 
소형 관측용 전문 업체로 모델 개발- , ROV LBV150, LBV200, LBV300 
전원공급 방식으로 외부 전원공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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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penROV ( )• 
미국 는 수중 탐사를 일반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 OpenROV
가의 수중 를 개발 하는 업체로 수중에서 동작하는 드론인 오픈로브 트ROV
라이던트 를 개발(OpenROV Trident)

와는 별도로 프로젝트도 함께 운영하며 노트북 컴- Trident , open source ROV , 
퓨터와 연동하여 동작

제품의 경우 시간 동작하며 지원하는 기기에서 - Trident 3~4 , Google chrome 
조작 가능
키보드 컴퓨터와 호환되는 를 활용하여 조작하며 무선으로 - , game controller
조작가능한 기능까지 탑재WiFi 

구분

DTG2 DTX2 LBV150 LBV300 OpenROV 
2.8 Kit Trident

Width 325 mm 495 mm 245 mm 445 mm 200 mm 205 mm

Height 258 mm 385 mm 254 mm 260 mm 150 mm 86 mm

Length 279 mm 630 mm 530 mm 520 mm 300 mm 410 mm

Weight 8.5 Kg 26 Kg 11 Kg 13 Kg 2.6 Kg 3.3 Kg

Depth 
Rating 100m 305m 150m 300m 100m 100m

Operating 
Temp

-5~40 
degrees

-5~40 
degrees

-5~40 
degrees

-5~40 
degrees

-10~50 
degrees

-5~40 
degrees

Speed 2.5 knots 3.5 knots 2~3 knots 2~3 knots 2 knots 4 knots

Camera

Sony CCD, 
700 HD, 

320° 
range of 

view

Sony CCD, 
700 HD, 

330° 
range of 

view

520 line 
high 

resolution 
color, 270° 

view

680 line 
high 

resolution 
color, 270° 

view

HD 
webcam, 
120° view

1080p HD 
cam, 270° 

view

Flood 
light

High 
Efficiency 

LED, 
300~1200 
lumens

High 
Efficiency 

LED, 
300~1200 
lumens

700 
lumens 

LED array

700 
lumens 

LED array

200 
lumens 

LED

360 
lumens 

LED array

표 23 레져 교육 취미용 소형  · · 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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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공중 무인이동체 기술□ 
ㅇ Martin UAV V-BAT

에서는 기반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며 고속 공중이 Martin ducted propeller • 
동 호버링이 가능한 군용 산업용 무인기를 개발, -
날개길이 전장 무게 엔진을 탑재 2.74m, 2.43m, 39.9kg, 182cc 2 cylinder EFI •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되는 도 개발됨 3HP eV-BAT• 

그림 43 Martin UAV V-BAT

ㅇ Intuitive Machines(IM) Tiburon Jr.
사는 남극의 극한환경에서 운용하기 위한 무인기 티뷰론 주니어 IM ‘ (Tiburon • 
를 개발하고 텍사스대 지구물리학 연구팀 및 과 함께 남극대륙의 Jr.)’ , ICECAP

해안지대에서 시험비행 완료
티뷰론 무인기는 독일 인터내셔널사의 마력 행정 엔진을  3W 2.9 3W-28iCS 2• 
탑재하고 평균 의 겨울 극저온 환경에서 운용될 계획임68 – ℃
카본섬유복합재의 기체는 분 내 분해 가능하며 의 속도로 비행 15 , 80kts• 
무인기의 앞부분은 광학 적외선 및 멀티스펙트럼 센서를 교체하여 탑재 가능 , • 
하며 완전 자율 혹은 조종사 제어 모드 등으로 변경하여 생산 가능, 

그림 44 Tiburon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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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정익 개발 현황UAV 

구분

QuestUAV 
Q-Pod Trimble UX5 Sensefly eBee MAVinci Sirius 

Pro

Take off 
weight 3800g 2500g 700g 2700g

Wingspan 195cm 100cm 96cm 163cm

Visibility 
range 1500m 750m 750m 1000m

Full Pilot 
control Yes No No Yes

Material EPP foam EPP foam EPO foam EPO foam

Propulsio
n Electric motor Electric motor Electric motor Electric motor

range 100km 60km 50km 60km

cruise 
speed 64km/h 80km/h 57km/h 65km/h

Weather 
limit

Max wind 
65km/h

Max wind 
65km/h

Max wind 
45km/h

Max wind 
65km/h

Communi
cation & 
control

3km, 30km 
(868Mhz) 5km 3km 3km

표 24 고정익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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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장 동향 
드론 산업의 현황 및 전망□ 

ㅇ 현재 무인기 산업은 전통적인 항공 산업에서의 영역과 융합 영역에서의 무인기
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복합적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세계 드론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 항공기 제조업체 및 항
공사들 외에 전기 전자 통신업체 등의 드론 시장 진출 IT, · , 

ㅇ 미국 군사용 드론 산업의 전통적 강자인 보잉 노스롭 그루먼( ) (Boeing), 
등 군사업체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 발전 (Northrop Grumman)

최근에는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드론을 이용한 제조 유 , ICT ·• 
통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추진·

업체명 사업영역 및 주요 내용

보잉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산업체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기 기술 실적 보유/
미 해군과 합동으로 무인정찰기 팬텀레이 개발

노스롭그
루먼

미국의 대 항공우주산업체 중 하나3
대형 고고도 정찰기인 및 파생형 개발(HALE) Global Hawk Triton

구글

차세대 기술개발 프로젝트 구글 중 하나로 드론 활용 배달 프로젝트인 ‘ X’ 
진행‘Project Wing’ 

비행선 형태의 무인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및 통신에 활용중 룬 프로젝트( )
무인기 제작업체인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 사 인수 드론을 통한 무선인터넷 “ ” (
보급망 확장에 활용 예정)

아마존
무인헬기를 이용한 차세대 배송 시스템 실용화 추진중 (Amazon Prime Air) 
민간 무인기 운용 제도화를 위하여 와 민간 무인항공기 운항체계 및 규( FAA
제 관련 협력)

페이스북
영국의 드론 업체인 어센타 를 천만 불에 인수(Ascenta) 2
인터넷 소외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드론 아퀼라 

개발중(Aquila) 

표 25 미국 민간 드론 기업 사업추진 현황 

ㅇ 중국 과거 해양영토 분쟁 등 안보의 목적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했으며 최근( ) , 
에는 상업용 드론 시장을 주도 

중국 정부는 드론 산업에 예외적으로 선 허용 후 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 ) · ( )先 後•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중국 드론 기업들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을 주도하는, 
데 큰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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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영역 및 주요 내용

DJI

농업용 드론을 최초로 출시하였고 팬텀시리즈 개발 최근 팬덤 발표. 4 
드론의 핵심 기능인 플라이트 컨트롤러와 드론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카메라
를 일정한 기울기로 유지하는 짐벌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
국내에 플래그십 스토어 및 실내 드론 경기장 아레나 구축DJI 

XAIRCRA
FT

스마트 농업 드론 선두업체
기업가치만 억 만 위안에 달하며 주요제품으로 시리즈 보유12 7000 P20 

이항
사람이 탈 수 있는 인용 유인 드론 개발1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드론 콘트롤 시장을 공략하는 업체로 의 전문적인 , DJI
항공촬영보다 대중화 성격이 강함

샤오미 저가 스마트폰의 대명사인 샤오미도 미드론 출시

표 26 중국 민간 드론 기업 사업추진 현황 

ㅇ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레저용 소형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시장 활성화, 
프랑스는 세계에서 드론을 많이 띄운 국가로 미국 영국에 이어 랭킹 위를  , 3• 
기록 년 기준 하였으며 대표적 드론 제조사인 패럿 을 중심으로 드(2015 ) (Parrot)
론 시장 확대 
일본 또한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규제완화 정비를 통해 상업용  ·• 
드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 ·
한 방안의 하나로 산간 낙후지역의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

ㅇ 국내 드론 기술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국내에서도 드( ) 
론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다양한 부처에서 육성 지원 ·

미래부 원천기술개발 중심 연구 추진 국토부 드론을 항공 분야의 일부로  ( ) ( ) • 
파악하고 사업화 매진 산업부 고기능 중대형 등 첨단 드론 육성 추진 부산( ) · (
시 사물인터넷 테스트 베드를 운영 중이고 드론의 이동성을 융합한 도) (IoT) , 
시 관리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 대구시 무인항공기 집적단지 조성 ( ) 
및 스마트 드론 기반 구축사업 추진 수원시 드론 강소기업 육성 및 드론 실( ) 
외 테스트 베드 장거리 옥외 테스트배드 조성 예정 , 
국내 드론 산업은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등 전통적인 항 (KAI) • 
공 산업체가 군수요를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찰이나 군사 위주, 
로 전개
상업용 드론 시장은 아직 시작단계 수준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엔터테인먼 , • 
트 항공촬영 등에 쓰일 수 있는 소형 드론의 경우는 소수의 업체만이 개발을 ,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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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수 무인기 은 무인기 제조업체 카메라 자동항법장치 업체 부Supply Chain , , , 
품업체 제작업체 등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S/W

현재까지 중국과 일본 업체를 중심으로 발전 단계에 있음 , EU• 

그림 45 세계 민수 무인기  Supply Chain

업체명 사업영역 및 주요 내용

대한항공

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틸트로더형 무인기 개발 성공 및 사용화 (TR-60) 
추진 노력중
보잉사와 를 통한 무인헬기사업 를 무형 무인헬기로 개조하는 MOU (500MD
사업 추진)

한화
군사분야 초소형 무인항공기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참여
초소형 무인항공시스템인 크로우 를 제작한 마이크로에어로봇사 인수 (CRAW)

년(2010 )

LG CNS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한 자체 무인헬기 토탈 솔루션 개발 추진중
산업용 무인헬기 토탈 솔루션 공급업체인 원신스카이텍 인수 년(2013 )

LG 
유플러스

망을 이용한 드론 제어 기술 확보LTE 
세계 최소 망을 통한 드론 조정 성공LTE 

KAI 년대 초반 국내 최초 드론인 군 정찰용 저고도 단거리 무인항공기 송골1990
매 개발

유콘시스템
정찰용 무인기인 리모아이 개발 및 국내 최초로 에 지상통제(Remo Eye) UAE
장비 수출
농업용 방제드론 리모팜 을 시작으로 민간시장 진출 (Remo Farm)

바이로봇 완구용 비행로봇인 드론 파이터 를 시작으로 산업용 비행로봇 개발 진행중‘ ’

성우
엔지니어링 농업용 무인 방제헬기 상용화 성공 (REMO-H)

표 27 국내 민간 드론 기업 사업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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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수 무인기 분야의 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와 생산 분야에Value Chain R&D
서 각각 의 부가가치가 발생되고 있으며 핵심 분야는 자체개발하나 일30~35%
부 제어 의 경우 외부조달 형태로 구성되고 있음SW

그림 46 세계 민수 무인기  Supply Chain

국내외 드론 시장의 현황 및 전망□ 
ㅇ 드론 시장은 집계기관에 따라 다소 그 규모와 범위가 다르나 향후 년간 매년 10

씩 빠르게 성장하여 년에는 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10% 2023 125
있음 특히 민간 무인기 시장은 연평균 이상의 급속한 성장세를 이를 것. , 35% 
으로 전망됨

틸그룹 보고서에 의하면 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억  (Teal Group) 2014 53.1• 
달러이고 그 중 군사용 드론이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민수용 드, 90% 
론 시장 비율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년에는 억 달러 규모2023 124.7
로 커질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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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시장 전망(a) 무인기의 용도별 전망(b) 

그림 47 세계 드론 시장 규모 및 용도별 전망 

년 월에 발표한 리서치의 예측에 따르면 년의 민간용 소형 드 2016 1 ABI 2025• 
론 시장은 억불이 될 것으로 예측함 년에 개인용 소형 드론이 만46 .  2014 490
개 판매되었으며 년에는 천만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함 리서치2025 9 . ABI 
는 민간용 소형 드론이 창출하는 서비스 가치까지 포함할 경우 년의 민2019
가용 소형 드론 관련 시장은 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85
중국 베이징 시 기관지인 경화시보는 년 세계 드론 시장의 총가치 규모 2025• 
판매액 연구개발비 국방비 포함 가 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 ) 710

ㅇ 국가별 드론 시장 점유율은 년 기준 미국 유럽 중동 아시2013 65%, 16%, 8%, 
아 태평양 에서 에는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되어 미국 유럽 · 8% , 2018 35%, 21%, 
아시아 태평양 중동 등으로 과점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변화될 것으· 34%, 9% 
로 전망

그림 48 세계 무인기 시장 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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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의 급성장에서 기인하는 것으 ·• 
로 중국은 민수용으로 소형무인기를 제작중이며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투자를 , 
확대 중임 특히 중국은 년 기준 드론 시장규모가 세계 위이며 드론 기. , 2013 3
술 수준은 년 기준 세계 위권인 것으로 조사2012 9

ㅇ 국내시장의 경우 군수요 중심으로 년 억원 수준에서 년까지 연간 2014 100 2022
억불 연평균 성장이 전망됨 5 , 22% 

그림 49 국내 무인기 시장 단위 ( :$M)

ㅇ 군수시장에서는 무인기의 대형화 고성능화로 유인기의 임무영역을 일부 대체,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전 에 입각한 유인전투기와 무, (Net Centric Warfare)
인전투기의 동시작전이 가능한 전투체계를 연구 중에 있음

ㅇ 민수시장에서는 기술 성숙에 따른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적용분야 또한 아
래의 표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소비자의 관심증가에 따
라 소형드론의 판매가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년 만대 (2014 25 → 

년 만대2018 100 )

택배용 드론 정밀농업용 드론 화물용 무인 항공기

아마존 구글 등이   DHL, , 
택배용 드론 개발 중

년  AUVSI, 2025
정밀농업용 드론의 세계 
민간 무인기 시장 80% 

이상 점유율 예측

등 물류 회사는  FedEX 
화물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수요 지속

시계 외 비행을 위한  
장거리 통신 항법기술, 
장시간 비행을 위한 

동력원기술 정밀 비행 , 
제어 기술 등

탑재 초분광 카메라 기술, 
매핑 기술 최적비행기술, , 

통합 기술 등UGV 

대형무인기 설계 기술, 
무인기 유인공역비행 기술, 

자동화 기술 등cockpit 

표 28 민수 무인기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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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수시장에서는 향후 년간 공공분야 수요를 중심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10
며 활용도 여하에 따라 시장이 확대될 전망

미국정부는 년 이래 무인기의 운항을 위한 기존 공역체계와의 통합을 지 2012• 
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경우 년까지 만명의 일자리와 억불2025 10 800
의 경제효과 창출이 예상된다고 분석

년 월에 개최된 에서는 드론제품 전용 2015 1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전시 구역인 를 설치‘Unmanned Systems Marketplace’
미국의 에서의 년 월 월 드론판매대수는 대로 만 E-bay 2014 (3 ~12 ) 127,000 1,66 • 
불에 달하며 완구 중 드론의 판매비중은 년 에서 년엔 , RC 2014 30% 2015 50%
까지 상승

그림 50 민수 무인기 시장 분석 

상업용 드론의 경우 세계의 의 드론은 중국에서 생산되며 소비자용 분야 94% , • 
에서 한 개 기업이 세계 시장을 차지함 년 기준DJI 70% (2014 )
중국은 드론 연구개발 생산 수출에서 미국을 압도하지만 미국이 세계 최대  , , • 
드론 소비시장으로 소비력과 기술력에서는 아직도 미국과 큰 격차 존재, 
미국은 군용 드론 기술과 시장에서도 중국을 훨씬 압도 • 

기체 유형별 시장 현황 및 전망UUV □ 
는 케이블을 통해 작업자와 연결되는 수중 로봇으로써 케이블은 수중 로 ROV• 

봇에 명령 및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차량의 원격 작동이 가능
는 해양 시추 안전 및 보안 검사 해양 데이터 획득 및 매핑 광물 추출 ROV , , , • 

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해
양 탐사 활동의 증가는 에 대한 수요를 촉진 할 것으로 예상됨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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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자율운행 수중 로봇으로써 수중 난파선 암석 및  AUV , • 
장애물을 감지하고 매핑하는 수중 조사 임무에 사용됨

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작동 할 수 있으며 고도로 발전된  AUV , payload• 
가 장착되어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함.

시장은 성숙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반면 시장은 개발 단계임 ROV AUV • 

그림 51 전세계 시장 규모 기체유형별 단위 백만불 UUV ( ) ( : )

시장은 년에 미화 백만 달러로 추산되며 년부터  ROV 2017 1,775.3 , 2017 • 
년까지 연평균 성장하여 년에는 백만 달러에 이를 2022 7.07 % 2022 2,498.5 

것으로 예상됨
시장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방위 작업 및 심해 조사에서 사용 증 AUV • 

가로 년부터 년까지 연평균성장률 의 가파른 속도로 시장규2017 2022 24.13%
모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는 더 좋은 탑재 하중 용량 증가 된 추진력 긴 내구성 및 깊이 용량을  AUV , , • 
가지며 사람의 개입이 없으므로 가까운 미래에 는 로 대체 될 것으ROV AUV
로 전망됨

활용분야별 시장 현황 및 전망UUV □ 
ㅇ 활용분야별 시장 규모ROV 

아래 표는 시장을 다시 개의 활용분야별 시장으로 세분화한 자료임 ROV 4• 
년을 기준으로 는 상업탐사 국방 과학연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될  2022 ROV , , • 

것으로 예상되며 상업 탐사 분야에서 약 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 48.2%
것으로 예상됨

년부터 년까지 시장의 활용분야별 연평균성장률은 상업 탐사  2017 2022 ROV • 
국방 과학연구 기타 로 예상됨7.41%, 7.21%, 6.18%,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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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전세계 시장 규모 활용분야별 단위 백만불 ROV ( ) ( : )

아래 표는 상업탐사시장을 세분화한 자료임 ROV • 
전 세계적으로 제한된 석유 가스 공급으로 인해 모든 주요 국가가 새로운 석 /• 
유 가스 매장지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 시추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
상되며 이에 따라 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ROV

년을 기준으로 해양 시추 분야는 의 점유율로 상업탐사 시장 2022 43.5% ROV • 
을 이끌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성장률도 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됨8.13%

그림 53 전세계 상업탐사시장 규모 ROV 

아래 표는 과학연구시장을 세분화한 자료임 ROV • 
년을 기준으로 해양학연구 분야는 과학연구시장에서 로 가장 높은  2022 47%•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 보다 해양학 연구에 더 적합하, AUV ROV
기 때문에 시장은 낮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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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전세계 과학연구시장 규모 ROV 

아래 표는 국방시장을 세분화한 자료임 ROV • 
년을 기준으로 지능 감시 정찰 분야는 국방시장에서 로 가장  2022 / / (ISR) 40.4%• 

높은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성장률은 심해 난파선 및 항공기, 
사고를 검사하는 탐사 사고조사 부문에서 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8.7%

그림 55 전세계 국방시장 규모 ROV 

 

아래 표는 기타시장을 세분화한 자료임 ROV • 
년을 기준으로 탐색 구조 분야는 기타시장에서 로 가장 높은 점유율 2022 / 47%• 

을 보일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성장률 또한 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6.66%



47

환경 분석2. 

47

그림 56 전세계 기타시장 규모 ROV 

ㅇ 활용분야별 시장 규모AUV 
아래 표는 시장을 다시 개의 활용분야별 시장으로 세분화한 자료임 AUV 4• 

년을 기준으로 는 국방 과학연구 상업탐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될  2022 AUV , , •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 분야에서 약 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 47%
예상됨

년부터 년까지 시장의 활용분야별 연평균성장률은 국방  2017 2022 AUV 24%, • 
과학연구 상업탐사 기타 로 예상되며 시장의 24.83%, 23.86%, 21.01% , ROV 
약 배 이상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3

그림 57 전세계 시장 규모 활용분야별 단위 백만불 AUV ( ) ( : )

아래 표는 상업탐사시장을 세분화한 자료임 AUV • 
상업탐사시장은 각각의 분야에서 비슷한 연평균성장률을 보임 AU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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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전세계 상업탐사시장 규모 AUV 

아래 표는 과학연구시장을 세분화한 자료임 AUV • 
년을 기준으로 해저 매핑 이미징 분야는 과학연구시장에서 로 가장  2022 / 47.4%• 

높은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매핑 이미징 해양학연구 분야에서 높, / , 
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59 전세계 과학연구시장 규모 ROV 

아래 표는 국방시장을 세분화한 자료임 AUV • 
년을 기준으로 지능 감시 정찰 분야는 국방시장에서 로 가장  2022 / / (ISR) 60.8%• 

높은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성장률은 보안 탐지 검사 부문에, / /
서 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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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전세계 국방시장 규모 ROV 

아래 표는 기타시장을 세분화한 자료임 AUV • 
년을 기준으로 탐색 구조 분야는 기타시장에서 로 가장 높은 점유 2022 / 45.07%• 

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성장률 또한 로 가장 높을 것으로 , 21.56%
예상됨

그림 61 전세계 기타시장 규모 ROV 

제품유형별 시장 현황 및 전망UUV □ 
아래 표는 시장을 다시 개의 제품유형별 시장으로 세분화한 자료임 ROV 4• 

는 제품유형에 따라  ROV work class, heavy work class, high-capacity electric, • 
로 구분됨small
년을 기준으로 는 약 로 제품유형별 시장에서 가장  2022 work class 48.3% ROV •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년부터 년까지 시장의 제품유형별 연평균성장률은  2017 2022 ROV work class • 

로 7.1%, heavy work class 6.56%, high-capacity electric 8.61%, small 9.87%
예상되며 소형이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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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전세계 시장 규모 제품유형별 ROV ( )

아래 표는 시장을 다시 개의 제품유형별 시장으로 세분화한 자료임 AUV 4• 
는 제품유형에 따라 로  AUV light weight, large, heavy weight, man-potable• 

구분됨
년을 기준으로 는 약 로 제품유형별 시장을 주도 2022 light weight 63.6% AUV • 

할 것으로 예상됨
년부터 년까지 시장의 제품유형별 연평균성장률은  2017 2022 ROV light • 

로 weight 25.3%, large 23.24%, heavy weight 23.21%, man-potable 23.48%
예상되며 가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light weight

그림 63 전세계 시장 규모 제품유형별 AUV ( )

추진시스템 유형별 시장 현황 및 전망UUV □ 
아래 표는 시장을 다시 개의 추진시스템 유형별 시장으로 세분화한 자 ROV 4• 
료임

의 추친시스템은 유형에 따라 전기 하이브리드 기계 기타 제트 덕트 포 ROV , , , ( , • 
함 시스템으로 구분됨) 
전기 시스템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내구성과 작동 범위를 늘리기  • 
위해 소형 에 사용됨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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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ROV• 
다른 추진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며 년을 기준으로 전기 시스템은 약 , 2022

로 추진시스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69.5% ROV 
기계 시스템은 연료전지로 시스템 설계의 복잡성과 액체 연효의 비효율성으 • 
로 인해 일반적으로 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상당한 성장을 ROV , 
보일 것으로 예상됨

년부터 년까지 추진 시스템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기  2017 2022 ROV • 
하이브리드 기계 기타 로 예상되며 기계 시스템6.74%, 7.27%, 9.05%, 7.33% , 

이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64 전세계 시장 규모 추진시스템 유형별  ROV ( )

아래 표는 시장을 다시 개의 추진시스템 유형별 시장으로 세분화한 자 AUV 4• 
료임

의 추진시스템은 유형에 따라 전기 하이브리드 기계 기타시스템으로 구 ROV , , , • 
분됨

년을 기준으로 전기 시스템은 약 로 추진시스템 시장을 주도 2022 69.5% ROV • 
할 것으로 예상됨
리튬 이온 니켈 이온 연료 전지 및 태양 전지와 같은 전기 배터리를 포함한  , , • 
다양한 셀의 조합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높은 안정성으로 인해 로 가26.66%
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65 전세계 시장 규모 추진시스템 유형별  AU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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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시장 현황 및 전망UUV payload □ 
아래 표는 시장을 다시 개의 유형별 시장으로 세분화한 자료 ROV 7 payload • 
임

시장에서 카메라 센서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ROV payload , • 
며 센서의 연평균성장률이 제일 높게 나타남, 

그림 66 전세계 시장 규모 유형별 ROV (payload )

아래 표는 시장을 다시 개의 유형별 시장으로 세분화한 자료 AUV 7 payload • 
임

시장에서 카메라 센서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AUV payload , • 
며 센서의 연평균성장률이 제일 높게 나타남, 

그림 67 전세계 시장 규모 유형별 AUV (pay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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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시장 현황 및 전망UUV □ 
아래 표는 시장을 다시 개의 지역별 시장으로 세분화한 자료임 ROV 6• 

년을 기준으로 북미는 시장에서 로 가장 큰 점유율을 자지  2022 ROV 28.44%• 
할 것으로 예상됨

년부터 년까지 시장의 지역별 연평균성장률은 북미 유 2017 2022 ROV , 3.97%, • 
럽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로 예상되7.66%, 8.85%, 5.72%, 9.85%, 12.5%
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68 전세계 시장 규모 지역별 ROV ( )

아래 표는 시장을 다시 개의 지역별 시장으로 세분화한 자료임 AUV 6• 
년을 기준으로 북미는 시장에서 로 가장 큰 점유율을 자지 할  2022 AUV 37.8%• 

것으로 예상됨
년부터 년까지 시장의 지역별 연평균성장률은 북미 2017 2022 ROV , 17.65%, •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로 예30.57%, 27.61%, 22.82%, 33%, 36.47%
상되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69 전세계 시장 규모 지역별 AU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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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허 분석 
가 특허동향 분석. 

분석대상 기술 분류□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핵심기술군에 대하여 특허동향을 AUV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국가의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본 연, , , 
구개발과제 수행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ㅇ 수공양용형 의 경우 태동단계의 기술로서 유의미한 분석을 가능케하는 수AUV
의 특허가 검색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수공양용형 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수중 공중 이동 및 운AUV ‘ -
용 기술 관제 및 운영시스템 기술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기술 및 해양 ’, ‘ ’, ‘ ’, ‘
통신 지원 기술 분야에 대해 각각 특허분석을 실시함’ 

ㅇ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기술 의 경우 수중 공중 이동 기체 기술 수중 공중 ‘ - ’ , ‘ - ’, ‘ -
동력원 제공 제어 기술 및 수중 공중 운용 변환 및 천이 기술 로 구분/ ’, ‘ - ’

ㅇ 관제 및 운영시스템 기술 의 경우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 고가용 운영시스템 ‘ ’ , ‘ ’, ‘
구축 기술 및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로 구분’, ‘ ’

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기술 의 경우 수중 측위 기술 수중 장애물 탐지 및 ‘ ’ , ‘ ’, ‘
회피 기술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 및 수 중 데이터 수집 기술 로 ’, ‘ ’, ‘ ’
구분

ㅇ 해양 통신 지원 기술 의 경우 해상 고신뢰 저지연 통신 기술 해상 초고속 통‘ ’ , ‘ / ’, ‘
신 기술 및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 기술 로 구분’, ‘ ’

ㅇ 유효특허 추출뒤 공백분야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 
기초정보로 활용되도록 함

핵심기술군 기술범위
수중 공중 -
이동 기체

(AAA)

기체 선형 설계 기술- 
경량 내압 수밀 기술- -
수중 해상 이동 기체 설계 기술- -

수중 공중 -
동력원 

제공 제어/
(AAB)

공중 고속 이동을 위한 추진체 운용 기술- 
수중 이동을 위한 추진체 운용 기술- 
추진체 방수 및 발열처리 기술- 
동력원 운용 기술- 
에너지 회수 및 고효율 운용 기술- 
에너지 관리시스템 기술- 

수중 공중 -
운용 변환 
및 천이
(AAC)

상공 이동시 자세 제어 기술- 
고속 이동을 위한 공중 추진 기술- 
수 공 운용 변환 기술- -
수중 잠항 시 자세 제어 기술- 

표 29 특허검색 핵심기술군 및 기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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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군 기술범위

안정적인 수중 이동을 위한 추진 기술- 
동적 환경에서 수중 공중 연속 주행을 위한 차원 환경인- - (Seamless) 3
식 기술
수중 공중 통합 자기위치 인식 및 환경 모델링 기술 개발 - -
비행 상황 경험 축적 기술- 
수중 공중 실시간 판단 및 딥러닝 기반 제어기술- -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ABA)

통합 관제 시스템 설계 기술- 
동체 기본 기동 제어 기술-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B)

비상 복귀 회수 기술- /
관제 편의 제공 기술-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C)

시스템 모니터링 기술- 
제어 시스템 통신 암호화 기술- 

수중 측위 기술
(ACA)

절대좌표 확보기술- 
관성항법기술- 
음파를 이용한 도플러효과 항법응용기술- 
압력계를 이용한 수심추출기술- 
음파를 이용한 고도추출기술-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ACB)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광학카메라 기반 장애물 인지 기술- 
초음파 기반 물체 인지 기술- 
수중 장애물 탐지 알고리즘-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
(ACC)

다중 임무 최적화 기술- 
동적 환경에서 임무 최적 변경 기술- 
목표 및 부목표 계획 기술- (Subgoal) 
수중 조류 외란 극복 경로추종제어 기술- /
수중 추진기 기술-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ACD)

물체 인식 기술- 
뉴럴네트워크 기반 물체 인식 구축- DB
실시간 차원 복합정보지도 생성- 3
위치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오도메트리 기술- 
차원 복합정보지도 기반 최적 경로- 3

경로 최적화 수치 알고리즘- 
해상 

고신뢰 저지연 /
통신
(ADA)

광역 고속이동체 제어를 위한 위성 통신  - 
광역 고속이동체 제어를 위한 통신- HF/VHF/UHF 
고신뢰 저지연 제어 정보 해상 전송을 위한 해상 통신- · URLLC 

해상 초고속 통신
(ADB)

기반 해상 광대역 광역 통신- LTE. Wi-Fi ·
위성통신 기반  광대역 광역 통신- ·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ADC)

재밍 방어 기술- 
정보 보안 기술- 



56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소
분
류

검색식

A
A
A

공중 상공 활공 비행 부상 허공 항공 운행 운항 에어리얼 (( air aerial fly*)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기체구조물 기체 구조물 동체 바디 프레임 디자인 형상 형태(( ( adj ) * * * (flight adj component*) body* frame* * design* * * shape) near4 

선형 리니어 라이니어 라이니아 리니아타 리니아 라니아 라니어 린이어 유선형 경량 가볍 가벼 초경량( * * * * * * * * * linear* * streamlined * * * * 
저중량 경하중 소형 간소화 미니 콤팩트 컴팩트 간략 간소 최소형 초소형 슬림 저비중* * * * * * * * * * * * * lightweight* light-weight* simple* 

내압 내부압 수압 내부 압력 물압 압차 차이압 높은압력compact* slim* mini* simplified* * * * - * * * * * overpressure*) OR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 * * * * * * * * * * * * * * * 

마린*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해상 해양 해수 하천 호수 수상 대양 오션 근해 해역 바닷 연안 인근해 수상 물위adj sea) )  ( * * * * * * * * * * * * * * * sea* marine* 

수영 양서ocean* seashore* offshore* maritime* seabed* coast* river* lake* shore* * swim* * amphibious*)  )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기체구조물 기체 구조물 동체 바디 프레임 디자인 형상 형태(( ( adj ) * * * (flight adj component*) body* frame* * design* * * 

경량 가볍 가벼 초경량 저중량 경하중 소형 간소화 미니 콤팩트 컴팩트 간략 간소 최소형shape) and  ( * * * * * * * * * * * * * * 
초소형 슬림 저비중 내압 내부압 수압* * * lightweight* light-weight* simple* compact* slim* mini* simplified* * * * 

내부 압력 물압 압차 차이압 높은압력 방수 침수방지 방습 물막 수분침투 내습 워터 프루- * * * * * overpressure* * * * * * * - * 
워타 프루 워터프르 워터프루 워터프룹 워터푸 워터프로 워터푸루- * * * * * * * waterproof* water-proof* watertight* 

water-tight* water-resist* waterresist* (water adj proof) (water adj tight) (water adj resist) OR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마린(( * * * * * * * * * * * * * * * * *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adj sea) ) and 
해상 해양 해수 하천 호수 수상 대양 오션 근해 해역 바닷 연안 인근해 수상 물위( * * * * * * * * * * * * * * * sea* marine* ocean* 

수영 양서seashore* offshore* maritime* seabed* coast* river* lake* shore* * swim* * amphibious*)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기체구조물 기체 구조물 동체 바디 프레임 디자인 형상 형태( ( adj ) * * * (flight adj component*) body* frame* * design* * * shape)

A
A
B

공중 상공 활공 비행 부상 허공 항공 운행 운항 에어리얼 (( air aerial fly*)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표 30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최종 검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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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분
류

검색식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추력 추진 프로펠 고속 초고속 빠른 빠르 빠를 스피드 스피디(( * * * propuls* propel* impellent*) near4  ( * * * * * * * fast* speed*) OR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마린(( * * * * * * * * * * * * * * * * *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adj sea) )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추력 추진 프로펠 추력 추진 프로펠 방수(( * * * propuls* propel* impellent*) OR (( * * * propuls* propel* impellent*) near4  ( * 

침수방지 방습 물막 수분침투 내습 워터 프루 워타 프루 워터프르 워터프루 워터프룹 워터푸 워터프로* * * * * - * - * * * * * * 
워터푸루* waterproof* water-proof* watertight* water-tight* water-resist* waterresist* (water adj proof) (water adj tight) 

발열 히팅 히트 힛팅 고온 힛트 열발생 방열(water adj resist) * * * * * * * * heat* thermal* hot*) OR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마린(( * * * * * * * * * * * * * * * * *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adj sea) ) near10 
해상 해양 해수 하천 호수 수상 대양 오션 근해 해역 바닷 연안 인근해 수상 물위(( * * * * * * * * * * * * * * * sea* marine* ocean* 

수영 양서 공중 상공 활공 seashore* offshore* maritime* seabed* coast* river* lake* shore* * swim* * amphibious*)  (
비행 부상 허공 항공 운행 운항 에어리얼 air aerial fly*)  )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동력 원동 전동 모터 모타 모오터 모우터 모우타 모오다 모어타 모오타 모다 모토 모우토 모오더 모 터( * * * * * * * * * * * * * * * - * 
구동 발동 구동모터 구동력 엔진 앤진 내연기관 연소기관* * * * motor* * * * * engin*)

A
A
C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고속 초고속 빠른 빠르 빠를 스피드 스피디 자세 자이로 쟈이로 롤 로올 로울((( * * * * * * * fast* speed*) near4  ( * * * zyro* * * * 
회전롤 피치 핏치 피취 피이취 피이치 핏취 요우 요잉 요우잉 요윙 선회각 요각 추력* roll* * * * * * * pitch* * * * * * * yaw*) OR (( * 
추진 프로펠 고속 초고속 빠른 빠르 빠를 스피드 스피디* * propuls* propel* impellent*) near4  ( * * * * * * * fast* speed*) OR 

해상 해양 해수 하천 호수 수상 대양 오션 근해 해역 바닷 연안 인근해 수상 물위(( * * * * * * * * * * * * * * * sea* marine* ocean* 
수영 양서seashore* offshore* maritime* seabed* coast* river* lake* shore* * swim* * amphibious*)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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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소
분
류

검색식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이륙 이착륙 착륙 착지 랜딩 레엔드 렌딩 수직이착륙 수직 이착륙 이륙 착륙( * * * * * * * land* * VTOL* (( * vertical) adj2 ( * * * take-off takeoff) OR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마린(( * * * * * * * * * * * * * * * * *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adj sea) )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자세 자이로 쟈이로 롤 로올 로울 회전롤 피치 핏치 피취 피이취 피이치 핏취 요우 요잉 요우잉(( * * * zyro* * * * * roll* * * * * * * pitch* * * * 
요윙 선회각 요각 밸러스터 스러스터 잠항* * * yaw* * * baluster* thruster* * ((submarine*) near2 (voyag* div*) ((underwater*) near2 

수중 언더워터 물속 물안 수면하 잠수 운행 운항 항행 네비게이(div*) (( * * * * * * underwater* submerge* div*) near2 ( * run* * sail* * * 
항해 운용 매니지먼트 운영 추력 추진 프로펠navigat* * voyag* * * manag* * operat*) OR ( * * * propuls* propel* impellent*) OR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마린( * * * * * * * * * * * * * * * * *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adj sea) ) and 

해상 해양 해수 하천 호수 수상 대양 오션 근해 해역 바닷 연안 인근해 수상 물위(( * * * * * * * * * * * * * * * sea* marine* ocean* 
수영 양서 공중 상공 활공 seashore* offshore* maritime* seabed* coast* river* lake* shore* * swim* * amphibious*)  (

비행 부상 허공 항공 운행 운항 에어리얼 air aerial fly*)  )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천이 트랜지션 트렌지션 트랜지숀 전환 절환 변환 채인지 체인지 체인징 채인징 체인쥐 체인저 체이지 체이징( * * * * * * * * * * * * * * * 
바뀐 바꿀 바꿔 바뀔 바뀌 바꾸 바꿈 바껴 바뀜 변화 변경 절체 컨버* * * * * * * * * * * * * chang* transform* alter* swap* replace* 

카메라 캐머라 캐메라 캐머러 영상 촬상 촬영exchanging* convert* shift* ( * * * * camera* * * * photo* picture* film*) and 
물체인식 물체 객체 인식 인지 칼만필터 칼만 필터( * (( * * object*) near2 ( * * recogni* aware* percept*) * (( * kalman*) adj2 ( * filter*) 
물체분류 물체 객체 분류 딥러닝 딥 러닝 컨버루션* (( * * object*) near2 ( * classifi*) * (( deap*) adj ( * learning) (( * convolution*) near 
뉴럴네트워크 뉴럴네트웍 뉴럴 동적 다이나믹 다이내믹 지형 이동 인식( * * * neurual*) (( * * * dynamic* geometry* * mov*) near2 ( * 
인지 동적 다이나믹 다이내믹 이동 물체 객체 위치* recogni* aware* percept*) (( * * dynamic* * mov*) adj ( * * object*) ((( * locat* 

추정 로컬리제이션 모델링position) near2 ( * estimat* assum* presum*) * localization * modeling)

A
B
A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 * * * * * * * * * * * * * * * 
마린*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해상 해양 해수 하천 호수 수상 대양 오션 근해 해역 바닷 연안 인근해 수상 물위adj sea) )  ( * * * * * * * * * * * * * * * sea* marine* 
수영 양서 공중 상공 ocean* seashore* offshore* maritime* seabed* coast* river* lake* shore* * swim* * amphibious*)  (

활공 비행 부상 허공 항공 운행 운항 에어리얼 air aerial fly*)  )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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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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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분
류

검색식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통합관제시스템 관제 중앙관리 중앙관제 운영 중앙감시 통재 감시 어드미니 슈퍼바이저 메니지먼트 매니징( * (( * * * * * * * * * * * 
메니지 메니징 메니즈 컨트롤 콘트롤 제어* * * manag* supervision* supervisor* administrat* supervis* * * * control*) near4 

통합 병합 종합 공용 공통 총괄 동시 복합 일괄 중앙 센터 센타 쎈터 쎈타 샌터 센트럴 쌘터 샌타( * * * * * * * * * * * * * * * * * * 
센트랄 센트롤 지상* * integrated* merge* unif* common* central* center* centre* * ground*)

A
B
B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 * * * * * * * * * * * * * * * 
마린*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해상 해양 해수 하천 호수 수상 대양 오션 근해 해역 바닷 연안 인근해 수상 물위adj sea) )  ( * * * * * * * * * * * * * * * sea* marine* 
수영 양서 공중 상공 ocean* seashore* offshore* maritime* seabed* coast* river* lake* shore* * swim* * amphibious*)  (

활공 비행 부상 허공 항공 운행 운항 에어리얼 air aerial fly*)  )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near10 
복귀 되돌 되도 되돌아 돌아오 리터닝 리턴 리터언 리탄 원위치 원래 제위치 컴백 컴벡 콤백 콤벡 귀환(( * * * * * * * * * * * * * * * * * 

회귀 회수 수거 거두 재회수 관제 중앙관리 중앙관제 운영* return* comback* comeback* * * * * recovery*) OR (( * * * * 
중앙감시 통재 감시 어드미니 슈퍼바이저 메니지먼트 매니징 메니지 메니징 메니즈* * * * * * * * * * manag* supervision* 

편의 편리 편안 편히 편하 편한 편이 편함 편해 간편 간단 손쉽supervisor* administrat* supervis*) near4 ( * * * * * * * * * * * * 
쉽게 쉽게한 쉬워 쉬운 쉽고 쉬움 쉽도 쉽도록 손쉽게 수월 이지* * * * * * * * * * * comport* easily* easy* convenie*)

A
B
C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 * * * * * * * * * * * * * * * 
마린*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해상 해양 해수 하천 호수 수상 대양 오션 근해 해역 바닷 연안 인근해 수상 물위adj sea) )  ( * * * * * * * * * * * * * * * sea* marine* 
수영 양서 공중 상공 ocean* seashore* offshore* maritime* seabed* coast* river* lake* shore* * swim* * amphibious*)  (

활공 비행 부상 허공 항공 운행 운항 에어리얼 air aerial fly*)  )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near10 
모니타 모니터 모니토 마니터 감시 체크 점검 진단 암 복호 암복 암호 복호(( * * * * * * * * monitor* check* diagnos*) OR ( / * * * * 

인크립 엔크립 엔크립션* * * encrypt* decrypt*)

A
C
A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마린(( * * * * * * * * * * * * * * * * *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adj sea) )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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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소
분
류

검색식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절대 현 위치 좌표 장소 포지션 포지셔 포지샨 로케 로케이션 로캐 로캐이 로케이 포지숀((( * *) adj ( * * * * * * * * * * * *) ((AB)solut* 
current) near (locat* posit* coordinat*) OR 

관성 관성 측정 항법( * inertia* IMU (( * inertial*) near2 ( * * measure* motion*) ((inertial*) near2 (guidance*) INS ((inertial*) 
자이로 쟈이로 각가속도 각가속near2 (navigat*) * * * * gyro*) OR 

도플러 도플라 음향 소리 사운드 음파 어쿠스틱( * * doppler* * * * * * acoustic* sound* ) OR 
압력 수압 외압 프레셔 프레져 프레싱 프래셔 프레쎠 프레샤 푸레셔 프레서 프래스 프래져 푸레스(( * * * * * * * * * * * * * * pressur*) 

수심 심도 깊은정도 깊이 뎁스 뎊스 뎊쓰 뎁쓰 댑스 댚쓰 댑쓰 댚스 데프스 대프스near4  ( * * * * * * * * * * * * * * depth* level*) OR 
음파 음향파 음향 초음파 진동파 초음 사운드 어쿠스틱 진동자 소닉 쏘닉 울트라소닉 울트라쏘닉 하이퍼소닉(( * * * * * * * * * * * * * * 

메가소니 메가소닉 수퍼소닉 슈퍼소닉 쏘나 고도 고저 높낮이 높낮* * * * * sonic* megasonic* ultrasonic* supersonic*) near4  ( * * * * 
높이 지형고 높음 레벨 래빌 레밸 래벨 깊이 높고 수직거리 하이트 해이트 헤이트 헤잇* * * * * * * * * * * * * * altitude* heigt* height*)

A
C
B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마린( * * * * * * * * * * * * * * * * *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adj sea) ) near10 

장애물 장해물 방해물 물체 사물 대상체 대상물 입체물 목표물 이동물체 오브잭트 오브젝트 옵젝 오브젝(( * * * * * * * * * * * * * * 
옵젝트 오브잭 탐지 검출 검지 디텍 검측 감지 디택 센스 센싱 디택터 센서* * obstacle* object*)  near10 (( * * * * * * * * * * * 

인지 인식 관측 측량 발견 감시 탐측 디덱 쎈싱 샌서 티택 쎈서 쏀서 쏀싱 체크 체킹 쎈스 센사 메저* * * * * * * * * * * * * * * * * * * 
계측 디텍터 측정 회피 피함 피할* * * sense* sensor* sensing* detect* measure* reconi* recongni* nonitor* aware*) ( * * * 

피한 피하 피할수 비킴 비키 비켜* * * * * * avoid* prevent* defence* defen*)

A
C
C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near10 

경로 루트 코스 노선 이동경로 진로 주행경로 루우트 경노 궤적 예상경로 항로 항해로 패쓰 최적경로(((( * * * * * * * * * * * * * * * 
라우트 최단루트 다중 다수 복수 멀티 여러 여럿 듀얼* * route* course* path* traject* seaway* trajectory*) near4 ( * * * * * * * 

두얼 둘 두개 더블 떠블 이중 수개 삼중 많은 수많 실시간계획 실시간 계획* * * * * * * * * * muli*) ( * (( * real*) near2 ( * plan*) 
임무 미션 변경 체인지 스위칭 스위치 바꾸 바꿈 바뀌(( * * mission*) near2 ( * * change* * * * * * switch*) OR 

경로 루트 코스 노선 이동경로 진로 주행경로 루우트 경노 궤적 예상경로 항로 항해로 패쓰 최적경로(( * * * * * * * * * * * * * * * 
라우트 최단루트 변경 바꾸 바뀌 가변 바꿔 바꿈 전환* * route* course* path* traject* seaway* trajectory*) near4 ( * * * * * * * 

자동변환 체인지 채인지 체인징 체인쥐 췌인지 체이징 채인징 회피* * * * * * * * chang* alter* replace* * avoid*) OR 
경로 루트 코스 노선 이동경로 진로 주행경로 루우트 경노 궤적 예상경로 항로 항해로 패쓰 최적경로(( * * * * * * * * * * * * * * * 

라우트 최단루트 메인 매인 주 주종 마스터 마스타 매스타* * route* course* path* traject* seaway* trajectory*) near4 ( * * * * * * * 
마스다 메스터 슬레이브 슬례이브 스레이브 슬래이브 서브 써브 주 종 종속* * main* master* * * * * * * / * * slave* sub*) OR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마린(( * * * * * * * * * * * * * * * * *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adj sea) ) near10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and 

경로 루트 코스 노선 이동경로 진로 주행경로 루우트 경노 궤적 예상경로 항로 항해로 패쓰 최적경로 라우트 최단루트((( * * * * * * * * * * * * * * * * * 
조류 해류 흐름 흐르 흘름 흘러 흐를 흐를시 흐른 물흐름 플로우route* course* path* traject* seaway* trajectory*) near4 ( * * * * * * * * * * * 

프로우 훌로우 후로우 플로잉 플루우 플러우 풀로우 플로오 플루잉 외란 간섭 방해 혼선 왜곡 교란 재머 제머 재밍* * * * * * * * * flow*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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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분
류

검색식

제밍 디스터번 인터퍼 인터피 추종 이탈 탈락* * * * interfere* noise* disturb* jamming* * follow* * * leav* deviat* separat*) OR 
추력 추진 프로펠( * * * propuls* propel* impellent*)

A
C
D

수중 언더워터 수면하 물속 물밑 물밑바닥 물안 바다속 해저 해중 해심 심해 심수 심저 바닷속 심층 마린(( * * * * * * * * * * * * * * * * * 
underwater* under-water* (under adj water) undersea* (under adj sea) subwater* (sub adj water) subsea* (sub adj sea) ) near10 

장애물 장해물 방해물 물체 사물 대상체 대상물 입체물 목표물 이동물체 오브잭트 오브젝트 옵젝 오브젝((( * * * * * * * * * * * * * * 
옵젝트 오브잭 인식 인지 식별 감지 탐지 판독 판별 검지 디텍 디택 검출 센싱* * obstacle* object*)  near4 ( * * * * * * * * * * * * 
감식 확인 파악 디텍터 디택터 센스 센서 감별 샌싱 디덱 딕텍 샌서* * * * * * * * * * * * recogni* aware* distinguish* detect* 

모니터링 모니타링 이미지 이미징 영상 화상 픽쳐 그림 비전sense* * * monitor* * * * * * * imag* pictur* * vision*) OR 
장애물 장해물 방해물 물체 사물 대상체 대상물 입체물 목표물 이동물체 오브잭트 오브젝트 옵젝 오브젝 옵젝트 오브잭(( * * * * * * * * * * * * * * * * obstacle* 

데이터베 데이타베 데이터 베 데이타 베 데이타배 데이타 배 데이터배 데이터 배 디비object*)  near4 ( * * - * - * * - * * - * * DB* data-bas* databas*) OR 
삼 쓰리 스리 차원 디 차원 삼차원 삼 차원 디 쓰리디 쓰리 디 스리디 스리 디(((3 ) adj ( * *) 3 * * - * 3 * * - * * - * 3d* 3-d* three-d* threed* ((3 

지도 맵 약도 멥 지리부도 지리정보 지아이에스 전자지도 전자맵 매프 맾 지적도 정밀지도 지형three) adj d*) near4 ( * * * * * * * * * * * * * * 
지아이에 지오그래피 지오그래픽 지오그래* * * * map* gis* geographical* geographica* geograp* geographic* e-map*) OR 

오도매 오도메 회전수 회전속 회전주파수 회전량 회전율 선회수 구동속 모터속 엔진속 회동속 상대속 구동수 속력( * * odomet* (( * * * * * * * * * * * * * 
속도 교반속 알피엠 알피앰 아르피앰 아르피엠 관성 자이로 쟈이로 각가속도 각가속* * * * * * rpm* r-p-m*) near4 ( * inertia* * * * * gyro*) OR 

삼 쓰리 스리 차원 디 차원 삼차원 삼 차원 디 쓰리디 쓰리 디 스리디 스리 디(((3 ) adj ( * *) 3 * * - * 3 * * - * * - * 3d* 3-d* three-d* 
경로 루트 코스 노선 이동경로 진로 주행경로 루우트 경노 궤적 예상경로threed* ((3 three) adj d*) near4 ( * * * * * * * * * * * 

항로 항해로 패쓰 최적경로 라우트 최단루트* * * * * * route* course* path* traject* seaway* trajectory*) OR 
경로 루트 코스 노선 이동경로 진로 주행경로 루우트 경노 궤적 예상경로 항로 항해로 패쓰 최적경로(( * * * * * * * * * * * * * * * 

라우트 최단루트 최적화 개선 교정 수정 보정 조정* * route* course* path* traject* seaway* trajectory*) near4 ( * * * * * * 
콤팬세이션 옵티마이제 옵티마이 리바이스 리비젼 콤펜세이션 컴팬세이션 컴팬세이숀 콤펜세이터 켈리* * * * * * * * * * 

optimization* correc* optimizing* revision*)

A
D
A

드론 드런 유에이브이 알오브이 에이유브이 유유브이 마이크로라이트 글라이더 무인기 무인항공 무인비행( * * * * * * * * * * * 
무인비행체 무인조종 헬리캠 헬기 핼기 비상체 비행물체 무인헬기 헬리콥터 헬리곱터 핼리콥터 헬리콥 핼기에* * * * * * * * * * * * * 

핼리캠 헬리켐 해리콥타 멀티콥터 쿼드콥터 쿼드롭 콥터 에어크레프트 에어플래인 애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 * * * * * * * * * 
정찰기 잠수함 잠수정 무인 경량 자율(( * * * unmanned* unmaned* uninhabited* manless* driverless* autonomous*) near 

공중 항공 비행 운행 운항 에어리얼 잠수 수중 공중 에어리얼 비행 운행( * * * * * * * * aerial* air* underwater*) (( * * aerial*) near ( * * 
운항 차량* * vehicle* fly* flight*) drone dron* AUV UUV UAV ROV (((remotely) adj (operate*) adj (vehicle) microlight* 

glider uav* helicopter* aircraft* airplane* copter* airship* aeroplane* glider* helicam* airfreight* multi-copter* 
micro-aircraft* aviation* submarine sub-marine (sub adj marine) submersible* sub-mersible(sub adj mersible*) near10 
위성 인공위성 텔레메트리 고주파 초고주파 극초파 무선전파 하이프리퀀 베리하이프리퀀(( * * satellite* satellit* * telemetry* * * * * * * 

울트라하이프리퀀 주파수 위성 마이크로웨이브* hf* rf* vhf* UHF* radio-frequenc* ((high*) adj2 ( * frequency*) * satellite* * 
저지연 신뢰 무결 트뤄스트 트러스터 트러스트 트러스티드 트러스티microwave* * (low adj latency) (low adj delay) ULCC * * * * * * * 

통신 코뮤니 커뮤니케 커뮤니 케뮤니 커무니 카뮤니 카무니 커뮤 케무 커뮈니케 네트웤 네트웍trust* reliab*) near4  ( * * * * * * * * * * * * * 
네트워 송수신 송신 발신 전송망 무선망* * * * * * telecom* communicat* transmission transmit* send*)

A
D
B

해상 해양 해수 하천 호수 수상 대양 오션 근해 해역 바닷 연안 인근해 수상 물위( * * * * * * * * * * * * * * * sea* marine* ocean* 
수영 양서seashore* offshore* maritime* seabed* coast* river* lake* shore* * swim* * amphibious*) and 

초고속통신 고속통신 광역통신 광대역통신 초고속 고속 와이파이 엘티이 롱 ( * * * * ( * * (high adj speed) * wifi* * LTE* (( long*) adj 
텀 광역 광대역 통신 코뮤니 커뮤니케 커뮤니 케뮤니 커무니( term*) * * ((broad* wide*) adj2 (area* band*) near4  ( * * * * * * 

카뮤니 카무니 커뮤 케무 커뮈니케 네트웤 네트웍 네트워 송수신 송신 발신 전송망 무선망* * * * * * * * * * * * * telecom* communicat*)

A
D
C

해상 해양 해수 하천 호수 수상 대양 오션 근해 해역 바닷 연안 인근해 수상 물위( * * * * * * * * * * * * * * * sea* marine* ocean* 
수영 양서seashore* offshore* maritime* seabed* coast* river* lake* shore* * swim* * amphibious*) and 

재밍 째밍 제밍 재머 제머 잼잉 교란 방해 혼신 간섭 전파방해 인터쎕 인터피어런스 기만 훼방(( * * * * * * * * * * * * * * * 
인터퍼런스 인터피어런 인터퍼 인터퍼런 인터셉트 보안 시큐 비밀* * * * * jamm* jamming* jammer* interfere* disturb* * * * 
시크릿 암호 안보 통신 코뮤니 커뮤니케 커뮤니 케뮤니 커무니 카뮤니 카무니 커뮤 케무* * * securi*) near4  ( * * * * * * * * * * 

커뮈니케 네트웤 네트웍 네트워 송수신 송신 발신 전송망 무선망* * * * * * * * * telecom* communicat*)



62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검색특허 건수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계

해난
사고
신속
초동

대응용 
수공

양용형
AUV

기반기술
(A)

수중 공중 -
이동 및 

운용
(AA)

수중 공중 이동 기체- (AAA) 524 1,143 230 378 2,275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 (AAB) 660 607 141 177 1,585

수중 공중 운용 변환 및 천이- (AAC) 992 1,954 432 697 4,075

관제 및 
운영시스템

(AB)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ABA) 1,721 2,177 1,096 585 5,579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B) 544 317 209 106 1,176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C) 651 605 247 158 1,661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수중 측위 기술(ACA) 329 1,985 264 729 3,307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202 140 436 49 827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ACC)

676 1,404 420 454 2,954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ACD) 449 222 580 65 1,316
해양 통신 

지원
(AD)

해상 고신뢰 저지연 통신/ (ADA) 96 372 104 97 669

해상 초고속 통신(ADB) 560 435 220 142 1,357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ADC) 333 639 295 148 1,415
총계 7,737 12,000 4,674 3,785 28,196

표 31 검색특허 건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효특허 건수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계

해난
사고
신속
초동

대응용 
수공

양용형
AUV

기반기술
(A)

수중 공중 -
이동 및 

운용
(AA)

수중 공중 이동 기체- (AAA) 16 21 5 11 53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 (AAB) 29 78 10 27 144 

수중 공중 운용 변환 및 천이- (AAC) 10 7 1 1 19 

관제 및 
운영시스템

(AB)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ABA) 31 34 13 12 90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B) 37 61 22 22 142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C) 12 26 5 13 56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수중 측위 기술(ACA) 17 15 16 7 55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40 27 66 15 148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ACC)

28 26 15 13 82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ACD) 45 37 23 22 127 
해양 통신 

지원
(AD)

해상 고신뢰 저지연 통신/ (ADA) 7 28 4 8 47 
해상 초고속 통신(ADB) 28 3 5 1 37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ADC) 10 14 2 2 28 
총계 310 377 187 154 1,028 

표 32 유효특허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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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Landscape□ 
ㅇ 핵심 기술별로 연도별 전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년 후반부터 관련기술의 , 1990

출원이 확인되고 있으며 년 초반에 들어 본격적인 출원활동을 나타내고, 2010 ,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ㅇ 특히 년에 최다 출원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향후 출원량은 더 많아 질 , 2016 , 
것으로 예상됨 이는 년대 연구가 활발히 진행 후 현재까지 해난사고 신속 . 2010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핵심 기술분야에 관한 관심이 꾸준하게 진행AUV R&D 
된 것으로 보임

그림 70 핵심 기술별 연도별 전체 특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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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의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년 초반부터 다수의 출원이 [USPTO] , 2000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추세임 특히 미국은 한국과 함께 최근까지 가장 활발하게 출원 중인 것으로 . 
나타났으며 특히 년에 최다 출원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특허 미공개 존, 2018 , 
재구간을 고려했을 때 추후 출원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ㅇ 일본 의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년대부터 출원을 시작하였으며[JPO] , 1990 , 
년부터 최근까지 특허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1997

ㅇ 유럽 의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년대 후반부터 출원을 시작하였[EPO] , 1990
으며 년대 중반까지 특허활동이 미비하다 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출원, 2000 2012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ㅇ 한국 의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년 초반부터 본격적인 출원활[KIPO] , 2010
동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 2013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년에 최다 출원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특허 . 2016 , 
미공개 존재구간을 고려했을 때 추후 출원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 
며 전체 동향과 유사한 양상으로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 , AUV 
핵심기술 분야의 개발 추이와 연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핵심기술 분야별 국가별 출원인 국AUV /
적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출원이 전체 분석대상 국가 출원규모의 ,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핵37% , AUV 
심기술 연구개발은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미국의 뒤를 이어 한국이 전체 분석 대상 국가 출원규모의 를 차지하고 있30%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및 유럽은 전체의 각각 수준을 차지, 18%, 15% 

ㅇ 유럽을 제외한 한국 미국 및 일본은 내국인 중심의 특허출원의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자국민 중심의 기술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유럽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중이 각각 로서 내국인보다 외국인45%, 55%
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주요시장국의 내 외국인 특허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미국 및 일본은 외국인· , , 
의 점유율이 각각 로 내국인에 의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8%, 42%, 24%
나타났으며 유럽은 외국인의 점유율이 로서 타국에 비해 외국인에 의한 비, 55%
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한국 일본 및 유럽의 외국인 출원인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국적의 출원인의 비, 
중이 높은 것으로 볼 때 미국 국적 출원인들의 경우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 
수공양용형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주도하고있어 자국 중심의 특허출원 활AUV 
동과 함께 한국 일본 및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출원도 활발히 ,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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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국가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ㅇ 미국에서는 중국 국적의 출원인들이 점유율 의 외국인 점유율을 기록하여14% , 
가장 활발한 특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 국적 독일 국적, , , 
일본 국적 및 영국 국적의 출원인들은 각각 의 점유율을 13%, 11%, 10%, 9%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미국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대체적으. , , 
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원활동이 비슷한 양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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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주요출원인 중 한국 미국 및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 고르게 나타, Top 20 , 
나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핵심기술 분야는 유럽을 제외한 AUV 
주요 시장국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ㅇ 일본에서는 내국인의 점유율이 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외국인들 64% , 
중 미국 국적 프랑스 국적 독일 국적 중국 국적 및 한국 국적의 출원인들은 , , , 
각각 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63%, 13%, 13%, 8%, 4%

ㅇ 유럽에서는 미국 국적의 출원인들이 점유율 의 외국인 점유율을 기록하여67% , 
매우 활발한 특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국적의 출원인들, 
이 한국 시장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의 진출도 활발한 것으로 분석, 
됨 한편 유럽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년도 중반 이후 대부분 내국인. , , 2000
에 비해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활발한 점이 주목할 만한데 이는 외국인 중 , 
많은 점유율을 나타낸 미국이 내국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 시
장에 활발히 진출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음

ㅇ 한국에서는 내국인의 점유율이 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92% , 
외국인 중 미국 국적 출원인들이 절반 이상인 를 차지함58%

ㅇ 연도별 동향그래프에서 년 이후 데이터는 특허출원 후 년 개월이 경과2019 1 6
하여야 공개되는 특허제도의 특성상 실제 출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개되지 , 
않아 특허분석 데이터 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허출원도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기술 성장단계 파악□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핵심기술 분야별 전체 및 해당 국AUV 

가의 기술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출원 중 최근의 출원 동향을 개의 구, 4
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특허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를 나타내어 특허출원 
동향을 통한 기술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음 각 구간은 구간 년 년. 1 (1999 ~2003 ),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으로 구분2 (2004 ~2008 ), 3 (2009 ~2013 ), 4 (2014 ~2018 )

ㅇ 본 그래프는 전 세계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것으로 구간[TOTAL] 1
년 년 부터 구간 년 년 까지 구간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의 (1999 ~2003 ) 4 (2014 ~2018 )

계속적인 증가로 년대 기술태동기 거쳐 기술 성장기의 단계로 보이고 있음1990
ㅇ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미국특허의 기술위치는 구간 년 년 부[USPTO] 1 (1994 ~1998 )

터 구간 년 년 까지 구간 출원건수와 더불어 출원인수가 지속 증가4 (2014 ~2018 )
하며 기술 성장단계를 보이고 있음, 

ㅇ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유럽특허의 기술위치는 구간 년 년 에서 [JPO] 2 (2004 ~2008 )
출원건수 소폭 감소 후 구간 년 년 부터 구간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 , 3 (2009 ~2013 )
증가로 기술 성장기의 단계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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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포트폴리오로 파악한 기술시장 성장단계 IP 

ㅇ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일본특허의 기술위치는 구간 년 년 부터 [EPO] 1 (1999 ~2003 )
구간 년 년 까지 구간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의 계속적인 증가로 기4 (2014 ~2018 )

술 성장기의 단계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한국특허의 기술위치는 구간 년 년 부터 [KIPO] 1 (1999 ~2003 )

구간 년 년 까지 구간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의 계속적인 증가로 기4 (2014 ~2018 )
술 성장기의 단계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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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쟁자 현황 및 로 본 출원국 IP□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핵심기술의 주요출원인 을 AUV Top 20

추출한 결과 미국의 가 전체 다출원인 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 BOEING CO 1 , 
이어 일본의 독일의 미국의 NEC CORP, ATLAS ELEKTRONIK GMBH, US NAVY, 
및 한국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

출원인 출원인 
국적

주요 출원국 건수IP ( ,%) 최근
년 출원 5
증가율

주력
기술
분야한국 미국 일본 유럽 출원국 IP

종합

BOEING CO 미국
3 12 3 9

자국 200.00% ABB
11.11% 44.44% 11.11% 33.33%

NEC CORP 일본
0 1 23 0

자국 -42.86% ACB
0.00% 4.17% 95.83% 0.00%

ATLAS ELEKTRONIK GMBH 독일
0 6 4 13

자국 -50.00% ACB
0.00% 26.09% 17.39% 56.52%

US NAVY 미국
0 17 0 0

자국 0.00% ABB
0.00% 100.00% 0.00% 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
16 0 0 0

자국 150.00% ACD
100.00% 0.00% 0.00% 0.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
11 3 2 0

자국 0.00% ADB
68.75% 18.75% 12.50% 0.00%

대우조선해양 주( ) 한국
15 0 0 0

자국 33.33% AAB
100.00% 0.00% 0.00% 0.00%

IHI CORP 일본
0 0 15 0

자국 100.00% ABB
0.00% 0.00% 100.00% 0.00%

MITSUBISHI HEAVY IND LTD 일본
0 0 13 0

자국 -66.67% ACB
0.00% 0.00% 100.00% 0.00%

국방과학연구소 한국
13 0 0 0

자국 350.00% ACB
100.00% 0.00% 0.00% 0.00%

INSITU INC 미국
5 2 1 4

한국 75.00% ABB
41.67% 16.67% 8.33% 33.33%

RAYTHEON CO 미국
0 4 3 4

자국 -20.00% AAB
0.00% 36.36% 27.27% 36.36%

HAMILTON SUNDSTRAND CORP 미국
0 6 0 5

자국 100.00% AAB
0.00% 54.55% 0.00% 45.45%

HONEYWELL INTERNATIONAL INC 미국
0 5 1 5

자국 -66.67% ACC
0.00% 45.45% 9.09% 45.45%

LOCKHEED MARTIN CORP 미국
0 5 1 4

미국 33.33% ACD
0.00% 50.00% 10.00% 40.00%

FURUNO ELECTRIC CO LTD 일본
0 4 5 1

자국 -33.33% ACB
0.00% 40.00% 50.00% 10.00%

CGG SERVICES SA
프랑
스

0 5 0 4
미국 -20.00% ABB

0.00% 55.56% 0.00% 44.44%

엘아이지넥스원 주( ) 한국
9 0 0 0

자국 -20.00% ACA
100.00% 0.00% 0.00% 0.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
9 0 0 0

자국 600% ABB
100.00% 0.00% 0.00% 0.00%

포항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
9 0 0 0

자국 100.00% ABB
100.00% 0.00% 0.00% 0.00%

표 33 경쟁자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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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출원인들의 주요 시장국과 최근 연구활동 및 기술력 주력 기술분야의 파악, 
을 위하여 주요 시장국별 출원건수 최근 년간의 특허출원 증가율을 비교분석, , 5
한 결과 주요출원인들은 전반적으로 자국내 시장에서 활발한 특허활동 중, 

ㅇ 미국의 항공기 대기업인 가 위를 차지하며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BOEING CO 1
축 기술 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일본의 (ABB) , NEC 

이 위를 차지하며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에 연구에 집중CORP 2 (ACB)
ㅇ 본 분야의 주요출원인 가 전체의 약 의 점유율로 전반적으Top 1~Top 20 27% , 

로 특허 분산도가 높으며 특정인에 의한 주도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ㅇ 특허출원증가율 년 구간 을 살펴보면 이전구간 년 년 보다 최근구간(5 ) , (2009 ~2013 ) 

년 년 의 특허출원이 급증한 기업으로서는 미국의 및 (2014 ~2018 ) , BOEING CO 
한국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HAMILTON SUNDSTRAND CORP,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포항공과대학교 일본의 로 나타나 최근 관련 , , IHI CORP ,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주력기술분야를 살펴보면 기업 중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이 , Top20 (ABB)
주력분야인 기업이 개 기업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7
되며 주요출원인들 간 경쟁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세부기술별 출원증가율 및 점유율 분석□ 
ㅇ 세부기술별 추세선을 통한 출원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 /

제어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AB), (ABB), 
및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관련 출원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며(ACB), (ACD) , 

특히 년대 초반 이후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0
ㅇ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와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의 경우- / (AAB) (ABB) , 

대부분 년 대 초반부터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2010 , , 
년 대 초반부터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990

ㅇ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의 경우 대부분 년대 초반 이후 출원(ACB) , 2010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 일본에서는 년대 초반부, 1990
터 출원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의 경우 한국 및 미국에서 년 초반부터 출원(ACD) , 2010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전체적으로 주요 시장국별 세부기술별 추세선을 분석한 결과 미국 및 한국의 , 
추세가 가장 활발하며 일본 및 유럽의 경우 출원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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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세부 기술별 추세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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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기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출원AUV 
율을 나타낸 기술 분야는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로서 전체 출원 (ACB)
중 건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14.4%(148 ) , - / (AAB),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및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이 각각 (ABB), (ACD)

건 건 및 건 로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14.0%(144 ), 13.8%(142 ), 12.0%(127 )

그림 74 소분류별 전체 출원추이 및 기술 점유율 

ㅇ 상위 개의 기술 중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은 년에 가장 높4 (ACB) 2009
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은 년에 가장 높은 , (ACD) 2011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또한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은 년 및 , (ABB) 2010

년 내지 년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2015 2017 , -
제어 기술은 년과 년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AAB) 2013 2018

ㅇ 대체적으로 세부 기술 모두 출원건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상위 , , 4
개의 기술 모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소분류별 구간별 점유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구간 년 년 구간, 1 (1999 ~200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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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년 및 구간 년 년 에서는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2003 ~2006 ), 3 (2007 ~2010 )
기술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구간 년 년 에서는 수(ACB) , 4 (2011 ~2014 )
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기술 구간 년 년 에서는 고가용 운- / (AAB) , 5 (2015 ~2018 )
영시스템 구축 기술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ABB)

ㅇ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 의 경우 구간 년 년 부터 구간(ABA) , 1 (1999 ~2002 ) 5 (2015
년 년 까지 출원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임~2018 )

ㅇ 한편 최근에는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은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ABB)
하며 구간 년 년 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임 , 3 (2007 ~2010 )

표 75 소분류의 구간별 기술점유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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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별 출원국 분석IP□ 
ㅇ 시장별 세부기술 동향에서는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된 출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부기술의 집중도 및 공백영역 등을 버블그래프로 나타내어 해당 시장의 관심
도를 나타내고 세부기술에 대한 시장별 특허청별 비교 분석이 가능함, ( ) 

그림 76 세부기술별 출원국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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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은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및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 (AAB) 
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백영역은 수중 공중 운용 변환 및 천이 및 해(ABB) , - (AAC) 

상 초고속 통신 분야가 다른 세부기술에 비하여 공백 영역임(ADB) 
ㅇ 일본은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을 비롯하여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ACB) , 

축 기술 및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중 장애(ABB) (ACD) ,  
물 탐지 및 회피 기술 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중 공중 이동 기체 수(ACB) , - (AAA), 
중 공중 운용 변환 및 천이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및 해양 - (AAC), (ABC), 
통신 지원 기술인 해상 고신뢰 저지연 통신 해상 초고속 통신(AD) / (ADA), (ADB), 
및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 전체가 다른 세부기술에 비하여 공백 영역임(ADC) 

ㅇ 유럽 시장은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을 비롯하여 고가용 운영시스템 - / (AAB) , 
구축 기술 및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중 공중 (ABB) (ACD) , -
이동 기체 수중 공중 운용 변환 및 천이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AAA), - (AAC), 
기술 및 해양 통신 지원 기술인 해상 고신뢰 저지연 통신 해상 (ABC), (AD) / (ADA), 
초고속 통신 및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 전체가 다른 세부기술에 (ADB), (ADC) 
비하여 공백 영역임

ㅇ 한국은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을 비롯하여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ABB) ,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중 측위 기술(ABA), - / (AAB) , 

과 수중 공중 이동 기체 를 비롯하여 대체적으로 공백영역없이 전 기(ACA) - (AAA)
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부 기술별 주요출원인 동향 분석□ 
ㅇ 다출원인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동향에서는 해당기술 분야의 특허 다출원인을 

중심으로 시장의 주요 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술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player
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다출원인 혹은 주요출원인의 특허출원 동향을 파악하. 
면 현재 기술이 흘러가는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전체 기술동향을 보, 
는 것보다 다출원인의 특허동향이 선도하는 세부기술이 무엇인지 혹은 앞으로 
주도할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음

ㅇ 인 미국의 은 주요시장국 모두에서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TOP 1 BOEING CO
있으며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수중 공중 동력원 , (ABB) -
제공 제어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및 재밍 방어 및 보안 통/ (AAB), (ABC), 
신 에 많은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ADC)

ㅇ 인 일본의 은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를 중심으로 TOP 2 NEC CORP - / (AAB)
대부분 자국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외에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ACD) 
분야에도 다소 출원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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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 주요출원인 한국해양과학연구원은 자국에만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 
중 데이터 수집 기술 를 비롯하여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D) (ACB), 
수중 측위 기술 및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 등 수중 측(ACA), (ACC) 
위 및 스마트운용 전체 분야에 대부분 출원활동을 하고 있음(AC) 

그림 77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출원 동향 

ㅇ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분야의 는 미국 기업으로써 이중 - (AA) TOP1~TOP4 , TOP 
은 미국의 로 나타났으며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1 HAMILTON SUNDSTRAND , - /

제어 분야에만 출원이 집중되어 있음 그 뒤로 미국의 와 (AAB) . RAYTHEON CO
가 각각 를 차지함US NAVY TOP 2, 3

그림 78 분야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출원 동향 AA 

ㅇ 관제 및 운영시스템 분야의 은 미국의 로 나타났으며 그 (AB) TOP 1 BOEING CO , 
뒤로 미국의 와 독일의 이 각각 를 차INSITU INC ATLAS ELEKTRONIK TOP 2, 3
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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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분야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출원 동향 AB 

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분야의 은 일본의 로 나타났으며(AC) TOP 1 NEC CORP , 
그 뒤로 독일의 및 한국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각각 ATLAS ELEKTRONIK 

를 차지함TOP 2,3

그림 80 분야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출원 동향 AC 

ㅇ 해양 통신 지원 분야의 은 한국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로 나타났으며(AD) TOP 1 , 
그 뒤로 미국의 와 가 각각 를 차지함GOGO LLC QUALCOMM INC TOP 2,3

그림 81 분야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출원 동향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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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 주요출원인 동향분석IP□ 
ㅇ 시장국별 주요 경쟁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및 일본의 IP , BOEING CO 

이 다수 특허출원을 확보하며 주요 로 분석되고 일본의 NEC CORP Key Player , 
은 자국에 치중하는 반면 미국의 기업의 경우 자국시NEC CORP , BOEING CO 

장 뿐만 아니라 주요시장국에서도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2 시장별 주요출원인의 동향 IP

ㅇ 미국의 주요 경쟁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및  [USPTO] , US NAVY BOEING 
가 를 차지하고 미국 기업인 가 CO Top 1 & 2 , AMAZON TECHNOLOGIES INC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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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의 주요 경쟁자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기업인 [JPO] , NEC CORP, IHI 
및 와 에서 주요 특허 출원되고 있으CORP, MITSUBISHI IND LTD HITACHI LTD

며 이외에 주요 출원인들의 특허출원 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ㅇ 유럽의 주요 경쟁자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 기업인 [EPO] , ATLAS ELEKTRONIK 

및 미국 기업인 가 를 차지하고 이외에 주요 출GMBH BOEING CO Top 1 & 2 , 
원인들의 특허출원 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ㅇ 한국의 주요 경쟁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 기업 및 연구소에서 특[KIPO] , 
허 출원되고 있으며 상위 출원인이 모두 한국 출원인으로 나타나며 한국해양, , 
과학기술원을 비롯하여 대우조선해양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 
에서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상기술 분석□ 
ㅇ 미국의 경우 출원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향이며 최근에는 임무 기반 [USPTO] , ,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 및 도킹 스테이션 개발 및 무접점 충전 통(ACC) AUV /
신 기술 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ACB)

ㅇ 일본의 경우 세부 기술 모두 출원건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허[JPO] , , 
출원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ㅇ 유럽의 경우 출원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향이며 최근에는 임무 기반 [EPO] , ,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ACC)

ㅇ 한국의 경우 출원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향이며 최근에는 수중 장애[KIPO] , , 
물 탐지 및 회피 기술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 및 수중 (ACB), (ACC), 
데이터 수집 기술 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ACD)

그림 83 한국에서의 세부기술별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ABB) 
출원증가 추이



79

환경 분석2. 

79

그림 84 미국에서의 세부기술별 출원증가 추이 

그림 85 일본에서의 세부기술별 출원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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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유럽에서의 세부기술별 출원증가 추이 

특허동향 분석 결론□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핵심기술 분야별 연도별 전체 특허AUV 

동향을 살펴보면 년 후반부터 관련 기술의 출원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0 , 2010
년 초반에 들어 본격적인 출원활동을 나타내고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는 양상, 
을 나타냄

ㅇ 특히 년에 최다 출원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향후 출원량은 더 많아 질 , 2016 , 
것으로 예상됨 이는 년대 연구가 활발히 진행 후 현재까지 해난사고 신속 . 2010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핵심기술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진행된 것AUV R&D 
으로 보임

ㅇ 국가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출원이 전체 분석대상 / , 
국가 출원규모의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37% , 
공양용형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은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AUV 
악고 뒤를 이어 한국이 일본이 유럽은 수준임, 30%, 18%, 15% 

ㅇ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전체특허의 기술 위치는 기술시장 성장단계 분석상 구, 1
간 년 년 부터 구간 년 년 까지 구간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1999 ~2003 ) 4 (2014 ~2018 )
의 계속적인 증가로 년대 기술태동기 거쳐 현재는 성장기의 단계에 있는 1990 , 
것으로 분석되며 국가별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모두 성장단계의 양상을 , , ,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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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출원인 를 추출한 결과 미국의 가 전체 다출원인 위로 Top20 , BOEING CO 1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의 독일의 , NEC CORP, ATLAS ELEKTRONIK 

미국의 및 한국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다수 특허출원GMBH, US NAVY, 
을 확보하며 주요 로 분석됨, Key Player

ㅇ 상위 출원인 위 위가 전체의 약 의 비율로 특허 분산도가 높은 것으로 1 ~20 27%
나타나며 주도하는 출원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출원율을 나타낸 기술 분야는 수, 
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로서 전체 출원 중 건 를 차지하고 (ACB) 14.4%(148 )
있으며 그 뒤로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 - / (AAB), 
술 및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이 각각 건 건(ABB), (ACD) 14.0%(144 ), 13.8%(142 ), 
및 건 로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12.0%(127 )

ㅇ 세부기술 특허추세 분석 비교한 결과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고가, - / (AAB), 
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및 수중 (ABB), (ACB), 
데이터 수집 기술 관련 출원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년대 (ACD) , 2010
초반 이후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인 미국의 은 주요시장국 모두에서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TOP 1 BOEING CO
있으며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수중 공중 동력원 , (ABB) -
제공 제어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및 재밍 방어 및 보안 통/ (AAB), (ABC), 
신 에 많은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ADC)

ㅇ 한국 주요출원인 한국해양과학연구원은 자국에만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 
중 데이터 수집 기술 를 비롯하여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D) (ACB), 
수중 측위 기술 및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 등 수중 측(ACA), (ACC) 
위 및 스마트운용 전체 분야에 대부분 출원활동을 하고 있음(AC) 

ㅇ 또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및 국방과학연구소도 자국 내 출원에만 집중하고 , 
있어 시장 확보력이 미흡하나 다양한 세부기술별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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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국가별 주요기업 분석. /
미국(US)□ 

ㅇ  The Boeing Company
미국의 항공기 제작 회사 및 방위산업체로써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 보잉 , • 
이 잠수정으로 변신하는 드론을 개발함

기술 포트폴리오 The Boeing Company • 
총 건 중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건 관제 및 운영시스템 건- 27 - (AA) 6 , (AB) 13 ,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건 및 해양 통신 지원 건임(AC) 6 , (AD) 2

그림 87 기술 포트폴리오 The Boeing Company 

시계열 포트폴리오 The Boeing Company • 
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관련 기술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2000

관제 및 운영시스템 분야의 연구 집중도가 높음- (AB)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분야는 년 중반부터 출원이 증가하여- - (AA) 2010 , 2017
년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관제 및 운영시스템 분야는 ,  (AB) 

년대 발부터 꾸준히 출원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주춤하고 있으며 수중 2000 , , 
측위 및 스마트운용 분야는 년대 후반에 출원하고 년 중반에 주(AC) 2000 2010
춤하다 년 후반부터 관련출원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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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시계열 포트폴리오 The Boeing Company 

특히 년 후반부터 년 초반까지는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 2000 2010 - / (AAB) 
분야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분야 수중 측위 기술 및 제어 , (ABC) , (ACA), 
및 관측자료 전송을 위한 수상 수중 통신 연계 기술 및 수중 장애물 탐/ (AAB) 
지 및 회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권리를 확고하고 있으며 년 (ACB) , 2000
중후반에는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 (AAB),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ABB),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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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 를 중심으로 특허 권리를 확보중(ACC), (ADC)
세부적인 요소기술로는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을 집중 보유- (ABB)

의 집중 요소기술 분석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The Boeing Company - •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관련 특허로 - US12/059389, EP2008-380317, 
US14/481113, JP2015-124527, EP2015-184437, EP2017-172934, 

및 총 건을 보유함US15/634106, EP2018-170375 8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특허 중 - US12/059389, US14/481113, 

및 은 공개상태JP2015-124527, US15/634106 ,  US13/678919, EP2008-380317, 
및 은 등록유지 상태임EP2015-184437, EP2017-172934, EP2018-170375

무인항공기 비상사태 회수 기술 등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을 보유함- 

그림 89 의 집중 요소기술 분석 The Boe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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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US NAVY
기술 포트폴리오 US NAVY • 

총 건 중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건 관제 및 운영시스템 건 수- 17 - (AA) 6 , (AB) 4 , 
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건 및 해양 통신 지원 건임(AC) 6 , (AD) 1

그림 90 기술 포트폴리오 US NAVY 

시계열 포트폴리오 US NAVY • 
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관련 기술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됨- 2000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분야의 연구 집중도가 높음- - (AA) 
관제 및 운영시스템 분야는 관련 출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AB) 
특히 년 대는 관제 및 운영시스템 분야에서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 , 2000 (AB) 
축 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년 중반부터 현재까(ABB) , 2000
지 수중 공중 이동 기체 및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분야에 집- (AAA) - / (AAB) 
중하였으며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분야는 현재까지 꾸준히 특허 권리, (AC) 
를 확보하고 있음
세부적인 요소기술로는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기술을 집중 보유- (ABB)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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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시계열 포트폴리오 US NAVY 

의 집중 요소기술 분석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US NAVY - •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관련 특허로 - US10/663058, US10/719854, 

및 총 건을 보유함US12/333184, US12/748530 4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특허 중 및 - US10/663058, US12/333184, 

은 공개 상태 은 등록 상태임US12/748530 , US10/719854
무인항공기 비상사태 회수 기술 등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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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의 집중 요소기술 분석 US NAVY

유럽(EP)□ 
ㅇ ATLAS ELEKTRONIK

독일 브레멘에 소재한 해군 해양 전자 및 시스템 사업부임 / • 
사가 개발한 인 는 현재 개국에서 도입을 하 ATLAS ELEKTRONIK ROV SeaFox 10• 

고 있는 기뢰 탐색 및 제거 장비임 
기술 포트폴리오 ATLAS ELEKTRONIK • 

총 건 중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건 관제 및 운영시스템 건 및 - 23 - (AA) 2 , (AB) 8 ,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건임(AC) 13

그림 93 기술 포트폴리오 ATLAS ELEKTRO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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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포트폴리오 ATLAS ELEKTRONIK • 
년 초반 이후 년 중반까지 관련 기술 연구가 진행되었음- 2010 200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분야의 연구 집중도가 높음- (AC) 

그림 94 시계열 포트폴리오 ATLAS ELEKTRO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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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가 년 증가하였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년- 2010 , 2000
대부터 년 중반까지 수중 측위 기술 및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2010 (ACA) 
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년 초중반에는 관제시스(ACB) , 2010
템 제작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도 특허 권리를 확보하고 있음(ABA) 
세부적인 요소기술로는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을 집중 보유하- (ACB)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의 집중 요소기술 분석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ATLAS ELEKTRONIK - •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관련 특허로 - JP2007-545878, EP2005-817262, 

및 건 보유US13/322085, EP2010-723085, EP2014-703520, EP2014-713363 6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특허 중  은 소멸 상태- JP2007-545878 , 

는 거절 상태 는 공개 상태EP2014-703520 , US13/322085 , EP2005-817262,  
및 은 등록유지 상태임EP2010-723085, EP2014-713363

수중 대상체 검출 및 무력화 수행 등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을 보유- 

그림 95 의 집중 요소기술 분석 ATLAS ELEKTRO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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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Asia)□ 
ㅇ NEC CORP

년에 설립되어 유무선 통신 기기 컴퓨터 및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1899 , IT • 
있으며 년대 말부터 드론 관련 산업을 연구하기 시작함, 2000
일본의 여객용 무인항공기 드론 시험비행 완료하여 여객용 무인항공기 드론 ( ) ( ) •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있음

기술 포트폴리오 NEC CORP • 
총 건 중 관제 및 운영시스템 건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건- 24 (AB) 1 , (AC) 23

그림 96 기술 포트폴리오 NEC CORP 

시계열 포트폴리오 NEC CORP • 
년 초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관련 기술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2010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분야의 연구 집중도가 높음- (AC) 
특히 년 전후반에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 분야에 건을 출원한 것 - , 2000 (ABA) 1
이외에는 년 전후반부터 현재까지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2000 (ACB) 
및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권리를 확보하고 있음(ACD) 
세부적인 요소기술로는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을 집중 보유하- (ACB)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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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시계열 포트폴리오 NEC CORP 

의 집중 요소기술 분석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NEC CORP - •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관련 특허로 - JP2000-369730, JP2001-121000, 
JP2001-145459, JP2003-038194, JP2005-031909, JP2005-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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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2007-237658, JP2008-079382, JP2009-189254, JP2009-207832, 
JP2010-250243, JP2011-031125, JP2011-070346, JP2013-000670, 

및 JP2013-185082, JP2014-107193, JP2017-040794, JP2017-248194, 
총 건을 보유함US16/278771 19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중 - JP2000-369730, JP2001-145459, 
은 연차료 불납에 의한 소멸 JP2005-102009, JP2009-207832, JP2011-070346

상태이고 및 , JP2001-121000, JP2003-038194, JP2005-031909, JP2013-185082
는 거절상태이고 및 , JP2008-079382, JP2017-040794, JP2017-248194, 

은 공개상태US16/278771 , JP2007-237658, JP2009-189254, JP2010-250243, 
및 은 등록 유지상태 임JP2011-031125, JP2013-000670, JP2014-107193

수중 목표물 위치 검출 수중 음파 탐지 음파 거리 추정 음파 탐지 및 회피 - , , , 
기술 등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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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의 집중 요소기술 분석 NEC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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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년 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로 설립되어 전자와 통신 분야의  1976 12 (KIST) •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임
지상 내외 저고도 상공 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드론 150m • 
무인기 식별 인증 및 불법 드론 운행 방지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음(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 포트폴리오 • 
총 건 중 관제 및 운영시스템 건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건- 16 (AB) 3 , (AC) 2 , 
및 해양 통신 지원 건임(AD) 11

그림 9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 포트폴리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계열 포트폴리오 • 
년 초반부터 관련 기술 연구가 출원되고 있으며 이후 최근까지 연구가 - 2010 ,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해양 통신 지원 분야의 연구 집중도가 높음- (AD) 
특히 년부터 현재까지 해양 통신 지원 분야의 해상 초고속 통신- , 2012 (AD) 

를 중심으로 특허 권리를 확보하고 있음(ADB)
세부적인 요소기술로는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 및 해상 초고속 통신- (ABA) 

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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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계열 포트폴리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집중 요소기술 분석 해상 초고속 통신 기술 - • 
해상 초고속 통신 기술 관련 특허로 - KR10-2012-0072601, 

KR10-2012-0077114, KR10-2012-0099227, KR10-2013-0061100, 
JP2013-173591, JP2013-259191, KR10-2014-0158290, KR10-2015-0027557, 

및 총 건을 보유KR10-2015-0068993, US15/679420 10
및 - KR10-2012-0072601, KR10-2014-0158290, KR10-2015-0027557, 

는 취하 상태 및 은 KR10-2015-0068993 , KR10-2012-0077114 JP2013-259191
거절 상태 는 공개 상태, US15/679420 , KR10-2012-0099227, 

및 은 등록 유지 상태임KR10-2013-0061100, JP2013-173591



96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해상에서의 광대역 이동통신 및 무선 통신 장치 등 해상 초고속 통신 기술을 - 
보유함

그림 1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집중 요소기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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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우조선해양 주( )
년 월 일 설립된 대우조선공업으로서 유조선 선 컨테이너선 1978 10 28 , , LNG , , • 

육해상 플랜트 여객선 잠수함 등을 생산하는 조선해양 전문기업임, , 
대우조선해양 주 는 해양작업 모니터링에 필요한 카메라가 탐재된 수중건설로 ( )• 
봇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수중 글라이더 및 수중 드론을 연구중, 
대우조선해양 주 기술 포트폴리오 ( ) • 
총 건 중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건 관제 및 운영시스템 건 수- 15 - (AA) 5 , (AB) 1 , 
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건 및 해양 통신 지원 건임(AC) 6 , (AD) 3

그림 102 대우조선해양 주 기술 포트폴리오 ( ) 

대우조선해양 주 시계열 포트폴리오 ( ) • 
년 초반 이후 중반까지 관련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최근 출원 건 수가 - 2010

감소하고 있음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분야의 연구 집중도가 높은 반면 년 중반 - - (AA) 2010
이후 관련 출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분야는 관련 출원이 년 중반에 가장 많은 - (AC) 2010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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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대우조선해양 주 시계열 포트폴리오 ( ) 

특히 년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분야에 - , 2010 - / (AAB) 
집중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년 중반 부터는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 2010
추종 기술 및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권리(ACC) (ACD) 
를 확보하고 있음
세부적인 요소기술로는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기술을 집중 보유하- - / (AAB)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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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주 의 집중 요소기술 분석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기술 ( ) - - /•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기술 관련 특허로  - - / KR10-2003-0006144, 

및 KR10-2009-0067578, KR10-2012-0078203, KR10-2015-0177961 총 건을 보 4
유함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기술 특허 중 는 소멸 단계 - - / KR10-2003-0006144 , 

는 취하 단계 및 KR10-2012-0078203 , KR10-2009-0067578 
은 등록유지 상태임KR10-2015-0177961

자율 무인 잠수함과 벡터추진기 등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기술을 보유 - - /

그림 104 대우조선해양 주 의 집중 요소기술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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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결론 및 시사점. 
특허동향 분석 결론□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의 핵심기술의 연도별 전체 특허는 AUV
년 후반부터 관련 기술의 출원이 확인되고 있으며 년 초반에 들어 본1990 , 2010

격적인 출원 활동을 나타내고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ㅇ 특히 년에 최다 출원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향후 출원량은 더 많아 질 , 2016 , 

것으로 예상됨 이는 년대 연구가 활발히 진행 후 현재까지 해난사고 신속 . 2010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핵심기술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을 의미AUV R&D 

ㅇ 국가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출원이 전체 분석대상 / , 
국가 출원규모의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37% , 
공양용형 핵심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은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AUV 
악고 뒤를 이어 한국이 일본이 유럽은 수준임, 30%, 18%, 15% 

ㅇ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전체특허의 기술 위치는 기술시장 성장단계 분석상 구, 1
간 년 년 부터 구간 년 년 까지 구간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1999 ~2003 ) 4 (2014 ~2018 )
의 계속적인 증가로 년대 기술태동기 거쳐 현재는 성장기의 단계에 있는 1990 , 
것으로 분석되며 국가별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모두 성장단계임, , , 

ㅇ 주요출원인 를 추출한 결과 미국의 가 전체 다출원인 위로 Top20 , BOEING CO 1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의 독일의 , NEC CORP, ATLAS ELEKTRONIK 

미국의 및 한국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다수 특허출원GMBH, US NAVY, 
을 확보하며 주요 로 분석됨, Key Player

ㅇ 상위 출원인 위 위가 전체의 약 의 비율로 특허 분산도가 높은 것으로 1 ~20 27%
나타나며 주도하는 출원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출원율을 나타낸 기술 분야는 수, 
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로서 전체 출원 중 건 를 차지하고 (ACB) 14.4%(148 )
있으며 그 뒤로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 - / (AAB), 
술 및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이 각각 건 건(ABB), (ACD) 14.0%(144 ), 13.8%(142 ), 
및 건 로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12.0%(127 )

ㅇ 세부기술 특허추세 분석 비교한 결과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고가, - / (AAB), 
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및 수중 (ABB), (ACB), 
데이터 수집 기술 관련 출원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년대 (ACD) , 2010
초반 이후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인 미국의 은 주요시장국 모두에서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TOP 1 BOEING CO
있으며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수중 공중 동력원 , (ABB) -
제공 제어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및 재밍 방어 및 보안 통/ (AAB), (ABC), 
신 에 많은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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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 주요출원인 한국해양과학연구원은 자국에만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 
중 데이터 수집 기술 를 비롯하여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D) (ACB), 
수중 측위 기술 및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 등 수중 측(ACA), (ACC) 
위 및 스마트운용 전체 분야에 대부분 출원활동을 하고 있음(AC) 

ㅇ 또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및 국방과학연구소도 자국 내 출원에만 집중하고 , 
있어 시장확보력이 미흡하나 다양한 세부기술별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방향 및 시사점R&D □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의 핵심기술은 현재 미국에서 주도AUV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 위치는 성장기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이 요구
되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 강화 및 이를 위한 국가 ,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D 
ㅇ 한국의 경우 미국 다음으로 높은 특허점유율을 보이며 미국과 함께 본 기술분, 

야의 특허를 주도하고 있기는 하나 특허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비해서 , 
상당히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특허기술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사료됨

ㅇ 이를 위해서는 본 기술분야를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미국 및 그 주요출원, 
인의 특허기술을 집중 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며 특히 세부기술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공백영역으로 분석된 수중 공중 운용 , -
변환 및 천이 및 해상 초고속 통신 분야 등에 대해 연구개발을 집중(AAC) (ADB) 
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통해 기술적 공백영역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기술개발 및 선도자(First 
로서의 입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를 기반으로 강한 특Mover) , 

허의 확보가능성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전반적으로 볼 때 수공양용형 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또는 각 , AUV 

요소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는 다수 발견되나 공중 비행과 함께 기체 변환을 통, 
해 수중 운항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공양용형 기술 전AUV 
체를 포괄하는 특허는 발견되지 않음

ㅇ 본 분야는 제품개발 및 상용화 측면에서 초기 단계로 판단되므로 향후 수공양, 
용형 의 개발 시 이번에 조사된 기반기술 및 요소기술을 참조하여 개발 AUV ,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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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분석2.5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을 위한 논문 동향 AUV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국가별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본 연구, , 
개발과제 수행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ㅇ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은 태동단계의 기술이므로 유의미한 동향 분석 결과 AUV , 
도출을 위해 논문 동향 분석을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2

단계 수공양용형 의 핵심 요소인 와 기술에 대한 논문 분석- 1 : AUV AUV UAV 
단계 수공양용형 무인이동체 기술 대한 논문 분석- 2 : 

가 및 논문 동향. AUV UAV 
논문 분석 개요□ 

ㅇ 수집대상 의 : Clarivate Web of Science DB社
ㅇ 수집기간 년 년 논문 포함: 1984 ~2021 (early access , book chapter/editorial/ 

등 비정규논문 제외erratum )
ㅇ 검색필드 제목 초록 저자키워드: (title), (abstracts), (keyword) 
ㅇ 검색결과 총 건: 1,011

검색식
((TI=(“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or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 

or  “unmanned undersea vehicle*” or “unmanned aerial vehicle*” or “uncrewed aerial 
vehicle*”) or AK=(“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or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 or  “unmanned undersea vehicle*” or “unmanned aerial vehicle*” 
or “uncrewed aerial vehicle*”) or AB=(“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or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 or  “unmanned undersea vehicle*” or “unmanned 
aerial vehicle*” or “uncrewed aerial vehicle*”)) and (TI=(“marine” and “ocean” or “sea” 
or “coastal”) or AK=(“marine” and “ocean” or “sea” or “coastal”) or AB=(“marine” and 

“ocean” or “sea” or “coastal”)))

표 34 논문 분석 검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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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와 관련 논문은 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년을 기준AUV UAV 1994 2014
으로 활발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 논문 게재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105 연도별 논문 생산성 

ㅇ 해당 분야의 연구는 미국이 중국 논문 게재 점유율을 보이고 있24.9%, 14.9% 
으며 우리나라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2.8% 

그림 106 연구주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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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주도 국가의 연도별 추이 분석 결과 현재까지 미국 주도의 연구 결과물이 
생성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됨, 

그림 107 연구주도국가 연도별 ( )

ㅇ 게재된 논문의 분야는 가 건으로 가장 많고oceanography 292 , 
분야가 건 분야가 건engineering·electrical·electronic 182 , engineering·ocean 145

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8 연구주제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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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논문의 키워드에 기반하여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 내의 키
워드간 연계성을 확인

의 경우 등이 - AUV path planning, underwater vehicle, deep sea, multi auv 
주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 경우 , UAV remote sensing, drone, drone, 

등과 연관성을 보임LiDAR 
와 는 등 요소기술과- AUV UAV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 antartica, sea 
등 활용 분야에서 연결 관계를 가짐ice 

그림 109 키워드 기반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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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협력관계 분석결과 미국은 편중 없이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과 주로 협력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됨, 

원크기 논문수 논문을 많이 쓸수록 큼- : ( )
글자크기 연구협력국가수 국가간 공동연구를 많이 할수록 큼- : ( )
연결선 굵기 국가간 연구협력강도 국가간 공동연구 많을수록 굵음- : ( )
원의 색 공동 연구그룹 군집분석- : ( )

그림 110 연구협력 관계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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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 영향력 측면에서 미국이 영향력 높은 연구 결과를 다수 도출하였으며 호, 
주 노르웨이 영국 등 전통적인 해양과학 강국이 영향력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 , 
고 있음이 확인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영향력 높은 논문의 활발한 도출을 위한 적극적 연구 활동- 
이 필요

그림 111 연구영향력 

ㅇ 관련 연구는 과 에 가장 IEEE Journal of Oceanic Engineering Remote Sensing
많이 게재되고 있음

그림 112 투고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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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공 양용형 무인이동체 논문 동향. 

논문 분석 개요□ 
ㅇ 수집대상 의 : Clarivate Web of Science DB社
ㅇ 수집기간 년 년 논문 포함: 1984 ~2021 (early access , book chapter/editorial/ 

등 비정규논문 제외erratum )
ㅇ 검색필드 제목 초록 저자키워드: (title), (abstracts), (keyword)
ㅇ 검색결과 건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나 관련성이 없는 논문을 제외하고 편: 81 , 31

의 논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검색식
(TITLE-ABS-KEY((“flying” W/1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or (“flying” W/1 

“AUV*”) or “AquaUAV*” or “Aquatic Unmanned Aerial Vehicle*” or “aerial underwater 
vehicle*” or “aerial-underwater vehicle*” or “HAUV” or “Fixed Wing Cross-Domain 

Unmanned Vehicle*” or “aquatic aerial amphibious aircraft*”)–

표 35 논문 분석 검색식 

ㅇ 수공 양용형 무인이동체 분야 논문은 년 최초 검색되며 이후 꾸준히 증가 2013
되고 있는 태동 단계의 기술로 파악됨

그림 113 논문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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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논문의 키워드에 기반하여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 내의 키
워드간 연계성을 확인

수공 양용형 무인이동체는 - unmanned aerial underwater vehicle, hybrid 
등으로 불리며 기술적으로는 수중 공중 천이aerial underwater vehicle , -

변형 기체 혼성 제어(water-air transition), (morphing structure), (hybrid 
등이 주요 관심 기술로 파악됨control) 

그림 114 키워드 기반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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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공양용형 무인이동체는 중국 과 미국 주도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49%) (30%) 
며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 실적이 없어 영향력 높은 논문의 활발한 도출을 , 
위한 적극적 연구 활동이 필요

그림 115 연구주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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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책 동향 및 법제도 분석 
관련 정책 동향□ 

ㅇ 국정과제 국정운영 개년 계획( 5 , 2017.07)
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와 해양영토 및 해양안전 강화 에 해당 4 (33, 34, 35) (62)• 

함
ㅇ 국가 상위계획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4 , 2018.02)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해난 사고예방 대응 및 신속 구난 시스 ‘ ’-‘( ) • ․
템 개발 과제에 해당함’

ㅇ 제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 (2018)
과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 에 해당하며 빠른 시일  1-2 ‘ ’ , • 【 】

내에 산업화가 기대되는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장비 로봇 친환경 해사, , · , 
산업 고부가 수산양식 등 대 분야의 기술개발에 전략적 지원 강화, 5

ㅇ 제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3 (2018~2022)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욕구 기대에 부응한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 
수 있는 권리인 국민안전 기본권 확보‘ ’ 
지진 화재 미세먼지 등 다양한 안전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 , •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기술개발 필요

ㅇ 해양경찰 중장기 발전전략 보고자료(VIP , 2018)
해양수색구조 기본체계 정립 신속한 도착시스템 마련 고난도 교육훈 ‘ ’, • – 

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현장요원 수중구조 역량 강화 구조장비 고도‘ ’, – 
화 및 체계적 관리 첨단 구조장비 도입 첨단 해양수색구조 시스템 구축‘ ’, ‘ ’, –
구조장비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에 해당함‘ ’

ㅇ 해양경찰 미래발전전략 비전 ( 2030 Plan)(2020)
해경은 미래발전전략의 대 핵심전략으로 스마트전략 기술 을 설정하고 무인 2 ‘ ( )’ , • 
이동체 공중 해상 수중 를 대 핵심 장비기술의 하나로 추진 ( - - ) 6
무인부대 신설 년 월 과 수색구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내 위치 파 (‘21 1 )• 
악 및 현장환경 대응기술 추진 대발전과제 재난 제 과제 장비 제 과제(9 : ( 4 ), ( 7 )
최종 수요자 운용자 로서 해경의 사업 참여 예정 협의 완료 * ( ) ( ) 

수공양용형 관련 규제 개관 AUV □ 
ㅇ 수공양용형 의 경우 상공운용 및 수중운용이 모두 가능한 양용장치이기에 AUV

이러한 기능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상공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무인항공기 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의 적용을  (UAV)• 
받을 수 있으며 수중운용과 관련해서는 또는 와 같은 장치에 해당, ROV AUV
될 것이므로 이들 장치와 관련된 규제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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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은 무인비행기장치에 해
당함에 따라 항공법 의 규율을 받으며 그 외에도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 」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전파법 에 따른 규제 역시 드론과 관련되어 있음「 」

ㅇ 반면 현재 또는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개별법은 존재ROV AUV 
하지 않음

해외 각국 드론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동향□ 
ㅇ 미국

드론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된 시점은 미군이 년 미국정찰기 가  1960 U2• 
구소련 땅에서 추락된 사건 이후 자국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찰기능 중심
의 무인비행기 개발에 착수하였고 년대 들어서면서는 공격기능을 가진 , 1980
무인전투기 개발을 최우선과제로 두었음
즉 역사적으로 드론 개발을 주도한 주체는 미국 국방성이었으며 미국 드론  • 
산업은 지금까지 군사산업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민간영역의 드론 산업
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드론 관련법과 정책에서도 , 
드러남 [8]
미국 연방항공청 은 드론 일반에 대한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포괄적 규제와 사전 허가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
먼저 원격조정 안경 등 일인칭시점 방식은 안정성을 낮춘- (First Person View) 
다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모델형 드론은 택배 배달 혈액 수송 등 특수한 , , 
상업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는 미국 국립공원 전역에서 - (National Park Service)
드론의 이륙 착륙 및 통과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년부터 시행하였음, 2014
미국 정부는 군사목적 이외의 민간 드론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가지고 있지  • 
않았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년 개인정보와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관련 산2015
업을 촉진할 수 있는 드론관련 제도 개선을 시작함
이런 배경에서 드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소형무인항공기 규정안 제안 공고- ‘

가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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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인기는 최대 파운드 로 제한한다 55 (25kg) .
무인기는 반드시 운영자 또는 관측자의 시야 내에 유지하며 운영해야만 한다 .
안경을 제외한 관측장비의 도움을 받아선 안됨  ( )

일출과 일몰 사이 낮 시간에만 운영해야 한다 .
비행고도와 속도는 피트 마일로 이하로 제한한다 500 , 100 .
소형 무인기 조종사는 세 이상으로 연방 항공청의 항공 기초지식을 이수하고 테스트 17
를 통과해야 한다 개월마다 재시험. (24 )
무인기 운영 시 발생하는 사고와 부상 재산피해는 일 이내에 연방 항공청에 보고해 , 10
야 한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무인기를 비행 전 검사하고 방 항공청의 내구성을 인증과 등록을  
받아야 한다.

표 36 소형무인항공기 규정안 제안 공고 

국가 안보 및 군사용도 외에는 드론 활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방송 영- , 
화 촬영 등에도 제한적으로만 활용을 허가하고 있음
연방항공청의 규제안에 따르면 특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별도의 허가 없이 누- 
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최근 모든 드론에 대한 의무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음
미국 교통부 와 연방항공청 은 이러한 규제권고안을 마련한 후 (DOT) (FAA) , • 

년 월 아마존 구글 월마트 고프로 인텔 등 사업자를 포함하여 2015 10 , X, , , DJI, 
관련 연합 단체 담당 공무원 등 총 개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를 , , 26 (TF)
구성함[9]
이들은 수차례 회의와 수정안을 거쳐 년 월 일 상업용 취미용은 제- 2016 6 21 , (
외 드론 운영 규칙인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 ' (The Small Unmanned Aircraft 

을 발표하였고 이는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Regulations/Rules)' , 2016 8 16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 도표와 같음- 

취미용(Fly for Fun) 상업용(Fly for Work)

조종사 요건
(Pilot  

Requirements)
필요 없음

세 이상의 조종사 필요 - 16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종사- 

자격증 시험을 보아야 함
년마다 자격 갱신- 2

항공기 요건
(Aircraft 

Requirements)

파운드 이상이면 등록이 필요0.55 
함

파운드 이하- 55
파운드 이상인 경우 온라인 - 0.55

등록 필요

운영 규칙
(Operating

Rules)

항상 유인항공기의 통행권에 양- 
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조종사의 시, 
야 안에서 운용

소형무인항공기는 파운드 미만- 55
이어야 하며 공항과 마일 내로 떨5
어진 지역을 비행할 시 관제탑에 
반드시 통보

반드시 다른 항공기에게 경로를 - 
양보하고 움직이는 항공기가 있는 
경우 드론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함

낮 시간에만 운영이 가능하고 - 
피트 이하로 비행을 해야 함 400

또한 사람 위 비행 불가- 
비행가능 지역

(Location 
Requirements)

공항과 관제탑에 사전통보 없이 공
항과 마일 내 운영 금지5 공역등급 중 등급만 가능G

표 37 미국 소형무인 항공기 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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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2016 8 2 , (OSTP, Office of Science and • 
은 무인항공시스템 드론 을 차세대 국가전략기술 Technology Policy) (UAS, )

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 (National Initiative)
즉 무인항공시스템 기술의 잠재성을 신성장 동력기술로 추진- , ‘ (Harnessing the 

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Potential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Technology)’
정책 설명서 무인항공시스템 드론 의 안전한 통합과 수용을 촉진시키기 ‘ : (UAS, )
위한 연방 주 공공 학계 산업 민간의 새로운 약속· · · · · (FACT SHEET: New 
Commitments to Accelerate the Safe Integration of Unmanned Aircraft 

을 발표Systems)’
이는 앞으로 년 동안인 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국인 가 드론 5 2020 16%• 
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드론의 기술수용확산점 혹은 기술확산점, 

을 년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임(Tipping Point) 2020
ㅇ 유럽연합 및 유럽 개별국가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은 비전 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영역에서 드론산업 ‘ 2020’• 
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정책 및 진흥정책을 년 월 이후 추진하고 있음2014 9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결과로 년 이후 유럽 민간 드론산업은 폭발적인 - 2010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년 기준 유럽연합의 민간 드론기업 숫자가 , 2014

개를 넘어서고 있음 1,000 [10]
유럽항공안전청 의 규정 (EASA) (Regulation(EC) No. 216/2008 of the European • 

은 이상의 드론은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February 2008) 150kg 
항공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음
그러나 년 월 드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개인정보 안전 환경 등에 - 2015 12 , , , 
대한 보호 및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하여 개 조항의 새로운 규제33 (Advance 

를 발표하였음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2015-10 : ANPA) [11] 
또한 유럽항공안전청은 비전 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항공관련 규제 정책- ‘ 2020’
의 혁신 필요성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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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저위험군
(Open 

Category)

이하의 드론·25kg 
이하의 완구용 또는 미니 드론 - (CAT A0) 1kg 
이하의 초소형 드론 드론 - (CAT A1) 4kg (Very small )
이하의 소형 드론 - (CAT A2) 25kg 

이하의 비행만 가능·150m 
조종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적용· Geo-fencing 
조종자의 직접적 시야 내에서 운용 허용·

인 이상의 군중 위에서 비행 금지·12
이상의 비행을 할 경우 조종자가 비행기본지식을 갖출 의무·50m , 

중위험군
(Specific 
Category)

유럽국가항공당국의 안전 위험 평가 통과의무·
드론 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 및 위험완화 조치사항 보고 - 
운용에 관한 교육 자격요건 시스템의 유지보수의 매뉴얼 작성 의무 - , , 

드론 운용자는 드론 운용 관련 작업자에 관하여 자격요건 및 절차 조·
항 확인 의무를 가짐
드론의 장비 부품 및 기능은 유럽기술표준기준· , (ETSO : European 

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함Technical Standard Order)

고위험군
(Certified)

대형 드론으로서 일반항공기 유인항공기 의 기준 적용· , ( )
감항성 인증 및 운영면허 소지의무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 (TC : Type Certificate) (RTC)

예외적으로 항공교통관제서비스 공역가용성 등의 운용제한 신청 가능· , 

표 38 유럽 항공안전청의 드론규정 주요 내용 

하지만 유럽연합 소속국가의 드론 규제 정책은 각 국가마다 서로 조금씩 다 • 
른 모습을 가지고 있음. 
프랑스는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 있어 가장 완화된 규제정책을 보이고 있으며 - 

을 기준으로 이 중량 미만의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25kg
독일 역시 를 기준으로 이 무게 이상의 드론이 개인 소유지를 날며 촬영- 25kg
하는 것은 엄격한 허가 사항임 반면 미만의 경우 드론의 사용목적이 여. 25kg 
가용으로 개발 또는 운영인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사진의 공개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규제 정책을 펴고 있음‘ 0’ 
오스트리아 역시 기준으로 그 이하의 드론은 무규제 정책을 추진하지만 - 25kg 
인물에 대한 인식 가능한 수준의 촬영자체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

ㅇ 캐나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본부의 소재지가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캐나다인 까닭에 캐나다는 많은 항공 법제를 주도해 왔고 드론에 관한 법제 
역시 캐나다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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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에는 캐나다 교통국이 소형드론 이용에 대한 수정규제안을 발표- 2015 5
수정규제안은 미만의 소형드론을 용도나 무게에 따라 미만의 소형- 25kg 2kg 
드론 한정된 비행을 하는 미만의 드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 25kg , 

미만의 드론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용 규칙을 차등 적용하였음25kg 
모든 드론에 대해 비행면허를 요구했던 과거 규제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양- 
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미만의 드론에만 비행면허 취득이 요구되며 25kg 
드론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사생활 규제가 적용됨

구분 무게에 따른 규제 내용

미만의 소형드론2kg 

연령제한 없음 비행면허 불필요: , : ∙ ∙ 
프라이버시 규제 적용: ∙ 
비행장근처 운용 불허: ∙ 
도심 내 비행 허용9km : ∙ 
사람들 위에서의 비행 불허: ∙ 
보험책임 없음: ∙ 

한정된 비행을 하는 25kg 
미만의 드론 

연령제한 있음 비행면허 불필요: , : ∙ ∙ 
프라이버시 규제 적용: ∙ 
비행장 근처 운용 불허: ∙ 
도심 내 비행 불허9km : ∙ 
사람들 위에서의 비행 불허: ∙ 
보험책임 있음: ∙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미만의 드론25kg 

연령제한 있음 비행면허 필요: , : ∙ ∙ 
프라이버시 규제 적용: ∙ 
비행장 근처 운용 허용:∙ 
도심 내 비행 허용9km : , ∙ 
사람들 위에서의 비행 허용: ∙ 
보험책임 있음: ∙ 

표 39 캐나다의 소형드론 관리 규제 내용 

ㅇ 중국
중국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드론정책을  • 
발표하고 있음
중국의 빅데이터 분석 회사인 이관즈쿠 는 현재 억 위안 규모의 - ( ) 20易 智观 库
상업용 드론시장이 향후 년간 연평균 로 성장하여 년에는 약 10 20% 2025 103
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러나 산업 규모에 비하여 아직까지 상업용 무인기 관련 규정은 구체적이지 - 
않다는 평가임
드론산업의 초기 단계인 년 월 중국민간항공국의 항공기 심사국 2009 6 (航空器• 

에서 발표한 민간무인기 관리에 관한 문제의 잠정 규정) < (适航 定司 于民用审 关
과 월 발표한 민간무인기 관리 회의 개요)> 7 <无人机管理有 的 行 定关问题 暂 规

가 최초의 드론 관련 규정임( )>民用无人机适航管理工作 要会议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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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정부 차원에서는 년 월 선전시가 중국 최초의 드론 관련조례인 - 2003 5
통용항공비행관제조례 를 시정부 차원에서 발표하였< ( )>通用航空机行管制條例

음 이 규정에서 드론을 민간용도로 활용 시 광범위하게 허용하면서 시정부 .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였음

년 월 국무원은 민간 무인조종 항공기시스템 조종사 관리 잠정규정 2013 11 < >• 
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민간용 드론 조종사 관리를 규범화하고 민간용 
드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드론 조종사 자격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자 제정하였음 
이 규정은 일단 드론을 초소형 경량형 소형 대형의 개 종류로 나누고 중량- , , , 4 , 
이 이하의 초소형 드론의 비행범위가 가시거리 내 반경 이고 상대7kg 500m
적인 고도가 보다 낮을 경우 면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지나120m
치게 높은 공역 진입은 가급적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년 월부터 민용항공국은 가시거리 내에서 운행하는 드론의 중량이  2014 4 7kg • 
이상이고 격리공역이 가시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드론 조종사의 자격관리 
권한을  항공기 보유자 및 조종사협회(Aircraft Owners land Pilots 

에 부여Association : AOPA)

법률 및 규정 담당부처 시행
일시 주요내용

민간무인기관리
문제관련 
잠정규정

민항국 2009.
6.4.

드론에 대한 종 특허비행면허증을 명확화하1
고 현재의 규정과 절차를 활용하여 민용 드, 
론에 대해 심사

민간무인기공중
교통관리방법

민항국 
항공교통관리국

민항국 
항공산업관리판

공실

2009.
6.26.

드론의 비행 범위 민간 항공기 임무에 대한 , 
우선순위 임시 비행과 관련된 책임 등의 문, 
제에 대한 초보적인 경계를 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함

민간무인기비행
관리사업회의개

요

민항국 
항공심사처

2012.
1.13.

민간항공기 및 관련 제품의 심사규정 에 < >
기초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검사 방법 안전, 
비행 표준 사용제한 종 특허비행면허의 수, , I
여에 대한 규정 제정

민간무인기 
항공시스템 

관리잠정규정

민항국 
비행표준처

2013.
11.18.

민간 드론 조종사에 대한 관리대책과 민간 
드론의 비행영역 등에 대해 규정

소형무인기운행
규정

민항국 
비행표준처

2015.
12.29.

빅데이터와 인터넷 플러스 를 소형 드론의 “ ”
운행 감독과 결합하는 세부적인 관리 방안 
실시

표 40 중국의 드론 비행관리 관련 주요 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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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저고도 항공영역의 사용에 대한 관리 규정 2014 7 < ( .低空空域使用管理• 
은 시행령으로 사실상 저고도 항공영역을 드론의 사용 영역으로 정식 개)>定

방한 것이나 사실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기 이전에도 저고도 항공영역에서, 
의 드론 사용이 허용되고 있었음

년 중국제조 의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혹은 년부 2015 < 2025> 2010• 
터 시행된 전략적 신흥산업 의 본격적인 수혜를 받기 이전부터 중국의 드< >
론산업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것이 곧 년부터 중국 , 2011
드론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구가하는 토양이 됨
그리고 년 월 국무원은 제조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국제조 에- 2015 5 < 2025>
서 드론 산업화를 포함시켰으며 년 월 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2015 9
는 중국제조 중점분야 기술로드맵 을 발표하여 드론을 국경순찰 치안 <‘ 2025’ > , 
테러방지 농림작업 지도제작 파이프와 케이블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응급구, , , , 
조 촬영 오락 등 영역에 대량 응용가능하게 함, 
최근 드론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에서 중국이 보여준 성과에는 규제완화 정 • 
책이 핵심적이며 전통적인 보조금정책보다는 규제완화에 기인한 바가 큼 중. 
국정부는 민간용 드론산업의 발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우 수용적인 자세 를 “ ”
취함
첨단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사후적 접근방법을 
채택함
중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첨- , 
단산업이 태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적용이 불명확한 회색지대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태도의 차이가 핵심적이었음

ㅇ 일본
일본의 경우 상업용 드론 시장규모는 년 기준 억 엔이며 년까지  , 2015 16 2022• 
연평균 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억 엔이 될 것으로 추정됨58.7% 406
현재 상업용 드론의 이상이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노동력 - 70% , 
대체를 위해 여러 분야로 확대될 전망임
일본 농림수산부와 사가대학농학부 사의 합작으로 드론이 해충을 추적- , OPTiM
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일본 항공우주연구소 는 일본, (JAXA)
원자력 연구개발기구와 공동으로 소형 드론을 이용하여 방사선모니터링 시스
템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현재 일본 내 공항과 항공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드론 운용이 자 • 
유롭지만 년 월 총리관저 드론 사건 등 안전문제로 년 월 소형 2015 4 2015 12
드론에 관한 항공법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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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비행은 제한지역 내 아래 사람 건물 차량 위 를 유지하여야 - 150m , · · 30m
하고 도쿄도 구 등 주택 밀집지 및 공항 주변에서의 비행은 국토교통성의 , 23
허가가 필요하며 야간이나 이벤트 개최 시에는 금지됨, 
드론 비행 시 준수사항을 가지로 명기 일출에서 일몰까지의 시간 내에 - 6 ; 1) 
비행시킬 것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상시 감시할 것 제 자와 물2) , 3) 3
건 건물 자동차 등 과의 사이에 이상 거리를 확보할 것 다수의 사람( , ) 30m , 4) 
이 모이는 곳의 상공에서 비행시키지 않을 것 폭발물 등 위험물을 운반하, 5) 
지 않을 것 무인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지 않을 것 등임, 6) 
일본 정부는 무인항공기 기체에 번호를 할당해 소유자를 판별하는 시스템과  • 
조종사의 기술 향상 대책 등 추가 대책으로 드론 면허제도 등도 검토하고 있
음
일본은 상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보다는 육성정책을 더 많이 적용하 • 
고 있음 국가전략특구제도 를 활용하여 아이치현시 센보쿠시 센다이시 치. ‘ ’ , , , 
바시에서 전파실험에 필요한 면허는 당일 허가하고 와이파이주파수를 이용한 ,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드론 전용으로 할당하고 전파출력 규제를 - , 
완화하여 고정밀 영상 전송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
정하여 이는 우리나라의 법체제 정비에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음 치바시. 
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를 허용함
작년 일본 국토교통성은 공공 인프라 사업 도로 건설 등 에 의무적으로 드론 ( )• 
을 사용하도록 하는 드론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공공사업의 약 

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측량을 의무화한 후 년 뒤인 년에는 모든 20% , 4 2020
공공사업에 드론을 사용한 측량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드론 사용의 활성화 및 산업육성정책 측면에서 민- 
간 기업들에 드론 측량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드론 관련 현행법제 및 정책□ 
ㅇ 개관

드론의 발달 및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한국에서도  •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여러 법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대해 항공법 등 기존에 존재하는 법의 개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 
가 되었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평가되며 엄격한 규제, 
로 인해 드론산업의 육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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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법률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항공법 과 그 하위법령인  • 「 」
항공법 시행령 항공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 「 」
항공법 에서는 민간 무인항공기는 그 목적에 따라 개인용과 사업용 그리고  , • 「 」

연료를 제외한 비행체의 자체중량에 따라 항공기급의 무인항공기 와 초경량‘ ’
비행장치급의 무인비행장치 로 구분하고 있음‘ ’
자체중량이 을 초과하는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는 항공- 150kg
기 자체중량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함, 150kg 
신고의 의무가 있는 무인비행장치 자체중량 초과 이하 비신고 - ( 12kg , 150kg ), 
무인비행장치 자체중량 이하 엔진용량 이하( 12kg , 50cc ) 일반인에게 익숙한 
레저용 드론은 대부분 무인비행장치급임
자체중량이 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는 항공법 상 일반항공기 즉 유인 150kg , • 「 」
항공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일반항공기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고 개별 비행마다 항공당- , 
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항공기가 운항하기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 
하고 있다는 감항증명을 받아야 함
또한 허가받은 공역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 시에는 항공법 상 비행규- , , 「 」
칙을 준수해야 하고 관제당국 및 다른 항공기가 해당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
는 장치인 트랜스폰더 를 탑재해야 함 (transponder)
자체중량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항공법 상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규 150kg • 「 」
정을 준수하여야 함 법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 , 23 2, 23 3, 

조 등68 )
무인비행장치는 다시 그 무게에 따라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 초과 과  (12kg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구분됨
신고대상 무인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에 무인비행장치의 종- 
류 용도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 등을 신고하여야 함, , 
이때 신고번호를 부여받으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 , 
증을 받아야 함

이하의 비신고대상 무인비행장치는 별도의 안전성 인증이나 비행허가  12kg • 
등이 필요하지는 않음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 , 
하여야 함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공역은 다음과 같음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시화 양평 봉화산 고흥 금산 고창 등 전국 개소, , , , , 18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이 아닌 곳의 지상에서 높이 이하- , , 150m 
허가받은 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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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면 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사용사업자 • 
로 등록하고 사용 장치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함 항공법 제 조 동법 시, ( 141 , 「 」
행규칙 제 조의 제 조 및 별표 의16 3, 313 63 3)
사용사업의 조종자는 조종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함 법 제 조제 항- ( 23 3 )
자체중량 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장치에 대한 - 12kg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제 호( 66 2 1 5 ) 

그림 116 무인항공기 구매 후 사용절차  [13] 

항공촬영을 목적으로 무인항공기는 지방항공청의 비행허가와 별도로 국방부 • 
예를 들어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 로부터 촬영허가를 받아야 함( )

현재 국내 드론산업은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 •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는 년 월부터 년까지 드론활용 대  2016 1 2020 8• 「
유망산업의 상용화 를 목표로 최근 제 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년 5 2016 」
월에 규제를 정비하고  항공법 시행규칙 등 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7 7

개정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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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비 내용

사업분야의
확대

기존 드론의 사용 사업 범위는 정해진 분야 외에는 허가가 필요한 포지티∙ 
브 방식 사용(positive) 

하지만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공공의 안전 및 국(negative) ∙ 
가 안보에 저해가 되지 않는 사업은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분야 확
대 항공법 시행규칙 제 조의( 16 3). 

자본금
요건
폐지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여 진입25kg ∙ 
장벽을 낮춤

기존에는 법인을 등록해서 사업할 경우 납입자본금 만원 이상 개인3,000 , ∙ 
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만원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했는데 4,500 25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기준 삭제

기체중량
확대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승인대상 드론의 무게가 ·∙ 
에서 이상으로 확대12kg 25kg 

조종인력
자격기준

완화

드론 조종자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종인력 자격기준 완화∙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중 지도조종자는 기존 비행시간 시- 200
간 이상 기준을 시간 이상으로 완화100
실기평가 조종자는 기존 비행시간 시간 이상에서 시간 이상으로 - 300 150
각각 경감

개인정보
보호 드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표 41 국내 드론관련 규제 정비 주요내용 

ㅇ 항공법의 폐지 및 새로운 법률 제정
현재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서 항공법의 규율을 받고 있 • 
음 
그러나 항공법 관련 법제정비가 이루어져 년 월 일 부터는 기존 항공- 2017 3 30
법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 시행 항공사업법 시, (2020.12.10 ) (2020.12.10 ① ② 
행 공항시설법 시행 이 항공법을 대신하게 됨) (2021.1.1 )③ 
이들 중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내용은 주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 - 
규율하게 됨 다만 이들 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년 하반기. 2022

월 일 발효 예정임 (11 27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및 장치신고  • 
제정안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항공사업법 제 조 이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48 ) 
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함 항공사업법 제 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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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수집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 , , 
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항공안전법 제 조( 122 )
장치신고와 관련해서는 최대이륙중량이 이상인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 25kg
부터 안전성 인증도 받아야 함 반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무게. 
가 이하인 드론은 신고의무가 없으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12kg , 
무게 상관없이 신고가 필요함
비행승인 및 면허  • 
자체무게가 이하인 드론의 경우에는 비행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비행- 12kg , 
장 주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이상 등의 공역은 무게와 무관하, , 150m 
게 비행승인이 필요함
기존 공군 비행장 인근이나 휴전선 부근과 같이 국방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 
경우 및 항공 촬영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없었
으나 올해 월 일부터는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승인1 1
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는 등 해당 법령- 
이 정하는 내용을 준수해야 함 그런데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항공안전법 . 
시행규칙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드론으로서 자체무게가 

이상인 드론의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을 받아서 비행할 수 있음12kg 

ㅇ 정책
드론의 상용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 ·• 
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정부는 향후 년간 드론산업에 대하여 취업유발10
효과 만 명 경제적 파급효과 약 조 만원으로 전망하였음3 1,000 , 12 7,000
한편 정부는 년 월 경제혁신 개년 계획 의 추진전략 중 하나인 지역 , 2015 12 , ‘ 3 ’• 
경제발전방안을 통해 전남지역을 드론 규제프리존 으로 지정하여 무인기 비‘ ’
행시험 전용공역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야간 고고도 장거리 비행허가 절차를 , · ·
간소화하였음
또한 이 지역에서의 드론 관련 마이스터고의 지정요건과 공유수면 매립 목적 • 
변경 제한기간을 완화시켰음 정부는 드론 동체에 사용되는 경량금속소재 에. , 
너지 설비 산업 등을 전남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관련 기업을 발굴 육·
성 중임

ㅇ 고려사항
많은 국가에서 드론관련 산업은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 
선점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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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과정에 따라 드론 관련 법령을 제 개정하고 있으며 법령이 바뀌는 속도- , ․
도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에 따라 매우 잦은 상황이나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
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됨
기술발전과 민간수요의 급증으로 무인 자율화 와 이동체 의 특성이 결합된 무 ‘ ’ ‘ ’• ․
인이동체 신시장이 태동함에 따라  해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격제어무인잠
수정 자율무인잠수정 등의 해양무인이동체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ROV), (AUV) 
고 있음
미국의 경우 무인 미국 해양자원개발 중심으로 원격제어무인잠수정 시- (ROV) 
장 확대 국방과 해저자원탐사를 중심으로 자율무인잠수정 기술이 성숙, (AUV) 
되어 시장 증가 과학조사 목적으로 수중글라이더 유인잠수정 등 개발과 활용 , , 
기술 선도
이렇듯 무인이동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비행체와 해양무인이동 • 
체가 결합된 수공양용 드론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시장 중 하나일 
것이며 현재 기술 동향을 보아도 많은 기술 선진국에서도 걸음마 단계라고 ,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경쟁국들에 비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 
기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역량을 제고할 필
요가 있음
그 간 무인이동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무인이동체 기 • 「
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 을 수립 보고하고 있으며  무인이동체 발전 개년 5」 「․
계획 수립 추진하였음, 」
현재 국내 드론산업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권- , , 
을 가지고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무인해양분야는 무인전투함정 및 해상수송용 무인해상 선박과 기뢰탐지 해양- , 
탐사 등의 무인잠수정 중심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됨 [14] 
하지만 아직 무인이동체 관련 규제가 기존의 항공법을 토대로 하여 개정 위 • 
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으며 반면 과도
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기술발전 및 시장 규모의 확대를 저해시키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 제고 및 관련 규제의 완 • 
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무인이동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 
나 관련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심각하여 기술개발 시급하며 특히 드론의 경
우 중국에서 드론 관련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 판매하는 수준임, 
드론 관련 항공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의 필요가 있음 즉 규제완화가 필요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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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산업계의 목소리와 드론의 활용도 증가로 인해 최근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국내 항공법에 따르면 초과 이하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기체를 - 12kg 150kg 
신고해야 운항이 가능하며 운항가능 지역 협소하여 활용범위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초과 드론을 상업용으로 운항할 경우에는 운항자격- 12kg 
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공표하였으나 드론운항 자격증 제한 완화가 필요함
하지만 현재 기술수준으로 수공양용 드론을 제작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25kg •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큼
따라서 현재 규제완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만 드론과 비교- 25kg 
해 운행 관련 하여 면허 비행허가 등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도 엄격한 규제가 , 
있을 것이라 예상됨
특히 수공양용형 의 경우 기능상 대기에서 수중으로의 이동이 항상 전제- AUV
되어야 하므로 선박 및 해양생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것임 
특히 일반적으로 상공에서만 사용되는 무인항공기의 항공사고의 경우 일반  • 
항공기 사고에 비해 더 빈번히 발생하므로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 
함
충돌감지 및 회피 시스템 자동이착륙 시스템 복합항법시- (Detect and Avoid) , , 
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및 운용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무인항공기의 공역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 ( ) 空域
분은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간의 충돌임

2.7 시사점 

기존 해양로봇 과 기술에 기반하여 미 해군 연구소 및  (AUV, ROV) UAV • 

등 주도로 수공 천이 기술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Teledyne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공격적 수행 필요FlyingAUV R&D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해양로봇 수요가 존재하므로 개발을  FlyingAUV • 

통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공중 무인이동체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나 해양로봇에 대한 규제는 미비 • 

하며 향후 를 위한 정책 제언 필요, Flying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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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및 수요 분석3

3 분석.1 SWOT 

□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관련 역량 및  AUV 
환경 분석

ㅇ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내부자원 및 능력의 강점과 약점AUV 
을 분석하고 주변 여건의 위협 및 발전 기회 파악을 위해 분석 실시SWOT 

ㅇ 이슈 분석과 수요 분석 및 대내외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외부환(STEeP) (needs) 
경 요인과 역량분석을 통한 내부적인 강점 약점 을 도출(Strengths), (Weakness)
하여 사업의 추진전략을 도출, 

ㅇ 분석은 국내 외 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및 강점과 약점SWOT ·
의 도출 이러한 개의 요인을 이용한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전, 4 SWOT matrix 
략 도출 등 단계의 절차로 진행됨3

내부 역량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해양로봇 드론 연구과제 수행 실적 많음S1 · 해양 재난재해 신속 대응 수단 부재로 W1 
인한 골든타임 확보 어려움 

해양로봇 드론 제작 설계 제작 경험 많음S2 · , 해양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력 의존도 W2 
높음

개발 인력 제작 기업 실적 축적S3 , 해양장비 운영 유지관리 인력 상시 가W3 · , 
용장비 절대적 부족

해양로봇 실험센터 시험평가센터 등 해S4 , 
양로봇 성능 검증 인프라 확보

해상 수중 동시 운용이 가능한 해양로W4 ·
봇 개발 최초시도에 따른 경험 부족 

외부 환경분석
기회(Opportunities) 위협(Treats)

해양 재난재해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과 O1 
정부의 국민안전 확보 실현 의지

해양 활동 증대로 재난재해 피해 규모 T1 
확대

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지원 확대에 O2 4
따른 연구개발 수요 증대 해양 재난재해 신속 대응 전략 부재T2 

해양 신산업육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O3 
한 국가적 지원강화

해외 해양로봇 제작 운영 기업의 T4 / M&A
로 기술독점 가속화

해양로봇 실용화사업의 추진으로 개발기O4 
술 상용화 국가 체계 수립R&D 해양장비 개발 검증 비용 증가T4 /

표 42 분석 요소도출 SW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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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도출SWOT □ 
ㅇ 에 도출된 전략을 토대로 관련 산 학 연의 기술개발 수요를 반영SWOT Matrix ‧ ‧

하여 사업 추진과제 도출 및 추진전략을 수립R&D 

　 　 강점(S) 　 약점(W)

　 　 　

기
회
요
인
(O)
　
　

　

전략 강점과 기회요인의 시너지 전략SO : 

　

전략 약점 극복전략WO : 

기존 연구성과 및 차산업혁명기술 기- 4
반 해양재난재해 신속대응 기술개발

즉각 해양 재난재해 현장 투입 가- 
능한 해양 장비 추진R&D 

도전적 원천기술 개발 시도를 통한 세- 
계 최고 수준 브랜드 기술 개발Top 

해양 재난재해 시 해양로봇 활용을 - 
통한 인력피해 최소화

해양로봇 연구개발 인력양성 일자- - – 
리창출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국가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하고 수- 
요자가 요구하는 기술개발에 집중

　 　 　

위
협
요
인
(T)
　
　

　

전략 위협 극복 전략ST : 

　

전략 위협 회피 전략WT : 

해양로봇 기반 해양 재난재해 신속 대- 
응 체계 구축

해양 재난재해 신속 대응 최적화 - 
해양로봇 개발

도전적 국가 수행을 통한 세계 해- R&D 
양 장비 시장 주도권 확보

장비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제도 - 
구축을 통한 사회 수용성 증대

해양 장비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참여 - 
및 지역 수용성 증대 　

표 43 대응 전략 SW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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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3.2 VoC 

설문 조사 방법□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의 적용 분야 도출‘ AUV ’

과 그에 따른 장비 성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각 설문 항목의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서술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 
대해서 객관식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분석함

차 설문1 VoC □ 
ㅇ 해군 해경 등 실제 해양 재난 재해 구조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 /

사전 수요 조사 결과로써 해양 로봇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청취, 
조사대상 해군 해경 및 산 학 연 전문가 해난구조전대 중심 여명 대상 : / ( ) 70• ‧ ‧
조사기간 년 월 일 월 일 : 2018 11 19 ~ 11 23• 
조사항목 • 
해양 사고 발생 시 초기 수색 시간- 
사고 해역 수색 조사 시 어려운 점- /
사고 해역 수색 조사 수중로봇 필요성- /
해양 사고에 활용한 수중로봇 - 
수중로봇 활용 시 애로사항- 
사고 해역 수색 조사 시 필요한 정보- /

ㅇ 조사결과VOC 
사고 발생 시 초기 수색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이 분산되어 의 • 
미 있는 정보를 획득하지 못함 이는 시간 장소에 의존적이기 때문으로 판단. ·

그림 117 해양 사고 발생 시 초기 수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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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수색 조사 시 어려운 점은 수중시야확보 높은 조류속 악천후  / 28%, 24%, • 
로 조사되어 주로 환경적인 요인 에 의한 어려움이 큰 것을 확인20% , (72%)

그림 118 사고 해역 수색 조사 시 어려운 점 /

사고 해역 수색 조사 시에 수중로봇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는 전체 인원이 수 /• 
중로봇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그중 매우 필요하다는 , 

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57%

그림 119 사고 해역 수색 조사 수중로봇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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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사고 발생 시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수중로봇에 대한 설문에는  • 
가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 장비로는 ROV/AUV 82% , DSRV (Deep 

무인수상선 일반잠수장비 등으로 나타남Submergence Rescue Vehicle), , 

그림 120 해양 사고에 활용한 수중로봇 

수중로봇 활용 시 에로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는 수중 탁도가 로 가장 많 35%• 
았으나 운용 선박 필요 낮은 이동속도 조작의 어려움 등의 , 29%, 17%, 14% 
수중로봇 운용의 어려움 에 대한 애로사항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됨(60%) . 

그림 121 수중로봇 활용 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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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해역 수색 조사 시에 필요한 정보로는 사고 해역 환경정보 조류 수온 / ( , , • 
탁도 등 와 수중위치정보 가 가장 크게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 43% 40% , , 
전 조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22 사고 해역 수색 조사 시 필요한 정보 /

ㅇ 수요 분석 및 대응전략
수요 분석 • 
사고 초기에 신속대응을 위하여 다수의 잠수부가 투입되는 것과 같이 다수의 - , 
수중로봇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극한환경에서 수색 및 구난을 위해 수중, 
로봇이 반드시 필요함 일치 의견(100% )
사고해역 수색조사 시 어려운 점은 수중 시야확보 강한 조류 악천- , , ① ② ③ 
후 수중 위치인식 어려움이 를 차지, 89%④ 
악천후에도 운용이 가능하며 강한 조류에서 작업할 수 있는 수중로봇 기술 - , 
개발이 필요하고 수중 시야확보 및 위치인식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중, 
로봇 선단 개발이 필요함.
해양사고 발생 시 활용하는 수중로봇은 및 이므로 향후 악천후에도 - ROV AUV , 
투입할 수 있는 수중 로봇은 와 형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ROV AUV 
수요 분석결과에 따른 대응전략 • 
악천후 상황에서도 공중 이동 및 수중 수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 

ㅇ 차 분석 결과 요약1 VoC 

긴급상황에서 해양 수색에 투입 가능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



기술수준 및 수요 분석3. 

133

차 설문 결과2 VoC □ 
ㅇ 테스트베드 제공자인 동시에 실수요자인 해양경찰청의 수요를 청취하여 구체적

인 장비 형상 및 성능 결정에 활용
조사대상 해경 수색구조 관계자 명 해경 본청 수색구조과 중앙해양특수구 : 43 ( , • 
조단 동해해양특수구조대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 , )
조사기간 년 월 일 월 일 : 2020 10 15 ~ 11 12• 
조사항목 • 
해양 수색 구조 측면에서 악천후 강조류 악시계 기준- · / /
해양 로봇 도입시 운용가능한 최대 날개길이 무게- /
해양 로봇 도입시 요구되는 운용범위 요구 기능 형상 운용지점- , , , 
해양 로봇 도입 가격 및 활주로 제공 가능 여부- 

ㅇ 조사결과VOC 
해양 수색 구조 측면에서 악천후는 파고 기준 이상이라는  · Sea state 4( 2.5m) • 
답변이 강조류는 수색 구조 작업이 중단되는 이상이라는 답변77%, · 2 knots 
이 악시계는 잠수부 팔 인식 불가 혹은 이에 준하는 이하라는 답변53%, 1m 
이 로 응답 됨81%

그림 123 악시계 기준 그림 124 강조류 기준 

그림 125 악시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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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운용 가능한 해양로봇의 최대 날개길이는 가 가  ~1m 23%, ~2m 51%• 
로 이하가 를 차지하며 운용 가능 최대 무게는 이 2m 74% , ~10kg 14%, 

이 이 로 이하가 를 차지~25kg 42%, ~50kg 37% 50kg 93%

그림 126 운용가능 최대 날개길이 그림 127 운용 가능 최대 무게 

해양 사고 현장에서 해양로봇에 요구되는 기능은 현장 해상 광학정보 침몰시  ( ) , • 
최종위치 침몰형상 수중 광학 소나 정보 순으로 나타남, , ·

그림 128 요구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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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사고 현장에서 운용하기위해 적합한 요구되는 형상은 단일동체가  88%• 
로 조사되었으며 요구되는 운용 범위는 가 가 , ~10kmr 12%, ~25km 16%, 

가 가 로 수준의 운용 범위를 제공하는 경우 ~50km 25%, ~100km 42% 100km 
이상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수 있음을 의미95%

그림 129 요구되는 형상 그림 130 요구되는 운용 범위 

해양 사고시 해양로봇을 투입하는 예상 운용 지점은 육상과 해상 모두라는  • 
응답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선박보다 신속하게 이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62% , 
악하거나 혹은 선박 투입이 어려운 악천후 시 투입하여 신속한 현장 상황 파
악을 하고자하는 실 수요자의 요구에 기인
해양 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해양로봇을 위해 별도의 활주로 확보 가능 여부   • 
확인 설문에서 불가가 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선박과 육상 두 지점 모두84% , 
에서 해양로봇 투입을 원하는 수요에 기인

그림 131 예상 운용 지점 그림 132 활주로 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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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해양로봇의 도입을 위해 지출가능한 최대 가격은  • 
억이하가 억 이하가 억 이하가 로 파악됨2 25%, 5 26%, 10 44%

그림 133 도입 가능 최대 가격 

ㅇ 차 분석 결과 요약2 VoC 

사고 발생 시 고속이동하여 반경 현장에 시간 내 도착 후 현장  100km 1• 

광학 정보 전송 파고 기준( 2.5m, Sea state 4 )

목표물 침몰 시 수중 잠항 이상 하여 최종 침몰 위치 파악 및 (2knots ) • 

가시거리 이하 상황에서 광학 소나 정보를 통해 침몰 형상 파악 1m ·• 

기타 조건 최대 이내 최대 무게 내외 단일 동 : wing span 2~3m , 50kg , • 

체 육상과 해상 모두 활용을 위한 기능, V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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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분석 및 기술트리3.3 (FAST) 

기술기능분석(FAST)□ 
ㅇ 는 목적기능의 계층적 접근을 통해 FAST(Function Analysis System Technique)

기능을 세분화하여 모형화하는 방법임.
ㅇ 는 의 목적기능을 규정하고 세부기능으로 적용분야를 분류함으FAST FlyingAUV

로써 활용시장 및 필요기술 도출의 기준으로 활용.
의 초점은 광범위한 목적기능의 체계적 기능 구분을 통해 기능을 구체화 FAST• 

하고 기능간 연계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음.
ㅇ 전개방법FAST 

의 목적기능을 목표 과제 의 원리구조 프로세스 에 따라 목적 FlyingAUV (R&D ) ‘ / ’ ‘• 
기능 과 기본기능 의 계층으로 구조화함’ ‘ ’ 2 .

목적기능 기본기능

긴급 투입하여 해상 목표물의 광학 
정보를 전송하고 수중 이동하여 , 
목표물 침몰 좌표와 수중에서 

획득한 광학 소나 정보를 ∙
전송한다.

긴급상황시 고속 이동하여 해상 목표물의 
광학 정보를 획득한다.

목표물 침몰 시 수중 이동하여 목표물을 
추종하고 최종 침몰위치 및 광학 소나 ∙

정보를 획득한다.

수중 해상에서 획득된 정보를 전송한다.∙

표 44 결과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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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트리(Technology Tree)□ 
ㅇ 는 에 의해 정의된 기본기능의 세부기능들을 구현하고 최Technology Tree FAST , 

하위 세부기능들의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함
에서 제시된 기본기능에 해당되는 차기능 차기능 핵심기술을 기술함 FAST 1 -2 -• 

기본기능 차기능1 차기능2 핵심기술

긴급 상황 시 
고속 

이동하여 
해상 

목표물의 
광학 정보를 
획득한다.

수중 공중 이동 -
기체

기체 제작 
기술 기체 선형 설계 기술

경량 내압 수밀 기술-

수중 해상 이동 기체 설계 기술-

수중 공중 -
동력원 

제공 제어/

추진체 
기술

공중 고속 이동을 위한 추진체 운
용 기술

수중 이동을 위한 추진체 운용기술

추진체 방수 및 발열 처리 기술

동력원 
기술 동력원 운용 기술

에너지 회수 및 고효율 운용 기술

에너지 관리시스템 기술

목표물 침몰 
시 수중 
이동하여 
목표물을 
추종하고 

최종 
침몰위치 및 
광학 소나 ∙
정보를 

획득한다.

수중 공중 운용 -
변환

고속 상공 
이동 기술 상공 이동시 자세 제어 기술

고속 이동을 위한 공중 추진 기술

수직 
이착륙 
기술

수 공 운용 변환 기술-

수중 잠항 
기술 수중 잠항 시 자세 제어 기술

안정적인 수중 이동을 위한 추진 
기술

수중 측위 기술 Navigation 
Fusion 절대 좌표 확보기술

관성항법기술
음파를 이용한 도플러효과 항법응
용기술

표 45 기술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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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계를 이용한 수심추출기술

음파를 이용한 고도추출기술

통합 운영 
시스템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 통합 관제 시스템 설계 기술

동체 기본 기동 제어 기술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비상 복귀 회수 기술/

관제 편의 제공 기술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시스템 모니터링 기술

제어 시스템 통신 암호화 기술

수중 스마트 
운용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
술

광학카메라 기반 장애물 인지 기술

초음파 기반 물체 인지 기술

수중 장애물 탐지 알고리즘

　
임무 기반 
경로 계획 

기술
다중 임무 최적화 기술

동적 환경에서 임무 최적 변경 기
술
목표 및 부목표 계획 기(Subgoal) 
술

수중 
조류 외란 /
극복 및 

경로 추종

수중 조류 외란 극복 경로 추종 제/
어 기술

수중 추진기 기술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물체 인식 기술



140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뉴럴 네트워크 기반 물체 인식 DB
구축
실시간 차원 복합정보지도 생성3
위치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오
도메트리 기술
차원 복합정보지도 기반 최적 경3

로
경로 최적화 수치 알고리즘

수공 천이 기술
수중 공중 -
과도상태 
운용 기술

동적 환경에서 수중 공중 연속-
주행을 위한 차원 환(Seamless) 3

경인식 기술
수중 공중 통합 자기 위치 인식 및 -
환경 모델링 기술 개발 
비행 상황 경험 축적 기술
수중 공중 실시간 판단 및 딥러닝 -
기반 제어기술
　

수중 해상에∙
서 획득된 

정보를 
전송한다.

해양 통신 지원

제어 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고신뢰 저지∙

연 통신

광역 고속이동체 제어를 위한 위성 
통신  

광역 고속이동체 제어를 위한 
통신HF/VHF/UHF 

고신뢰 저지연 제어 정보 해상 전송·
을 위한 해상 통신URLLC 

광학 소나 ∙
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초고속 
통신

기반 해상 광대역 광역 LTE. Wi-Fi ·
통신

위성통신 기반  광대역 광역 통신·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
재밍 방어 기술

정보 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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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술 수준 분석□ 

핵심기술군 세부기술
국내
기술 
확보

해외
도입
활용

연구
개발
필요

중요도
(0~5)

시급성
(0~5)

기체 제작 
기술

기체 선형 설계 기술 V 　 　 3.83 3.92
경량 내압 수밀 기술- 　 　 V 4.42 4.50

수중 해상 이동 기체 설계 기술- 　 　 V 4.58 4.58

추진체 
기술

공중 고속 이동을 위한 추진체 운용 기술 V 　 　 3.83 3.75
수중 이동을 위한 추진체 운용 기술 V 　 　 3.75 3.75

추진체 방수 및 발열처리 기술 　 　 V 4.50 4.42

동력원 
기술

동력원 운용 기술 V 　 　 3.69 3.92
에너지 회수 및 고효율 운용 기술 　 　 V 3.77 3.31

에너지 관리시스템 기술 V 　 　 4.00 3.00

고속 상공 
이동 기술

상공 이동시 자세 제어 기술 V 　 　 3.08 3.17

고속 이동을 위한 공중 추진 기술 V 　 　 3.50 3.75
수직 

이착륙 
기술

수 공 운용 변환 기술- 　 　 V 4.58 4.17

수중 잠항 
기술

수중 잠항 시 자세 제어 기술 V 　 　 3.92 3.83

안정적인 수중 이동을 위한 추진 기술 V 　 V 3.25 3.42

Navigation 
Fusion

절대 좌표 확보기술 V 　 　 3.42 3.58
관성항법기술 　 　 V 3.83 3.33

음파를 이용한 도플러효과 항법 응용 기술 　 　 V 3.17 3.00
압력계를 이용한 수심추출기술 V 　 　 3.00 3.00
음파를 이용한 고도추출기술 V 　 　 3.00 3.42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

통합 관제 시스템 설계 기술 V 　 　 3.62 3.62
동체 기본 기동 제어 기술 V 　 　 3.69 3.54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비상 복귀 회수 기술/ 　 　 V 3.08 3.08

관제 편의 제공 기술 V 　 　 3.33 3.15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시스템 모니터링 기술 V 　 　 3.25 3.17

제어 시스템 통신 암호화 기술 V 　 　 3.17 3.08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항법 및 장애물 회피 경로계획 기술 　 　 V 3.71 3.43
광학카메라 기반 장애물 인지 기술 　 　 V 4.33 4.67

초음파 기반 물체 인지 기술 　 　 V 4.33 4.67

수중 장애물 탐지 알고리즘 　 　 V 5.00 5.00

표 46 세부기술 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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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기반 
경로 계획 

기술

다중 임무 최적화 기술 V 　 　 4.67 3.33

동적 환경에서 임무 최적 변경 기술 　 　 V 4.67 3.33

목표 및 부목표 계획 기술(Subgoal) 　 　 V 4.67 3.33

수중 
조류 외란 /
극복 및 

경로 추종

수중 조류 외란 극복 경로 추종 제어 기술/ 　 　 V 3.62 3.31

수중 추진기 기술 V 　 　 3.23 3.31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물체 인식 기술 　 　 V 4.67 4.67

뉴럴네트워크 기반 물체 인식 구축DB V 　 V 5.00 5.00

실시간 차원 복합정보지도 생성3 　 　 V 4.67 4.00

위치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오도 메트리 
기술 V 　 V 4.00 4.00

차원 복합정보지도 기반 최적 경로3 　 　 V 4.50 4.50

경로 최적화 수치 알고리즘 　 V 　 3.67 4.00

수중 공중 -
과도상태 
운용 기술

동적 환경에서 수중 공중 연속- (Seamless) 
주행을 위한 차원 환경 인식 기술3 　 　 V 4.67 3.67

수중 공중 통합 자기 위치 인식 및 환경 -
모델링 기술 개발 　 　 V 4.67 3.67

비행 상황 경험 축적 기술 V 　 　 4.67 3.67

수중 공중 실시간 판단 및 딥러닝 기반 -
제어기술 　 　 V 4.67 3.67

제어 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고신뢰 저∙
지연 통신

광역 고속이동체 제어를 위한 위성 통신  V 　 V 3.60 4.33

광역 고속이동체 제어를 위한 HF/VHF/UHF 
통신 V 　 　 3.80 3.17

고신뢰 저지연 제어 정보 해상 전송을 위한 ·
해상 통신URLLC 　 　 V 3.80 4.50

광학 소나 ∙
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초고속 
통신

기반 해상 광대역 광역 통신LTE. Wi-Fi · 　 　 V 3.80 4.50

위성 통신 기반  광대역 광역 통신· V 　 　 3.60 3.83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

재밍 방어 기술 　 V 　 3.00 3.17

정보 보안 기술 V 　 　 3.60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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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계획4

4 종합 환경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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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 기존 ROV 기존 AUV 무인기+AUV 단일동체

운용 개념도

파고( 2.5m)≥ 불가 불가 가능 가능

수중 자율 이동 방식 불가 가능 가능 가능

진수시 선박 필요 여부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회수시 선박 필요 여부 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신속 재투입 가능 여부 불가 불가 불가 가능

운용 비용3) 上 上 中 下

운용 편의성4) 下 中 中 上

기술적 파급효과 下 下 中 上

표 47 운용 방식에 따른 비교 

3) 선박 비용 진회수 비용 회수 절차 등 고려 , , 
4) 운용 주체 해경 의 현장 투입 용이성 및 작업 효율성 (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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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방향4.2 

가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비전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양로봇을 개발하여

국민 체감형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기여
구조 시간 단축( 30% )

목표
긴급상황 시 신속 투입되어 우리나라 영해의 해상 수중 목표물 추적을 개시하여 ·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수공양용형 해양로봇 개발로
원천기술 확보 및 해양 활동 안전 확보 해양탐사 시장 선점, 

ㅇ 사업화 전략

원천기술 
개발
TRL
2 6→

분내에 반경 내 해상 목표물의 광학 정보를 전송하고30 25Km ,
목표물 침몰 시 최대 수심 최대 속도로 최대 시간 이동하여10m 1knot 0.5

침몰 좌표와 수중에서 획득한 광학 소나 정보를 전송하는 ∙
원천 기술 확보 및 실해역 검증Flying AUV 

고도화 
및 실증

TRL
6 8→

시간내에 반경 내 해상 목표물을 탐색하여 광학 정보를 전송하고1 100Km ,
목표물 침몰 시 최대 수심 최대 속도로 최대 시간 이동하여100m 3knots 1

침몰 좌표와 수중에서 획득한 광학 소나 정보를 전송하고 복귀하는 ∙
개발을 통해 실증레코드 확보를 통한 사업화 및 수요부서 배치Flying AUV 

악시계 요구사항 반영 최종 침몰 위치 확인 및 수중 소나 광학 정보 전송 : ·• 
악천후 요구사항 반영 목표물 침몰 시 수중 잠항하여 조류에 따라 함께 이동 : • 
하며 최대 의 속도로 추종 조건, 3 knots (Sea state 4 )

나 임무 시나리오. 
ㅇ 수공양용형 활용 가능 임무 예시AUV 

임무 예시 비고

해난사고 신속 초동 대응 대표임무 시나리오

해상 항만 구조물 수심별 관측·

해양 방위 시스템 지원

적조 고수온 탐지 광역 해양 수층별 환경 조사·

해파리 탐지 광역 수층별 영상 확보

해양 조사 원격탐사 지원·

표 48 활용 가능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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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천기술 개발 임무 요구도. ( ) 
ㅇ 임무 시나리오

임무형상 임무 내용 소요시간

임무지
이동

이격된 해상에서 원인미상으로 침몰중인 선박에서 보낸  25Km • 
구조신호에 기반해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 0.5 분30

임무
수행

광학정보 전송 • -

대상체 침몰시 상공 에서 수심 까지 초내 진입 5m 1m 60• 분1

최대 수심 최대 속도로 시간 이동하여 최종 침 10m 1knot 0.5• 
몰 위치 확인 분30

해수면으로 상승해 획득된 소나 광학 영상정보 및 위치 정보를  ·• 
전송 -

회수 수면 대기 후 인력 회수 • -

표 49 임무 시나리오 

그림 134 임무 개념도 Fly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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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잠항 조건

최대 수심 최대 속도 시간 잠항 수중 탐색 반경  10m , 1knot , 0.5 ( 0.5Km)• 
이미지 소나 광학 영상 및 온도 측정 , • 

공중 
비행 조건

거리 분 이내 도달 공중 탐색 반경  25Km 30 ( 5Km)• 
광학 영상 및 온도 측정 • 

운용 환경
수중 : Sea state 4• 
공중 풍속  : 14m/s• 
운용온도 강우 습도 상대습도  : -32 ~ 43 , : 3mm/hr, : 95%• ℃ ℃

기타
초내 수 공 천이 완료 상공 수심  60 - ( 5m ~ 1m)• 

수직 이착륙 기능 • 
총 중량 이하 50Kg • 

표 50 임무 수행 조건 

ㅇ 수중에서 반경 공중에서 반경 탐색 가능하나 임무 시나리오에서는 0.5Km, 5Km 
반영하지 않음

ㅇ 개발 항목 정량 정성적 목표 성과지표 및 사업 평가 방안 등은 Flying AUV , · , 5.1 
절에 상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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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고도화 및 실증 임무 요구도. ( ) 
ㅇ 임무 시나리오

임무형상 임무 내용 소요시간

임무지
이동

이격된 해상에서 원인미상으로 침몰중인 선박에서 보낸  100Km • 
구조신호에 기반해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 1 분60

임무
수행

광학정보 전송 • -

대상체 침몰시 상공 에서 수심 까지 초내 진입 5m 1m 30• 분1

최대 수심 최대 속도로 시간 이동하여 최종 침몰  100m 3knots 1• 
위치 확인 혹은, 분30

해수면으로 상승해 획득된 소나 광학 영상정보 및 위치 정보를  ·• 
전송 -

귀환 수심 에서 상공 까지 초내 부상 후 출발 위치 혹은 지 1m 5m 30• 
정된 위치로 복귀 분60

표 51 임무 시나리오 

그림 135 임무 개념도 Fly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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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잠항 조건

최대 수심 최대 속도 시간 잠항 수중 탐색 반경  100m , 3knots , 1 ( 1.5Km)• 
이미지 소나 광학 영상 및 온도 측정 , ;• 

공중 
비행 조건

거리 분 이내 도달 공중 탐색 반경  100Km 60 ( 25Km)• 
광학 영상 및 온도 측정 • 

운용 환경
수중 : Sea state 4• 
공중 풍속  : 14m/s• 
운용온도 강우 습도 상대습도  : -32 ~ 43 , : 3mm/hr, : 95%• ℃ ℃

기타
초 이내 수 공 천이 완료 상공 수심  30 - ( 5m ~ 1m)• 

수직 이착륙 기능 • 
총 중량 이하  50Kg • 

표 52 임무 수행 조건 

ㅇ 임무 수행 중 수중 혹은 공중의 대상체 특정 불가 시 개 추가 임무추가 선별 , 1
수행

임무 내용 소요시간

해상 대상체 특정 불가 시 해상 반경 선회 탐색 , 25Km • 분30

수중 대상체 특정 불가 시 수중 반경 선회 탐색 , 1.5Km • 분60

표 53 선택 임무 

ㅇ 개발 항목 정량 정성적 목표 성과지표 및 사업 평가 방안 등은 Flying AUV , · , 5.2 
절에 상세 기술



150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기술수요조사 및 중점기술 도출4.3 

□ 중점기술 도출 과정 
ㅇ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개발을 위한 산학연 기술개발수요AUV 

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수요조사 실시
ㅇ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 회의를 통해 제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술개발과제 후보 도출
ㅇ 도출된 기술개발 후보과제에 대하여 기획위원 및 관련 전문가 대상 우선순위 

설문평가
ㅇ 우선순위 상위과제를 중점기술과제로 도출함

가 기술수요조사. 

□ 기술수요조사 시행 
ㅇ 조사 대상 내부기획위원 및 외부 관련 전문가: 
ㅇ 조사 시기 년 월 : 2021 12
ㅇ 조사 결과 총 개의 기술개발 수요과제가 접수되었음: 34 

번호 기술개발 수요 과제

1 연구선 및 해양과학기지 연동 운용 최적화 기술 개발AUV 

2 의 광역 운영을 위한 다중 홉 기반 해상 무선통신 기술 Flying AUV

3 기반 장거리 해양통신 기술Cloud-Radio Access Network (C-RAN) 

4 함정 또는 지상의 관제 시스템과 와의 오프로딩 기술 Flying AUV

5 장거리 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 기술

6 수중영상 융합시스템 및 입체가시화 기술 개발 

7 디지털 기반 수공양용형 시험평가 기술AUV 

8 가변 구조형 플랫폼 기술 개발 Transform 

9 수공양용형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유기반도체용 봉지막 기술 개발 AUV 

10 인공지능 기반 수중 위치 추정 기술 개발Flying AUV 

표 54 기술개발 수요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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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술개발 수요 과제

11 용 장거리 빅데이터 전송을 위한 영상 압축 및 변환 기술 개발Flying AUV

12 운용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개발Flying AUV (M&S) 

13 시각동기 음향신호를 이용한 수공양용형 의 수중합법 시스템 개발 AUV

14
위치정보 을 이용한 정보 획득 및 분석 Flying AUV fusion sonar 

를 이용한 운용기술 개발simulator

15 기반 천해역 수심측량 기법 개발 Flying AUV 

16 용 장거리 빅데이터 전송을 저궤도 위성 시스템 개발Flying AUV

17 수공양용형 를 위한 발수 방오 표면처리 된 고에너지밀도 리튬금속전지 개발AUV &

18 기체 형상 개발 Flying AUV 

19 덕트 프로펠러 시스템 개발Flying AUV 

20 조종면 구성 및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21 수공양용형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AUV ·

22 다중 협업 임무 기술flying AUV 

23 수중 절대 위치 및 상대위치 정밀 추정 기술

24 공중 차원 복합 정보 지도 및 최적 경로 생성 기술 3

25 해저 침몰 선박의 재구성 기반 상태 모니터링 기술3D 

26 소나 및 영상 학습 기반 수중 목표물 인식 및 추종 제어 기술

27 수공양용 의 수공전환 자율판단 및 제어 기술 개발AUV

28 수공양용 의 자율 임무관리 및 전환 기술AUV

29 기반 제주 해역 탐사 기술 개발FlyingAUV 

30 의 수 공 운용 변환에 따른 선체 설계 및 운용 기술Flying AUV -

31 고 충격하중을 견디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32 수공양용형 시스템 개발AUV Launcher 

33 수상 착륙시 천이를 위한 항법 좌표계 정렬 

34 수륙 양용 드론과 도킹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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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수요과제 분류 및 통합 
ㅇ 제안된 개 기술의 유사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획위원회에서 분류 및 통합34

하여 12개의 기술개발 후보과제를 도출하였음

번호 기술개발 후보과제 과제 개요

1
수공양용 활용 기술 AUV 

개발
수공양용 를 연구선이나 해양과학기지등과 연동하AUV
여 수심측량 환경 생태 파악 등 다양한 활용 기술 개발, /

2
수공양용 이동체 AUV 

개발
수공양용 기체 형상 추진 시스템 고 충격하중 수AUV , , 
공 변환에 따른 특화 설계를 통한 이동체 개발-

3
수공양용 AUV 

운영시스템 개발
수공양용 기체 운용을 위한 고신뢰 운영시스템 및 AUV 
모델링 시뮬레이션 시험평가 기술 개발, , 

4
수공양용 를 위한 AUV

소재부품 개발
수공양용 최적화를 위한 유기반도체용 봉지막 기AUV 
술 에너지원 기술 런쳐 시스템 개발, , 

5
수공양용 무선 통신 AUV 

시스템 개발
수공양용 임무지원 및 제어를 위한 통신 장비 개AUV 
발

6
수공양용 해상 광역 AUV 

무선통신 기술 개발
제어 정보 광역 전송이 가능한 무선 통신 기술 개발

7
수공양용  해상 AUV 
영상 통신 기술 개발

수공양용 다채널 영상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고속 AUV 
무선통신 기술 개발

8
기반 장거리 C-RAN 

해양통신 기술
기반 장거리 해Cloud-Radio Access Network (C-RAN) 

양통신 기술

9
수공양용 항법 기술 AUV 

개발

수중과 공중 모두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
중항법 센서 퓨전 위치 추정 수공 천이 시 항법 좌표, , , 
계 정렬 기술 등의 개발

10
수공양용 자율 제어 AUV 

기술 개발
자율운용을 위한 복합 정보 지도 및 최적 경로 생성 수, 
공전환 자율 제어 자율 임무관리 기술 개발, 

11
수공양용 목표물 AUV 
모니터링 기술 개발

소나 및 광학 기반 수중 영상 융합과 입체 가시화 및 
수중 목표물 인신과 추종 기술 개발

12
수공양용 자율성 AUV 
향상 원천기술 개발

이동체의 한정된 컴퓨팅 자원 제약하에서 신속한 연산
을 위한 로드 오프로딩 다중 이동체 협업 기술 목표물 , , 

재구성 기술 개발3D 

표 55 기술 개발 후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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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 고려대상 기술 설정.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가중치 
ㅇ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적 , , 

파급성 경제적 파급성 정부지원 타당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 , 
각 항목별 주안점과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평가항목 평가의 주안점 가중치

기술개발 
필요성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개발을 위해 반드AUV • 
시 필요한 기술인가?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와 연계하여 시급히 AUV•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30

기술개발 
가능성

우리나라 연구 역량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가능성이 높은가?• 
세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가?• 20

기술적 
파급효과

등 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이 가능ICT 4• 
한가?
다른 분야로 파급이 큰가?• 

20

경제적 
파급효과

개발기술 성공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가?•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 선진 외국기술을 대체 및 새로운 시장 (• 
창출 등 가 있는가) ?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가?• 

20

정부지원 
타당성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미래를 대비하는 모험적 • 
기술 분야인가?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새로이 확보하거나 재해재• 
난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인가?

10

소 계 100

표 56 우선순위 선정기준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ㅇ 조사대상 내부기획위원 및 외부 관련 전문가: 
ㅇ 조사시기 년 월 일 월 일: 2020 1 27 ~ 2 2
ㅇ 조사방법 설문: E-mail 
ㅇ 설문내용

우선순위 선정기준 항목의 가중치 적용 • 
개 후보 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적  12 , , •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정부지원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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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분석 결과 
ㅇ 총 명의 내 외부 전문가 설문 결과 기술개발 후보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28 ·

다음과 같이 도출됨

번
호 기술개발 후보과제

선정기준

우선
순위

기술 
개발 

필요성
(30)

기술 
개발 

가능성
(20)

기술적 
파급 
효과
(20)

경제적 
파급 
효과
(20)

정부 
지원 

타당성
(10)

계

1 수공양용 활용 기술 개발AUV 24.6 17.3 16.1 16.4 8.3 82.6 9

2 수공양용 이동체 개발AUV 28.7 17.1 18.5 17.9 9.3 91.5 1

3 수공양용 운영시스템 개발AUV 26.8 17.6 16.8 16.6 8.8 86.5 8

4
수공양용 를 위한 소재부품 AUV

개발
23.7 15.7 16.4 16.1 8.0 80.0 11

5
수공양용 무선 통신 시스템 AUV 

개발
27.0 17.9 17.2 17.0 8.9 88.0 4

6
수공양용 해상 광역 무선통신 AUV 

기술 개발
26.8 17.3 17.7 17.2 8.7 87.6 6

7
수공양용  해상 영상 통신 AUV 

기술 개발
26.1 17.5 17.5 16.9 9.0 87.0 7

8 기반 장거리 해양통신 기술C-RAN 23.3 16.0 15.8 15.4 8.2 78.7 12

9 수공양용 항법 기술 개발AUV 27.4 18.2 17.5 17.0 8.4 88.4 3

10 수공양용 자율 제어 기술 개발AUV 27.2 16.8 17.6 17.5 8.7 87.8 5

11
수공양용 목표물 모니터링 AUV 

기술 개발
27.3 17.3 17.7 17.3 8.9 88.5 2

12
수공양용 자율성 향상 AUV 

원천기술 개발
24.8 16.0 16.0 15.8 8.3 80.9 10

표 57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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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구성방안. 

ㅇ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필요 기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
이동체 수공양용 이동체 및 운영 시스템 기술 ( ) AUV • 
자율운용 수공양용 자율 운용 기술 ( ) AUV • 
통신 수공양용 제어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 기술 ( ) AUV • 

ㅇ 총 개 과제 중 이동체 관련 분야 개 통신 관련 과제 개 자율운용 관련 과12 4 , 4 , 
제 개로 정리됨4

우선순위　 중점기술 과제명　 점수 분야

1 수공양용 이동체 개발AUV 91.5 이동체

2 수공양용 목표물 모니터링 기술 개발AUV 88.5 자율운용

3 수공양용 항법 기술 개발AUV 88.4 자율운용

4 수공양용 무선 통신 시스템 개발AUV 88.0 통신

5 수공양용 자율 제어 기술 개발AUV 87.8 자율운용

6 수공양용 해상 광역 무선통신 기술 개발AUV 87.6 통신

7 수공양용 해상 영상 통신 기술 개발AUV 87.0 통신

8 수공양용 운영시스템 개발AUV 86.5 이동체

9 수공양용 활용 기술 개발AUV 82.6 이동체

10 수공양용 자율성 향상 원천기술 개발AUV 80.9 자율운용

11 수공양용 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AUV 80.0 이동체

12 기반 장거리 해양통신 기술C-RAN 78.7 통신

표 58 중점기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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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체 연구비 규모 및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전략 추진과제를 선정함
본 사업에서는 가지 전략과제로 구분하고 상위 개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개 3 8• 
발을 추진하고자 함

ㅇ 전략과제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1: Flying AUV 
세부과제 구성 • 

이동체 개발- Flying AUV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 Flying AUV 

ㅇ 전략과제 자율 운용 기술 개발2: Flying AUV 
세부과제 구성 • 
수공 양용 절대위치 보정 및 복합 항법 기술 개발-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 
수중 영상 강화 및 목표물 가시화 기술 개발- 

ㅇ 전략과제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3: Flying AUV ·
개발

세부과제 구성 • 
임무수행 지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Flying AUV 
제어정보 고신뢰 전송을 위한 해상 통신 기술 개발- Flying AUV AI 
수중영상 무손실 전송을 위한 해상 통신 기술 개발- Flying AUV D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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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계획 및 추진전략5

5. 원천기술 개발 원천 기술 개발1 ( ) Flying AUV 

가 세부과제별 개발 개요.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Flying AUV □ 

전략목표 수중 이동과 공중 이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수공양용형 해양로봇 개발 AUV • 

성과목표
질적( )

경량화 동체 설계기술 및 운용환경을 고려한 방수구조 설계 • 
복합운영의 움직임 특성에 적합한 추진 시스템 제어시스템  , • 
통합 운영시스템 기술 개발 • 

ㅇ 필요기술 경량 방수 구조 설계 수중 상공에서의 환경특성을 고려한 동체 ( 1. ) /
경량화 및 방수 기술 개발

동체 좌굴해석을 이용한 변형 및 파단 해석 기반 최적 립 구조와 경량 설계 • 
립 구조의 강도 및 파단을 보상하기 위한 구조물 - (Rib) : 

수중 운용 시 추진시스템의 방수구조 기술 개발  • 

ㅇ 필요기술 수중 공중 단일 추진 시스템 수중과 상공의 추진 특징을 반영한 ( 2. ) 
단일 추진 시스템 및 제어시스템 설계 개발

다상 유동 공기 물 조건의 추진 요구도를 만족하는 추진 시스템 구성 ( , ) • 
고속 회전과 고 토크의 최적점을 만족하는 추진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 
추진 시스템을 이용한 수중 상공에서의 제어 알고리즘 기술 개발 /• 
수공양용형 의 거동 시뮬레이터 설계  AUV• 

ㅇ 필요기술 통합 운영시스템 초동대응 및 수공양용 의 운용을 위한 신속 ( 3. ) AUV
정보 전달 목적의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 

해양의 수중 상공의 운용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 설계 개발  /• 
운용자 기반의 가독성 높은 운용 시스템 제공 기술 개발 • 
구인 구난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신속전달 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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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지표 및 사업평가 방안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기준

 Flying AUV 
이동체 개발

동체의 총 무게 이하 50Kg (In Air) 실측 데이터 검증

내압검증   압력 이하  3bar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최종 완성 동체 식3 시작품 확인

비행 능력 시간 내 0.5 25Km 
비행

이상 공중 이동 혹은 1km 
이상 수중 이동에 대한 50m 

속도 평균값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논문 특허 데이터 확인/

잠항 능력 로 시간 1knot 1
잠항

수 공 천이 기능- 초내 상공 60 5m ~ 
수심 천이1m 

Flying AUV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

거동 시뮬레이터 식1 설계서 전문가 평가 
논문 특허 데이터 확인/

관제 시스템 설계
데이터 가시화 및
운용 관측시스템 ․

식 1

시작품 확인 및 설계서 
전문가 평가

표 59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자율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 

전략목표 수공 복합 환경에서의 연속적 임무 수행을 위한 의 자율 운용 기 Flying AUV• 
술 개발

성과목표
질적( )

수공 양용 복합 항법 기술 개발 •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 • 
자율 임무 관리 및 획득 결과 강화 기술 개발 • 

ㅇ 필요기술 복합 항법( 1. Flying AUV ) 수공 양용 절대위치 보정 복합 항법 기술 개발
수중 및 공중 환경에서 함께 사용가능한 복합 항법 기술 • 
수중 및 공중 환경에서 목표물 탐색 및 인식 기술 개발 • 
수중 목표물의 추적을 위한 광학 소나 영상 기반 상대 위치 추정 기술 /• 

ㅇ 필요기술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제어 수공 복합 환( 2. Flying AUV ) Flying AUV 
경에서의 연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자율 제어 기술 개발

수공 과도구간 제어 전환을 포함한 수공 복합 환경 제어 관리 기술 • 
의 공중 이동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이착륙 및 공중 이동 제어기술  Flying AUV• 
의 수중 탐색 및 목표물 자율 추적을 위한 수중 자율 제어 기술 Fly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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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요기술 자율임무관리 자율임무 관리 및 획득 결과 강화 기 ( 3. ) Flying AUV 
술 개발

자율 운용을 위한 임무 관리 및 자율 선택 기술 Flying AUV • 
선명한 수중 상황 파악을 위한 광학 소나 영상 품질 개선 및 가시화 기술 /• 

ㅇ 성과지표 및 사업평가 방안 

성과 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 기준

수공 양용 
복합 항법 

기술

복합항법 성능
공중 1m CEP,

수중 20m 
CEP

수중 공중 각 환경에서 분 이상 이동 및 / 15
항법 성능 산출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중 목표물 
인식 평균정밀도 70% 기준Averaged precision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중 목표물 
상대위치 자세 /

추정 성능 

2m,10deg 
@15m, 2NTU

이격거리 기준15m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공 
복합환경 
자율제어 

기술

수공 과도구간 
전환 성공률  70%

공중 에서 수중 까지 상태 전환 5m 1m
성공률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착륙 위치 
정밀도 5m 목표 착륙 위치 대비 이격 거리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중 목표물 
추적 성공률 70%

한계수심까지 침몰하는 목표물 추종제어 
성공률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자율운용 
임무 수행 

기술

자율임무 성공률 70%
임무 후 지정위치 복귀 성공률 

임무정상수행 이상상황 대응 자율판단( / )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임무 행위 모드 개10
자율 운용 임무 모드 수 

이착륙 이동 수공전환 탐색 추적 등( / / / / )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중 
영상품질개선도 50% 광학 소나 영상의 비율 기준/ CNR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표 60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160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Flying AUV ·□ 

전략목표 수공양용형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AUV ·• 

성과목표
질적( )

수공양용형 임무수행 지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AUV • 
수공양용형 제어정보 고신뢰 전송을 위한 해양 통신 기술 개발 AUV AI • 
수공양용형 수중영상 무손실 전송을 위한 해양 기술 개발 AUV DTN • 

ㅇ 필요기술 임무지원 통신 시스템 수공양용형 다중 프로토 ( 1. Flying AUV ) AUV 
콜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운용환경 예 전송율 임무수행 경로 등 변화에 따른 적응형 다 Flying AUV ( , , , ) • 
중 프로토콜 스위칭 기술 
수공용형 수중 임무수행 단계별 통신시스템 해수 노출에 의한 파손 부식 AUV /• 
분실 처리 대응 기술 /

ㅇ 필요기술 제어정보 고신뢰 광역 전송 단계별 임무 ( 2. Flying AUV · ) Flying AUV 
지원 시 끊김없는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해상 고신뢰 광역 전송 AI ·
무선전송 기술 개발

해상 고신뢰 광역 통신 수공용형 을 고려한 기반  · : AUV Jittering AI Predictive • 
빔형성 기술 개발

ㅇ 필요기술 수중 영상정보 무손실 전송을 위한 기술 수중 ( 3. DTN ) Flying AUV 
영상 무손실 전송을 위한 Delay/Disruption Tolerant Network Bundle Protocol 

설계 및 구현 기술 개발  (DTN-BP) 
가 임무수행을 위해 잠항 시 촬영한 광학 소나 정보를 손실없이 전 Flying AUV ·• 

송하기 위한 전파지연 및 단절에 강인한 기반 설계 및 Bundle Protocol DTN 
구현 기술개발 

단계별 임무수행 시나리오를 고려한 운용 최적화  Flying AUV Flying AUV • 
설계 및 구현 기술 개발 DTN-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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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지표 및 사업평가 방안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또는 평가기준

전송거리 이상25km 

수공양용형 임무범위 AUV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를 , 

통한 목표치 달성여부 확인
전송거리 전송률 패킷에러손실율 / /

동시 달성 여부 확인 
예 영상( , : 10Mbps@25km@0.001%) 

전송률

제어정보 이상1Kbps 
이동시(50km/h )

3GPP TR 22.829 KPI for command and 
기준control communication 

급 영상 영상 전송 고려HD (720p)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를 , 

통한 목표치 달성여부 확인
전송거리 전송률 패킷에러손실율 / /

동시 달성 여부 확인 
예 영상( , : 10Mbps@25km@0.001%)

영상정보 이상10Mbps 

패킷
에러손실율 

제어정보 이하0.01% 
및 3GPP TS 23.203 V2X Message 

Conversational Video Service 
기준requirement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를 , 
통한 목표치 달성여부 확인

전송거리 전송률 패킷에러손실율 / /
동시 달성 여부 확인 

예 영상( , : 10Mbps@25km@0.001%)

영상정보 이하0.001% 

표 61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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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 구성. 

구분 과제명

핵심 기술 1-1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Flying AUV 

세부기술  1-1-1 이동체 개발Flying AUV 

세부기술  1-1-2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Flying AUV 

핵심 기술 1-2 자율 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세부기술  1-2-1 수공 양용 복합 항법 기술 개발

세부기술  1-2-2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

세부기술  1-2-3 자율 임무 관리 및 획득 결과 강화 기술 개발

핵심 기술 1-3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Flying AUV ·
발

세부기술  1-3-1 임무수행 지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Flying AUV 

세부기술  1-3-2 제어정보 고신뢰 전송을 위한 해양 통신 기술 개발Flying AUV AI 

세부기술  1-3-3 수중영상 무손실 전송을 위한 해양 기술 개발Flying AUV DTN 

표 62 과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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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핵심기술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1-1 : Flying AUV □ 

ㅇ 세부기술 이동체 개발 1-1-1 : Flying AUV 

연구정의
개요( ) 이동체 개발Flying AUV 

연구목표 공중 이동과 수중 기동이 가능한 이동체 개발 Flying AUV 
시간 내에 반경 최대 수심 최대 시간 이동(0.5 25Km, 10m 1knot 1 )

표 63 연구의 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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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동체 
경량화 및 
방수 기술 

유체 역학 해석을 통한 공중 수중에서의 구조형상 설계- /
좌굴해석의 변형 및 파단 해석을 이용한 수공양용 이동체의 최적 - 
구조 및 경량화 설계
수중 운용 시 추진시스템의 방수구조 기술 설계 - 
형상 테스트 제품 제작- 
구조물 구조시험- 

차2
년도

단일 추진 
시스템 및 
제어시스
템 설계 

수공양용의 특징을 고려한 고속 회전과 고 토크의 최적점을 만족하- 
는 추진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수공양용 수직 이착륙 및 저항 최소화 운행 기술 연구- 
단일 추진시스템을 이용한 수중 상공에서의 제어 알고리즘 기술연구- /
수공양용의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터설계 및 운동성능 검증- 
제어 및 추진시스템 테스트 제품 제작- 
추진시스템 성능시험- 

차3
년도

Flying 
AUV 

이동체 
시작품 
제작

고정익 기반 고속 추진을 위한 자세제어 시스템 적용- 
수중 상공 자세 제어 모듈 고도화 설계 및 제작- /
다양한 환경요소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진계통 고도화 설계 및 적용- 
다양한 임무 시뮬레이션 적용 수공양용 운행 기술의 최적화- 
자세 제어 및 수중 상공 천이 시스템 설계- /
검증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복합재 시작품 제작 공정기술 개발- 
시스템 통합 및 기능 시험- 

차4
년도

운용환경 
적용 검증

운용환경 적용 및 목표 달성 검증- 
시스템 통합 및 실해역 통합 시험- 

표 64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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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기술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 1-1-2 : Flying AUV 

연구정의
개요( )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Flying AUV 

연구목표 이동체를 위한 고신뢰 고가용 운영 시스템 개발Flying AUV /

표 65 연구의 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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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Flying AUV 
운용 및 제어 
시스템 설계

수공양용 운용 시나리오 정립 - Flying AUV 
수공양용 운용 관제 환경 구축 설계- Flying AUV / H/W 
운용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 및 제어관련 시스템 설계- 
운영 시스템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 

차2
년도

Flying AUV 
관제 시스템 

설계

과 효과를 강조한 어플리케이션 설계- Visual comfort Alert 
임무 영상 및 처리 시스템 설계- data visual 
운용자 기반의 설계- GUI 
복합 운영환경 데이터 처리 분석 및 운영자 가시화 - 
시스템 개발  
수공양용 운영시스템 통합  - Flying AUV 

차3
년도

관제 시스템 
개발

수공양용 시스템 모니터링 기술 및 이동체 기본 기동을 - 
위한 운용제어 기술 개발  

이동체의 임무 특화 시스템 설계- Flying AUV 
이동체의 임무 통제 모티터링 상황제어등 시스템 설계- , , 
통합 운영 시스템 설계- 

차4
년도

실해역 
테스트 및 
성능 향상

이동체 내부 통신 및 제어를 담당하는 주요 부품의 이중화 시- 
스템 설계
실해역 성능 검증- 

표 66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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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자율 운용 기술 개발1-2 : Flying AUV □ 
ㅇ 세부기술 수공 양용 복합 항법 기술 개발1-2-1 : 

연구정의
개요( )

자체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수공양용 복합 관성 항법 및 목표물 Flying AUV 
상대위치 추정 기술 개발

연구목표

수공 양용 정밀 복합 항법 기술 및 수중 상대 위치 및 자세 추정 항법 기
술 개발
복합항법 성능 공중 수중  - 1m CEP, 20m CEP
목표물 인식 평균 정밀도  - 70%
상대위치 자세 추정 오차  - / 2m,10deg@15m,2NTU 

표 67 연구의 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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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음향 신호/ 
광학 기반 
복합 항법 
개념설계 

복합 항법 개념 설계
관성 센서 구성 최적화 설계 및 관성 항법 알고리즘 개발- 
음향신호 기반 위치 추정 개념 및 시스템 구성 설계 및 - 
거리 추정 알고리즘 기초 연구  
광학 소나 기반 목표물 인식 및 상대위치 추정 개념 설계- /
센서 구성 및 영상 기반 목표물 인식 알고리즘 개발- 

차2
년도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한 항법 
및 

목표물인식 
기술 개발

임베디드 항법 연산 보드 설계 및 항법 시스템 개발- 
기반 초기정렬 및 공중 절대 위치 보정 기술 개발- GPS 

음향신호 기반 위치 추정 알고리즘 개발- AUV 
광학 소나 융복합 기반 인식률 향상 기법 개발- /

- F 통합형 센서 모듈 설계 및 제작lying AUV 

차3
년도

수공 
절대위치 
보정 복합 
항법 개발 
및 위치 
추정기술 

개발

공중 절대위치 보정 항법 장치 통합- 
음향 신호 기반 위치추정 시스템 통합- 
복합항법장치와 통합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설계- 

- 광학 소나 융합 상대위치 추정 기술 개발/
- 센서 모듈 및 위치 추정 알고리즘 통합
- 복합 항법 장치 통합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설계

수중 절대위치 보정 알고리즘 및 수중 목표물 상대위치 보정 알- 
고리즘을 통합한 통합 항법 시스템 개발

차4
년도

복합항법 
시스템 통합 

및 성능 
검증 

육상 수조 통합 기능 시험 기반 항법 시스템 안정성 검증- /
수조 테스트 및 실해역 성능 검증- 
복합 항법 장치에서의 절대위치 추정 알고리즘 통합- 
통합 복합관성항법 장치 성능 수조 및 실해역 시험 지원- 
수조 및 실해역 시험을 통한 통합 관성항법장치 성능 시험 지원- 

표 68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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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기술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1-2-2 : 

연구정의
개요( )

수공 복합 환경에서 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제어관리 이착륙 제Flying AUV , 
어 수공 과도구간 전환 기술 수중탐색 목표물추종 등을 포함하는 자율제어 , , 
기술 개발

연구목표

의 상태 및 제어모드 통합 육상 이착륙 및 수상 착륙을 포함한 Flying AUV /
공중 이동 제어 및 수중 목표물 탐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중 자율제어 
기술 개발

수공 과도구간 전환 성공률  - 70%
착륙 위치 정밀도  - 5m
수중 목표물 추적 성공률  - 70%

표 69 연구의 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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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수공 
복합환경 

제어 
프레임워크 

설계

- 자율제어 관리 프레임 워크 개념 정립
- 임베디드 제어 플랫폼 설계
- 수공 과도구간 진입 예측 기술 기초 연구
- 공중 및 수중 제어 프레임워크 개념 설계
- 이착륙 전략 개념 설계 및 기초 연구
- 수중이동 및 탐색 임무 대응 전역 지역 경로 계획 기술 개발/
- 수중 궤적추종제어 기초 연구

차2
년도

과도구간 
예측 및 

제어 
기술개발

- 상태 모니터링 상세 설계 및 알고리즘 개발AUV 
- 수공 과도 구간 제어 전략 및 제어모드 전환 기술 개발
- 공중 이동 제어 기술 개발
- 수상 착륙 제어 알고리즘 개발
- 수상 경로 추종 제어 기술 개발

차3
년도

임무관리 및 
과도구간 
제어 통합

- 임무관리 및 과도구간 제어 알고리즘 통합 및 기능 검증
- 공중이동제어 알고리즘 통합
- 공중이동 및 수상 착륙 성능 시험
- 공중이동 및 이착륙 제어 알고리즘 통합
- 수중 목표물 추종 제어 기술 개발
- 수공 자율제어 통합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설계

차4
년도

수공자율제
어 통합 

성능 검증

- 수공 자율제어 시스템 통합
- 실해역 시험 기반 자율제어 성능 검증
- 실해역 시험을 통한 성증 검증 지원

수공 자율제어 시스템에 수중제어부 통합- 
실해역 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 - 

표 70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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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기술 자율임무 관리 및 획득 결과 강화 기술 개발1-2-3 : Flying AUV 

연구정의
개요( )

의 수행 임무를 관리 및 자율 선택을 통한 자율운용 기술을 개Flying AUV
발하고 임무결과로 획득한 영상 정보의 강화 기술 개발, 

연구목표

의 임무모드의 정의 관리 자율 선택을 통한 자율운용 기술의 Flying AUV , , 
개발 자율 수중 임무수행으로 획득한 광학 및 소나 이미지의 강화 및 목표. 
물의 입체 형상 추정 가시화 기술 개발3D 

자율임무 성공률  - 70%
임무 행위 모드 개 이상 - 10
수중 광학 소나 영상 품질 개선도 기준 - / 50%(CNR )

표 71 연구의 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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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자율 임무관리 
프레임워크

- 자율임무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 임무 정의 및 관리 단계 설계
- 상황판단을 위한 환경인식 변수 설계
- 광학 소나 융복합 가시화 프레임워크 설계/
- 영상 품질 개선 알고리즘 기초 연구
- 광학 소나 영상 전처리 및 동기화 기술 개발/

차2
년도

자율임무관리 
기술 개발

- 임무별 행위 상세 설계 및 구현
- 자율임무 선택 성능 지수 설계
- 임무 자율 선택 알고리즘 개발
- 임무 통합관리 시스템 기본 설계
- 수중 광학 소나 영상 수준 분석/ CNR 
- 소나 광학 영상 품질 개선 기술 개발/
- 의 광학 소나 센서부 구조 설계 및 개발Flying AUV /
- 광학 소나 정보 정합 기술 개발/
- 영상 시간대별 정합 정보 매칭을 통한 입체 가시화 기술 개발

차3
년도 시스템 통합

- 임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임무관리 성능시험 모의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 모의 시험기반 임무 관리 시스템 성능 검증
- 임무 자율 선택 알고리즘 성능 개선
- 임무 통합관리 시스템 성능 개선
- 센싱 결과 획득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개발Flying AUV 
- 영상 품질 개선 알고리즘 및 입체 가시화 시스템 통합
- 수조 해상 시험을 통한 영상 품질 개선도 분석/

시스템에 통합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Flying AUV 

차4
년도

실해역 시험 
기반 성능 검증

- 자율임무관리 시스템 통합FlyingAUV 
- 자율임무관리 기능 시험
- 자율임무관리 육상 수중 시험/
- 자율임무관리 성능 보완
- 실해역 시험 기반 자율임무 관리 성능 검증
- 에 광학 소나 센서부 통합Flying AUV /
- 수조 해상 시험을 통한 가시화 성능 검증/
- 에 시스템 통합Flying AUV
- 실해역 시험 기반 영상 강화 성능 검증

표 72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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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1-3 : Flying AUV ·□ 

통신 기술 개발

ㅇ 세부기술 임무수행 지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1-3-1 : Flying AUV 

연구정의
개요( ) 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 구현 및 이동체 적용Flying AUV 

연구목표

공중 및 수중 기동이 가능한 이동체의 임무 지원을 위한 해양 Flying AUV 
다중 프로토콜 무선통신 시스템 구현 적용 검증 기술 개발, , 

상용 무선통신 프로토콜 해양환경 성능 테스트 - 
 - 임무수행 지원 Flying AUV 해양 다중 프로토콜 통신 시스템 개발
 - 운용환경변화에 따른 적응형 다중 프로토콜 스위칭 기술 개발Flying AUV  

표 73 연구의 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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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Flying AUV 
무선통신 

시스템 설계

해상에 적용가능한 무선통신 프로토콜 분석- 
상용 무선통신 프로토콜 해양환경 통신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제어 및 영상 정보 전송 달성을 위한 최적 - Flying AUV ( ) 
무선통신 프로토콜 도출 
다중 프로토콜 동시 지원 가능한 해양 무선통신 시스템 설계- 

차2
년도

이동체 통신 
시스템 제작

이동체에 적용 가능한 해양 다중 프로토콜  무선통신 - Flying AUV 
시스템 제작 및 이동체 적용  
개발 통신 시스템 수조 테스트를 통한 시스템 성능 검증 및 해수 - 
노출에 의한 파손 부식 여부 검증 /

차3
년도

통신시스템 
최적운용 
기술 개발

운용환경 예 요구 데이터 전송률 임무 수행 경로설- Flying AUV ( , , , 
정 변화에 따른 적응형 다중 프로토콜 스위칭 기술 개발 구현 )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적응형 다중 프로토콜 스위칭 알고리즘 - 
검증
다중 프로토콜 스위칭 기술 통신 시스템 적용- Flying AUV 
해상 부이 활용 가능 시 수중통신 적용 여부 검증- 

차4
년도

실해역 
테스트 및 
성능 향상

통신 시스템 실해역 테스트를 통한 성능 검증- Flying AUV 
테스트 결과 기반 성능 고도화 - 

표 74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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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기술 제어정보 고신뢰 전송을 위한 해양 통신 기 1-3-2 : Flying AUV AI 
술 개발

연구정의
개요( ) 제어정보 고신뢰 전송 구현  Flying AUV 

연구목표

수공양용형 운용 제어정보 고신뢰 전송 제어패킷 에러손실율AUV ( : 0.01% 
을 위한 기반 해양 무선통신 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25km) AI 

수공양용형 제어정보 해상 광역 고신뢰 전송을 위한 수공용형 - AUV · AUV 
을 고려한 기반 빔형성 기술 개발 Jittering AI Predictive 

기반 무선통신 테스트베드 구현 및 성능검증- SDR 

표 75 연구의 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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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를 Flying AUV
위한 제어 통신 

개념 설계

제어정보 고신뢰 전송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 개- Flying AUV 
념 설계
해상 무선채널 환경 특성 분석- RF 
다중 안테나 기반 고신뢰 전송 기술 분석 및 해양 적용 방안 - 
도출

차2
년도

제어정보  
고신뢰 

무선전송 기술 
개발

실측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적 특성 - Flying AUV Jittering 
도출
수공양용형 제어정보 해상 광역 고신뢰 전송을 위한 수- AUV ·
공용형 을 고려한 기반 빔형성 기AUV Jittering AI Predictive 
술 개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타당성 검증- 

차3
년도

통신 
테스트베드 

구현

해양 고신뢰 무선전송 기술 실해역 검증을 위한 기반 무- SDR 
선통신 테스트베드 구현
해양모사 환경 테스트베드 성능 검증 및 개선  - 

차4
년도

실해역 테스트 
및 성능 향상

해양 고신뢰 무선전송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실해역 성능 검증- 
해양 실해역 성능 결과분석 및 기술 고도화- 

표 76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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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기술 수중영상 무손실 전송을 위한 해양 기술  1-3-3 : Flying AUV DTN 
개발

연구정의
개요( ) 수중 영상정보 무손실 전송 Flying AUV 

연구목표

수중 영상정보 무손실 전송을 위한 해양 기술 개발 Flying AUV DTN 
수중영상 무손실 전송을 위한 - Flying AUV Delay/Disruption Tolerant 

설계 및 구현Network-Bundle Protocol (DTN-BP) 
과 지상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운용 기술 - Flying AUV DTN-BP Overlaying 

개발 
무선통신 테스트베드 구현 및 성능검증- 

표 77 연구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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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Flying 
초고속 AUV

통신 개념 설계

영상정보 전송을 위한 초고속 해양무선 네트워크 개념 설계- 
기존 분석 및 - Delay/Disruption Tolerant Network (DTN) 

수중 영상정보 무손실 전송 방안 방안 도출 Flying AUV 

차2
년도

기반 수중 DTN 
영상정보 전송 

기술 개발

수중 운용 시나리오 분석- Flying AUV 
수중영상 무손실 전송을 위한 - Flying AUV DTN-Bundle 

설계 및 구현 Protocol (DTN-BP)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타당성 검증 - 

차3
년도

통신 
테스트베드 

구현

과 지상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 Flying AUV DTN-BP Overlaying 
운용 기술 개발

기술 검증을 위한 무선통신 테스트베드 - Flying AUV DTN-BP 
구현
해양모사 환경 테스트베드 성능 검증 및 개선  - 

차4
년도

실해역 테스트 
및 성능 향상

무선전송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실해역 성능 검증- 
해양 실해역 성능 결과 분석 및 기술 고도화- 

표 78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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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목표성과물 및 성과지표. 

목표성과물□ 

핵심기술 최종 성과물 주요 특징 요구 성능( , Spec) 평가방법

Flying 
AUV 

이동체 
및 운영 
시스템 
개발

Flying AUV 
이동체

공중 최대 운용 시간 (0.5hrs) 시작품 확인 및 실험
데이터 비교
논문 특허 데이터 확/
인
시험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

수중 최대 이동 속도 (1knots)
수중 최대 허용 수심 (10m)
수중 최대 운용 시간 (1hrs)

수중 공중 천이 시간 이하/ (60sec )
시스템 통합 및 최종 완성 동체 식3

Flying AUV 
통합 

운영시스템

통합 관제 시스템 설게 제작 및 기본 , 
기동을 가능케 하는 제어 기술

시작품 확인 및 설계
서 전문가 평가

Flying 
AUV 
자율 
운용 
기술

수공 양용 
절대위치 
보정 복합 
항법 기술

복합항법 성능
공중 수중 ( 1m CEP, 20m CEP)

시험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수중 목표물 인식 평균정밀도 (70%)

수중 목표물 상대위치 자세 추정 성능 /
(2m,10deg@15m, 2NTU)

수공 
복합환경 
자율제어 

기술

수공 과도구간 전환 성공률 (70%)

시험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

수상 착륙 위치 정밀도 (5m)

수중 목표물 추적 성공률 (70%)

수중 
광학 소나 /
영상 품질 
개선 기술

자율임무 성공률(70%)
시험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

임무 행위 모드 개(10 )

수중 영상품질 개선도(50%)

F l y i n g 
임AUV 

무 수 행 
지 원 을 
위한 해
상 광역·
초 고 속 
무선통신 
기술 개
발

전송거리 이상25km 

시험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

전송
률

제어
정보

이상1Kbps 
이동시(50km/h )

영상
정보 이상10Mbps 

패킷 
에러
손실
율

제어
정보 이하0.01% 

영상
정보 이하0.001% 

표 79 목표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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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구분 차년도1 차년도2 차년도3 차년도4

과제
1-1

학술발표
건1

학술발표
건1

학술발표
건1

학술발표
건1

학술지 게재 
건1

학술지 게재 
건1

학술지 게재 
건1

학술지 게재 
건1

급 논문 SCI
게재 건1

급 논문 SCI
게재 건1

급 논문 SCI
게재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2

국제 특허 출원 
건3

국제 특허 등록 
건1

국제 특허 등록 
건2

등록 S/W 
건1

등록 S/W 
건1

등록 S/W 
건1

등록 S/W 
건1

현장 기능 시험
건3

현장 통합 시험
건3

과제
1-2

학술발표
건1

학술발표
건4

학술발표
건6

학술발표
건4

학술지 게재 
건1

학술지 게재 
건2

학술지 게재 
건2

급 논문 SCI
게재 건1

급 논문 SCI
게재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1

국제 특허 등록 
건1

국제 특허 등록 
건1

등록 S/W 
건2

등록 S/W 
건3

등록 S/W 
건1

현장 기능 시험
건3

현장 기능 시험
건3

과제
1-3

학술발표
건3

학술발표
건6

학술발표
건6

학술발표
건6

학술지 게재 
건3

학술지 게재 
건3

학술지 게재 
건3

급 논문 SCI
게재 건3

급 논문 SCI
게재 건3

급 논문 SCI
게재 건3

국제 특허 출원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2

국제 특허 출원 
건3

국제 특허 등록 
건1

국제 특허 등록 
건2

등록 S/W 
건3

등록 S/W 
건3

등록 S/W 
건3

현장 기능 시험
건3

현장 기능 시험
건3

표 80 연차별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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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추진상 위험요인 대응방안/□ 

위험요인 대응방안 해결방안/

대
내

공중 수중 이동을 동시에 지원
하는 무인이동체는 고강도 경
량 동체 설계기술은 최초로 시
도되는 기술임 

국내에서 기 개발된 무인선 무인기 무인잠수정 기․ ․
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기종 무인이동체 통합기술 

구조해석을 이용한 최적설계

수중 공중과 수상의 특징을 고
려한 전용 추진 시스템은 무인
이동체에 처음 접목되는 기술
임

상이한 특징을 가진 추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의 적정성을 가지고 최적의 효율점을 찾아 추
진시스템 최적설계 기술 개발

공중 수중 이동을 동시에 지원
하는 무인이동체는 최초로 시
도되는 기술임

국내에서 기 개발된 무인선 무인기 무인잠수정 기․ ․
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기종 무인이동체 통합기술 
요구 성능 구현을 위한 최소부피 최소중량 최대운․ ․
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최적설계
핵심기술 및 요소기술은 출연연 또는 대학을 중심
으로 개발하고 시스템 개발 및 시작품 제작은 참, 
여기업이 주관함

공중 수중 이동을 동시에 지원
하는 무인이동체를 위한 관제 
시스템은 최초로 시도되는 기
술임

무인선 무인잠수정 및 무인기 개별 시스템을 해양, 
공간에서 통합운용하기 위한 연동기술 개발에 집중
하고 통합제어를 위한 개별 무인 이동체의 성능향
상 기술을 개발

악천후 긴급 투입 정량적 성능 
평가 애로 사항 존재

실해역 성능시험 및 악천후 시험을 통한 해양 무인 
이동체 통합시스템의 성능개량으로 신뢰성 안정성․ ․
정확도 향상 및 진회수 이착륙 실패 자동복구 기능 ․
확보

해상 초고속 장거리 통신 서비·
스 구현의 수요처가 아직까지
는 많지 않음 

해상통신 인프라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해상 무선
통신 및 서비스가 생겨나고자 있지 않음 해상 IoT . 
초고속 장거리 통신 제공 시 해상에서 육상과 동, , 
일한 수준의 가 구현되어 다양한 해양 융합 IoT -IoT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함

대
외

최초로 수공양용 로 시장 AUV
시장이 형성 되어있지 않음 

구인 구난 뿐만 아닌 환경 및 해양사업에 관련된 /
시장을 개척할 필요 있음

공중 수중의 상반된 요구사항을 /
만족시키는 검증된 부품 소재가 /
없음

연구개발 초기에는 신뢰성이 검증된 센서와 엑츄에
이터를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
화를 추진

시장 창출이 동반되어야 하는 
신기술임

기반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해양관련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 연계 발굴을 위한 유관산업 협력 필요 

해상 초고속 장거리 통신 기술 ·
개발은 아직 국제적으로 초기 
단계임 

연구개발 초기단계이므로 집중적인 연구를 R&D 
통해 선제적 연구기술 주도권 확보 필요  

시장 창출이 동반되어야 하는 
신기술임

기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해양관련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 연계 발굴을 위한 유관산업 협력 필요 

표 81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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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성능수준 설정 및 평가GAP □ 

해외선진 기술 또는 제품 개발목표 제품 또는 기술

기술확보전략선진
업체명 스펙(Spec) 스펙(Spec)

As-Is
기술
수준
(%)

To-be
기술
수준
(%)

유사사례 없음

표 82 목표성능수준 (Flying AUV)

기술성숙도 목표(TRL) □ 

과제명
As-is

기술성숙
도(TRL)

To-be
기술성숙
도(TRL)

핵심기술
1-1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Flying AUV 2 6

세부기술 
1-1-1 이동체 개발Flying AUV 2 6

세부기술 
1-1-2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Flying AUV 3 6

핵심기술 
1-2 자율 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2 6

세부기술 
1-2-1 수공 양용 절대위치 보정 복합 항법 기술 개발 2 6

세부기술 
1-2-2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 2 5

세부기술 
1-2-3 수중 영상 강화 및 목표물 가시화 기술 개발 3 5

핵심기술
1-3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Flying AUV ·
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3 6

세부기술 
1-3-1 임무수행 지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Flying AUV 5 6

세부기술 
1-3-2

제어정보 고신뢰 전송을 위한 해양 Flying AUV AI 
통신 기술 개발 3 5

세부기술 
1-3-3

수중영상 무손실 전송을 위한 해양 Flying AUV 
기술 개발DTN 3 5

표 83 목표 TRL (Fly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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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제별 성과물 기반 . TRM

그림 136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 TRM(Flying AUV )

그림 137 자율 운용 기술 개발 TRM(Flying AUV )

그림 138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TRM(Flying AU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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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요예산 산출내역. 
년도부터 년도까지 총 년간 정부출연금 총 억원으로 투자를 ’22 ’25 4 292.9□ 

계획하여 사업추진 

년도                 
구분         ’22 ’23 ’24 ’25 계

정부출연금 5,498 7,789 8,462 7,544 29,293

계 5,498 7,789 8,462 7,544 29,293

표 84 연도별 정부출연금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 )

ㅇ 년도부터 년도까지 총 년간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 에  ’22 ’25 4 “Flying AUV ”
약 억원 자율 운용 기술 개발 에 약 억원 통신 171 , “Flying AUV ” 52 , “Flying AUV 
시스템 기술 개발 에 약 억원 투자를 계획하여 사업추진” 46

ㅇ 혁신도전 프로젝트 탐색형 사업단 운영비 기준 년 착수사업 기준 (’22 )
연 억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사업단 특성 총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 5.5 , • 
감할 예정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내 연구단 예산 억원 년 내외 의 운영비 억원 년  ( 100 / ) (5.4 , ’19• 
기준 와 시범사업단 운영비 연 억원 를 참조하고 탐색형 사업의 규모를 고려) ( 5 )
하여 책정 

과제 ’22 ’23 ’24 ’25 계

사업단 운영비 550 550 550 550 2,200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Flying AUV 
개발 2,976 4,364 4,862 4,994 17,196

자율 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822 1,725 1,900 850 5,297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Flying AUV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

개발
1,150 1,150 1,150 1,150 4,600

계 5,498 7,789 8,462 7,544 29,293

표 85 과제별 연도별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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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의 연도별 예산액은 다음과 같음□ 
ㅇ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 총 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 Flying AUV : 2

며 이동체 개발에 약 억 운영시스템 개발에 약 억의 예산을 책정, 118 , 53
ㅇ 자율 운용 기술 개발 총 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공 Flying AUV : 3 , 

양용 절대위치 보정 복합 항법 기술 개발에 약 억 수공 복합환경 자율 제어22 , 
기술 개발에 약 억 수중영상 강화 및 목표물 가시화 기술개발에 약 억의 19 , 10
예산을 책정

ㅇ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총 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Flying AUV : 3 , 
를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에 약 억 운용 제어정보 전송을 위Flying AUV 24 , 

한 해상 광역 통신 기술 개발에 약 억 영상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초고속 10 , 
통신 기술 개발에 약 억원의 예산을 책정10

과제 세부과제 ’22 ’23 ’24 ’25 계

Flying AUV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

이동체  Flying AUV 
개발 2,026 3,173 2,857 3,825 11,881 

통합  Flying AUV 
운영시스템 개발 950 1,191 2,005 1,169 5,315 

총계 2,976 4,364 4,861 4,993 17,196 

표 86 과제 연도별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1-1 ( : )

과제 세부과제 ’22 ’23 ’24 ’25 계

Flying AUV 
자율 운용 
기술 개발

수공 양용 복합 항법 
기술 개발 334 775 824 362 2,295

수공 복합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 278 635 691 348 1,952

자율임무 관리 및 
획득결과 강화 기술 210 315 385 140 1,050

총계 822 1,725 1,900 850 5,297

표 87 과제 연도별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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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세부과제 ’22 ’23 ’24 ’25 계

Flying AUV 
임무수행 지
원을 위한 해
상 광역 초고·
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임무수행 지Flying AUV 
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610 610 610 610 2,440

제어정보 고Flying AUV 
신뢰 전송을 위한 해양 

통신 기술 개발AI 
270 270 270 270 1,080

수중영상 무Flying AUV 
손실 전송을 위한 해양 

기술 개발DTN 
270 270 270 270 1,080

총계 1,150 1,150 1,150 1,150 4,600

표 88 과제 연도별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1-3 ( : )

ㅇ 년부터 년까지 기존 유사과제의 투입예산규모를 확인하여 예산 규모 2001 2020
의 적정성 검토

유사과제

과제명 주관
부처 총 연구기간

총 
연구비
백만원( )

유사점 차별성

기반 탐사선단의 U-
스마트 운용기술 개발 과기부 2006.02.01.

~2007.12.31 3,812

해양 사고 
환경에서의 
스마트 운용 

핵심기술 개발

선박의 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에 초점

극지역 광역 관측망 
시스템 구축 : 

해저활성지각운동과 
해양환경변화관측 및 

특성 연구

교과부 2006.01.01.
~2010.12.31 2,970 를 활용한 AUV

수중환경 분석

플랫폼의 AUV 
개발이 아닌 

극지 
해저환경에 

초점
수중 인공 구조물의 

국소지역 정밀 탐사가 
가능한 1.0m 

위치오차를 갖는 
수중로봇 자율유영 

기술 개발

산업부 2012.12.01.
~2017.11.30 1,640

수중 구조물 
환경에서의 
수중로봇 

자율유영 기술

수중 자율유영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

심해열수 
해양환경탐사 과기부 2005.01.01.

~2005.12.01 1,279
심해 장비를 
활용한 대양 

탐사 

플랫폼의 
개발이 아닌 

심해 
해저환경에 

초점

차세대 심해용 무인 
잠수정 개발 해수부 2001.05.01.

~2011.07.31 18,129 개발AUV
본 사업은 

와 병합된 ROV
개발AUV 

표 89 유사 규모 과제의 연구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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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구장비 시설 구입계획. / (Infra) 

장
비
번
호

구축장
비명

제
작
사

모델
명 주요사양

주요용도
동 사업에서의 (
활용 용도를 

기재 단 여러 . , 
연차별로 

구축할 경우 
연차별 활용 
용도 기재)

구축예정
연차
여러 (

연차인 
경우 

연차별 
수량 
기재)

설치 
예정 
지역

단
가
백(
만
원)

수
량

총
금
액
백(
만
원)

비
고

1-0
-01

Fiber 
Optic 
Gyro 
(FOG)

NE
DA
ER
O

FO
G80
N

Measuring Range: ± 300 
°/sec (Standard)
Bias Setting, Full 
Temperature Range :± 
200 °/hr
SKF Repeatability 1 , Full σ
Temperature Range : 
0.002
SKF Sensitivity, Full 
Temperature Range : ~ 0 

- 0.05 % / K … 

의 Flying AUV
자세 제어 

시스템에 장착 
년2022 부

산 60 2 12
0

2-0
01

무인기
용 

Multib
eam 
Sonar

덴
마
크

Tele
dyn
e 

Mar
ine(
Blu
evie
w 

M9
00-
90)

Model: M900-90
- Frequency : 900kHz 
- Field-of-View : 90° 
- Max Detection Range : 
100m
- Optimum Range : 
2~60m
- Depth Rating : 1,000m

수중로봇의 
잠항 시 수중 

환경정보 
확인을 위한 

이미지 2D 
소나

2023 부
산 58 10 58

0

2-0
02

항법용 
USBL/
ATM

덴
마
크

Evol
ogi
cs(R
48/
78)

Model: R48/78
- Frequency : 48-78kHz
- Slant range accuracy: 
0.01m 
- Bearing resolution: 
0.1de
- Acoustic connection : 
upto 31.2kbit/s
- Depth Rating : 1,000m

의 Flying AUV
수중 절대위치 
측정 및 수중 

저속 무선 통신
2023 부

산
15
0 2 30

0

합  계 26
8 14 1,0

00

표 90 연구장비 시설 구입계획 / (Fly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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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및 실증 고도화 및 실증5.2 ( ) Flying AUV 

가 세부과제별 개발 개요. 

이동체 고도화 및 통합 운영 보안 시스템 개발 Flying AUV /□ 

전략목표 해양 환경에서 사고에 신속하게 초동대처하기 위한 수공양용형 이동 AUV • 
체 운용확장을 위한 고도화 

성과목표
질적( )

이상의 내압강도 및 경량화 동체 제작  10Bar • 
추진 및 제어시스템 고도화  • 
배터리 최적화 기술 개발 • 
통합 운영 및 데이터 보안 시스템 개발 • 

ㅇ 필요기술 경량 방수 기술 고도 동체의 경량화 및 고강도 기술 고도화( 1. ) 
복합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경량화 동체 제작 • 
고압을 견디는 수밀 동체 설계 • 

ㅇ 필요기술 수중 공중 단일 추진 시스템 고도화 단일 추진 시스템 및 제어시( 2. ) 
스템 고도화

고효율 추진 시스템 설계 개발 • 
수중 상공에서의 효율적 제어 알고리즘 개발 /• 

ㅇ 필요기술 에너지 효율 극대화 기술 배터리의 효율적 선택 운용 및 운영시( 3. ) 
간 최대화를 위한 혼성 배터리 운용 기술(hybrid)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저전력 시스템 설계 • 
기술을 이용한 효율적 에너지 배분을 위한 운용 기술 개발  AI • 

타입 전원시스템 개발 hybrid • 

ㅇ 필요기술 통합 운영시스템 고도화( 4. ) 데이터 보안 및 통합 운영시스템  고도화
유저 친화적 관제 환경 구축 • 
데이터 보안 시스템 연구 및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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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지표 및 사업평가 방안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기준

Flying AUV 
이동체 

운용확장을 위한 
고도화

동체의 총 무게 이하 50Kg (In Air) 실측 데이터 검증
내압검증   압력 이하  12bar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복합 소재 완성 
동체 식3 시작품 확인 및 설계서

비행 능력 시간 내 1 100Km 
비행

이상 공중 이동 혹은 1km 
이상 수중 이동에 대한 50m 

속도 평균값 실증 시험 결과 
전문가 자 검증3

논문 특허 데이터 확인/

잠항 능력 로 시간 3knots 1
잠항

수 공 천이 기능- 초내 상공 30 5m ~ 
수심 천이1m 

Flying AUV 
통합 운영 및 
보안 시스템 

설계

최적 운용 시스템 
설계 및 

데이터 보안  

운용 관측 및 ․
데이터 보안 

시스템
식 1

시작품 확인 및 설계서 
전문가 평가

관제 시스템 설계
데이터 가시화 및
운용 관측시스템 ․

식 1

시작품 확인 및 설계서 
전문가 평가

표 91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임무기반 자율 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 

전략목표 수공 복합 환경에서 조류 극복 및 광역 임무 수행을 위한 의 자 Flying AUV• 
율 운용 고도화 기술 개발

성과목표
질적( )

수공 양용 고정밀 복합 항법 시스템 및 운용 기술 개발 • 
수중 조류극복 및 수공 복합 임무 기반 자율 제어 기술 개발 • 
수중 자율 임무 관리 고도화 및 영상 강화 기술 개발 • 

ㅇ 필요기술 복합 항법 고도화 수공 양용 고정밀 복합 항법 시스( 1. Flying AUV ) 
템 및 운용 기술 개발

수공 양용 복합 관성항법 성능 고도화 기술 • 
수중 절대위치 추정 및 저대역 무선 통신 기능을 포함하는 자율분리형 음향 • 
신호 기반 수중 절대위치 추정 시스템 및 운용 기술 
수중 목표물의 추적탐사를 위한 위치 오차 급의 광학 소나 영상 기반 수중  1m /• 
목표물의 상대 위치 추정 고도화 기술

ㅇ 필요기술 수공 복합 임무 자율 제어 고도화 수공 ( 2. Flying AUV ) Fly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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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환경에서의 조류극복 및 광역 임무 수행 위한 자율 제어 기술 개발
 • 수공 복합 임무 기반 자율 제어 관리 및 수공 과도구간 제어 전환 고도화 기술

의 급 고속 이동 및 공중 탐사를 위한 공중 이동 제어 고 Flying AUV 100km/h• 
도화 기술 

 • 의 조류극복 및 수중 다중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중 강인 제어 기술Flying AUV

ㅇ 필요기술 자율임무관리 자율임무관리 및 획득 결과강화 기술 ( 3. ) Flying AUV 
고도화 개발

자율 운용을 위한 임무 관리 및 자율 선택 기술 성능 고도화 Flying AUV • 
수중상황파악 광학 소나 영상 품질 개선 및 가시화 기술 고도화 /• 

 

ㅇ 성과지표 및 사업평가 방안

성과 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 기준

수공 양용 
복합 항법 

기술

복합항법 성능
공중 0.5m 

CEP,
수중 10m CEP

수중 공중 각 환경에서 이상 이동 및 / 1km 
항법 성능 산출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중 목표물 

인식 평균정밀도 90% 기준Averaged precision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중 목표물 
상대위치 자세 /

추정 성능 

1m,3deg 
@15m, 2NTU

이격거리 기준15m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공 
복합환경 
자율제어 

기술

수공 과도구간 
전환 성공률  95%

공중 에서 수중 까지 상태 전환 5m 1m
성공률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착륙 위치 

정밀도 2m 목표 착륙 위치 대비 이격 거리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중 목표물 
추적 성공률 95%

한계수심까지 침몰하는 목표물 추종제어 
성공률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조류 극복 성능 1knot 조류상황 극복 임무 수행 성능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자율운용 
임무 수행 

기술

자율임무 성공률 90%
임무 후 지정위치 복귀 성공률 

임무정상수행 이상상황 대응 자율판단( / )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임무 행위 모드 개16
자율 운용 임무 모드 수 

이착륙 이동 수공전환 탐색 추적 등( / / / / )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수중 
영상품질개선도 80% 광학 소나 영상의 비율 기준/ CNR 

실증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성적서, 

표 92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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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Flying AUV ·□ 

전략목표 수공양용형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 AUV ·• 
발

성과목표
질적( )

수공양용형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AUV • 
 • 수공양용형 운용 제어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광역 통신 원천기술 개발AUV 

수공양용형 영상 광학 소나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초고속 통신 원천  AUV ( · ) • 
기술 개발

ㅇ 필요기술 임무지원 통신 시스템 수공양용형 다중 프로토 ( 1. Flying AUV ) AUV 
콜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운용환경 학습 기반 온라인 최적 통신 프로토콜 선택 기술  Flying AUV • 

ㅇ 필요기술 고속이동 제어정보 전송 단계별 임무지 ( 2. Flying AUV ) Flying AUV 
원을 위한 고속이동 시 끊김없는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100km/h) AI 
기반 해상 무선전송 기술 개발AI 

수공용형 고속 운영 제어를 위한 기반 실시간 빔트래킹 및 패턴 최 AUV AI • 
적화 기술 

ㅇ 필요기술 다채널 영상정보 동시 전송 다채널 영상 예 광학 ( 3. ) Flying AUV ( , , 
소나 동시 전송을 위한 드론 중계 기반 해상 다중 홉 네트워크 기술 개발 ) 

해상 전송거리 확장 및 초고속 통신 동시 달성을 위한 중 Flying AUV , Drone • 
계 활용 기반 해상 다중 홉 네트워크 최적 운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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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지표 및 사업평가 방안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또는 평가기준

전송거리 이상100km 

수공양용형 임무범위 - AUV 
실증 테스트 수행 및 제 자검증을 통한 - 3

목표치 달성여부 확인
전송거리 전송률 패킷에러손실율 / /

동시 달성 여부 확인 
예 영상( , : 10Mbps@100km@0.001%)

전송률

제어정보 이상1Kbps 
이동시(50km/h )

3GPP TR 22.829 KPI for command and 
기준control communication 

급 영상 영상 전송 고려HD (720p) 
실증 테스트 수행 및 제 자검증을 통한 - 3

목표치 달성여부 확인
전송거리 전송률 패킷에러손실율 / /

동시 달성 여부 확인 
예 영상( , : 10Mbps@100km@0.001%)

영상정보 이상10Mbps 

패킷
에러손실율 

제어정보 이하0.01% 
및 - 3GPP TS 23.203 V2X Message 

Conversational Video Service 
기준requirement 

실증 테스트 수행 및 제 자검증을 통한 - 3
목표치 달성여부 확인

전송거리 전송률 패킷에러손실율 / /
동시 달성 여부 확인 

예 영상( , : 10Mbps@100km@0.001%)

영상정보 이하0.001% 

표 93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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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 구성. 

구분 과제명

핵심 기술 2-1 이동체 고도화 및 운영 보안 시스템 개발Flying AUV /

세부기술  2-1-1 이동체 운용확장을 위한 고도화Flying AUV 

세부기술  2-1-2 통합 운영 및 보안 시스템 설계Flying AUV 

핵심 기술 2-2 임무기반 자율 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세부기술  2-2-1 수공 양용 고정밀 복합 항법 시스템 및 운용 기술 개발

세부기술  2-2-2 수공 복합 임무기반 강인 자율 제어 기술 개발

세부기술  2-2-3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임무 관리 및 획득 결과 강화 기술 고도화

핵심 기술 2-3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Flying AUV ·
개발

세부기술  2-3-1 임무수행 지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Flying AUV 

세부기술  2-3-2 고속이동 제어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통신 기술 개발Flying AUV AI 

세부기술  2-3-3 다채널 영상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초고속 통신 기술 개Flying AUV 
발

표 94 과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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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핵심기술 이동체 고도화 및 운영 보안 시스템 개발2-1 : Flying AUV /□ 

ㅇ 세부기술 이동체 운용확장을 위한 고도화  2-1-1 : Flying AUV 

연구정의
개요( ) 이동체 운용확장을 위한 고도화Flying AUV 

연구목표 이동체 기술 고도화 Flying AUV 
시간 내에 반경 최대 수심 최대 이동( 1 100Km, 100m 2 knot )

표 95 연구의 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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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Flying AUV 
운용 능력 

고도화 기술 

유체 역학 해석을 통한 공중 수중 이동시 구조형상 설계- /
동체 좌굴해석을 이용한 변형 및 파단 해석을 이용한 최적 - 
립 구조 및 경량화 설계  * 
복합재료 기반 고강도 경량 기체 개발- 
천해 운용 시 추진시스템의 방수구조 기술 설계 - 

기압 이상의 압력 구조 설계- 12

차2
년도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배터리의 효율적 선택 운용 및 운영시간 최대화를 위한 - 
혼성 배터리 운용 기술  (hybrid) 
인공지능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 패턴 학습 기술 개발- 
저전력 제어시스템 설계- 
임무 수행 시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개발- 
에너지 소모에 따른 비상상황 방지 기술 개발   - 

차3
년도

환경특성에 
맞는 검증 

실해역 테스트 및 운용방안 - 
안정성 확보 및 신뢰도 검증- 

표 96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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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기술 통합 운영 및 보안 시스템 설계  2-1-2 : Flying AUV 

연구정의
개요( ) 통합 운영 및 보안 시스템 설계Flying AUV 

연구목표 이동체 기술 고도화 Flying AUV 
시간 내에 반경 최대 수심 최대 이동( 1 100Km, 100m 2 knot )

표 97 연구의 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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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Flying AUV 
관제 

시스템 
고도화 
기술 

복합 환경정보 처리시스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고속 광대역 운용 운용시스템 설계- Flying AUV 
수중 상공 이동체의 임무 특화 관제 시스템 설계- /
수공양용 이동체의 제어를 위한 운영자 친화 개발- GUI 
사고 데이터 신속처리 체계 구축- 

차2
년도

Flying AUV 
관제 보안 

기술 

수공양용 이동체의 비상 복귀 회수 기법 및 시스템 보안 기법- /
데이터 압축 및 복원 기술 개발- 
수공양용 이동체 내부 항법 장비간의 보안 통신 적용- 
복합환경 데이터 정보 보안 기술 및 이중복화 기술 개발- 

망실 시 제 자에 의한 분해방지 및 데이터 보호를 위- Flying AUV 3
한 보안 시스템 개발

차3
년도

환경특성에 
맞는 검증

실해역 테스트 및 운용방안 - 
안정성 확보 및 신뢰도 검증- 

표 98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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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임무기반 자율 운용 기술 개발2-2 : Flying AUV □ 
ㅇ 세부기술 수공양용 고정밀 항법 시스템 및 운용 기술 개발2-2-1 : 

연구정의
개요( ) 수공 위치보정 복합 관성 항법 고도화 기술 개발

연구목표

수공 양용 정밀 복합 관성 항법 기술 및 영상 소나 융복합 목표물 상대위/ 
치추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복합항법 성능 공중 수중  - 0.5m CEP, 10m CEP 
목표물 인식 평균 정밀도  - 90%
상대위치 자세 추정 오차  - / 1m,3deg@15m,2NTU 

표 99 연구의 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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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복합 관성 
항법 및 

상대위치 추정 
프레임워크 

고도화

복합관성 항법 프레임워크 고도화 개념 설계- 
자율분리형 수상 음향시스템 기본 설계- 

- 음향 기반 수중 통신 장치 모듈화
광학 소나 기반 목표물 인식 및 상대위치 추정 개념 설계- /
광학 소나 융복합 학습기반 대형 목표물 위치 추정 고도화- /

차2
년도

절대 위치  
추정성능  및 
목표물 추정 

임베디드 항법 
시스템 고도화

임베디드 항법시스템 고도화- 
수중 절대위치 추정 및 목표물 상대위치 추정부와 통합- 

절대 위치 추정 성능 고도화- AUV 
- 절대위치 추정 성능 및 수중 통신성능 검증
- 센서 융복합 대형 목표물 관측부위 추정 기술 개발

차3
년도

통합 및 
실해역 시험 

검증

복합관성항법 시스템에 통합- 
항법장치 통합 및 장착성 검증- Flying AUV 
육상 수조 통합 기능 시험 기반 항법 시스템 안정성 검증- /
수조 테스트 및 실해역 성능 검증 고도화- , 

- 실해역 시험 기반 통합 성능 검증

표 100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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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기술 수공 복합 임무기반 자율 제어 기술 개발2-2-2 : 

연구정의
개요( ) 임무기반 자율제어 관리 및 수공 과도 구간 전환 고도화 기술 개발

연구목표

의 상태 임무 진행 및 제어모드를 통합 관리하며 공중이동 제Flying AUV , , 
어 및 강조류 극복과  수공 과도구 간의 예측 및 안전한 제어 전환을 수행
하는 기술 개발

수공 과도구간 전환 성공률   - 99%
착륙 위치 정밀도   - 2m
조류극복 성능   - 1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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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임무기반 
제어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 임무 정립 및 이에 기반한 제어프레임워크 고도화 설계
- 수공 과도구간 진입 예측 기술 고도화
- 공중 고속 이동제어 기술 개발
- 다중 임무 대응 경로 계획 기술 개발
- 수중 궤적 추종제어 고도화
- 조류극복을 위한 강인제어 기술 기초 연구

차2
년도

과도구간 및 
수공 제어 전략 

고도화

- 수공 과도구간 제어 전략 고도화 및 알고리즘 개발
- 임무관리 및 과도구간 제어 통합
- 임무별 제어모드 설정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
- 고속 공중이동 및 이착륙 제어 통합
- 공중이동 및 이착륙 성능 육상 성능 검증
- 조류극복 강인제어 알고리즘 개발

차3
년도

시스템 통합 및 
실해역 성능 

검증

- 공중 임무제어 및 수중 임무제어 알고리즘과 통합
자율제어관리 시스템과 알고리즘 통합- 

- 실해역 시험을 통한 통합 성능 검증

표 102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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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기술 자율임무관리 및 획득 결과 강화 기술 고도화 2-2-3 : 

연구정의
개요( )

의 수행 임무를 관리 및 자율 선택을 통한 자율운용 기술을 개Flying AUV
발하고 임무결과로 획득한 영상 정보의 강화 기술 고도화 개발  , 

연구목표

의 임무모드의 정의 관리 자율 선택을 통한 자율운용 기술의 Flying AUV , , 
개발 자율 수중 임무수행으로 획득한 광학 및 소나 이미지의 강화 및 목. 
표물의 입체 형상 추정 가시화 기술 고도화 3D 

자율임무 성공률  - 90%
임무 행위 모드 개 이상 - 16
수중 광학 소나 영상 품질 개선도 기준 - / 80%(CNR )

표 103 연구의 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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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자율임무관
리 기술 

고도화 설계

- 임무 정의 및 관리 단계 고도화 설계
- 환경인식변수 및 임무 선택 성능 지수 고도화 설계
- 확장 임무 행위 설계 및 기존 임무 개선 설계
- 극한 환경 대응 임무 행위 설계
- 소나 광학 영상 품질 개선 고도화/
-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HW 
- 광학 소나 노이즈 전처리 및 정보 정합 기술 고도화/
- 입체 가시화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차2
년도

요소 기술 
고도화 및 

시스템 기술 
개발

- 이상 상황 대처 행위 고도화 설계
- 확장임무 대응 자율 임무 선택 기술 고도화
- 임무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 모의 환경 임무관리 성능 시험
- 영상 품질 개선 성능 검증
- 고해상도 입체 가시화 기술 개발
- 입체 가시화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

차3
년도

시스템 통합 
및 실해역 
성능 검증

- 자율임무관리 시스템 통합
- 자율임무관리 기능시험 및 육상 시험
-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
- 실해역 시험을 통한 통합 성능 검증

표 104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2-2-3)



204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핵심기술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2-3 : Flying AUV ·□ 

통신 기술 개발 

ㅇ 세부기술 임무수행 지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2-3-1 : Flying AUV 

연구정의
개요( ) 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 구현 및 이동체 적용Flying AUV 

연구목표

공중 및 수중 기동이 가능한 이동체의 임무 지원을 위한 해양 Flying AUV 
다중 프로토콜 무선통신 시스템 구현 적용 검증 기술 개발, , 
 - 임무수행 지원 Flying AUV 해양 다중 프로토콜 통신 시스템 개발

운용환경 변화 학습 기반 온라인 최적 통신 프로토콜 선택   - Flying AUV 
기술개발 구현  

표 105 연구의 정의 및 목표 세부기술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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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이동체 통신 
시스템 제작

통신 시스템 확장 방안 도출- 
이동체에 적용 가능한 다중 프로토콜 동시 지원 해상 무선통- 
신 시스템 구현
개발 통신 시스템 수조 테스트를 통한 시스템 성능 검증 및 - 
해수 노출에 의한 파손 부식 여부 검증/

차2
년도

Flying AUV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 
운용 기술 개발

운용환경 학습 기반 온라인 최적 통신 프로토콜 - Flying AUV 
선택 기술개발 구현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 통신 프로토콜 선택 알고리즘 - 
검증
최적 통신 프로토콜 선택 기술 통신 시스템 적용- Flying AUV 

차3
년도

실해역 테스트 
및 성능 향상

통신 시스템 실해역 테스트를 통한 성능 검증- Flying AUV 
테스트 결과 기반 성능 고도화 - 

표 106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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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기술 고속이동 제어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통신  2-3-2 : Flying AUV AI 
기술 개발

연구정의
개요( ) 고속이동 제어정보 광역 전송 Flying AUV 

연구목표

고속이동 수공양용형 운용 제어정보 광역 전송 전송률(100km/h) AUV ( : 
을 위한 해양 무선통신 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1kbps@100km)

해상 고유 무선통신 환경 및 수공양용형 고속 운용 제어를 고려한 - AUV 
기반 빔트래킹 및 패턴 최적화 기술 개발DRL 
기반 무선통신 테스트베드 구현 및 성능 검증-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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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제어정보  광역 
무선전송 기술 

개발

제어정보 광역 전송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 개념 - Flying AUV 
설계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이동체 이동속도 통계적 - Flying AUV 
분석
해상 고유 무선통신 환경 및 수공양용형 고속 운용 제어- AUV 
를 고려한 기반 빔트래킹 및 패턴 최적화 기술 개발DRL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타당성 검증 - 

차2
년도

통신
테스트베드 

구현

해양 광역 무선전송 기술 실해역 검증을 위한 기반 무선- SDR 
통신 테스트베드 구현
해양모사 환경 테스트베드 성능 검증 및 개선  - 

차3
년도

실해역 테스트 
및 성능 향상

해양 광역 무선전송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실해역 성능 검증- 
해양 실해역 성능 결과 분석 및 기술 고도화- 

표 108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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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기술 다채널 영상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초고속 통신  2-3-3 : Flying AUV 
기술 개발 

연구정의
개요( ) 영상 광학 소나 정보 다채널 전송 Flying AUV ( , )

연구목표

다중 채널 영상정보 의 실시간 전송을 위한 Flying AUV (10Mbps@100km)
해상 초고속 통신 원천기술 개발 

해상 전송거리 확장 및 초고속 통신 동시 달성을 위한 중계 활용 - , Drone 
기반 해상 다중 홉 네트워크 최적 운용 기술 개발

기반 무선통신 테스트베드 구현 및 성능 검증-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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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연구내용

차1
년도

중계 Drone 
기반 영상정보 
전송 기술 개발 

해상 전송거리 확장 및 초고속 통신 동시 달성을 위한- , Drone 
중계 활용 기반 해상 다중 홉 네트워크 최적 운용 기술 개발
다수 의 통신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해상 - Flying AUV Drone 
중계기 최적 위치 도출 알고리즘 개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타당성 검증 - 

차2
년도

통신
테스트베드 

구현

해양 초고속 무선전송 기술 검증을 위한 기반 무선통신 - SDR 
테스트베드 구현
해양모사 환경 테스트베드 성능 검증 및 개선 - 

차3
년도

실해역 테스트 
및 성능 향상

무선전송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실해역 성능 검증- 
해양 실해역 성능 결과 분석 및 기술 고도화- 

표 110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기술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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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목표성과물 및 성과지표. 

목표성과물□ 

핵심기술 최종 성과물 주요 특징 요구 성능( , Spec) 평가방법

Flying 
AUV 

이동체 
및 운영 
시스템 
개발

Flying AUV 
이동체

공중 최대 운용 시간 (1hrs)

시작품 확인 및 실험데
이터 비교
논문 특허 데이터 확인/

수중 최대 이동 속도 (2knots)
수중 최대 허용 수심 (100m)
수중 최대 운용 시간 (2hrs)

수중 상공 천이시간 이하/ (30sec )
복합 소재 완성 동체 식3

Flying AUV 
통합 

운영시스템

통합 관제 시스템 설게 제작 및 , 
기본 기동을 가능케 하는 제어 

기술
시작품 확인 및 설계서 
전문가 평가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동체의 비상 복귀 회수 기법 및 /

시스템 모니터링과 보안 기법

Flying 
AUV 
자율 
운용 
기술

수공 양용 
고정밀 복합 
항법 시스템

복합항법 성능
공중 수중 ( 0.5m CEP, 10m CEP)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

수중 목표물 인식 평균정밀도 
(90%)

수중 목표물 상대위치 자세 추정 /
성능 (1m,3deg@15m, 2NTU)

수공 복합임무 
기반 자율제어 

기술

수공 과도구간 전환 성공률 
(95%)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

착륙 위치 정밀도 (2m)

수중 목표물 추적 성공률(95%)

조류극복 성능 (1knots)

자율운용 임무 
수행 기술

자율임무 성공률(90%)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임무 행위 모드 개(16 )

수중 영상품질개선도(80%)
F l y i n g 

임AUV 
무 수 행 
지 원 을 
위한 해
상 광역·
초 고 속 
무선통신 
기술 개
발

전송거리 이상100km 

실증 테스트 수행 및 
시험 결과서 공인시험, 
성적서

전송률
제어
정보

이상1Kbps 
이동시(100km/h )

영상
정보 이상10Mbps 

패킷 
에러손
실율

제어
정보 이하0.01% 

영상
정보 이하0.001% 

표 111 목표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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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구분 차년도1 차년도2 차년도3

과제
2-1

학술발표
건1

학술발표
건1

학술발표
건1

학술지 게재 
건1

학술지 게재 
건1

학술지 게재 
건1

급 논문 게재 SCI
건1

급 논문 게재 SCI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1

국제 특허 등록 
건1

국제 특허 등록 
건1

등록 S/W 
건1

등록 S/W 
건1

등록 S/W 
건1

현장시험
건3

시제품 건1

과제
2-2

학술발표
건2

학술발표
건4

학술발표
건4

학술지 게재 
건2 학술지 게재 건2

급 논문 게재 SCI
건1

급 논문 게재 SCI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1

국제 특허 등록 
건1

국제 특허 등록 
건4

등록 S/W 
건3

등록 S/W 
건3

현장시험
건1

과제
2-3

학술발표
건6

학술발표
건6

학술발표
건6

학술지 게재 
건3

학술지 게재 
건3

학술지 게재 
건3

급 논문 게재 SCI
건3

급 논문 게재 SCI
건3

급 논문 게재 SCI
건3

국제 특허 출원 
건1

국제 특허 출원 
건2

국제 특허 등록 
건1

국제 특허 등록 
건1

등록 S/W 
건3

등록 S/W 
건3

등록 S/W 
건3

현장시험 
건3

표 112 연차별 성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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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추진상 위험요인 대응방안/□ 

위험요인 대응방안 해결방안/

대
내

한정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
중과 수중을 운용하기 위한 에
너지 효율기술이 필요

요구 성능 구현을 위한최적 제어 및 운용 시나리
오 연구 개발
인공지능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기술 설계

공중 수중 이동을 동시에 지원
하는 무인이동체는 최초로 시
도되는 기술임

국내에서 기 개발된 무인선 무인기 무인잠수정 기․ ․
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기종 무인이동체 통합기
술 
요구 성능 구현을 위한 최소부피 최소중량 최대운․ ․
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최적설계
핵심기술 및 요소기술은 출연연 또는 대학을 중심
으로 개발하고 시스템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은 참, 
여기업이 주관함

공중 수중 이동을 동시에 지원
하는 무인이동체를 위한 관제 
시스템은 최초로 시도되는 기
술임

무인선 무인잠수정 및 무인기 개별 시스템을 해양, 
공간에서 통합운용하기 위한 연동기술 개발에 집
중하고 통합제어를 위한 개별 무인 이동체의 성능
향상 기술을 개발

악천후 긴급 투입 정량적 성능 
평가 애로 사항 존재

실해역 성능시험 및 악천후 시험을 통한 해양 무
인 이동체 통합시스템의 성능개량으로 신뢰성 안․
정성 정확도 향상 및 진회수 이착륙 실패 자동복구 ․ ․
기능 확보

해상 초고속 장거리 통신 서비·
스 구현의 수요처가 아직까지
는 많지 않음 

해상통신 인프라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해상 무선
통신 및 서비스가 생겨나고자 있지 않음 해상 IoT . 
초고속 장거리 통신 제공 시 해상에서 육상과 동, , 
일한 수준의 가 구현되어 다양한 해양 융합 IoT -IoT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함

대
외

운용중 안전사고 위험 높음
공중을 비행 하는 이동체로 추락사고등과 같은 안
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험 장소는 
별도 섭외 

공중 수중의 상반된 요구사항/
을 만족시키는 검증된 부품 소/
재가 없음

연구개발 초기에는 신뢰성이 검증된 센서와 엑츄
에이터를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

시장 창출이 동반되어야 하는 
신기술임

기반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해양관련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 연계 발굴을 위한 유관산업 협력 필요 

해상 초고속 장거리 통신 기술 ·
개발은 아직 국제적으로 초기 
단계임 

연구개발 초기단계이므로 집중적인 연구를 R&D 
통해 선제적 연구기술 주도권 확보 필요  

시장 창출이 동반되어야 하는 
신기술임

기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해양관련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 연계 발굴을 위한 유관산업 협력 필요 

표 113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Fly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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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성능수준 설정 및 평가GAP □ 

해외선진 기술 또는 제품 개발목표 제품 또는 기술

기술확보전략선진
업체명 스펙(Spec) 스펙(Spec)

As-Is
기술
수준
(%)

To-be
기술
수준
(%)

유사사례 없음

표 114 목표성능수준 (Flying AUV)

기술성숙도 목표(TRL) □ 

과제명
As-is

기술성숙
도(TRL)

To-be
기술성숙
도(TRL)

핵심기술
2-1

이동체 고도화 및 운영 보안 시스템 Flying AUV /
개발 6 8

세부기술 
2-1-1 이동체 운용확장을 위한 고도화Flying AUV 6 8

세부기술 
2-1-1 통합 운영 및 보안 시스템 설계Flying AUV 6 8

핵심기술
2-2 임무기반 자율 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6 8

세부기술 
2-2-1

수공 양용 고정밀 복합 항법 시스템 및 운용 기술 
개발 6 8

세부기술 
2-2-2 수공 복합 임무기반 자율 제어 기술 개발 5 8

세부기술 
2-2-3 자율임무관리 및 획득결과 강화 기술 고도화 5 7

핵심기술
2-3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Flying AUV ·
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6 8

세부기술 
2-3-1 임무수행 지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Flying AUV 6 8

세부기술 
2-3-2

고속이동 제어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Flying AUV 
통신 기술 개발AI 5 8

세부기술 
2-3-3

다채널 영상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초Flying AUV 
고속 통신 기술 개발 5 7

표 115 목표 TRL (Fly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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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제별 성과물 기반 . TRM

그림 139 이동체 고도화 및 통합 운영 보안 시스템 개발 TRM(Flying AUV / )

그림 141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TRM(Flying AUV · ) 

그림 140 수공 복합 임무 기반 자율 운용 기술 개발 TRM( Flying AU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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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요예산 산출내역. 
년도부터 년도까지 총 년간 총 억원으로 투자를 계획하여 사업’26 ’28 3 285□ 

추진 

년도                 
구분         ’26 ’27 ’28 계

정부 8,622 10,447 9,483 28,553 

계 8,622 10,447 9,483 28,553 

표 116 연도별 정부출연금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 )

ㅇ 년도부터 년도까지 총 년간 이동체 고도화 및 운영 보안  ‘26 ’28 3 “Flying AUV /
시스템 개발 에 약 억원 임무기반 자율운용 기술 개발” 165 , “Flying AUV ”dp dir 

억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개발 에 약 억원 투자를 65 , “Flying AUV ” 54
계획하여 사업 추진

과제 ’26 ’27 ’28 계

이동체 고도화 및 운영 보안 Flying AUV /
시스템 개발 5,347 5,507 5,706 16,560 

임무기반 자율 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1,455 3,120 1,958 6,533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Flying AUV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1,820 1,820 1,820 5,460 

계 8,622 10,447 9,483 28,553 

표 117 과제별 연도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단위 백만원 ( : )

세부과제의 연도별 예산액은 다음과 같음□ 
ㅇ 이동체 고도화 및 운영 보안 시스템 개발 총 개 세부 과제로  Flying AUV / : 2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체 운용확장을 위한 고도화에 약 억 통합 운영 및 보, 115 , 
안 시스템 설계에 약 억원의 예산을 책정50

ㅇ 임무기반 자율 운용 기술 개발 총 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Flying AUV : 3
있으며 수공 양용 고정밀 복합항법 시스템 및 운용 기술 개발에 약 억 수공 , 29 , 
복합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에 약 억 수중 목표물 가시화 기술 고도화 및 23 ,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약 억원의 예산을 책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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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총 개의 세부 과제로 구 Flying AUV : 3
성되어 있으며 임무수행 지원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에 약 억 고, Flying AUV 32 , 
속이동 제어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통신기술 개발에 약 억Flying AUV AI 10 , 
다채널 영상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초고속 통신 기술 개발에 약 억의 예산을 10
책정

과제 세부과제 ’26 ’27 ’28 계

Flying AUV 
이동체 고도화 
및 운영 보안 /
시스템 개발

이동체 운용확장을  Flying AUV 
위한 고도화 3,728 3,819 4,002 11,549 

통합 운영 및 보안  Flying AUV 
시스템 설계 1,619 1,688 1,704 5,011 

총계 5,347 5,507 5,706 16,560 

표 118 과제 연도별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1-1 ( : )

과제 세부과제 ’26 ’27 ’28 계

Flying AUV 
임무기반 자율 
운용 기술 개발

수공 양용 고정밀 복합항법 
시스템 및 운용 기술 개발 705 1,440 840 2,985 

수공 복합환경 임무기반 자율 
제어 기술 개발 473 1,065 780 2,318 

자율임무관리 및 획득결과 강화 
기술 고도화 278 615 338 1,230 

총계 1,455 3,120 1,958 6,533 

표 119 과제 연도별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1-2 ( : )

과제 세부과제 ’26 ’27 ’28 계

Flying AUV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

무선통신 기술 
개발

임무수행 지원 Flying AUV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1,092 1,092 1,092 3,276 

고속이동 제어정보 Flying AUV 
전송을 위한 해상 통신 기술 AI 

개발
364 364 364 1,092 

다채널 영상정보 Flying AUV 
전송을 위한 해상 초고속 통신 

기술 개발
364 364 364 1,092 

총계 1,820 1,820 1,820 5,460 

표 120 과제 연도별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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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로드맵5.3 

성과 로드맵□ 

그림 142 성과 로드맵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 (Flying AUV )

그림 143 성과 로드맵 자율 운용 기술 개발 (Flying AU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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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성과 로드맵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Flying AU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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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5.4 

가 기대성과.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Flying AUV □ 
ㅇ 는 신속이동용 이동체로 해상과 항공의 사고를 초동에 대처하며 발Flying AUV , 

생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 일수 있음 
ㅇ 수공양용의 특징을 가진 무인이동체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거의 없으

며 이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됨 
ㅇ 해양 스마트 팜 사업에서의 무인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여 양식장 관리 

등 해양 관련 수익창출형 해양 무인화 모델이 될 수 있음
ㅇ 여러 분야의 기술이 집약된 는 해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관 분야 Flying AUV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자율 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 
ㅇ 에 특화된 과도구간 수 공 모드전환 이착륙 등 에서의 한 Flying AUV ( / , ) Seamless 

주행이 가능해지며 수 공 통합환경에서의 자기 위치 추정 및 목표물 상대위치 , /
추정이 가능해지며 이는 조명 및 날씨 변화에 강인한 구축이 가능함

ㅇ 구축 자기위치 추정 및 목표물 상대 위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공중이동 및 , 
수중 탐색 등을 포함하는 자율 제어가 가능하며 또한 수중 공중 해상에서 동시, / /
에 운용되는 의 실시간 고신뢰 제어 및 정보 전송 가능Flying AUV

ㅇ 자율지능의 단계 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자율 운용 기술을 통해 임무수행을 2 , 
위한 조종자 관리자 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 향후 신뢰성 있는 해양 구( ) DB 
축에 필요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접근 수단을 제공 가능 

ㅇ 해양사고 선박 등의 수중 목표물에 대한 추종제어를 통한 목표물의 위치 및 광
학 소나 이미지 확보가 가능하며 영상 강화 기술에 기반한 품질 개선 및 / , 3D 
입체 가시화를 통해 사고 현장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
련함

ㅇ 인공지능 자율항법시스템 정밀 능동 탐지 및 상태 추정 분석 시스템 스마트 , , 
통합 시스템 등의 파생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탐사 자원개발의 수중로봇과 HRI , 
군사용 자율 무인 무기체계 개발에 기여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Flying AUV ·□ 
ㅇ 해양 초고속 장거리 통신 관련 기술은 국내외에서 기초적인 원천 운용 기술 개·

발 수준임 따라서 세계 신기술 분야를 선도함과 함께 기술 경쟁력 확보 가능. , ,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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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 관련 원천 기술 확보로 제품 및 서비스의 수입대체 및 수축 증대로 국가 
경쟁력 제고 

ㅇ 해상 장거리 통신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의 고비용 통신 방식 예 위성통신 에( , )
서 탈피하여 저비용으로 해상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해양 어플리케이션 예 선, ( , 
박 부이 드론 에 무선통신 서비스 지원 활용, , )

ㅇ 해상 및 수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시간 지연 통신 끊김 현상이 발생할 때, 
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기술을 구현함 또한 해양. 
통신 성능 평가에 기반한 기반한 딥러닝 또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하여 해
상 무선 채널 환경에 변화에 따른 적응적 통신 운용이 가능해져 끊김없이 우수
한 무선통신 품질 제공이 가능함

나 실용화 및 사업화 방안. 

구분 목표성과물 기술수요처 실용화 및 사업화 전략

1-1/
2-1
과제

Flying AUV 
이동체

해군 해경 조사원 및 / , 
유관 산 학 연 기관/ /

해양관측 탐사 등 기존 수중 드론 , 
활용 분야 도입

해양 관측 및 관광 업체
공공목적의 관측 및 모니터링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레저관광 등 
다양한 해양콘텐츠관련기술 발굴

1-2/
2-2
과제

Flying AUV 
자율운용 기술 무인이동체 제작 업체

개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기술 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개발 프로그램 발굴

1-3/
2-3
과제

Flying AUV 
무선통신 
시스템

해군 해경 조사원 및 / , 
유관 산 학 연 기관 해양 / / , 

관측 업체

해양 초고속 장거리 통신 구현을 
통해 해양에서 실시간 데이테 

수집을 원하는 다양한 수요처에 
활용 가능 

표 121 실용화 및 사업화 방안 (Fly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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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후방 연계산업 타산업 활용방안. ( ) 

해양환경 관리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활용□ 
ㅇ 해양에서의 환경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탐지하고 적시에 예측하는데 필요한 자

료와 정보를 제공
ㅇ 이제까지 구현되지 못했던 생물 화학 등 환경관련 항목의 적시 실시간 관측을 , 

실현함으로써 연안오염과 생태계 변화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해 저감
ㅇ 해양환경관측센서 관측 플랫폼 빅데이터 활용기술 정보서비스 기술 등 해양관, , , 

측망 분야에서 지식 기반 해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양분야 창조경제의 성공
사례 창출

ㅇ 해양 빅데이터의 구축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분야
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 제공

ㅇ 해양오염 예방 및 정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이전 을 통하( )
여 새로운 국내 외 환경시장 창출 일자리 창조 포함· ( )

기술을 융합한 해양 무인이동체 시장 창출IT□ 
ㅇ 해양 스포츠 여가 활용 및 해양 관련 교육 기회 제공 확대
ㅇ 지역거점별 체험형 해양레저 스포츠 확대 및 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 수익 증

대
ㅇ 해양 스포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관련 신 산업 확대 및 신규 인력 창출 기

대  
ㅇ 해양환경 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해양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활용□ 
ㅇ 해양에서의 환경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탐지하고 적시에 예측하는데 필요한 자

료와 정보를 제공
ㅇ 이제까지 구현되지 못했던 생물 화학 등 환경관련 항목의 적시 실시간 관측을 , 

실현함으로써 연안오염과 생태계 변화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해 저감
ㅇ 해양환경관측센서 관측 플랫폼 빅데이터 활용기술 정보서비스 기술 등 해양관, , , 

측망 분야에서 지식 기반 해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양분야 창조경제의 성공
사례 창출

ㅇ 해양 빅데이터의 구축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분야
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 제공

ㅇ 해양오염 예방 및 정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이전 을 통하( )
여 새로운 국내 외 환경시장 창출 일자리 창조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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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타당성 분석6

정책적 타당성6.1 

가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개요. 
□ 분석 목적
ㅇ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정책적 목적에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평가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본 사업이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판단 • 
하고 국가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상위 계획에 대한 부합성 여부를 분R&D 
석함과 동시에 사업의 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이 목적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 , , , • 
원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성 검토 등을 수행하여 사업의 타, , 
당성을 평가   

□ 분석 방법 및 내용
ㅇ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정책의 일관성

국내외 환경 속에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시급성 평가 • 
사업의 준비정도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 , , • 
성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평가함
국정과제 및 해당부처의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ㅇ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환경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피할 수 있는  • 
방법 및 제거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

ㅇ 국고지원의 적합성
사업이 민간에서 지원하지 않은 이유와 더불어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향후  •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간에 대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평가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및 재원확보 방안 등 검토 • 

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문재인 정부 대 국정과제 및 이행계획100
ㅇ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된 국정운영 개년 계획 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5 ’

해야 할 과제와 향후 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아 수립되었으므로 본 기획과의 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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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의 타당성 사업추진의지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 
평가시 근거로 작용

ㅇ 정부 대 국정과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를 목표로 번 소프트웨어 강100 ‘ ’ (33 ) 
국 르네상스로 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번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 ICT 4 , (34 ) 
형 신산업 발굴 육성과 내 삶의 책임지는 국가 를 목표로서 번 통합적 재난‘ ’ (56 ) ‧
관리계획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와 번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62 ) 
전 강화 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제시( : ) 

ㅇ 본 연구개발사업은 등 첨단 차 산업혁명 기술적용 해양과학기지 자동AI, loT 4 , 
화 관측시스템 확대 현안문제 대응 통합적 재난관리계획 구축 및 현장 즉시 대, (
응 역량 강화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및 이행) , “
계획 에 부합”

□ 차 과학기술기본계획4
ㅇ 제 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비전4 5 (’18~’22) , 

목표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 
수립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그림 145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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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기술로 혁신성장과 국민행복을 도모하고 지식증진과 인류 난제해결에 기여
를 비전으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 · ’, ‘
두가 행복한 사회 등 대 전략 제시’ 4

ㅇ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에 개의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 5
고 있고 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 과제의 데이터 공유 활용역량 강화 및 , ‘4 ’ ‧
테이터 활용기반 구축은 기반 해난사고 신속 초등대응용 수공양형 AI, loT AUV
기반 기술 활용의 극대화와 연계성이 높음

ㅇ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전략에 개의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고 4
있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과제의 대국민 안전관련 정확한 , ‘ ’
수공양용 기술 서비스 증대와 연계성이 높음AUV 

□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ㅇ 제 차 과학기술육성법 연계 수립4

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정에 따른 해양수산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18• 
계획으로 제 차 과학기술육성법과 연계하여 수립된 법정계획4 (‘18~’22)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은 물론 차  , 4•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산업 기술간 융합을 고려하여 중점기술개발 ᐧ
개 전략과 개 지원 전략을 제시2 2 R&D 
전략 해양수산과학기술분야 신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율 ( 1) • 
운항선박 등 개 차 산업혁명 융합분야 및 해양에너지 등 대 전략산업분야 3 4 5
기술개발 확대 제시
전략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생활과 연관된  ( 2) • 
안전한 해양 연안 및 해양 예 경고 기술개발 확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한 ‘ ’ ‘ ’ ᐧ ᐧ
해양사고저감과 재해예측시간 단축을 실행목표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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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ㅇ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 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5「 」 
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 
획 초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토론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 
수립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정과제 등 정책방향과 연계하고 차 산업혁명에  4 , , 4• 
따른 과학기술 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
성 전략이 요구

ㅇ 본 계획은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이라는 ‘ ’
비전 아래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 ① 
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정부의 연구개발 , , ② ③ 
지원체계 혁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 4④ 
대 전략과 대 추진과제를 제시8

ㅇ 동 계획은 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등 측면에서 본 연구개발사업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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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3 (‘18~’22)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과학기술을 활71 2｢

용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향후 년 간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등5 (’18~’22) , 
을 반영한 제 차 재난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을 수립 추진3「 」 ․

그림 147 제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3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욕구 기대에 부응한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인 국민안전 기본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부합‘ ’ 
ㅇ 또한 지진 화재 미세먼지 등 다양한 안전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 , 

있는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개발사업
과 부합

□ 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2020
ㅇ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을 구체화하기 위한연도별 ｢ ｣ ｢ ｣

세부계획으로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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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해양관련사업을 해양, 
수산부가 주관하여 매년 수립하는 범부처 종합계획

ㅇ 매년 정부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시행계획
의 추진실적을 담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을 국회에 제출

ㅇ 동 계획의 수립 시행을 통하여 해양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해양산업이 · ,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고 미래 세대도 해양을 계속 이용할 수 있 , • 
도록 해양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해운항만 조선업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진흥은 물론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 , , • 
해양플랜트산업 등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창출을 도모

ㅇ 동 계획의 대 추진전략은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신성장동5 ·① ②
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 관광의 육성 ·③ ④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 산업의 선진화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 ⑤
로벌 해양영토 확보로서 본 연구개발사업은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이용 및 관, 
리에 실현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을 통한 해양 관할권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
로 판단

□ 해양경찰 중장기 발전전략 보고자료(VIP , 2018)
ㅇ 해양수색구조 기본체계 정립 신속한 도착시스템 마련 고난도 교육훈련을 ‘ ’, – 

통한 구조역량 강화 현장요원 수중구조 역량 강화 구조장비 고도화 및 체‘ ’, – 
계적 관리 첨단 구조장비 도입 첨단 해양수색구조 시스템 구축 구조장비의 ‘ ’, ‘ ’, ‘–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에 해당함’

ㅇ 해경에서도 동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과제 참여 의사를 표명

 
□ 제 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4
ㅇ 제 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년간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4 5 (’20~’24) 

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으로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방향을 ․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ㅇ 일 전국민 안심사회를 비전으로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365 ' ', ' ', '
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등 대 전략 제시',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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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제 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4

ㅇ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에 개의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재난대응체계 4 , '
혁신 과제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은 신속 초등대응용 ' 
수공양용 기반 기술개발 사업과 연계성이 높음AUV 

ㅇ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에  개의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미래 첨5 , ' ·
단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과제의 실종 해양오염 등 해상재난 사고 ' · · 
대비 연구개발은 수색구조 체계구축 측면에서 본 연구개발사업과 연관성이 상
당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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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센서 투자전략R&D □ 
ㅇ 년 월 제 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 센서 분야의 연구개발2020 1 , 15

투자전략을 의결(R&D) 
센서 수요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 전 분야에 걸쳐 급증하고 있어 년쯤에 , 2025• 
는 센서 사용량이 조개 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1 (Trillion)
글로벌 센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센서 분야의 국 • 
내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약 으로 국가 차원, ( 65%)
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R&D 
대 전략분야 모바일 가전 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제조 별 유망 핵심센서  4 ( · , , , )• 

도출을 통해 센서 소자부터 솔루션까지 전주기 기술개발 추진 
기존 센서의 융복합화 등 기술개발 및 개발 제품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활용  ·• 
가능한 핵심 기반기술 저전력 인공지능 융합 등 마련( · (AI) ) 
재난안전 국방 등 산업안보 측면의 공공수요 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 •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인증 등을 위한 공공인프라 연계 고도화 확충을 비롯 센 · · · ·• 
서 분야 중소기업의 조기 시장진출 지원 

ㅇ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전략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 지원 등 비 를 R&D
포함한 센서 산업 발전전략 을 발표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년도 정부' ' , 2022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 배분 조정과정에서 이를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R&D ·
ㅇ 본 기술개발사업 역시 기존 센서의 융복합화 기반 핵심기술 등Flying AUV , AI 

을 전제로 재난 안전에 초점을 둔 만큼 정부의 투자전략에 상당히 부합한 것으
로 판단

다 국고지원의 요건 및 필요성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 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제 조해양과학조‘ ’ 2 17 (□ 
사 및 기술개발 등)

ㅇ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
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제 조재정 등의 지원‘ ’ 4 35 ( )
ㅇ 정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 금융·

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 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 8 ( )□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분야별 해양 ·

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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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1
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71 ( )
ㅇ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을 추진해야함

을 명시

해양안전로봇사업은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 안전의 향상을 목적으□ 
로 하며 연구결과의 사용자가 국가기관 해경이므로 공공 목적을 가진 국가, ( ) R&D
로 추진하여야 함
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 통신 빅데이터 해양 분야에 대한 4 , , , , IoT □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양기업의 역량을 향상시켜 전문 인력 양성 
및 새로운 해양시장 영역 확대 추진 필요

라 관련 법률 규칙 동향 및 시사점. /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조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 조 항만시설 등17 ( ), 24 (

의 확충)
본 법률은 본 연구개발사업의 토대가 되는 해양과학조사 및 항만시설 활용  • 
등을 지원
제 조 항 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 17 2 : • 
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 
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 조 정부는 항만 및 어항의 건설 항만배후단지의 건설 항만건설기술의  24 : , , • 　
개발 등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 
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항만법
ㅇ 항만법 제 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 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27 ( ), 36 ( )

본 법률은 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항만시설에  Flying AUV• 
대한 세부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제 조 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 27 1 : • 
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
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 조 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그 밖에 대통 36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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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조 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다 36 3 : 1•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술기준의 관리 및 운영 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기술기준의 검증 - , , 
및 평가, 국제 기술기준 관련 제도ㆍ정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자연재해대책법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 조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58 ( )

본 법률은 방재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해난사고의 신속 대응을  • 
위한 본 연구개발사업을 뒷받침함
제 조 항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36 3 : , •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48 ( )

본 법률은 본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에  •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제 조 항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 48 1 : • 
고 지역별ㆍ권역별로 태양력ㆍ풍력ㆍ조력 등 신ㆍ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
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ㅇ 국토교통부는 년 월 항공안전법 제 조제 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17 11 , 129 5 , 「 」 「 」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312 2 1 3
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ㅇ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이란 무인비행장치로 야간에 비행을 하거나 육안으
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검토하, 
여 제한적으로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

ㅇ 본 기준은 지상 또는 해상에서 운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규
칙으로서 향후 의 실증영역에서 사전에 고려되어할 것으로 보임Flying AUV

ㅇ 다만 해중 영역에서 운용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 이를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국제법 체계도 논의가 부족한 상황, 
으로 향후 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될 때에는 다각도의 전문가 검토 및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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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 제출되어야할 것으로 판단( )
ㅇ 참고 항공안전법 제 조제 항( ) 129 5「 」

항공안전법 제 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1• 「 」 
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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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타당성6.2 

가 기술적 타당성분석 개요. 
□ 분석 목적
ㅇ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대상기술의 적정성 및 우수성 기술 개발 역량 및 잠재, 

력 여타 기술개발 사업과의 관계 및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 

□ 분석 방법 및 내용
ㅇ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계획의 적절성 성공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 

등 가지 분석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종합 분석결3 , 
과를 도출

ㅇ 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기획 시의 기획과정의 적절성 및 구성 및 내용의 적( ) 
절성을 분석

ㅇ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내역사업별 특허 동향분석을 통해 관련기술 추세분석과 ( ) 
기술수준을 검토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을 분석함

내역사업별 최근 년 동안의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을 조사하여 기술 20• 
추세분석
주요 사업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분석 • 

□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본 사업의 기획 및 추진 방법의 효율성 사업추진,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의 여부 여타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 ,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ㅇ 사업기획의 적절성 기획과정 목표설정 구성 및 내용 추진체계의 적설성 평가( ) , , , 
ㅇ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방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화 유관 기( ) , 

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평가
ㅇ 사업추진 성공가능성 사업추진 성공을 위한 추진전략 평가( ) 

그림 149 기술적 타당성 분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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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조사 쟁점사항

사업기획
의 적절성

기획과정의 
적절성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객관적인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를 
하였는가?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가?

목표설정의 
적절성

단계별로 적절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적합한 추진전략을 , 
갖고 있는가?

구성 및 
내용 적절성 사업구성 지원방식 지원규모 등이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 ?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었는가?

기존사업
과의 

중복성 및 
연계방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화

기존 추진사업과 중복성은 없는가?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기존사업 및 타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사업 추진
성공 

가능성

사업추진 
성공을 위한 

추진전략

사업추진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사업성공을 위한 전략이 ? 
적절한가?

표 122 기술적 타당성 조사항목 및 쟁점사항 

나 기술적 타당성 검토. 
기획과정의 적절성□ 

ㅇ 지속적인 기회회의를 통해 사업의 비전목표 등 상위체계와 기술분과별 내역사
업 대과제 중과제 기획 내용의 부합성 검토 및 기획 수준 조정 분과간 균형기
획 측면의 조정

ㅇ 특히 발주처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진 기획과제 추진주체인 한국해양, , 
과학기술원 연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정책입안 담당 공무원,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의 연구진 이해관계자인 해양경찰청 담당 공무원 등, 
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술검토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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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사업과의 중복성검토
ㅇ 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을 중심으로 유사사업 및 유사과제와의 비교분, , , 

석을 수행
ㅇ 국가 사업관리서비스에 본 사업의 내용과 NTIS R&D (http://rndgate.ntis.go.kr) 

각 대과제별 한글 키워드를 입력하여 기 수행된 세부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실시
유사과제검색을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 및 연구내용으로 기추진 연구개   NTIS • 

발사업과의 중복성 검토를 수행함
단계 핵심과제별 기술 개요서를 토대로 핵심키워드 도출   1• 
단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세부과제 카테고리 과제중복 검색을 위한    2• 

검색조건 도출 및 입력
 • 단계 검색조건을 통한 차 중복성 검토 결과 도출 및 중복과제 후보 개별검토3

를 통한 노이즈 제거
단계 노이즈 제거 후 중복 과제분석 및 개별 과제를 대상으로 심층적 중복 4• 

성 검토

일시 구분 장소

‘20.10.14 15:00~17:30 실무자 kick-off meeting 서울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 회의실

‘20.10.15 11:00~12:00 수요자 설문VoC 인천 해양경찰 본청 수색구조과

‘20.10.21 17:00~18:00 수요자 설문VoC 부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20.10.26 14:00~16:00 전문가 자문회의 진주 한국프롭 회의실 비행체 구조해석( )

‘20.10.28 14:00~16:00 실무자 형상검토 회의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회의실

‘20.11.10 14:00~15:00 수요자 설문VoC 강원도 동해해양특수구조대

‘20.11.12 13:00~14:00 수요자 설문VoC 목포 서해해양특수구조대

‘20.11.16 15:00~18:00 로봇분과 기술위원회 부산 한국해앙과학기술원 중회의실2

‘20.11.16 15:00~18:00 통신분과 기술위원회 부산 한국해앙과학기술원 대회의실

‘20.11.17 10:00~12:00 시스템분과 기술위원회 부산 한국해앙과학기술원 오픈랩

‘20.11.17 15:00~17:00 총괄위원회 부산 한국해앙과학기술원 오픈랩

‘20.12.03 11:00~13:00 전문가 자문회의 대전 엘림시스 회의실 해군 무기체계( )

‘20.12.04 14:00~16:00 실무자 중간보고 세종 해양수산부 회의실

~ ‘21.12.28 기술수요 조사 서면

~ ‘21.01.29 총괄 기술위원회/ 서면

‘21.02.05 14:00~16:00 최종보고회 세종 과기부 회의실

표 123 회의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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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과제 검토 결과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그림 150 유사과제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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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단위의 유사과제 조사 결과 및 차별화 연계 방안/□ 

ㅇ 의 검색결과에서는 중복과제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핵심과제의 세부 기술NTIS , 
을 기준으로 유사한 과제를 검색하면 관련 연구가 도출되어 주요연구내용과 차
별점 및 연계방안을 검토함

ㅇ 와 관련하여 상공 비행 드론이나 수중 운행 드론은 개발된 바 있으 Flying AUV , 
나 수 공 양용 운용이 가능한 드론은 새로운 개념으로 이전에 개별적으로 수행, -
된 개발과는 명확히 차별화됨

ㅇ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 개발 통신 모듈 자율주, , 
행 기법과 같은 다양한 요소기술 개발이 수행되었으나 수중과 항공 모니터링, 
이 모두 가능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점과 이를 위한 세부기술적인 차별점이 존
재함

ㅇ 수중 탐사분야에서는 중심의 과제 및 요소기술 개발이 수행되었으나 수ROV , 
중과 항공 모니터링이 모두 가능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점과 이를 수행하기 위
해서 세부기술적인 차별점이 존재함

ㅇ 수중 인공 구조물의 국소지역 정밀 탐사가 가능한 위치오차를 갖는 수중 ‘ 1.0m 
로봇 자율유영 기술 개발 및 동해권 실시간 원격 해양탐사를 위한 수중글라 ’ ‘
이더 운용시스템 개발 과제에서는 수중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수행되었으나 수’ , 
공양용 운용은 고려되지 않음

기존연구과제명 사업명 연구기간 주요연구내용 연계가능 
핵심과제

수중 항만시설물 
점검용 장비 ROV 

기술 개발

항만건설
기술

고도화

2011~ 
2015

수중 항만구조물의 효율적인 -
유지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안전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수중구조물의 상태진단 및 
유지관리용 기계화 장비를 
개발하고 실용화함

Flying AUV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

기반 ROV
수중중작업용 
로봇기술개발

핵심(2 )

수중건설
로봇

사업단

2014~ 
2019

수중건설로봇 공통 기술 및 -
경작업용 기술개발ROV 

기반 중작업용 로봇 -ROV 
기술개발

Flying AUV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
수중건설로봇공통
기술및 경작업용 

ROV 
기술개발 핵심(1 )

수중건 
설로봇 
사업단

2014~ 
2019

수중건설로봇 공통 기술 및 -
경작업용 기술개발ROV 

기반 중작업용 로봇 -ROV 
기술개발

Flying AUV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

표 124 기존연구과제와의 차별화 방안 및 연계성 검토 검색 기준 (NTIS )



6. 사업 타당성 분석

239

기존 사업과의 연계방안□ 
ㅇ 는 신속이동용 이동체로 기존 해난 사고를 초동 대처하여 관련 피해Flying AUV

를 저감시키는 기술적 혁신 외에 수공양용의 특징을 가진 무인이동체에 대한 ,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ㅇ 이에 해양 스마트 팜 사업과 같은 분야에서 무인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다거나 
자율운용 산업유망분야 등과 적극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해양 초고속 장거리 통신 관련 기술이 필요한 는 현재 세계최고 역Flying AUV
량으로 평가받는 및 통신 기술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신기술 분야를 선도할 ICT 
수 있을 것으로 판단 

ㅇ 또한 는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구현가능한 사업으로 본 연Flying AUV
구개발사업이 산업화에 성공할 경우 강력한 전후방 연관관계성으로 산업적 부, 
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업단 구성을 통한 사업기획 및 평가관리□ 
ㅇ 사업단장 주도의 연구 관리 및 추진단장 중심 추진단과의 연계를 통한 제R&D 

도개선사항 발굴
ㅇ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사업단장 선정 추진계획 안 마련 등 사업의 주요 사항( ) , ( ) 

을 심의하고 결정
ㅇ 사업단장 프로젝트 기획 선정 관리 평가 전주기 지원에 대한 총괄 관리자로서 ( ) - -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 배분 안 수립( ) 

기존연구과제명 사업명 연구기간 주요연구내용 연계가능 
핵심과제

수중 인공 
구조물의 국소지역 

정밀 탐사가 
가능한 1.0m 

위치오차를 갖는  
수중로봇 자율유영 

기술 개발

로봇산업
융합핵심
기술개발

2012~ 
2017

차원 수중환경 실시간 인지 -3
기술 개발
수중 인공 구조물 환경에서 -
정밀 위치인식 기술 개발 

-수중 복합 관성항법 기술 개발

Flying AUV 
자율 운용 기술 

개발

동해권 실시간 
원격 해양탐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운용시스템 개발

해양장비
기술 
개발

2014~ 
2018

수중글라이더의 운용기술을 -
개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양을 감시 관측 탐사하기 ‧ ‧
위한 통합 운용시스템을 구축

Flying AUV 
이동체 및 
운영시스템 

개발

드론 비행 탐지 
및통제를 위한 
지향성 안테나 

기반 이동형 드론 
분석기 개발

중소ICT /
벤처기술 
개발지원

2015~ 
2017

지향성 다중 안테나 기반 -
이동형 드론 분석용 핵심 

개발 드론 비행 탐색 및 H/W 
탐지 기능 개발S/W 

-드론 비행 탐색 및 탐지 기능을 
최적화한 전용 개발GUI S/W 

Flying AUV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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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단장 기획 방향에 부합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사업단장에게 모니터링 피( ) ·
드백 제공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추진·

ㅇ 연구팀 세부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팀으로서 사업단장과 유기적인 연구협력 속( ) 
에서 최고의 연구성과물 도출

그림 151 연구추진 체계도 

다 사업추진의 기술적 시급성 . 
해양 해난사고가 년 이후 재산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양사고에 2014□ 
신속하게 대응할 수있는 수색구조를 위한 기술개발 시급

ㅇ 선박사고의 경우 재산피해는 년 백만원 년 백만원2014 121,728 , 2015 128,466 ,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으로 집계2016 146,084 , 2017 156,734 , 2018 156,408

ㅇ 조류가 강한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의 특성상 소형선박 침몰시 사고선박의 위치 
파악등 애로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현장에 대한 신속한 출동 및 상황파, 
악이 긴요

ㅇ 또한 수색 환경이 열악한 수중에서 잠수인력 외에는 이를 지원할 장비가 사실, 
상 부재하여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임

ㅇ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박사고 조난자 탐색 등에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 , 
하기 위한 기술개발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

해양수산부의 해양 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해양장비 분야의 기‘ ’ R&D□ 
초원천 기술은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며 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선도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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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융합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 기회임

투자성과 주요 성과내용

기초 
원천기술 확보

수중위치 추정 시스템과 실시간 해역관측 시스템 발명 양방향 -‘ ’, ‘
수중통신 단말기 개발 심해공학수조 운용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 ’

핵심제품 
성능확보

지능형 무인선 플랫폼 설계 및 제작 수중 음파 음원 센서 기술- ’, ‘ / ’, 
장거리 수중 통신모뎀 설계 및 신호처리기술 수중 자유도 ‘ ’, ‘ 7
매니퓰레이터 설계 및 제작기술’

해양장비 및 
구조물 개발

다관절로봇 크랩스터 개발 및 해양사고현장 구난활동 지원 년 무인 - (14 ), 
시험선 아라곤호 건조 및 장애물 회피시험 성공 선박유증기 회수 (‘14), 
설비 개발 년 이심이 개발 년(13 ), 6000 AUV (12 )

표 125 해양수산부 투자성과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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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타당성6.3 

가 연구개발활동의 파급효과. 
□ 연구개발활동의 파급효과 분류
ㅇ 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은 과학기술 지식 민간의 수익 파급효과 KISTEP(2011) , , , 

등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파급효과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면 지, , 
식파급효과 시장파급효과 네트워크 파급효과 등으로 구분 가능, , 

구분 정의 및 특성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지식
파급

(knowledge
spillovers)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발생- 
역설계 발간 특허공개 연구자 이동 등을 - , , , 
통해 발생  
일부 계측 가능- 
화폐환산 불가- 

-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효과 분석에 반영

시장
파급

(Market
spillovers)

시장 기능에 의해 여타 주체들에게 제품- 
이나 공정상의 편익을 서비스해주는 것  
추가기능의 구비 가격의 인하 저렴한  - , ,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발생  
계측 가능- 
화폐환산 가능- 

-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편익 분석에 반영

네트워크
파급

(Networ
 spillovers)

관련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을 - 
가능케 함  
각각 기술들의 개발 주체가 분산되어 - 
있어서 개별 주체별로 투자를 망설임  
계측 불가 화폐환산 불가- , 

경제적 타당성에서 미반영- 
- 정책적 타당성의 특수평가항목에서 반영 

가능

표 126 연구개발활동 파급효과 정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ㅇ 지식파급효과는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발생
ㅇ 시장파급효과는 시장기능에 의해 여타 주체들에게 제품이나 공정상의 편익을 

전달해주는 것을 의미
ㅇ 네트워크 파급효과는 관련 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을 가능케 하는 것

을 의미
ㅇ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영하는 효과는 지식파급효과와 시장파급효과에 한정
ㅇ 지식파급효과와 시장파급효과는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객관적 산출

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효과 분석에 반영

□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 장애 요소
ㅇ 연구개발사업은 대표적인 비투자 재정사업이자 비정형 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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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고 가시적 효과, 
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과 은 다, KISTEP(2011)[16] OECD(2007)[17]
음과 같이 편익 추정의 어려움을 진단

생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투자 및 성과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고  , • 
편익을 누리는 대상 확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편익을 누리는 대상을 명확
히 구분하고 식별하는 것 역시 어려움
연구개발 과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연구개발에 따른 파급효과의 전달경로가  , • 
다양하고 파급효과 역시 시차를 두고 시현하는 과정도 발생하여 편익 추정이 
쉽지 않음
가치평가 관점에서 살펴보면 편익 추정을 위한 평가지표 및 경제지표 등을  , • 
쉽게 산정할 수 없고 편익 역시 다양한 이유로 화폐환산화가 어려움, 

생산 ➜

Casuality and Sector Specificity
Multiple Benefits
Identification of Users
Interdisciplinary Outputs

➜

투자와 성과 간 직접적 인과관계 불투명
다양한 분야로의 편익발생 예 기초과학( . )
편익을 누리는 대상 확정의 어려움
인력양성 특허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익 발생/

과정 ➜
Complex Transfer Mechanisms
International Spillovers
Time Lags

➜
파급효과 전달경로의 다양성
국제적인 파급효과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편익 추계의 곤란

가치
평가

➜
Lack of Appropriate Indicators
Monetary Valuation

➜
편익추정 지표의 산정 어려움
경제적 가치로의 환산이 곤란

그림 152 편익추정의 장애요소 

□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절차
ㅇ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연구개발 내용 검토 편익구도 수립 경제성 분, , 

석 수행 순으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사업 내용의 특징 분석과 최종적인 기
대효과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

ㅇ 특히 연구개발사업의 기술트리 구조 및 핵심기술 현황 검토를 통해 기대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계량화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편익구도를 추정해야함

ㅇ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최신 일반지침과 가이드라인 최신 예비타당성조사 ,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하여 경제성분석의 신뢰성을 담보해야 함  

ㅇ 본 연구개발사업은 도전과 혁신 이라는 주제하에 도전적인 원천기술개발연구이‘ ’
기에 본 분석에서는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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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 Baseline 
ㅇ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무에 다라 각각에 

대한 분석을 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선, (Baseline) 
분석이 중요 [16]

첫째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관 , • 
련된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둘째 분석을 위한 모든 변수들을 구분하여 정량값을 제시해야 함  , • 
셋째 기준선 구체화를 위한 노력 수준을 적절히 결정해야 함 , • 
넷째 기준선의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든 가정들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 • 
설명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시간 기준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시점과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제 , • 
시할 필요
여섯째 , • 기준선 설정의 과정에서 불확실한 모든 요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마지막으로 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선에 적용된  , • 
가정들을 준용해야 함

ㅇ 기준선 분석은 현재 상태 및 미래에 대한 예측분석이므로 확보가 어려운 사항
과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필요 

ㅇ 타당성조사 주체는 분석에 적용된 가정의 목록을 제시하고 값들을 명시함으로
써 기준선 분석결과의 재현성을 확보도 고민

ㅇ 이와 함께 기준선 분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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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ㅇ 해양수산 분야 예비타당성조사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개, 

발사업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 
ㅇ 해양수산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분석하면 해당 시장이 명확히 식별되고 , 

정량화 가능한 자료가 신뢰성 있게 존재하면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편익을 주로 반영 

즉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미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 , • 
치 증대분이 명확할 경우 그 기여분을 생산자 관점에서 추정, 

ㅇ 연구개발사업이 사회적으로 또는 공공적으로 위험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는 위험 감소 편익을 생산과정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비용 절감 편익, 
을 적용하여 추정

ㅇ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관련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나 그 경제적 효과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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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비시장재가치평가법을 활용 
ㅇ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분석에서는 예타 사례와 같은 비용편익분석 구도가 아, 

닌 본 연구개발사업이 성공하고 실증화하게 될 경우 얻게될 경제적 효과를 중, 
심으로 서술할 예정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편익 항목 주요 내용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
(KISTEP, 2012)

부가가치 창출 편익
수중건설로봇 개발이 해양 구조물 시공 등에 
활용됨으로써 시장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KDI, 2013)

해외시설 이용대체 편익 해외 심해 해양공학수조의 이용수요 대체( )

수수료 절감편익 해외 심해 해양공학수조보다 저렴한 수수료( )

편익 R&D 
심해해양공학수조를 이용한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사업(KDI, 2015)
비시장재가치 편익
과학기술편익 등(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관련 컨조인트 방법론,  
활용 비시장재가치 평가 분석 이를 바탕으로, ,  
과학기술편익 반영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이용기
술개발사업(KISTEP, 2015)

부가가치 창출 편익
어업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회복되는 
어업자원량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 증대 
편익

차세대 해양안전동합관리체계 IMO 
기술개발사업(KISTEP, 2015)

위험감소 편익
의 개발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감소에 e-Navi ․

기여함으로서 창출되는 편익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사업
(KISTEP, 2015)

부가가치 창출 편익
대 분야 개 전략사업에서 개발된 해양 융복합5 14  

소재 기술이 해당 품목에 활용됨으로써 시장
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합의 정의

장비 사용비용 절감 및 
출장비용 절감 편익

국내 수요기업이 해외의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구축되는 장비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절감되는 편익

융합 조선해양 사업ICT Industry4.0s( ) 
(KISTEP, 2016)

부가가치 창출 편익
조선 융합관련 와 시장을 고려하여 ICT HW SW
산출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 증대 편익

빅데이터 기반 해양변동 연구개발사
업 (KiSTEP, 2019)

부가가치 창출 편익
빅데이터 기반 해양 예관측 장비 산업 발전 
등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증대 편익

표 127 해양수산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수행□ 
ㅇ 본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

고자 별도의 자문의견을 수렴함



246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ㅇ 특히 해난 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제도적 법적 고려사, Flying AUV , 
항과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흐름과 방향 편, 
익 추정 원칙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분석을 수행

일시 자문위원 장소
‘21.01.28 양희철 책임연구원KIOST 부산 KIOST 
‘21.01.29 국립환경과학원 박소연 박사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21.01.29 백석문화대 이승재 교수 해랑기술정책연구소
‘21.02.01 이문숙 책임연구원KIOST 부산 KIOST
‘21.02.01 국립한국해양대 이주석 교수 부산 국립해양대

표 128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추진 경과 

나 해양 무인이동체시장 현황 및 전망. 
해양산업통계조사□ 

ㅇ 해양수산부는 년에 해양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산업통계조2018
사를 수행

ㅇ 해양 무인이동체산업과 가장 관련있는 산업군인 기타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의 [ ]․
해양매출액은 년 기준 억원으로 조사2016 645.3

단위 백만원( )：
구분 금액

해양관광업 460,014

해운항만업 45,233,417

해양건설업 1,668,566

해양자원개발업 2,157,691

해양환경관리업 162,538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수리업· 51,418,577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합계 9,532,583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기 장비제조업· 9,468,051

기타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64,532

해양전문서비스업 4,730,937

해양공공서비스업 1,529,423

합계 116,893,745

표 129 년 기준 해양산업통계조사 결과  20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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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무인이동체산업 시장 규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은 해양무인이동체 글로벌 상업용 시장을 전망하면서 (2018)

년 기준 수상무인이동체 는 백만달러 수중무인이동체 는 2020 (USV) 356 , (AUV) 401
백만달러 수중무인이동체 는 백만달러로 전망, (ROV) 3,134

ㅇ 연평균성장률을 살펴보면 는 는 는 인 것으로 , USV 14.0%, AUV 5.3%, ROV 8.1%
분석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CAGR

USV 250 282 316 356 452 508 571 643 723 814 14.0%

AUV 347 358 378 401 423 446 470 497 524 553 5.3%

ROV 2,354 2,604 2,865 3,134 3,408 3,683 3,956 4,224 4,484 4,734 8.1%

표 130 글로벌 해양무인이동체 글로벌 상업용 시장 전망 

다 해양재난재해 현황. 

해양재난재해 현황□ 
ㅇ 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해양수산부 에 따르면 해양수산시설2020 ( , 2019) , 「 」

이안류 해양오염 고수온 적조 지진 어업사고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 , , , , 
에 대한 해양재난재해 현황은 아래와 같음 

해양수산시설 태풍피해 통계 현황□ 
ㅇ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시설 피해액은 연평균 백만원으로 추산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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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선박 256 11 82 1,171 - -
항만 5,283 30 194 26,193 - -
어항 4,483 54 3,144 17,835 - -

수산증양식 2,124 981 1,015 8,594 - -
어망 어구· 455 0 1,232 1,044 - -
합 계 12,602 1,076 5,667 54,836 - -

표 131 해양수산시설 태풍피해 통계 현황 (2014~2018) [20] 

조수 이안류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현황( ) □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안류 발생일수 일121 일56 일121 일144 일52 일233

이안류 구조건수 건24 건47 건9 건61 건1 건1

이안류 구조인원 명84 명217 명54 명74 명71 명1

표 132 이안류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현황 (2014~2018) 

이안류 구조건수 인원 해당 지자체 소방본부 등 발표 * / : , 
이안류 감시 해수욕장 해운대 대천 중문 경포대 송정 양양 임랑** : (’13), (’14), (’15), (’16), (’17), (’18), (’19)

대규모 해양오염 현황□ 
ㅇ 최근 년간 년 오염사고 발생 현황은 연평균 건이며 평균 유출량은 5 (‘14 ’18 ) 258～

인명피해 없음645 ( )㎘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건( ) 258 215 250 264 271 288

기름유출량( )㎘ 645 2,001.4 464.1 277.7 229.9 250.9

표 133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2014~2018) 

 * 년도에는 우이산호 충돌 현대브릿지호 캡틴반젤리스엘호 등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14 (899 ), (335 ), (237 ) ㎘ ㎘ ㎘
자료출처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해양경찰청: ( )※ 

ㅇ 오염원 별 어선에 의한 사고가 총 건으로 전체의 차지 원인은 해난126 43.7 , ％ 
부주의 고의 파손 순(38.9%)> (32.5%)> (16.7%)> (11.9%) 

ㅇ 어선 화물선 유조선 사고 증가 건 건 기타선 사고는 감소, , (162 187 , 15.4% ), → ↑
건 건(76 66 , 13.2% )→ ↓

ㅇ 육상기인 사고 증가 건 건 원인은 부주의 건 파손 건 고의(25 33 , 32% ), (16 ), (14 ), → ↑
건 해난 건 으로 나타남(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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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 현황□ 
ㅇ 최근 년간 우리나라 주변 표층수온은 약 상승 동 기간 전 세51 (‘68~’18) 1.23 , ℃ 

계 표층수온 상승폭 보다 배 정도 높은 수준(0.49 ) 2.5℃
ㅇ 고수온에 따른 어업 부문 재산 피해는 년 현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2018 604

나타남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산피해
백만원( ) 17,293 - - 18,356 7,652 60,457

표 134 고수온 피해 현황 (2014~2018) 

적조 피해 현황□ 
ㅇ 년대 중반 이후 주요 양식수산물 생산지역인 전남 경남도를 중심으로 매년 ’90 ·

발생하여 양식 수산물 피해 발생
ㅇ 해수온도 일조량 및 태풍영향에 따라 적조 출현시기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 

며 월경부터 수온 상승 등으로 적조생물 증가, 8
ㅇ 월 이후 풍향에 따라 밀집 분산을 반복하며 확산 정체되는 등 예측이 어려운 9 · ·

게릴라성 출현 양상으로 방제 어려움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산피해
백만원( ) 35 74 53 43 0 2.7

표 135 적조 피해 현황 (2014~2018) 

지진 피해 현황□ 
ㅇ 지진은 지각에서 장시간 쌓인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발생되므로 강

한 진동으로 지반 파괴 시설물 붕괴 등 피해 발생·
ㅇ 년 포항지진으로 항만시설 균열 등 피해발생2017 (’17.11.15)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6 - - - 30 -

재산피해 백만원( ) 483 - - - 2,414 -

표 136 지진 피해 현황 (20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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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사고 보험금 현황□ 
ㅇ 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해양수산부 에 따르면 해양재난재해에 “2020 ”( , 2020)

따른 어업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건( ) 27,036 24,803 27,414 27,705 28,581 26,675

재산피해 백만원( ) 141,884 121,728 128,466 146,084 156,734 156,408

인명피해
명( )

계 4,170 3,904 4,194 4,102 4,442 4,208

사망 실종( ) 134 149 102 135 148 136

부상 4,036 3,755 4,092 3,967 4,294 4,072

표 13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2014~2018) 

  

 발생건수 및 재산피해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금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 합계  이며 인명피해는 어선원보* , 
험에 한하여 집계

양식어업재해보험 보험금 지급현황□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지급건수 건( ) 645 178 148 751 875 1,275

재산피해 백만원( ) 48,281 17,904 14,135 66,367 67,226 75,775

표 138 양식어업재해보험 보험금 지급현황 (2014~2018) [21]

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564 - - 213 675 805

재산피해 백만원( ) 949 - - 462 1,303 1,081

인명피해

계 521 - - 201 643 720

사망 실종( ) 21 - - 14 28 21

부상 500 - - 187 615 699

표 139 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2014~2018) [22]

  

발생건수 및 재산피해는 어업인안전보험 지급건수 및 보험금 합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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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현황□ 
ㅇ 사고건수 지난 년간 총 건 발생 연평균 증가( ) 5 (‘15~19) 12,632 ( 9.1% )

사고발생 건수는 년 척 이후 년부터 연간 척 이상의 해양 2014 (1,330 ) 2015 2,000• 
사고 발생하는 등 년 이후 해양사고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2014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선박등록 척수(A) 76,500 76,152 75,815 74,891 74,771 -

비어선 척수(b) 9,274 9,182 9,079 8,985 8,865 -
어선 척수(c) 67,226 66,970 66,736 65,906 65,906* -

어선 비중(c/A) 87.9% 87.9% 88.0% 88.0% 88.1% -
사고발생 건수 2,101 2,307  2,582  2,671  2,971  12,632 
사고발생 척수 2,362 2,549  2,882  2,968  3,274  14,035 
비어선 사고발생 척수 741 755  943  955  1,140  4,534  
어선사고 발생척수 1,621 1,794  1,939  2,013  2,134  9,501 

표 140 해양사고 발생 추이  [23]
단위 척 건( : , )

어선등록척수 미집계로 년 어선등록 통계자료 적용 * 2019 2018

ㅇ 선종별 전체 해양사고 척 중 어선이 척 차지( ) (14,035 ) 67.7%(9,501 ) 
대비 사고비율은 어선 비어선 로 비어선이 약 배 높음 14.4%, 51.1% 3.5• 

어선사고 등록선박 척 사고척수 척 비어선 사고 등록선박 척 사      * ( 65,906 , 9,501 ). ( 8,865 , 
고척수 척4,534 )

비어선은 레저선박 척 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기타선박 척 화물선 (1,527 ) , (1,298 ), • 
척 예인선 척 유조선 척 여객선 척 순(581 ), (467 ), (387 ), (274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합계 비어선 어선( + )(A) 2,362 2,549 2,882 2,968 3,274 14,035
어선(b) 1,621 1,794 1,939 2,013 2,134 9,501
비어선(c) 741 755  943  955  1,140  4,534

레저선박 0 0 472 469 586 1,527
기타 401 430 134 130 203 1,298
화물선 115 116 127 112 111 581
예인선 94 77 91 111 94 467
유조선 65 67 73 89 93 387
여객선 66 65 46 44 53 274

어선사고비중(b/A) 68.6% 70.4% 67.3% 67.8% 65.2% 67.7%

표 141 선박 용도별 해양사고 추이 (2015~2019) [23] 
단위 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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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형별 기관손상에 의한 사고가 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32.0%
안전운항 저해 안전사고 충돌 좌초 화재 폭발 (13.1%), (6.5%), (9.5%), (5.2%), ·• 

순(4.4%)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손상은 년 건에서 년 건까지 매년  '15 703 '19 888•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증가, 6.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기관손상 703 755 838 856 888 4,040

기관손상 비중( ) (33.5%) (32.7%) (32.5%) (32.0%) (29.9%) (32.0%)
기타 413 473 651 760 784 3,081

부유물 감김 331 390 311 278 346 1,656
충돌 235 209 258 250 244 1,196

안전사고 144 131 160 162 228 825
좌초 84 137 149 142 140 652

화재 폭발/ 100 113 96 119 132 560
전복 32 49 65 46 110 302
침몰 31 27 29 38 61 186
접촉 28 23 25 20 38 134
합계 2,101 2,307 2,582 2,671 2,971 12,632

표 142 사고 유형별 해양사고 추이 (2015~2019) [23] 
단위 건( : )

ㅇ 톤수별 톤 미만 중소형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가 차지( ) 100 85.6% 
톤 미만 선박의 사고비중은 년 에서 년에는 까지 증가 100 '15 84.1% '19 86.7%•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톤 미만5 891 994 1,224 1,289 1,445 5,843 

톤 톤 미만5 ~ 20 596 631  721  715  823  3,486  
톤 톤 미만20 ~ 100 499 536  512  562  572  2,681  
톤 톤 미만100 ~ 500 148 156  150  159  170  783  

톤 톤  미만500 ~ 1,000 34 48  30  55  56  223  
톤 톤 미만1,000 ~  10,000 128 115  136  129  124  632  

톤 이상10,000 44 49  65  50  63  271  
미상 22 20  44  9  21  116  
합계 2,362 2,549  2,882  2,968  3,274  14,035  

톤 미만 비중100 84.1% 84.8% 85.3% 86.5% 86.7% 85.6%

표 143 선박 톤수별 해양사고 추이 (2012~2016) [23] 
단위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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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 
ㅇ 인명피해 지난 년 간 명의 사망 실종자 발생 연평균 명( ) 5 (‘15~’19) 524 ( 105 )

인명피해는 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추세에 있음 ’17• 
최근 년 어선의 인명피해가 전체의 를 차지 5 70.9%•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어선 비어선 어선 비어선 어선 비어선 어선 비어선 어선 비어선

사망　
76 73 93 68 69

379
62 14 60 13 73 20 58 10 54 15

실종　
24 45 52 34 29

184
19 5 43 2 27 25 31 3 25 4

소계　
95 116 120 99 94

524
81 19 103 15 100 45 89 13 79 19

부상　
395 293 378 353 449

1,868
186 209 221 72 252 126 214 139 371 78

합계　
490 409 498 452 543

2,392
267 228 324 87 352 171 303 152 450 97

표 144 인명피해 해양사고 발생 추이 (2015~2019) [23]
단위 명( : )

ㅇ 경제적 손실 년부터 년까지 해양사고 인한 총 피해비용은 약 조 ( ) 2011 2015 2
억원으로 연간 평균 약 억원4,300 4,860 (세월호 미반영)

물적 인적 피해비용이 전체 피해비용의 로 대부분을 차지 사고로 인한 심 · 90% , • 
리적 고통을 계량화한 심리적 비용 은 약 비중* 10% 

      * 사고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자의 가족 등이 받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을 화폐로 계량화

물적 인적피해비용과 심리적비용에서 세월호 사고로 인한 부분은 제외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물적 인적피해비용 382,835 495,324 416,148 427,316 443,476 2,165,099  

행정비용 5,409 4,703 3,268 3,977 4,181 21,538

심리적비용 50,965 42,409 41,345 58,874 48,925 242,518 

합계 439,209 542,436 460,761 490,167 496,582 2,429,155  

표 145 해양사고 피해비용 발생현황 (2011~2015) [24] 
단위 백만원( : )



254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해양재난재해 피해액 추정 방향□ 
ㅇ 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해양수산부 에 제시된 피해액의 연평균 2020 ( , 2019)「 」

통계를 중심으로 피해액 추정
선박사고 통계의 경우 재난재해 등에 따른 외부적 요인이 상당 부분 존재하 , • 
나 해양재난재해 통계와 일부 중복가능성이 있어 집계 추정치에서는 제외

유류오염 피해액 추정□ 
ㅇ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연구 사례 준용

허베이스프리트 유류오염 사고는 태안 인근 지역에서 년에 의  2007 12,541kl• 
유류를 유출하면서 심각한 해양환경피해를 입힌 사고로서 관련 생태복원 사
업 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환경피해 추정 연구가 다수 진행됨, , 
허베이스프리트 사고로 인해 정부는 약 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태안군  5,000• 
일대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

사업명 주관 부처 사업기간 소요예산

유류오염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평가① 해양수산부 ’10 ’19～ 154

장기 생태계모니터링② 해양수산부 ’10 ’19～ 162.5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복원③ 해양수산부 ’10 ’19～ 475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④ 해양수산부 ’10 ’19～ 3,821.00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⑤ 환경부 ’10 ’19～ 173

총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4,785.50

표 146 허베이스프리트 유류오염 피해 복구 사업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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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프리트 유류오염에 대한 환경피해액 추정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연 구 기 관 환경피해액
억원( ) 산정방법 비고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 '11. 4 5,090 씨프린스호 

사고 비교

기존 환경피해액 산정방법 적용
전국가구수 지불의사액 -‘08 × × 0.75 × 

2 × 1.8
천 가구 원 표명비율(15,880 ) (11,850 ) ( ) 

조정계수 단리( ) ( )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외 / '08. 4 6,884 조건부 

가치측정법

경제규모를 반영한 환경피해액 추정
경제활동인구 추가 세금부담액- × 

천명 년간 원(24,495 ) (10 , 28,10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철오 외 / '08.12 5,010 “

권역별 환경피해액 추정
비시장가치 피해액 영향 기간- × 

약 억원 년 할인율 적용( 630 ) (10 , 5.5% )

경북대학교
한상열 / '09. 3 3,629 “

가구별 환경부담금 지불의사액 추정
전국가구수 지불 의사액- ‘08 × 

천 가구 원(15,880 ) (22,854 )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권석재 / '10. 3

12,665 “

가구별 환경부담금 지불의사액 추정
전국가구수 지불 의사액 -‘05 × × 

영향기간
천 가구 원 년(15,988 ) (7,921.7 ) (10 )

표 147 허베이스프리트 유류오염 피해액 산정연구  [25]

ㅇ 유류오염사고 피해액 원단위
허베이스프리트 유류오염에 대한 환경피해액 추정 연구 결과 중 경제성 분석 • 
의 보수적 산정 원칙에 따라 최대최소 연구 결과값을 절단하고 나머지 세 연
구의 환경피해액의 평균값을 반영
소비자물가지수에 근거 세 연구사례의 년 기준 환경피해액은 약 억 , 2019 6,707• 
원이며 이를 유류오염 유출량 로 나누어 환산하여 유류오염유출량 , (12,541kl) kl
당 억원의 유류사고 오염 피해액 원단위 추정0.535

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해양수산부 에 따르면 연평균 유류오 2020 ( , 2019)• 「 」
염 사고 유출량이 약 이므로 연평균 피해액은 백만원으로 추정645kl 3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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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재해 피해액 추정□ 
ㅇ 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해양수산부 에 제시된 피해액과 유류오2020 ( , 2019)「 」

염사고 피해액 추정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연평균 기준 백만원( )

자연재난재해

태풍 12,602 

유류오염 34,497 

고수온 17,293 

적조 35 

소계 64,427 

어업재난재해

어선 어선원( ) 141,884

양식어업 48,281

어업인안전 949

소계 191,114

해양사고 기준 인명피해 사망 실종( , ) 명104.8

재해보상보험기준 인명피해 사망 실종( , ) 명134.0

합계 255,541

표 148 해양재난재해 피해액 및 사망사고 추정 

라 경제적 효과 분석 구도.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ㅇ 본 연구개발사업은 해난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반 첨단 기ICT AUV 
술로 입체적 보다 빠르고 정확한 해난사고 초등대응할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
을 만드는 것임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적 안전 대응력 강화와 해양분야 로봇  • 
신산업 경쟁력 견인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유용성을 지속 개발하여 우리 해양
영토를 편리하게 하는 것임

ㅇ 즉 바다를 일상생활과 경제 산업 활동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 ,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의 유용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해난 사고 저감 입체적이고 정확한 해양구난 정보 획득으로 해양공간에서  ( ) • 
이루어지는 각종 해양 재난재해를 저감시킬 수 있음
실수요자 중심의 연계 해양 공간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해난 사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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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경 등이 본 기술개발의 성과를 활용하게 됨으
로써 사용자 중심 연구개발사업으로 수렴
해양신산업 창출 첨단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로 해양 사고 구난 책 ( ) AUV • 
임기관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산업적 가치 창출, 
로 이어져 해양무인이동체 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견인  

경제적 효과 판단 구도□ 
ㅇ 해양무인이동체산업 부가가치 창출 효과

실시간 입체형의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로 관련 해양무인이동체산업  / AUV • 
등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추정

ㅇ 해난 사고 피해 저감 효과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해난사고를 조기에 신속 대응함으로 AUV • 
써 각종 해난 사고 피해를 저감시킬수 있는 효과를 추정

마 해양무인이동체산업 부가가치 창출 효과. 
해양무인이동체산업 부가가치 창출 효과 추정 구도□ 

ㅇ 해양무인이동체산업 부가가치 창출 효과

해양무인이동체산업 부가가치 창출 효과
글로벌 해양무인이동체산업 시장규모= 목표 시장점유율 × (5%) 기× R&D 
여율 사업화 성공률 사업기여율(35.4%) × R&D (44.6%)× (44.6%)

ㅇ 해양무인이동체산업 미래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은 해양무인이동체 글로벌 상업용 시장 전망의 연평 (2018)• 
균 성장률을 준용하여 년 기준 해양무인이동체시장을 분석하면 총 2030

백만달러로 추정8,513.6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년기준2030

글로벌 상업용 수상무인이동체(USV) 814

글로벌 상업용 수중무인이동체(AUV) 553

글로벌 상업용 수중무인이동체(ROV) 4,734

표 149 글로벌 해양무인이동체 상업용 시장 년 전망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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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장점유율□ 
ㅇ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의 드론 기술 및 시장동향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9) “ ” 

현재 우리나라 공중무인이동체 기업의 세계시장 대비 시장점유율은 약 인 2%
것으로 조사

ㅇ 이러한 현황을 기준으로 해양무인이동체 영역은 아직 도전적인 상황임을 감안, 
하여 년 기준 목표 시장점유율은 전세계 시장 대비 로 가정2030 5%

기여율R&D □ 
ㅇ 해양관측산업 부가가치 창출편익 추정 자료와 동일하게 년에 확정된 차 2013 3「

과학기술기본계획 에 근거한 를 적용35.4%」
ㅇ 참고적으로 본 기여율은 이 주관하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 R&D KISTEP

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치

사업화 성공률R&D □ 
ㅇ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서의 편익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실증 및 상용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 
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화 성공률을 반영R&D 

ㅇ 사업화 성공률은 통상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에서 발간하는 최신 성R&D 
과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의 수치를 활용하여 적용

ㅇ 그러나 본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사고 예방능력 증대 및 피해 방지라는 공공적 
목적을 염두해두고 기획된 사업임을 감안할 필요

ㅇ 이에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변동 예측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KISTEP, 2019) 』
의 연구 결과를 준용 사업화 성공률은 로 적용, R&D 44.6%

사업기여율□ 
ㅇ 사업기여율은 대응투자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경제R&D 

성분석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ㅇ 의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 판 에서KISTEP(2011) ( 1 )

는 사업기여율과 관련하여 해당부처 혹은 타 부처의 관련 비용을 수집하R&D 
여 평가대상 사업만의 비중을 구할 것을 제안R&D 

ㅇ 본 연구개발사업이 해양재난재해 피해 예방 및 방지라는 공공적 목적의 대단위 
해양 분야 연구개발사업임을 고려하고 대응투자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움

참고로 정지궤도위성개발사업 해양탑제체 분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R&D • 『 』
의 경우에도 해당 편익 추정시 사업기여율을 로 적용하여 (KISTEP, 2011) 100%

추정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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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본 분석은 해양예관측장비 기술개발 및 해양예측 연구개발사업인  , •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변동 예측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ISTEP, 2019) 『 』

의 연구 결과를 준용 사업기여율은 로 적용, R&D 42.4%

해양무인이동체산업 부가가치 창출 효과 추정□ 
ㅇ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원천기술이 개발되고 향후 추가 사업을 통해 기술실증 

화 및 산업화 연계에 성공한다면 본 연구개발사업이 기여하는 년 기준 해, 2030
양무인이동체산업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연간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313.4

전세계 해양무인이동체시장 규모는 년 기준 조 억원에 이르며 우 2030 9 3,650• 
리나라의 목표 시장점유율 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해양무인이동체산업은 5%

년 기준 억원의 매출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 2030 4,682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본 연구개발사업의 기여분 기여율 사업화  (R&D , R&D • 
성공률 사업기여율 까지 고려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연간 억원에 이를 , ) 313.4
것으로 추정

바 해난사고 피해 저감 효과. 
인명피해 저감 효과□ 

ㅇ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은 해난사고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초등대AUV 
응용 개발을AUV 통해 해양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고도화하고 해난사고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본 연구개발사업은 구조시간 단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생명 구조30% 
의 골든타임을 상당히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인명피해 저감 기여율을 로 가정하고 향후 연구개발사업이 사업 실증화까30%
지 성공한다면 해양사고 기준 약 명의 사망 실종 인명피해를 저감시킬 수 , 31 ( ) 
있을 것으로 기대

    

해난사고 피해 저감 효과□ 
ㅇ 대표 수요처인 해경을 중심으로 초등대응용 수공양용형 를 활용하여 각종 AUV

해양재난재해의 위험성을 낮추고 예기치않은 해양사고이더라도 수습 및 수색 , 
여건을 원활히 개선시켜 해양재난재해의 피해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해양사고 피해저감 효과는 해양사고 연평균 피해액에 피해저감 기여율, R&D 
기여율 및 사업화 성공률을 곱하여 산정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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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 피해 저감 효과
= 국내 해양재난재해 연평균 피해액 연평균 억원 피해 저감( 2,555 ) × 목표 (30%) 

기여율 사업화 성공률 사업기여율× R&D (35.4%) × R&D (44.6%)× (44.6%)  

해양재난재해 피해 저감 효과 추정 기본 가정□ 
ㅇ 해양재난재해 연평규 피해액은 앞서 제시한바와 같이 년 국가안전관리 , 2020「

집행계획 해양수산부 에 제시된 피해액 산정결과대로 약 억원인 것( , 2019) 2,555」
으로 가정

ㅇ 제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은 공공분야 목표로1 ( , 2018)『 』
서 해양사고 저감 목표를 제시30% 

이러한 목표를 준용하여 본 연구개발사업의 피해 저감 목표는 로 가정 , 30%• 
ㅇ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 은 비용저감편익이 (KISTEP, 2018)『 』

적용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대표적인 조건이나 요인들인 기여율이나 R&D 
사업화성공률에 대해 고민할 것을 제안R&D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여분 기여율 사업 (R&D , R&D • 
화 성공률 사업기여율 을 동일하게 적용함 , )

해양사고 피해 저감 효과□ 
ㅇ 본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해양사고 피해 저감 효과는 연간 약 억원의 저감효51.3

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해양경찰청 해난사고 예산 저감 기대효과□ 
ㅇ 해양경찰청 해양재난 및 사고 현장 대응 예산은 년 억원이며 최근 2021 1,134 3

년간 연평균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1,186
ㅇ 본 연구개발사업이 기술 실증화에 성공하여 해양사고 저감에 기여한다면 30% 

해양경찰청 해난 사고 구조 예산의 절감 요소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단순하게 사고 저감율 가 관련 예산 절감에 기여한다고 가정한다면 30% 100% • 
본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예산 절감기여분은 연간 약 억원에 이르는 것355.7
으로 분석
차후 절감되는 예산은 해양 안전 예방 해양 범죄 대응력 강화 등에 더 활용된, • 
다면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6. 사업 타당성 분석

261

단위 억원 ( )：
구분 예산 규모

년2019 1,335

년2020 1,088

년2021 1,134

평균 1,186

표 150 해경 해양재난 및 사고 현장 대응 예산 

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ㅇ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뿐만 , AUV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거시적인 상호관계도 
관찰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 을 적용, (inter-industry analysis)

경제적 파급효과로서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에  , , • 
초점을 맞춰 분석 

ㅇ 산업연관분석 이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input-output analysis)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
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 

ㅇ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
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

ㅇ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타 부문과의 비교를 AUV 
시도할 뿐만 아니라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AUV 
위해서는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총 산출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AUV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외생화 한 분석AUV (exogenous specification)
을 수행

분석절차□ 
ㅇ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활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

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 
ㅇ 본 연구는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외생화한 분석 즉 수공양용형 AUV , 

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함으로AUV 
써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히 관찰

ㅇ 본 연구는 한국은행 기본부문 산업연관표에서 출발하여 수공양용형 기반 AUV 
기술개발사업을 별도의 부문으로 외생화한 후 부문 산업연관표를 만들어 이, 34
에 근거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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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적용 , 2020 2018•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정의AUV □ 
ㅇ 한국은행 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에는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 (2020) AUV 

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연관표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들을 재분류하여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 부문의 범위를 정의AUV 

ㅇ 본 연구에서는 기본부문 산업연관표 상에서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381 AUV 
발사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을 추출하여 수공양용형 기반 기· AUV 
술개발사업 부문을 구성

기본부문 기본부문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2711 선철 3792 조명장치
2712 합금철 3799 기타 전기장비
2713 조강 3810 내연기관 및 터빈
3402 컴퓨터 기억장치 3832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3519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3993 산업용 로봇
3522 영상기기 399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3612 측정 및 분석기기 4102 기타 선박
3613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4103 선박 수리 및 부분품
3691 사진기 및 영사기 621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3692 기타광학기기 7001 연구개발 국공립( )
3710 발전기 및 전동기 7002 연구개발 비영리( ) 
3791 전구 및 램프 7003 연구개발 산업( )

표 151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 부문 구성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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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문으로 구성된 산업연관표 기본부문에서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381 AUV 
개발사업을 별도로 분리해내고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 부문 대분류 , 33
방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연관표를 재구성

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A 농림수산업 C10 전기장비 J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B 광산품 C11 기계 및 장비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C01 음식료품 C12 운송장비 L 부동산 서비스
C02 섬유 및 가죽제품 C13 기타 제조업 제품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수리 N 사업지원서비스

C04 석탄 및 섬유제품 D 전력 가스 및 증기,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C05 화학제품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 
재활용서비스 P 교육서비스

C06 비금속광물제품 F 건설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C07 제 차금속제품1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 
서비스

C08 금속가공제품 H 운송서비스 S 기타 서비스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T 기타

U 수공양용형 기반 AUV 
기술개발사업

표 152 재분류된 부문 대분류 기준 산업연관표 34 (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ㅇ 총 사업비 억원을 투입으로 발생되는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292.93 AUV 

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음
ㅇ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억원AUV 482.7 ,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억원 취업유발효과는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191.4 , 205.3

자기 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 ⇣ ⇣

생산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

➡
1.0000 

　
0.6478 

　
1.6478 

29,293 18,975 48,268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 )

➡
0.3988 

　
0.2544 

　
0.6532 

11,681 7,454 19,135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억원당 명( : /10 , )

➡
3.8432 

　
3.1659 

　
7.0092 

112.6 92.7 205.3 

그림 153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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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일자리 유형 구분□ 

ㅇ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근로 등 와 민간부문의 신규고( , , )
용 등으로 구분

ㅇ 민간부문 기업 의 신규고용 새로운 시장조성 등( ) ( )
정부조달 및 구매 해당 물품 및 서비스 생산기업의 고용 증가 ( ) • 
보조금 지급 또는 세금감면 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제품 서비스 가격 ( ) • ․
의 인하를 가져오고 매출 및 고용 증가로 연계,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 법 제도 개선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시장 확대 및  ( ) • ․
고용을 촉진하거나 기업의 신규채용 고용유지 을 지원( )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기반시설 기술개발 컨설팅 등을 제공 민 ( ) R&D( )• → ․ ․
간기업의 매출증가 및 새로운 시장 확대로 신규고용 창출
미스매치 완화 및 취업애로요인 해소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상담 취업알선 ( ) , • ․
취업지원 사업대상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방법□ 
ㅇ 단계 기존 유사 정책 사업의 신규고용 실적에 대한 경험치 실태조사 결과 고(1 ) ( ) , ‧ ․

용계획 등을 확인 활용 필요 시 기타자료 활용( * )․
기타 자료 활용 시 우선순위 기존사업에 대한 논문 및 보고서 유사 국 : • → 
내 외 사례․ 전문가 의견→ 

ㅇ 단계 단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지출액 또는 매출액 당 신규고용효(2 ) 1 , ( ) 
과 등을 추정하여 계산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재정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 , •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결과□ 
ㅇ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은 신정부 고용노동부 가 제안하고 있는 재정사업 고용영( ) 「

향평가 가이드라인 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따른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R&D 」
ㅇ 인건비 고용효과

인건비는 순수 연구개발비 억원 중 로 가정 292.93 30%• 
인건비 고용효과는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의 산정원칙 ( , 2020)• 「 」
과 관련 산업 연평균 임금 중 연구개발업의 평균임금 적용
분석결과 인건비 고용효과는 약 명 ,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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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건비
억원( )

산업연평균임금
억원( )

고용효과
명( )

본 연구개발사업 87.879 0.6936 126.7

표 153 인건비 고용효과 분석 결과 

 

ㅇ 사업비 고용효과
본 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연구개발활동비로 가정 • 
연구개발활동비 사업비 고용효과는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 의 산정원칙 • 「 」
과 관련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중 연구개발업 적용
분석결과 사업비 고용효과는 약 명임 , 194.8• 

구분 연구개발 활동비
억원( )

고용유발계수
명 억원당( / )

고용효과
명( )

본 연구개발사업 205.051 0.95 194.8

표 154 사업비 고용효과 분석 결과 

ㅇ 총고용창출 효과
본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재정지출 고용효과는 인건비 및 사업비 고용효과를  • 
포함하여 약 명으로 분석됨 321.5

구분 일자리창출효과 명( )

총 고용
인건비 고용효과 126.7

사업비 고용효과 194.8

총 합계 321.5

표 155 본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재정지출 고용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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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제언7

기대 효과7.1 

사회문화적 측면·□ 
해양 사고 신속 초동 대응 및 정확한 수중 수상 위치 파악을 통한 국민 체감  /• 
안전로봇 국민 안전을 위한 로써의 파급력R&D☞ 

AS-IS TO-BE

수중 로봇 혹은 모선의 느린 이동 속도 ⇒ 고속 상공 이동 신속성 제공-> 

ㅇ 해양 환경에서의 로봇 운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 대두
쿼드콥터 등 기존의 수중 상공 로봇을 해양에서 운용하는 경우 , ROV, AUV / , • 
목표 해역에 운용인력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급변하는 해양에 노출된 운용 , 
인력의 안전성 저해요소로 작용됨
모선 운용이 필수적인 기존 해양로봇은 모선 운용이 불가능한 악천후 시 활 • 
용이 불가능하며 해양 기상 조건에 의한 운용 안전성 및 작업 연속성 저해 , 
가능

기술적 측면□ 
수 공 천이 가능 로봇 기술 개발로 원천 기술 확보 및 연속적 해양 관측 데이 ·• 
터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AS-IS TO-BE
악천후 시 수중 로봇 혹은 모선 운용 

불가 ⇒ 목표 해역 도달후 잠항 가용성 향상-> 

ㅇ 해양 로봇 기술 개발 수요 지속 발생
기존 상공 로봇은 육상 환경을 가정하여 제작됨에 따라 해양 환경에서 활용 • 
하는 경우 해수 노출로 인한 드론의 직 간접적인 파손 및 분실 위험성 존재․
기존의 해양 무인 이동체는 자항 능력이 없거나 혹은 극도로 느린 이동속도 , • 
로 인해 신속한 목표 해역 투입 불가



268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경제적 측면□ 
해양환경에서의 적극적 로봇 활용 가능 기존 로봇 대체 및 해양 과학조사 시 (• 
장 선점)

AS-IS TO-BE

수중 로봇은 모선 운용이 필수임( ) 母船 ⇒ 모선 운용 불필요 경제성 제고-> 

ㅇ 모선 운용 필요성으로 인한 해양환경 로봇 활용 제약 존재
기존의 수중 상공 로봇을 해양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선 운용이 필수적이 /• 
나 모선 운용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적극적인 로봇 활용에 경제적 걸림돌로 
작용
해양 탐사 시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존재하며 해양 로봇에 대한 수요  • 
존재

정책적 측면□ 
드론 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장 창 , 4• 
출 및 신규 고용 창출 필요성 대두
로봇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해양 분야의 적극적인 드론 도입을 통한 기반  VR• 
해양 원격 탐험 탐사 등 신 성장 동력 발굴 필요/
연속적인 해양 환경 데이터 축적을 통한 해양 관리 구축 Big-data /• 

부가적 파급효과□ 
ㅇ 해양 구조물 관리 해양 재난 재해 대응 해양 과학 조사 지원 수산업 활성화, , , , ․

해양 방위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파급효과

그림 154 활용 Fly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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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군사적 측면 차원 실시간 무인 해양 방위 시스템 구축 가능( ) 3☞ 
공중 수상 수중을 아우르는 신개념 무인 방위 시스템 구축 및 기존 해양 관 , , • 
측 시스템과의 연동 연계를 통한 차원 국가 해양 관측 시스템 구축3․

ㅇ 환경적 측면 광역 해양 수심별 관측 정보 제공 가능( ) ☞ 
적조 고수온 해파리 저염수 등 방대한 해양 영역의 다차원 수심별 관측 정 , , , • 
보 필요 현장에 투입
우리나라는 수년간 적조 발생으로 인해 어류 폐사 등과 같은 막대한 어업 피- 
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조 피해액 및 지속기간은 년 최대치를 기록한 , 2013
후 점차 피해액 및 지속기간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년 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에 이례적인 고수온 - 2016 8
현상이 발생하여 양식생물 대량 폐사가 발생
최근 수온 상승 연안오염 및 수산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의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대량 출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매년 해파리로 인해 어업 및 관광업에 끼친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수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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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7.2 

수공양용형 분류와 법제도정비 국내법관계정비 및 AUV · ( )成案□ 
현재까지 수공양용형 에 대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통일된 입법례 혹은 통 AUV• 
일된 정의를 내리는 규범적 문건은 없음 
무인기의 기술적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법제도적 틀은 기존의  , • 
산업적 분류와 관리방식 외에 장비개발 산업 과 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 영( )
역으로 진입은 미비한 상태임 

년 기준 해경은 대의 무인멀티콥터 대의 무인비행기 대의 무인  * 2021 , 49 , 16 , 3
헬리콥터 등 대의 무인 무인부서 신설68
수공양용형 의 제도적 지원과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는 다음을 중심 AUV• 
으로 조기 구축될 필요가 있음 

등 무인기의 법적 성질과 정의 - AUV 
사용목적 혹은 사용주체에 따른 분류 민용 군용 혼용 - ( / / )
등기 및 관리 안전 보안 기술안전 감독 - , , , , 
운용제한 재난지역과 같은 공간범위 제한 운용시간제한 민감지역제한 등 - ( , , )  
사고처리 등의 영역별 국내제도적 성안 을 추진하되 국제법 국제기구 논 - ( ) , (成案
의 과 국제관계 각국의 실행현황과 관행 등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가 조속히 ) , 
설정될 필요가 있음
수공양용형 는 비행영역과 수중 활동영역을 구분하여 제도적 정비를 하 AUV• 
는 방법과 양자를 통일하는 방법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운용대상 공간, (
범위 과 목적 관리효율성 부처별 감독 영역의 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 ) , , 

국제적 합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국제 지역해 규범 및 기술 지침 확보, -□ 
유엔해양법상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표 와 최근 사용이 급 (self-floating buoy)• 
증하고 있는 수중드론 또는 해양글라이더 를 (underwater drone) (ocean glider)
활용한 해양활동의 성격은 여전히 모호함 

부표나 드론의 배치가 순수연구를 위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연안- 
국은 연구계획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장치의 배치가 협약 제, 246
조 항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면 연안국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5
문제는 이러한 장비들은 일단 배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통제가 어려워 언제 - 
어느 곳에서 다른 국가의 해양수역에 진입할지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임
해양법협약의 해양과학조사 제도는 과학조사가 특정한 수역에서 제한된 시- 
간동안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부표나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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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해석의 누적이 조기에 형성되지 않을 경우 해양활동에 대한 국내적  , • 
운영과 지침을 설정하되 주변국과의 외교적 국방안보적 충돌 가능성을 함께 , -
고려한 관리규정이 조기에 확보될 필요가 있음 이는 법적 정비작업과 별도( ) 
국제법적 통일된 규범은 부재하나 년 아 태지역 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 , 2002 ·• 
여한 회의를 통해 도출된 에서 항행 및 상공비행과 관련된 지침 은 자립EEZ《 》
형 수중로봇 원격조작수중탐사기 그 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AUV), (ROV), 
사와 데이터 수집을 실행하는 국가의 원격조작장치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술 및 주변국과의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국제협력도 추진 필요 , 

 

차세대 해양안전 해경장비 산업으로서의 산업화 전략으로 확대 -□ 
해경청의 장비산업은 해양안전과 안보를 지향하는 특수성과 목적성이 뚜렷하 • 
다는 점에서 초기 산업화를 위한 투자여건이 제한적임 
해양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공양용형 는 해경 특유의 장비산업 근간을  AUV• 
형성하기 위한 주변산업과의 연계 연구원과 중소기업과의 연계 장비운용산, , 
업과의 연계 등을 총합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해경 무인부대 스마트추진단 의 효율적  , , MDA(Maritime Domain Awareness)• 
운영을 위한 제 세대 해양경비 수색구조 고도화 정책 이행과 연계하되 실해3 , , 
역 악천후 대응 광역수색 정밀 위치추적 조사 등의 영역별 장비산업 로드맵, , ( )
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드론에 의한 연구는 그러한 전제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함
수증드론과 부표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국제법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해양관할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해양경찰 발전 대 전략 중 스마트전략 안전 중 발췌2 ( ) (p.274~278)《 》 
해경 미래발전전략( )

해양경찰의 미래발전은 해경의 기능별 장비산업 성장 없이는 문화적 - 2030 
확산을 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안전과 방재기술은 특히 공적 장비기술 개, 
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해양경찰 산업의 육성은 대형 시장참여가 제한적 영역을 중점으로 공조를 - , 
꾀하되 국민 해양생활 안전 장비 확대는 소형 상시 장비로 해경안전문화 , , 
홍보정책 안전생활 제도화 정책과 연동하여 확산을 꾀할 수 있음  , 
해양경찰 대 전략으로서의 스마트 전략은 해양경찰의 조직 인력 장비 기- 2 “ - - -
술 의 선진화와 효율 효과 화 전략이며 전체적으로는 플랫폼전략과 비교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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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산업의 성장 없이는 해경청의 안전분야 기술 문화적 확산을 꾀하는데 한 , • 
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시장참여가 제한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공조 환경을 , 
조성하고 무인기 등 활용장비 국내적 국제적 산업 확대를 유도할 필요 , – 

해양안전 분야 장비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법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추진·• 
하되 장비 및 운용기준 기술 및 장비 표준화 산업문화 장비운용 윤리 국가, , , , , 
보안 교육훈련 등의 영역까지 체계화된 정착을 유도할 필요 , 

때 유형적 기능화를 장착한 하드웨어 전략에 해당함  
스마트 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조직 유연성의 법제도 정비 인력 전문화 장- , , 
비 대형화 첨단화 해양상황 통제와 해양안전 이력관리 극한환경 극복기술( ), , ,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장비활용환경 의사결정 최적화 보완 등 조직 전반의 /
동시 이행작업이 전제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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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OECD(2007), Acc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Framework Programme , 『 』
OECD DSTI Repor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18] (2016), 『
판 연구보고서(2-1 ) ,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통계조사[19] (2018), 

행정안전부 재해연보[20] (’13 ’1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업무통계[21] (2019.06)

수협중앙회 업무통계 년[22] (2019 )

해양수산부 해양사고통계연보[23] (2020), 

해양수산부 제 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4] (2017), 2

해양수산부 자료[25] ,

     https://www.mof.go.kr/content/view.do?menuKey=911&contentKe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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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기획위원명단     [A] 

설문     [B] VoC 

특허 분석 보충 자료     [C] 

과제제안요구서      [D]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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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기획위원명단A. 

구분 성명 소속 전공분야 자문분야

총괄
위원회

민정탁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본부장/ 행정학 기획 전반 자문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기계공학 로봇 공학 자문

정무영 포항공대 명예교수/ 항공공학 무인항공기 무기체계 자문·

이판묵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기계공학 해양로봇 자문

오수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공학 무인항공기자문

유은원
양동곤(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과장 사무관/ ( ) 　 주관부처

이경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사무관/ 공동부처

박종화 연구위원KISTEP/ 　 발주처

권오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토목공학 기술위원회위원장

어승섭 해랑기술정책연구소 연구소장/ 경제학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백승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컴퓨터공학 과제책임자

기
술
위
원
회

로
봇
분
과

권오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토목공학 해양로봇 자문

장인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토목공학 해양로봇 자문

정상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기계공학 해양로봇 자문

최형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해양로봇 해양로봇 자문

정봉출 대양전기 수석/ 해양로봇 해양로봇 자문

최일영
유기성( )

대한시스텍 주 부사장( )/ 해양로봇 고신뢰 해양장비 자문

서진호 부경대 교수/ 재난로봇
필드 재난 해양 로봇 로봇 메( · ) , 

커니즘 자문

조건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기계공학
필드 재난 해양 로봇 로봇 메( · ) , 

커니즘 자문

한수희 교수POSTECH/ 제어공학 무인항공기 자문

이석형 비엠텍시스템 주 이사( )/ 항공공학 무인항공기 자문

이재민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전기전자 무인항공기 자문

신수용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전기전자 무인항공기 자문

조규철 한국프롭 대표/ 항공공학 무인항공기 자문

김승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항공 무인항공기자문

김재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항공 무인항공기자문

김현식 동명대학교 교수/ 전기공학 로봇 교육 확산 자문·

임흥현 아쿠아드론 대표/㈜ 해양장비 해양장비 실증 자문

통
신
분
과

김근영 책임ETRI/ 전기전자 해상 무선 통신 자문

최우열 조선대 교수/ 전기전자 해상 무선 통신 자문

임성훈 한림대 교수/ 전기전자 해상 무선 통신 자문

송유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전기전자 해양 통신 자문

김용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전기전자 해양 통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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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스
템
분
과

최종무 단국대 교수/ 컴퓨터공학 시스템소프트웨어 자문

최재식 교수KAIST/ 컴퓨터공학 자율주행 딥러닝 자문AI·

이재욱 서울대 교수/ 컴퓨터공학 아키텍쳐 최적화 자문·

정규만 대구대 교수/ 컴퓨터공학 자율주행 영상처리 자문

김영식 교수UNIST/ 화학공학 차 배터리 자문2

손주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컴퓨터공학 시스템 보안 자문

강동우 책임연구원KT NexR/ 컴퓨터공학 빅데이터 처리 기술 자문

김수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전기전자 영상처리 자문

활
용
분
과

김권중 해양경찰청 경감/ 행정학 실 수요자 현장 적용 자문

이원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해양학 실 수요자 현장 적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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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설문지B. 

차 수요자 설문조사B.1 1

가 설문 개요. 
ㅇ 설문대상

군 및 산 학 연 전문가 해난구조전대 중심 여명 대상 ( ) 70• ‧ ‧
ㅇ 설문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 2018 11 19 11 23• 
ㅇ 설문항목

해양 사고 발생 시 초기 수색 시간 • 
사고 해역 수색 조사 시 어려운 점 /• 
사고 해역 수색 조사 수중로봇 필요성 /• 
해양 사고에 활용한 수중로봇  • 
수중로봇 활용 시 애로사항 • 
사고 해역 수색 조사 시 필요한 정보 /• 

나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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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로봇 융합기술 개발 기획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로봇(KIOST) (KRISO), 

융합연구원 과 (KIRO) 함께 해양로봇 융합기술 개발·ICT 「 기획연구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고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출된 결과물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

하여 향후 해양수산부의 사업 도출시 활용할 예정이니R&D , 많은 참

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9

과제책임자 권오순 책임연구원KIOST 

제출방식 현장 제출 또는 이메일 회신: ▶ 

문의처 : KIOST▶ 백승재 선임연구원  (051-664-3040, baeksj@kiost.ac.kr)

기본 인적 사항□ 

기 관  명

성    별 남성    여성

연 령 대    대    대    대

소  속 해군 해경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 지자체 기타

최 종학 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 공

직  책

해 당 분 야 
경 력 년 이하    년    년    년    년 이상



280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설문 사항□ 

설문 응답요령 보기 문항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란네모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거나 주관식문항의 경우는 직접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해양 사고 발생 시 초기 수색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사고 해역 조사수색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복수선택 가능

사고 해역 조사수색 차원에서 수중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 사고에서 활용했던 수중로봇 또는 장비는

무인원격잠수정 자율무인잠수정

수중로봇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활용 시 최대 

애로사항은 복수선택 가능

사고 해역 수중 수색조사 시 가장 필요한 정보는 복수선택 가능

해양 수색 조사 지원 활동 시 애로사항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로봇

의 형태 기능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부탁합니다

악천후 수중시야확보 수중위치인식 높은 조류속 잠수 활동 기타 

낮은 이동속도 통신 지연 수중 탁도 운용 선박 필요 조작의 어려움  

없음 기타 

수중위치정보
수중 환경 차원 
가시화

사고 해역 환경정보
조류 수온 탁도 등

기타 

분 이내 시간 이내 시간 이내 시간 이내 시간 이상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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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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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요자 설문조사B.2 2

가 설문 개요. 
ㅇ 설문대상

해경 수색구조 관계자 명 해경 본청 수색구조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동해 43 ( , , • 
해양특수구조대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 )

ㅇ 설문기간
년 월 일 월 일 2020 10 15 ~ 11 12• 

ㅇ 설문항목
해양 수색 구조 측면에서 악천후 강조류 악시계 기준- · / /
해양 로봇 도입시 운용가능한 최대 날개길이 무게- /
해양 로봇 도입시 요구되는 운용범위 요구 기능 형상 운용지점- , , , 
해양 로봇 도입 가격 및 활주로 제공 가능 여부- 

나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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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기획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은 (KIOST)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

기반 기술개발 사업기획AUV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고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출된 결과물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

하여 향후 해양수산부의 사업 도출시 활용할 예정이니R&D , 많은 참

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과제책임자 백승재 책임연구원KIOST 

제출방식 현장 제출 또는 이메일 회신: ▶ 

문의처 : KIOST▶ 정상기 선임연구원  (051-664-3045, jeongsk313@kiost.ac.kr)

기본 인적 사항□ 

기  관  명

성            별 남성    여성

연 령 대    대   대   대

소  속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 지자체 해경 해군 기타

최 종 학 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 공

직  책

해 당 분 야 경 력
최 종 학 위 이 후 년 이하    년    년    년    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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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해난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 투입 가능한 공중 수중 기동 ·

개발Flying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ㅇ 악천후 긴급 상황 시 출동 후 시간 내 전 해상 의 해상 수중 목표 · 1 (100km) ·

물 추적 및 초동대응을 위한 고속비행 해양무인이동체 개발

    ※ 잠수정을 가장 빨리 목표 위치로 보내기 위해 공중 비행하는 기술 개발

   - 악천후 악시계 악조류 상황에서 공중과 수중에서 자율운용이· · 가능 

한 무인이동체 기반기술 개발

ㅇ 단계 이동체 기반 기술 검증 1 : Flying AUV 

   - 로 시간 공중 비행 최대 수심에서 로 시간 수50km/h 0.5 , 10m 1knots 0.5

중 잠항이 가능한 이동체 기술 검증Flying AUV 

ㅇ 단계 이동체 개발 및 수중 자율운용 기술 개발 2 : Flying AUV 

   - 로 시간 공중 비행 최대 수심에서 로 시간 수150km/h 4 , 100m 6knots 4

중 잠항 구명장비 투하 등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 Flying AUV 

이동체 개발 및 수중 자율운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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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사항□ 

설문 응답요령 보기 문항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란네모칸에 기재

해양 수색 구조 측면에서 악천후의 기준은 함정 투입 불가 등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해양 수색 구조 측면에서 강조류의 기준은 잠수 개시 불가 등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해양 수색 구조 측면에서 악시계의 기준은 가시거리 기준

잠수부 팔 인식 불가

운용 가능한 최대 날개길이 는

운용 가능한 최대 무게는

요구되는 운용 범위는

요구되는 기능은 시급 순위 복수선택 가능

현장해상 광학 정보 침몰시 최종 위치 침몰 형상 수중 광학소나 정보 기타

요구되는 형상은

단일 동체 공중수중 분리형 기타

예상되는 운용 지점은

육상해경 등 관계기관 시설 육상 지점 해상해경 등 관계기관 선박 선상 등 육상 해상 모두

도입 가능한 최대 가격은

억 이하 억 억 억 억 이상

도입을 위해 별도의 활주로 확보 가능 여부

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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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기술 우선순위 설문조사B.3 

가 설문 개요. 
ㅇ 설문대상

산 학 연 전문가 • ‧ ‧
ㅇ 설문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 2021 01 26 02 02• 
ㅇ 설문항목

기술수요 조사 결과 도출된 후보기수르이 우선순위 설문 • 

나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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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AUV 
후보기술 우선순위 설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획연(KIOST) (KISTEP) 

구사업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기획AUV ”

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공양용형 에 관심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AUV

하여 향후 신규로 추진할 연구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수혜자 관련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를 ( , , )

대상으로 수행된 바 있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취합된 후보 기술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결과는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비밀33 (『 』 

의 보호 에 의거하여 수공양용형 개발사업의 기획연구 수행에 있어 기초) , AUV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① 

수요조사기한 제출기한 년 월 일부터 월 일 일간( ) : 2021 01 27 02 02 (7 )② 

조사방법 이메일: ③ 

제출 백승재 책임연구원 : ( 051-664-3040, baeksj@kiost.ac.kr )④ 

2021.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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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요조사 시행  
ㅇ 조사 대상 내부기획위원 및 외부 관련 전문가: 
ㅇ 조사 시기 년 월 : 2021 12
ㅇ 조사 결과 총 개의 기술개발 수요과제가 접수: 34 

□ 기술개발 수요과제 분류 및 통합 

번호 기술개발 수요 과제
1 연구선 및 해양과학기지 연동 운용 최적화 기술 개발AUV 
2 의 광역 운영을 위한 다중 홉 기반 해상 무선통신 기술 Flying AUV
3 기반 장거리 해양통신 기술Cloud-Radio Access Network (C-RAN) 
4 함정 또는 지상의 관제 시스템과 와의 오프로딩 기술 Flying AUV
5 장거리 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 기술
6 수중영상 융합시스템 및 입체가시화 기술 개발 
7 디지털 기반 수공양용형 시험평가 기술AUV 
8 가변 구조형 플랫폼 기술 개발 Transform 
9 수공양용형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유기반도체용 봉지막 기술 개발 AUV 
10 인공지능 기반 수중 위치 추정 기술 개발Flying AUV 
11 용 장거리 빅데이터 전송을 위한 영상 압축 및 변환 기술 개발Flying AUV
12 운용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개발Flying AUV (M&S) 
13 시각동기 음향신호를 이용한 수공양용형 의 수중합법 시스템 개발 AUV

14
위치정보 을 이용한 정보 획득 및 분석 Flying AUV fusion sonar 

를 이용한 운용기술 개발simulator
15 기반 천해역 수심측량 기법 개발 Flying AUV 
16 용 장거리 빅데이터 전송을 저궤도 위성 시스템 개발Flying AUV
17 수공양용형 를 위한 발수 방오 표면처리 된 고에너지밀도 리튬금속전지 개발AUV &
18 기체 형상 개발 Flying AUV 
19 덕트 프로펠러 시스템 개발Flying AUV 
20 조종면 구성 및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21 수공양용형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AUV ·
22 다중 협업 임무 기술flying AUV 
23 수중 절대 위치 및 상대위치 정밀 추정 기술
24 공중 차원 복합 정보 지도 및 최적 경로 생성 기술 3
25 해저 침몰 선박의 재구성 기반 상태 모니터링 기술3D 
26 소나 및 영상 학습 기반 수중 목표물 인식 및 추종 제어 기술
27 수공양용 의 수공전환 자율판단 및 제어 기술 개발AUV
28 수공양용 의 자율 임무관리 및 전환 기술AUV
29 기반 제주 해역 탐사 기술 개발FlyingAUV 
30 의 수 공 운용 변환에 따른 선체 설계 및 운용 기술Flying AUV -
31 고 충격하중을 견디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32 수공양용형 시스템 개발AUV Launcher 
33 수상 착륙시 천이를 위한 항법 좌표계 정렬 
34 수륙 양용 드론과 도킹AUV 

기술개발 수요과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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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된 개 기술의 유사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획위원회에서 분류 및 통합34
하여 12개의 기술개발 후보과제를 도출하였음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가중치 
ㅇ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적 , , 

파급성 경제적 파급성 정부지원 타당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 , 
각 항목별 주안점과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평가항목 평가의 주안점 가중치
기술개발 
필요성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가AUV ?•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와 연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AUV ?• 30

기술개발 
가능성

우리나라 연구 역량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가능성이 높은가?• 
세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가?• 20

기술적 
파급효과

등 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이 가능한가ICT 4 ?• 
다른 분야로 파급이 큰가?• 20

경제적 
파급효과

개발기술 성공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가?•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 선진 기술을 대체 및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가 있는가( ) ?•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가?• 

20

정부지원 
타당성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미래를 대비하는 모험적 기술 분야인가?•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새로이 확보하거나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 
인가?

10

소 계 100

우선순위 선정기준< >

번호 기술개발 후보과제 과제 개요

1
수공양용 활용 기술 AUV 

개발
수공양용 를 연구선이나 해양과학기지등과 연동하여 수심측량AUV , 

환경 생태 파악 등 다양한 활용 기술 개발/

2
수공양용 이동체 AUV 

개발
수공양용 기체 형상 추진 시스템 고 충격하중 수 공 변환에 따른 AUV , , -

특화 설계를 통한 이동체 개발

3
수공양용 운영시스템 AUV 

개발
수공양용 기체 운용을 위한 고신뢰 운영시스템 및 모델링AUV , 

시뮬레이션 시험평가 기술 개발, 

4
수공양용 를 위한 AUV

소재부품 개발
수공양용 최적화를 위한 유기반도체용 봉지막 기술 에너지원 기술AUV , , 

런쳐 시스템 개발

5
수공양용 무선 통신 AUV 

시스템 개발
수공양용 임무지원 및 제어를 위한 통신 장비 개발AUV 

6
수공양용 해상 광역 AUV 

무선통신 기술 개발
제어 정보 광역 전송이 가능한 무선 통신 기술 개발

7
수공양용  해상 영상 AUV 

통신 기술 개발
수공양용 다채널 영상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고속 무선통신 기술 AUV 

개발

8
기반 장거리 C-RAN 

해양통신 기술
기반 장거리 해양통신 기술Cloud-Radio Access Network (C-RAN) 

9
수공양용 항법 기술 AUV 

개발
수중과 공중 모두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중항법 센서 퓨전, , 

위치 추정 수공 천이 시 항법 좌표계 정렬 기술 등의 개발, 

10
수공양용 자율 제어 AUV 

기술 개발
자율운용을 위한 복합 정보 지도 및 최적 경로 생성 수공전환 자율 제어, , 

자율 임무관리 기술 개발

11
수공양용 목표물 AUV 
모니터링 기술 개발

소나 및 광학 기반 수중 영상 융합과 입체 가시화 및 수중 목표물 인신과 
추종 기술 개발

12
수공양용 자율성 AUV 
향상 원천기술 개발

이동체의 한정된 컴퓨팅 자원 제약하에서 신속한 연산을 위한 로드 
오프로딩 다중 이동체 협업 기술 목표물 재구성 기술 개발, , 3D 

기술 개발 후보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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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요청 

ㅇ 아래 표의 각 칸에 숫자로 표기

번
호 기술개발 후보과제

선정기준
기술 
개발 

필요성
(30)

기술 
개발 

가능성
(20)

기술적 
파급 
효과
(20)

경제적 
파급 
효과
(20)

정부 
지원 

타당성
(10)

계

1 수공양용 활용 기술 개발AUV 

2 수공양용 이동체 개발AUV 

3 수공양용 운영시스템 개발AUV 

4
수공양용 를 위한 소재부품 AUV

개발

5
수공양용 무선 통신 시스템 AUV 

개발

6
수공양용 해상 광역 무선통신 AUV 

기술 개발

7
수공양용  해상 영상 통신 AUV 

기술 개발

8 기반 장거리 해양통신 기술C-RAN 

9 수공양용 항법 기술 개발AUV 

10 수공양용 자율 제어 기술 개발AUV 

11
수공양용 목표물 모니터링 AUV 

기술 개발

12
수공양용 자율성 향상 AUV 

원천기술 개발

우선순위 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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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특허 분석 보충 자료C. 

보유특허 요지리스트The Boeing Company □ 
ㅇ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기술 - (AA) 

발명의 명칭 무인 항공기
출원인 BOEING CO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2-0142813/
10-2044033

출원일/
등록일

2012-12-10/
2019-11-06

기술 분야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 (AAB)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공개는 상승기류들로부터 에너지
를 수집할 수 있는 항공기 및 (UAV) 
무인 항공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에 관
한 것이다 활공 능력을 가진 무인 항. 
공기는 로터 에 의해 구동되도록 : (190)
배열된 발전기 및 배터리 를 (140); (200)
포함하고 무인 항공기는 에너지 수집 ,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고 에너지 수, 
집 모드에서 무인 항공기의 움직임이 , 
회전시킬 로터 를 구동하고 로터(190) , 

가 발전기 를 구동하고 발전(190) (140) , 
기 가 배터리 를 충전하고 에(140) (200) ; 
너지 수집 모드에서 발전기 의 , (140)
회생제동은 무인 항공기의 전진 속도
를 감소시켜서 전기를 생성하고 무인 
항공기가 미리 정해진 고도 위로 비
행하는 것을 방지한다.

지리적 영역 내에서 활공 (geographic region) 
능력 을 가진 무인 항공기(gliding capability)

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서 무인 항공기(10) , 
는 로터 에 의해 구동되도록 배(10) (rotor)(190)

열된 발전기 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최(140) , :
대 고도 역치 위로는 무인 (altitude threshold) 
항공기 가 비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데(10) , 
상기 최대 고도 역치를 지리적 영역에 대해 정
의하는 단계 지리적 영역 내에서 적어도 하나;
의 상승기류의 위치를 식별하는 단계 식별된 ;
상승기류 내에서 무인 항공기 를 움직이는(10)

단계 및로터의 회생제동(manoeuvring) ; 
에 의해 상승기류 내에(regenerative braking)

서 무인 항공기 의 움직임으로부터 에너지(10)
를 수집하여 고도를 최대 고도 역치에서 또는 , 
최대 고도 역치 아래에서 유지하는 단계를 포
함하고 상기 에너지를 수집하는 것은 무인 항,
공기 의 경사각 을 조절하여 무(10) (bank angle)
인 항공기 가 따르는 루프형 트랙의 (10) (looped) 
반지름을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획득률을 제어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기를 작동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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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제 및 운영시스템 기술 (AB) 

발명의 명칭 MANAGEMENT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출원인 BOEING CO 출원국가 E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19-152985/
3505871

출원일/
공개일

2011-09-13/
2019-07-03

기술 분야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ABA) 법적상태 등록예정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 method and apparatus for 
managing a flight of an aircraft. 
Conditions in an environment 
around the aircraft are 
monitored during the flight of 
the aircraft. In response to 
detecting a number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around the 
aircraft, determining whether the 
changes affect a current route. 
If so, a determination is then 
made as to whether the aircraft 
has the capability to make 
changes to the route in 
response to the number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In 
response to a determination 
that the aircraft has the 
capability to make changes to 
the route, making changes to 
the route using a route analysis 
and planning process and a 
resource allocation process 
before returning to the 
monitoring step. 

A method for managing a mission during a 
flight of an aircraft, the method comprising: 
monitoring (1000) an environment around the 
aircraft for changes in the environment; 
determining (1002) whether a number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around the aircraft 
have been detected; responsive to a 
determination that a number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around the aircraft have been 
detected, determining (1004) whether the 
number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around 
the aircraft affect a current route for the aircraft; 
responsive to a determination that a number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around the aircraft 
affect a current route for the aircraft, 
determining (1008) whether the aircraft has the 
capability to make changes to the route for the 
aircraft in response to the number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responsive to the determination 
that the aircraft has the capability to make 
changes to the route for the aircraft in response 
to the number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making (1010) changes to the current route 
using a route analysis and planning process and 
a resource allocation process; and then returning 
to the step of monitoring (1000) an environment 
around the aircraft for changes in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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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제 및 운영시스템 기술 (AB) 

발명의 명칭 System for shipboard launch and recovery of unmanned aerial 
vehicle (UAV) aircraft and method therefor

출원인 BOEING CO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2/059389/
2009-0242693

출원일/
공개일

2008-03-31/
2009-10-01

기술 분야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B)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 system to launch and recover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aircraft has a pole member 
attached to a deck of a ship. An 
arm member is attached to the 
pole member and extends away 
from the pole member in an 
approximately horizontal direction. 
The arm member is able to move 
rotationally and vertically on the 
pole member. An attachment 
mechanism is attached to a distal 
end of the arm member for 
holding and capturing the UAV 
aircraft. Momentum of the UAV 
aircraft causes the arm member to 
move rotationally around and 
vertically on the pole member 
when the UAV aircraft is coupled 
to the attachment mechanism.

1. A system to launch and recover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aircraft 
comprising: a pole member attached to a 
deck of a ship;an arm member attached to 
the pole member and extending away from 
the pole member in an approximately 
horizontal direction, the arm member being 
able to move rotationally around the pole 
member and vertically up and down the pole 
member; andan attachment mechanism 
attached to a distal end of the arm member 
for releasably holding, launching, and 
capturing the UAV aircraft;wherein 
momentum of the UAV aircraft causes the 
arm member to move rotationally around 
and vertically on the pole member when the 
UAV aircraft is coupled to the attach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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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제 및 운영시스템 기술 (AB) 

발명의 명칭 Management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출원인 BOEING CO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2/881292/
2012-0065881

출원일/
공개일

2010-09-14/
2012-03-15

기술 분야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C)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 method and apparatus for 
managing a flight of an aircraft. 
Conditions in an environment around 
the aircraft are monitored during the 
flight of the aircraft on a route 
having a number of target points. In 
response to detecting a condition 
requiring a change to the route of 
the aircraft, current resources for the 
aircraft are identified. A 
determination is made as to whether 
changing the route reduces the 
number of target points that can be 
reached based on the current 
resources for the aircraft. In 
response to a determination that 
changing the route reduces the 
number of target points that can be 
reached, the route is changed to 
include a portion of the number of 
target points using the condition 
and a policy.

1. A method for managing a flight of an 
aircraft, the method comprising: monitoring 
for conditions in an environment around the 
aircraft during the flight of the aircraft on a 
route having a number of target 
points;responsive to detecting a condition 
requiring a change to the route of the 
aircraft, identifying current resources for the 
aircraft;determining whether changing the 
route reduces the number of target points 
that can be reached based on the current 
resources for the aircraft; andresponsive to a 
determination that changing the route 
reduces the number of target points that 
can be reached, changing the route to 
include a portion of the number of target 
points using the condition and 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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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Autonomous underwater navigation
출원인 BOEING CO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2/605326/ 출원일/
공개일

2009-10-24/

기술 분야 수중 측위 기술(ACA)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Systems and methods for autonomous 
underwater navigation are disclosed. In 
one embodiment, a system for 
autonomous underwater navigation 
comprises an underwater 
communication network, at least one 
master controller node coupled to the 
underwater communication network, at 
least one network docking node 
coupled to the underwater 
communication network, and at least 
one submersible vehicle for 
underwater mapping at least a portion 
of a floor of a body of water. The 
submersible vehicle comprises a 
geolocation module to establish a 
geographic reference for at least one 
location in the underwater geographic 
region and an image collection 
module to collect images of an 
underwater geographic region 
proximate the geographic reference.

1. A submersible vehicle for autonomous 
underwater navigation of at least a 
portion of a floor of a body of water, 
comprising: a geolocation module to 
establish a geographic reference for at 
least one location in the underwater 
geographic region; andan image collection 
module to collect images of an 
underwater geographic region proximate 
the geographic reference,wherein the 
submersible vehicle comprises a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module to 
establish a geolocat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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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Lateral avoidance maneuver solver

출원인 BOEING CO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2/617822/
2011-0118980

출원일/
공개일

2009-11-13/
2011-05-19

기술 분야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 system on-board an unmanned aerial 
vehicle for controlling a lateral 
maneuver to avoid a loss of separation 
between the unmanned aerial vehicle 
and an intruder into its airspace. The 
system receives as inputs the desired 
miss distance, desired bank angle, state 
vectors for the unmanned aerial vehicle, 
wind, and an intruder, and a target 
vector; and outputs a lateral route 
change which will achieve the desired 
miss distance and return the unmanned 
aerial vehicle back to path. In one 
embodiment, the system comprises a 
computer programmed with software 
that runs automatically and guides the 
unmanned aerial vehicle to perform a 
lateral maneuver that avoids loss of 
separation. In another embodiment, the 
software runs automatically and advises 
a pilot on the ground (who is flying the 
drone by remote control) that a 
maneuver is about to happen, which 
maneuver the pilot can either accept or 
reject.

1. A flight control system comprising 
control logic for causing a first aerial 
vehicle to maneuver laterally to avoid a 
second aerial vehicle, said control logic 
comprising: first calculating means for 
calculating a time when a loss of 
separa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aerial vehicles will occur;second 
calculating means for calculating a start 
time and a trajectory of a lateral 
maneuver by which the first aerial 
vehicle could avoid the loss of 
separation, said start time preceding said 
predicted time; andmeans for outputting 
commands for controlling the first aerial 
vehicle to begin a first turn at said start 
time and then follow a flight path 
defined by said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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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무인 항공기 비행 제어 시스템

출원인 BOEING CO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7-0007878/
10-2017-0109488

출원일/
공개일

2017-01-17/
2017-09-29

기술 분야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ACC)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무인 항공기 의 비행을 제어하기 위(10)
한 기내 시스템 시스템은 무인 항공. : 
기 의 비행을 제어하기 위해 구성된 (10)
비행 관리 시스템 과 임무를 수행(40) ; 
하도록 무인 항공기 를 안내하기 위(10)
해 비행 관리 시스템 에 명령을 보(40)
내도록 구성된 임무 제어 모듈 안(2); 
전 모드에서 비행하도록 무인 항공기

를 안내하기 위해 비행 관리 시스(10)
템 에 명령을 통신하도록 구성된 안(40)
전 모듈 비행 관리 시스템 이 임(8); (40)
무 제어 모듈 로부터 명령을 수신하(2)
는 임무 상태와 비행 관리 시스템(40)
이 안전 모듈 로부터 명령을 수신하(8)
는 안전 상태 사이에서 전환가능한 통
신 제어 구성요소 및 모드의 변경(6); 
을 보장하는 트리거 상황이 존재하는
가 아닌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트리거 
상황이 존재할 때 통신 제어 구성요소

가 임무 상태에서 안전 상태로 전환(6)
되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모니터 모듈

을 구비하여 구성된다(4); .

무인 항공기 의 비행을 제어하기 위한 기내 (10)
시스템으로 무인 항공기 의 비행을 제어하기 : (10)
위해 구성된 비행 관리 시스템 과 임무를 수행(40) ;
하도록 무인 항공기 를 안내하기 위해 비행 (10)
관리 시스템 으로 어드레스되는 명령을 내리(40)
는 것에 의해 임무를 관리하도록 구성된 임무 
제어 모듈 안전 모드에서 안전하게 비행을 계(2);
속하도록 무인 항공기 를 안내하기 위해 비행 (10)
관리 시스템 으로 어드레스되는 명령을 내리(40)
도록 구성된 안전 모듈 비행 관리 시스템(8); (40)
이 임무 제어 모듈 로부터 명령 통신을 수신하(2)
는 임무 상태와 비행 관리 시스템 이 안전 모(40)
듈 로부터 명령 통신을 수신하는 안전 상태 사(8)
이에서 전환가능한 통신 제어 구성요소 및임(6); 
무 모드에서 안전 모드로 모드의 변경을 보장하
는 트리거 상황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트리거 상황이 존재할 때 통신 제어 
구성요소 가 임무 상태에서 안전 상태로 전환(6)
되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모니터 모듈 을 구비(4);
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기의 
비행을 제어하기 위한 기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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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 통신 지원(AD)

발명의 명칭 Secure and disruption-tolerant communications for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출원인 BOEING CO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5/724831/
2019-0103960

출원일/
공개일

2017-10-04/
2019-04-04

기술 분야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ADC)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n underwater communications 
system includes a network 
communication interface, one or 
more computer processors, and 
a memory containing computer 
program code that, when 
executed by operation of the 
one or more computer 
processors, performs an 
operation. The operation includes 
storing a plurality of data 
packets to be transmitted to a 
destination device, determining 
that data communications over 
the network communication 
interface have become available 
for a first network node, and 
determining that the first 
network node has a valid 
security credential that has not 
been revoked by an access 
granting authority. Additionally, 
the operation includes, upon 
determining that the first 
network node has the valid 
security credential, transmitting 
the stored plurality of data 
packets over the network 
communication interface to the 
first network node. The first 
network node is configured to 
employ store-carry-and-forward 
data messaging techniques to 
transmit the plurality of data 
packets towards the destination 
device.

1. An underwater communications system, comprising: a 
network communication interface;one or more computer 
processors; anda memory containing computer program 
code that, when executed by operation of the one or 
more computer processors, performs a first operation 
comprising:storing a plurality of data packets to be 
transmitted to a destination device;determining that data 
communications over the network communication 
interface have become available for a first network 
node;determining that the first network node has a valid 
security credential that has not been revoked by an 
access granting authority; andupon determining that the 
first network node has the valid security credential, 
transmitting the stored plurality of data packets over the 
network communication interface to the first network 
node, wherein the first network node is configured to 
employ store-carry-and-forward data messaging 
techniques to transmit the plurality of data packets 
towards the destination device,wherein the access 
granting authority is further configured to perform a 
second operation comprising:receiving an identifier, an 
address, and proof of identification associated with the 
underwater communications system;generating a private 
decryption key that is unique to the underwater 
communications system; andgenerating a public master 
key and an access denial master key for use in verifying 
revoked access to the public master key or the private 
decryption key, wherein the private decryption key, the 
public master key and the access denial master key are 
configured for storage in the underwater communication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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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특허 요지리스트US NAVY □ 
ㅇ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 (AA)

발명의 명칭 Unmanned underwater vehicle tailcone assembly

출원인 US NAVY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1/099778/ 출원일/
공개일

2005-04-04/

기술 분야 수중 공중 이동 기체- (AAA)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 tailcone assembly for an undersea 
vehicle includes a first tailcone portion 
having a cavity and a second tailcone 
portion positionable in and axially 
extensible from the cavity. An extensible 
drive shaft is provided for joining the 
vehicle's engine to a propeller. The 
extensible drive shaft includes a first 
drive shaft joined to the engine, and a 
second drive shaft rotating with the first 
drive shaft. The second drive shaft is 
supported by the second tailcone 
portion and is axially extensible from the 
first drive shaft upon deployment of the 
second portion. The propeller is 
positioned on the second drive shaft 
outside the second portion. A biasing 
means is provided between the tailcone 
portions for deploying the second 
portion.

1. A tailcone assembly for a vehicle 
comprising: a first portion defining a 
cavity and being fixable to the vehicle; 
a second portion disposed within the 
first portion cavity and slidably 
moveable therein, upon launch of the 
vehicle, to an exposed position 
extending aft from the vehicle; a coil 
spring disposed in the cavity and 
biasing said second portion toward the 
exposed position; and a propulsor 
joined to said second portion and 
moveable with said second portion to 
the expose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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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 (AA)
발명의 명칭 Three-dimensional vortex wake cancelling jet propulsion method

출원인 US NAVY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0/457693/ 출원일/
공개일

2003-05-19/

기술 분야 수중 공중 동력원 -
제공 제어/ (AAB)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n underwater propulsion 
system and method are more 
efficient and reduce vortex 
wake effects. A submersible 
has a cylindrically-shaped hull, 
a nose portion connected 
forward and a 
sinusoidal-shaped tapered 
portion aft coaxially 
symmetrically disposed around 
a longitudinally extending axis. 
The tapered portion has a 
leading end the same 
diameter as the hull, a 
symmetrical apex at its trailing 
end on the longitudinal axis, 
and symmetrical rounded 
laterally extending contours 
and rounded longitudinally 
extending contours. An 
internal pump creates volumes 
of pressurized water from 
ambient water for 
equal-distantly-spaced-apart 
jets extend through the 
tapered portion in a 
circumferential row extending 
around the tapered portion. 
The jets point in an 
asymptotical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a down slope 
surface of the tapered portion 
and emit jetted water that 
creates a spinning toroidal 
vortex of swirling jetted water 
along the down slope of the 
tapered portion.

1. An underwater propulsion system: a submersible 
having a cylindrically-shaped hull and a nose 
portion connected forward on said hull; a tapered 
portion having a coaxially tapered curvature 
surface mounted aft on said hull, said hull, nose 
portion and aft tapered curvature surface portion 
being coaxially symmetrically disposed around a 
common longitudinally extending axis, said 
coaxially disposed aft tapered curvature surface 
portion having a leading end essentially the same 
diameter as said hull and a symmetrical apex at 
its trailing end on said longitudinal axis, and said 
aft tapered curvature surface portion having 
symmetrical rounded lateral contours laterally 
disposed from said longitudinal axis and rounded 
longitudinal contours extending from said leading 
end to said symmetrical apex; a high-volume 
pump sealed and secured to the inside of said 
leading end to extend across said aft tapered 
curvature portion to create volumes of pressurized 
water from ambient water; and a plurality of 
equal-distantly-spaced-apart jets extending through 
said aft tapered curvature surface portion and 
being arranged in a circumferentially extending 
row around said aft tapered curvature surface 
portion, each of said jets being angled to point 
outwardly from said aft tapered curvature surface 
portion, and emitting jetted water from said 
volumes of pressurized water to form a spinning 
toroidal vortex of swirling jetted water on a down 
slope surface of said aft tapered curvature surface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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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제 및 운영시스템 (AB)

발명의 명칭 Launch and recovery system for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출원인 US NAVY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0/663058/ 출원일/
공개일

2003-09-15/

기술 분야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B)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 launch and recovery system 
for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UUV) includes a 
watercraft with a stern endwall 
movable between a vertical 
position and a ramp position 
that is angled downward 
toward the water surface. A 
storage platform mounted on 
the watercraft and terminating 
at the stern endwall defines a 
storage area for UUVs. An arm 
is pivotally mounted to the 
watercraft at a position 
forward of the storage 
platform. The arm has an 
outboard end that can be 
extended to positions aft of 
the watercraft and on either 
side thereof. The arm is also 
retractable such that its 
outboard end is positionable 
over the storage platform. A 
capture mechanism is mounted 
to the outboard end of the 
arm and is used to capture a 
UUV that maneuvers thereto in 
the water. A homing 
mechanism is coupled to the 
arm and is used to transmit a 
homing signal through the 
water for use by the UUV in 
maneuvering towards the 
capture mechanism.

1. A launch and recovery system for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UUV), comprising: a 
watercraft capable of navigating on a water 
surface, said watercraft having a stern endwall 
movable between a first position and a second 
position, said stern endwall being substantially 
vertical in said first position and being angled 
downward and away from said watercraft to 
define a ramp that extends toward the water 
surface in said second position; a storage 
platform mounted on said watercraft for defining 
a storage area for at least one UUV, said storage 
platform having a forward end and an aft end 
wherein said aft end terminates at said stern 
endwall; an arm pivotally mounted to said 
watercraft at a position forward of said storage 
platform, said arm having an outboard end that 
can be extended to positions aft of said 
watercraft and on either side thereof based on a 
pivot position of said arm, said arm being 
retractable such that said outboard end is 
positionable over said storage platform; capture 
means, mounted to said outboard end of said 
arm, for capturing a UUV that maneuvers thereto; 
and homing means coupled to said arm for 
transmitting a homing signal through the water 
for use by the UUV in maneuvering to said 
captur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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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LOST 2 a positioning system for under water vessels—

출원인 US NAVY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09/905706/ 출원일/
공개일

2001-05-11/

기술 분야 수중 측위 기술(ACA)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 system for the accurate determination of the 
position of an underwater vehicle comprising a 
system observer subsystem having a state velocity 
update module, a terrain matching module, means 
for generating a prediction of the terrain matching 
module's performance and a constrained extended 
Kalman filter subsystem. The constrained extended 
Kalman filter subsystem includes a steady state 
extended Kalman filter, a non-linear constraint 
module, and a state predictor. The system observer 
integrates bathymetry data corresponding to the 
area of the submersible vehicle, with the vessel's 
measured ocean depth, the vessel's predicted state, 
the vessel's measured velocity into a terrain based 
state estimate, a final predicted state, the Kalman 
filter takes the terrain based state estimate, the final 
predicted state, the measured slant range and the 
location of the known point and computes the final 
estimate of the vessel's position and a prediction of 
the vessel's position at the next time step. A 
method for the accurate determination of the 
position of at least one underwater vehicle 
comprising the steps of (1) acoustically coupling at 
least one underwater vehicle to a sea borne position 
marker having a known position; (2) predicting the 
at least on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based on 
a past estimate of th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and an estimate of its velocity over the sea bottom; 
(3) estimating th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utilizing measured ocean depth at th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bathymetry data and the 
underwater vehicle's predicted position in a single 
point terrain match; (4) computing a estimate of th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based on the 
prediction of the at least on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based on vehicle dynamics and the 
estimated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based on 
ocean depth and bathymetry data; and (5) 
computing a corrected estimate of the at least one 
submersible vehicle's position that utilizes the 
estimate of th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and a 
measured slant range from the at least one 
submersible vehicle to the sea borne position marker 
whose position is known.

1. A system for the accurate 
determination of the position of an 
underwater vehicle comprising: a sea 
borne position marker having a 
known position; at least one 
underwater vehicle acoustically 
coupled to the single position 
marker; a system observer comprising 
a state updater for predicting th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967;n, based on a past estimate 
of th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967;n|n&minus;1 and an estimate 
of the underwater vehicle's velocity 
over the sea bottom, and a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to 
estimate th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MLE(n), utilizing measured 
ocean depth at th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bathymetry data 
and the underwater vehicle's 
predicted position based on a past 
estimate of th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and an estimate of the 
underwater vehicle' velocity over the 
sea bottom, &#967;n in a single 
point position match; an extended 
Kalman filter that takes state 
updater's estimate of th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967;n, and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s 
estimate of the underwater vehicle's 
position, MLE(n), and computes a 
linear Kalman filter position estimate 
at time (n), &#967;n|n; and a range 
corrector that utilizes the linear 
Kalman filter position estimate at 
time (n), &#967;n|n, a sea borne 
position marker, and a measured 
slant range from the at least one 
submersible vehicle to the sea borne 
position marker and computes a final 
estimate of the at least one 
submersible vehicle's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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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Method for finding range and bearing to underwater object

출원인 US NAVY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3/152376/
2011-0255374

출원일/
공개일

2011-06-03/
2011-10-20

기술 분야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 method for 
localizing the range 
and bearing of a 
distant underwater 
object includes firing 
a preselected number 
of supercavitating 
p r o j e c t i l e s 
sequentially from a 
firing location such 
that each projectile 
tracks along 
substantially the 
same trajectory. 
S u p e r c a v i t a t i n g 
pellets are dispersed 
from a projectile at a 
pre-selected range. 
Acoustic signals are 
sensed to detect 
acoustic signals 
caused by 
supercavitating pellet 
impact with an 
object. These signals 
can be processed to 
determine the range 
and bearing to the 
object. In further 
steps the range and 
bearing can be used 
to aim the projectiles.

1. A method for localizing the range and bearing of a 
distant underwater object, the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firing a preselected number of supercavitating projectiles 
sequentially with each supercavitating projectile tracking 
along substantially the same trajectory, each supercavitating 
projectile further being preset to disperse a plurality of 
supercavitating pellets stored therein over a wide volume 
pattern that spreads orthogonal to said trajectory at a 
unique, pre-selected range from the firing location, the 
plurality of volume patterns thus produced by said 
corresponding supercavitating projectiles further being 
closely spaced along said trajectory, whereby a small 
number of projectiles thus serves to cover a large volume 
along and across said trajectory;sensing acoustic signals 
produced by supercavitating pellet impact with the distant 
underwater object to obtain acoustic signal return data 
using an acoustic sensor located proximate the firing 
location, said pellet impact producing a detectable 
characteristic bubble collapse signature return of higher 
amplitude and distinctive pulse length; andprocessing said 
acoustic signal return data using a signal processing system 
connected to said acoustic sensor to determine object 
range and bearing data from said acoustic signal retur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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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Method of generating images to aid in the detection of 
manmade objects in cluttered underwater environments

출원인 US NAVY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0/196392/ 출원일/
공개일

2002-07-16/

기술 분야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ACD)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n underwater image area 
is illuminated with light 
generating elastic scattering 
from manmade objects and 
naturally-occurring features, 
and fluorescence from 
naturally-occurring features. 
Local standard deviation 
(LSD) images are formed 
using the elastic scattered 
and fluorescent light. 
Elements of each LSD image 
are compared to threshold 
criteria to generate: i) first 
binary images having first 
image state portions 
indicating manmade objects 
and naturally-occurring 
features, and ii) second 
image state portions 
indicating background. The 
first binary images are 
logically combined 
generating a composite 
image mask. Statistical 
threshold criteria for each 
fluorescence-based image is 
generated using only 
portions identified by 
portions of the composite 
image mask indicating of 
background. Elements of 
each fluorescence-based 
image are compared to 
statistical threshold criteria 
to generate second binary 
images. At least two second 
binary images are logically 
combined to generate a 
binary manmade object 
image mask delineates 
between manmade objects 
and everything else.

1. A method of generating an isolated image of manmade objects 
residing in an underwater environment, comprising the steps of: 
illuminating an image area underwater with light of a wavelength 
selected to generate elastic scattering of said light when incident on 
manmade objects and on naturally-occurring environmental features, and 
to generate fluorescence substantially only when incident on said 
naturally-occurring environmental features; sensing said elastic scattering 
of said light from said image area at said wavelength; forming an image 
of said image area using said elastic scattering of said light; sensing 
light indicative of said fluorescence at a plurality of fluorescence 
wavelengths; forming a fluorescence-based image of said image area at 
each of said plurality of fluorescence wavelengths wherein a plurality of 
fluorescence-based images are generated; forming a local standard 
deviation (LSD) image of said image area based on each of said image 
and said plurality of fluorescence-based images wherein a plurality of 
LSD images are generated; comparing each element of each of said 
plurality of LSD images to a threshold criteria to generate a 
corresponding plurality of first binary images, each of said plurality of 
first binary images defined by elements at one of a first image state and 
a second image state as determined by said step of comparing, wherein 
portions of each of said plurality of first binary images at said first 
image state are indicative of said manmade objects and said 
naturally-occurring environmental features, and wherein portions of each 
of said plurality of first binary images at said second image state are 
indicative of background in said image area that is neither said 
manmade objects or said naturally-occurring environmental features; 
logically combining said plurality of first binary images to generate a 
composite image mask, wherein portions of said composite image mask 
indicative of said background have the same binary value; generating a 
statistical threshold criteria for each of said plurality of 
fluorescence-based images using only portions thereof identified by said 
portions of said composite image mask; comparing each element of each 
of said plurality of fluorescence-based images to said statistical threshold 
criteria corresponding thereto to generate a corresponding plurality of 
second binary images, each of said plurality of second binary images 
defined by elements at one of a first image state and a second image 
state as determined by said step of comparing, wherein only portions of 
each of said plurality of second binary images at said first image state 
are indicative of said manmade objects; and logically combining at least 
two of said plurality of second binary images to generate a binary 
manmade object image mask, wherein first portions of said binary 
manmade object image mask indicative of said manmade objects have 
the same binary value while second portions of said manmade object 
image mask not indicative of said manmade objects have a different 
binary value than said first 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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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 통신 지원 (AD)

발명의 명칭

PERSISTENT SURVEILLANCE UNMANNED AERIAL VEHICLE AND 
LAUNCH/RECOVERY PLATFORM SYSTEM AND METHOD OF 
USING WITH SECURE COMMUNICATION, SENSOR SYSTEMS, 
TARGETING SYSTEMS, LOCATING SYSTEMS, AND PRECISION 

LANDING AND STABILIZATION SYSTEMS
출원인 US NAVY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5/885152/
2019-0086920

출원일/
공개일

2018-01-31/
2019-03-21

기술 분야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ADC)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pparatus and methods are 
provided for providing 
persistent aerial vehicle 
surveillance capabilities, 
including launch and 
recovery platforms, secured 
communication, sensor 
systems, targeting systems, 
locating systems, and 
precision landing and 
stabilization systems for 
such uses as assisting with 
base defenses, monitoring 
parking lots or facilities, 
providing security 
monitoring, assisting farmers, 
performing recon of enemy 
beaches or use by mortar 
teams in hostile fields of 
operations. One 
embodiment can include an 
aerial surveillance system 
using an aerial short wave 
infrared surveillance system 
platform for use when quick 
response in reaction to 
real-time conditions is 
preferred while relaying the 
geo-location and other 
monitoring assistance via a 
wireless, fiber optic type 
link, or an ADHOC GPS 
system. Embodiments of this 
disclosure provides a user 
with precise targeting, 
without manned air assets, 
and a highly mobile base of 
operations with swift 
relocation possibilities in a 
denied or hostile 
environment.

1. A persistent surveillance and launch/recovery system comprising: an 
aerial vehicle (AV) comprising: an airframe;a propulsion system coupled 
to said airframe that comprises at least one propeller configured to 
provide lift for said AV to maintain flight;at least one electric motor 
coupled to the at least one propeller;a flight control system configured 
to orient and control the at least one propeller or fan system based on 
flight control inputs;at least one landing gear structure adapted to 
support the AV in a stable configuration when landing;an electrical 
power system coupled to said airframe that comprises at least one 
power input that provides power to said electric motor;a guidance, flight 
instrumentation, and navigation system comprising a controller, memory, 
altimeter, geospatial position sensor, machine instructions for controlling 
the flight control system and the at least onea sensor system coupled to 
said airframe that comprises: at least one camera;a camera position 
control system to orient the camera field of view in a direction based 
on position control commands;one or more AV lasers; andat least one 
gimbal stabilizer, wherein the gimbal stabilizer is coupled to said camera 
and said camera is configured to record images and transmit said 
images to a heads-up display; anda computer system coupled to said 
airframe;one or more communications systems, wherein the 
communications system is configured to provide communications 
between said AV and at least some of its onboard systems and a 
ground station, wherein the computer system comprises a controller 
configured to receive control inputs for the AV to control one or more 
onboard system from the ground station and update or execute machine 
readable instructions stored on at least the computer system;a 
deployable operating platform system comprising: a first module;a 
second module coupled to the first module on or adjacent to a first 
side of the second module, the second module comprising: a second 
module control system mounted on or within the second module, the 
second module control system further includes at least one I/O interface 
and a controller or processor, a communication system, and a data 
storage system;a power system comprising a plurality of electrical power 
storage cells and a power transfer system comprising a tether coupled 
to the AV system that delivers power from the plurality of electrical 
power storage cells to the AV upon demand; andwherein said second 
module comprises a launch and recovery base station, a tether, and a 
slip ring assembly, wherein said AV rests on said launch and recovery 
base station, wherein said AV is coupled to an end of said tether, and a 
second portion of said tether is coiled around a rotation mechanism, 
wherein said rotation mechanism comprises a feed guide motor, wherein 
said feed guide motor is coupled to and rotates said rotation 
mechanism allowing said tether to be wound or unwound from said 
rot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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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특허 요지리스트ATLAS ELEKTRONIK □ 
ㅇ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 (AA)

발명의 명칭 무인의 수중 비행체

출원인 ATLAS ELEKTRONIK GMBH 출원국가 JP
출원번호/
등록번호

2007-545883/
5038903

출원일/
등록일

2005-12-02/
2012-07-13

기술 분야 수중 공중 이동 기체- (AAA)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요약 무인의 수중 비행체【 】 
로서 내압껍질과 구동 유닛, 
과 내압껍질에 배치된 적어
도 하나의 부속 기구 예를 , 
들어 프로펠러용 보호 장치

가 마련되어 있는 형식(15)
의 것에 있어서 수중 비행
체의 트림 조정 위치를 변
경하는 것 없이 부속 기구
를 교환하거나 또는 부가적, 
인 부속 기구를 내압껍질에 
배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기 위해 부속 기구 가 부, (15)
력체 에 단단하게 결합되(16)
어 있고 상기 부력체 가 (16)
물의 밀도에 비해 작은 밀
도를 가지고 있다 부력체. 

의 밀도 및 체적은 수중(16)
에서 부속 기구 와 부력(15)
체 에 작용하는 부력이 (16)
부속 기구 와 부력체(15) (16)
에 작용하는 중력을 보상하
도록 설정되어 있다.

청구항 무인의 수중 비행체로서 내압껍질 과 구동 1 , (11)【 】
유닛과 내압껍질 에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부속 기구(11)
가 마련되어 있는 형식의 것에 있어서 구동 유닛이 복수
의 프로펠러 구동 장치 를 가지고 있고 상기 프로펠(12)
러 구동 장치 가 내압껍질 의 외부에 분배되어서 (12) (11)
배치된 구동관 내에 수용되어 있고 프로펠러 만이 (14) , (13)
관단 측에서 상기 구동관 에서 돌출되어 있고 각 프(14)
로펠러 구동 장치 에 부속 기구로서 상기 프로펠러 (12)
구동 장치 의 프로펠러 를 둘러싸는 프로펠러용 보(12) (13)
호 장치 가 대응하고 있어 각 구동관 에 부력체로(15) , (14)
서 상기 프로펠러용 보호 장치 에 단단하게 결합된 (15)
부력관 이 씌워 끼울 수 있어 있고 상기 부력체가 물(16)
의 밀도에 비해 작은 밀도를 가지고 있고 부력체의 밀도 
및 체적은 수중에서 부력체를 구비한 부속 기구에 작용
하는 부력이 부속 기구와 부력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보
상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의 수
중 비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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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제 및 운영시스템 (AB)

발명의 명칭 무인의 수중 비행체의 강하 및 트래킹을 위한 장치

출원인 ATLAS ELEKTRONIK GMBH 출원국가 JP
출원번호/
등록번호

2008-543671/
4686610

출원일/
등록일

2006-09-27/
2011-02-18

기술 분야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ABA)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요약 수중 비행체 의 강(10)【 】 
하 및 트래킹을 위한 장치는 
지지 케이블 의 단부에 배(17)
치된 캐리어 와 이 캐리어(12)

에 배치된 수중 비행체(12) , 
를 분리하기 위해 제어 가(10)

능한 지지 부재 를 이용하(13)
여 수중 비행체 를 수용하(10)
기 위한 지지 장치 와 수중(13)
에 투입된 수중 비행체 의 (10)
음향적인 위치 결정을 위해 
캐리어 에 배치된 트래킹 (12)
장치 를 가지고 있다 작은 (25) . 
플랫폼에서의 취급에 적합하
고 트래킹 장치 의 음향적(25)
으로 방해되지 않는 작업을 
보증하는 경량으로 콤팩트한 
강하 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트래킹 장치 는 길이 방향(25)
으로 연장되어서 형성된 캐리
어 의 소정 단부에 배치되(12)
어 있고 캐리어 는 그 중, (12)
앙의 길이 방향 영역에서 지
지 케이블 에 추착되어 있(17)
다 선회 장치가 지지 장치. 

로부터의 수중 비행체(13) (10)
의 절단 후에 강하 위치에서 
트래킹 위치로 트래킹 장치

를 구비한 캐리어 를 (25) (12)
선회시킨다.

청구항 무인의 수중 비행체 의 강하 및 트래킹을 1 (10)【 】
위한 장치로서 지지 케이블 의 단부에 배치된 캐리, (17)
어 를 가지고 있고 수중 비행체 를 지지하기 위(12) (10)
해 상기 캐리어 에 배치된 지지 장치 를 가지고 (12) (13)
있고 물 중에 배치된 수중 비행체 를 음향적으(40) (10)
로 위치 결정하기 위해 상기 캐리어 에 배치된 트래(12)
킹 장치 를 가지고 있고 상기 보관유지장치 가 (25) (13)
상기 지지 장치 에서 수중 비행체 를 해방하기 (13) (10)
위해 제어 가능한 지지 부재 를 가지고 있는 형식의 (13)
것에 있어서 상기 트래킹 장치 가 가늘고 길게 형성(25)
된 상기 캐리어 의 소정 단부에 배치되어 있고 상기 (12)
캐리어 가 그 중앙의 길이 영역에서 상기 지지 케이(12)
블 에 선회 가능하게 추착되어 있고 상기 보관유지(17)
장치 로부터의 수중 비행체 의 해방 후에 수중 (13) (10)
비행체 를 강하하는 강하 위치에서 상기 유지 케이(10)
블 에 마련된 캐리어추착점의 바람직하게는 최대로 (17)
하측에서 상기 트래킹 장치 가 위치하는 트래킹 위(25)
치로 상기 캐리어 를 선회시키기 위해 작동 가능한 (12)
선회 장치 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30)
인의 수중 비행체의 강하 또는 트래킹을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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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제 및 운영시스템 (AB)

발명의 명칭 Unmanned underwater vehicle and method for recovering such 
vehicle

출원인 ATLAS ELEKTRONIK GMBH 출원국가 EP
출원번호/
등록번호

2010-190887/
2452868

출원일/
등록일

2010-11-11/
2013-01-02

기술 분야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B)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The invention relates to an unmanned 
underwater vehicle and a method for 
recovering an unmanned underwater 
vehicle.An unmanned underwater vehicle (1) 
is recovered by releasing a recovery buoy 
(21), which is connected to the vehicle (1) by 
a recovery line (22), recovering the recovery 
buoy (21) from the surface, attaching the 
recovery line (22) to a recovery system and 
lifting the vehicle (1) by means of the 
recovery system and the recovery line (22).To 
provide a safe recovery of the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nder most weather 
condition, the vehicle (1) is being submerged 
after releasing the recovery buoy (21) by 
reducing the buoyancy of the vehicle (1) and 
providing negative net-buoyancy (29).

Unmanned underwater vehicle 
provided with a recovery buoy (21) 
releasably attached to the vehicle 
(1) and adding additional buoyancy 
to a net-buoyancy (29) of the 
vehicle (1), wherein said recovery 
buoy (21) is connected to the 
vehicle (1) by a recovery line 
(22),characterized in that the vehicle 
(1) itself without the additional 
buoyancy of the recovery buoy (21) 
provides negative net-buoyancy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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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제 및 운영시스템 (AB)

발명의 명칭 UNDERWATER GLIDER, CONTROL STATION, AND MONITORING 
SYSTEM, IN PARTICULAR TSUNAMI WARNING SYSTEM

출원인 ATLAS ELEKTRONIK GMBH 출원국가 EP

출원번호/
등록번호

2016-706517/
3256380

출원일/
등록일

2016-01-11/
2020-09-09

기술 분야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C)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The invention relates to an 
underwater glider (101) for 
capturing oceanographic data, 
wherein the underwater glider 
comprises a coupling unit (104) 
and a payload module (105) and 
the payload module (105) is 
connected by means of the 
coupling unit (104) to the 
underwater glider (101) for 
low-energy travel underwater, in 
particular for long-distance 
transport, and the payload 
module (105) can be uncoupled 
at a location of use such that 
the payload module can be used 
autonomously at the location of 
use. The invention further relates 
to a control station and to a 
monitoring system, in particular a 
tsunami warning system.

Underwater glider (101, 201) for capturing 
oceanographic data, wherein the underwater 
glider comprises a coupling unit (104, 204) and 
a payload module (105, 205) and is designed 
in such a way that low-energy propulsion under 
water takes place by varying the buoyancy of 
the underwater glider, wherein the payload 
module is connected to the underwater glider 
by means of the coupling unit, wherein the 
low-energy propulsion under water and 
long-haul transportation over long distances are 
performed by the underwater glider, and the 
payload module can be uncoupled at a place 
of use, so that the payload module can be 
used autonomously at the place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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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METHODS AND SYSTEMS FOR NAVIGATING UNDER WATER

출원인 ATLAS ELEKTRONIK GMBH 출원국가 EP
출원번호/
등록번호

2001-911455/
1275012

출원일/
등록일

2001-03-02/
2010-09-08

기술 분야 수중 측위 기술(ACA)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In a method for determining absolute 
position under water of a submersible 
vessel (1) having a dead reckoning 
navigation system and receiving 
acoustic signals from a reference 
station (19), signals are received from 
one reference station in several 
positions (15-18) of the vessel. 
Estimated absolute positions of the 
vessel are calculated using range data 
and relative position data. Range rate 
data derived from the signals are 
preferably utilised. In a method for 
scanning an underwater survey area, 
the absolute position of a vessel (1) 
is intermittently being determined 
according to said method. The 
reference station may be placed at a 
fixed absolute position (19), or on the 
surface of the water, preferably in a 
buoy or a vessel. A system for 
determining the absolute position 
under water of a vessel comprises: 
acoustic communication means in a 
reference station and on board the 
vessel; a dead reckoning navigation 
system on board the vessel; and 
computing means.

A method for determining the absolute 
position under water of a submersible 
vessel (1) having a dead reckoning 
navigation system not receiving position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vessel, where 
the vessel receives acoustic signals from a 
reference station (34) having a known 
absolute position and calculates its range 
from the reference station, characterised in 
that signals are received from one 
reference station (34) in two or more 
positions of the vessel (1); that data for 
rate of change of the distance (the range 
rate) of the vessel from the reference 
station are derived from said acoustic 
signals; and that estimated absolute 
positions of the vessel are calculated using 
said calculated range, said range rate, and 
using relative position data from the dead 
reckoning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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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수중 대상체를 검출 및 무력화하는 방법
출원인 ATLAS ELEKTRONIK GMBH 출원국가 J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07-545878/
2008-524047

출원일/
공개일

2005-12-01/
2008-07-10

기술 분야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법적상태 소멸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요약 해역에 존재하는 【 】 
수중 대상체 예를 들면 , 
기계수뢰를 검출 및 무
력화하는 본 발명 방법
으로는 해역 구분의 정
찰 임무 중에 광학식 및
또는 음향식 센서 를 / (14)

이용하여 해저의 차원 2
또는 차원 화상을 작성3
하여 정찰 임무의 종료
후 수중 대상체의 유무, 
에 대해서 이 화상을 평
가한다 이 화상에 있어. 
서 존재하는 적어도 하
나의 수중 대상체를 마
킹하고 대상체 마킹이 
부착된 화상을 무인의 
제 수중 차량 에 읽2 (13)
어들인다 여기서 이 제. 2 
수중 차량은 같은 센서

와 또한 부가적으로 (20)
무력화 유닛 을 장착(22)
하고 있다.

청구항 광학식 및 또는 음향식 센서를 구비하는 적어도 하1 /【 】
나의 무인 수중 차량을 사용하여 해역에 존재하는 수중 대상, 
체 예를 들면 기계수뢰를 검출 및 무력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해역 구획의 상기의 수중 차량의 정찰 임무 중 당해 수중 - , 
차량의 센서를 이용하여 해저의 차원 또는 차원 화상을 작2 3
성하고 정찰 임무의 종료후 상기의 화상을 수중 대상체의 - , 
유무에 대해서 평가하여 당해 화상에서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
의 수중 대상체를 마킹하고 상기의 제 수중 차량과 같은 센- 1 
서와 부가적으로 무력화 유닛을 구비한 적어도 하나의 제 수2 
중 차량에 상기의 적어도 하나의 수중 대상체 마킹이 부착된 
화상을 읽어들여 같은 해역 구획의 상기의 제 수중 차량의 ,- 2 
무력화 임무 중에 제 수중 차량의 센서를 이용하여 해저의 2 
부분 화상을 연속해 작성하여 상기가 기억한 화상과 비교해- 
당해의 비교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 수중 차량을 상기가 마킹2 
된 수중 대상체로 유도하고 당해의 수중 대상체의 위치에서 - 
상기의 무력화 유닛을 기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역에 
존재하는 수중 대상체 예를 들면 기계수뢰를 검출 및 무력화,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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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AC)

발명의 명칭 Appliance for deployment and tracking of an unmanned 
underwater vehicle

출원인 ATLAS ELEKTRONIK GMBH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2/086150/
2009-0151617

출원일/
공개일

2006-09-27/
2009-06-18

기술 분야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ACC)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n appliance for lowering and 
tracking an underwater vessel 
includes a carrier arranged on 
an end of a holding cable; a 
holding device on the carrier 
used to receive/release the 
underwater vessel with a 
controllable holding element; 
and a tracking device arranged 
on the carrier and used for 
acoustically determining the 
position of the underwater 
vessel lowered into the water. 
As a result, a light, compact 
lowering appliance is provided 
that is suitable for handling 
vessels on small platforms and 
ensures acoustically undisturbed 
operation of the tracking device, 
which is arranged on one end 
of the carrier, the carrier being 
mounted such that it can be 
pivoted on the holding cable in 
an articulated manner in a 
central longitudinal region 
thereof. Following release of the 
underwater vessel from the 
holding element, a pivoting 
device pivots the carrier 
including the tracking device 
out of a lowering position, into 
a tracking position.

1. An appliance for deployment and tracking of 
an unmanned underwater vehicle having an 
elongated carrier which is arranged at the end 
of a holding cable, having a holding apparatus, 
which is arranged on the carrier for holding the 
underwater vehicle, which holding apparatus has 
a controllable holding element for unlatching the 
underwater vehicle from the holding apparatus, 
and having a tracking apparatus, which is 
arranged on the carrier for acoustically finding 
the position of the underwater vehicle which is 
being deployed in the water, wherein the 
tracking apparatus is arranged at one end of the 
elongated carrier, the carrier is articulated on the 
holding cable in a central longitudinal area of 
the carrier such that the carrier can pivot, and a 
pivoting apparatus, which can be activated once 
the underwater vehicle has been unlatched from 
the holding apparatus, is provided in order to 
pivot the carrier from a deployment position, in 
which the underwater vehicle is deployed, to a 
tracking position, in which the tracking apparatus 
is located, preferably as far as possible, below 
the carrier articulation point on the holding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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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Method for detecting and neutralizing submarine objects

출원인 ATLAS ELEKTRONIK GMBH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1/667788/
2008-0257140

출원일/
공개일

2005-12-01/
2008-10-23

기술 분야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ACD)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In a method for detection and 
neutralization of underwater 
objects which are present in a 
sea region, in particular mines, a 
two-dimensional or 
three-dimensional image of the 
seabed is created by means of 
an unmanned first underwater 
vehicle during a reconnaissance 
mission in a sea region section 
by means of optical and/or 
acoustic sensors, and this image 
is evaluated for the presence of 
underwater objects, after 
completion of the 
reconnaissance mission. At least 
one underwater object which is 
present is marked in the image, 
and the image which has been 
provided with the object 
marking is stored in an 
unmanned second underwater 
vehicle, which is equipped with 
the same sensors and 
additionally with a neutralization 
unit. During a neutralization 
mission by the second 
underwater vehicle in the same 
sea region section, image 
elements of the seabed are 
created continuously by means 
of the sensors and are 
compared with the stored image 
of the seabed. The second 
underwater vehicle is guided to 
the marked underwater object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 
data, and activates the 
neutralization unit there.

1. Method for detection and neutralization of 
underwater objects which are present in a sea 
region, in particular mines, using at least one 
unmanned underwater vehicle which is equipped 
with optical and/or acoustic sensor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method steps: during a 
reconnaissance mission by the underwater vehicle 
in a sea region section, a two-dimensional or 
three-dimensional image of the seabed is created 
by means of the sensors in the underwater 
vehicle, after conclusion of the reconnaissance 
mission, the image is evaluated for the presence 
of underwater objects and at least one underwater 
object that is present in the image is marked, the 
image that has been provided with at least one 
underwater object marking is stored in at least 
one second underwater vehicle, which is equipped 
with the same sensors as the first underwater 
vehicle and additionally with a neutralization unit, 
during a neutralization mission by the second 
underwater vehicle in the same sea region section, 
image elements of the seabed are created 
continuously by means of the sensors in the 
second underwater vehicle, and are compared with 
the stored image, the second underwater vehicle 
is guided to the marked underwater object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 data, and the 
neutralization unit is activated at the location of 
the underwater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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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특허 요지리스트NEC CORP □ 
ㅇ 관제 및 운영시스템 (AB)

발명의 명칭 무인기 간이 비행 제어 시스템 기상용 비행 제어 장치 및 지상 함상용 , /
간이 비행 제어 장치

출원인 NEC CORP 출원국가 JP
출원번호/
등록번호

2001-175748/
3578211

출원일/
등록일

2001-06-11/
2004-07-23

기술 분야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ABA)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요약 과제【 】 【 】 
간이한 지령에서 
복잡한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무인기 간이 비
행 제어 시스템
을 제공한다. 
해결 수단 무【 】 

인기 비행 제어 
시스템은 기상용 
비행 제어 장치 
와 지상 함상용 4 /

간이 비행 제어 
장치 으로 구성1
된다 기상용 비. 
행 제어 장치 4
는 전환기 12, 
방향지시계 19, 
프로그램 을 10
포함한 계산기 9
를 새로 구비하
고 있다 지상. /
함상용 비행 제
어 장치 은 모1
드 전환 스위치 

등을 포함한 21 
커맨드 패널 20
과 비행 모드를 
표시하는 LED27 
등을 포함한 모
니터 패널 을 26
가진다.

청구항 엘 론 엘리베이터와 버티컬 자이로와 센서와 상기 엘 론1 / G【 】
엘리베이터를 구동하는 구동 장치와 방위각을 출력하는 방향지시계/

와 요레이트 자이로와 직진 지령이 출력되면 상기 요레이트 자이로
의 출력을 선택해 매뉴얼 지령이 출력되면 매뉴얼 지령을 출력하는 , 
제 전환기와 매뉴얼 모드 반자동의 직진 비행의 경우 제 전환기 1 , , 1 
출력을 선택해 반자동의 선회의 경우 선회각을 선택하는 제 전환, , 2 
기와 상기 버티컬 자이로에서 출력되는 롤각 및 피치각 상기 센서, G
에서 출력되는 정보가 제 전환기에서 출력되는 지령 신호와 동일G 2 
하게 되도록 상기 구동 장치를 제어하는 비행 안정 장치와 매뉴얼 
지령이 입력되면 매뉴얼 지령을 출력하고 반자동의 직진 지령 및 , 
직진 시간이 입력되면 상기 직진 시간 동안 직진 지령을 출력하고 , 
반자동의 선회 지령 선회각 선회 종료 시의 방위향이 입력되면 상, , , 
기 선회 지령과 상기 선회각을 상기 방향지시계에서 출력되는 방위
각이 상기 선회 종료 시의 방위각과 동일해질 때까지 출력하고 상기 
방향지시계에서 출력된 방위각 상기 롤각 상기 피치각 상기 정, , , G
보 상기 직진 시간 상기 선회각 상기 방위각 비행시간을 출력하는 , , , , 
계산기를 포함한 기상용 비행 제어 장치와 무인기의 비행 제어 기능
인 매뉴얼 직진 선회 반자동 자동을 전환하기 위한 변환 스위치 반/ / / / , 
자동 자동 비행 시에 필요한 직진 시간 방위각 선회각을 포함한 , , ,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스위치 반자동의 통상 종료 반복 선택 스, /
위치 자동 비행의 경우 비행 시퀀스를 선택 설정하기 위한 스위치, , , 
각 비행 시퀀스의 설정값을 프리셋하기 위한 스위치를 포함한 커맨
드 패널과 현재 매뉴얼 직진 선회 반자동 자동의 어느 모드인지를 / / / /
표시하는 램프 반자동 모드의 직진 선회를 표시하기 위한 램프 무, / , 
인기에 받아들여진 수치 기체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를 표시하는 패/
널을 포함한 모니터 패널을 포함한 지상 함상용 간이 비행 제어 장/
치를 가지는 무인기 간이 비행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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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AC)

발명의 명칭 수중 목표물 위치 검출 장치 및 방법

출원인 NEC CORP 출원국가 J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00-369730/
2002-168937

출원일/
공개일

2000-12-05/
2002-06-14

기술 분야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법적상태 소멸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요약 과제 해저로부터의 반사파가 수【 】 【 】
중 목표물로부터의 반향음의 검출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어 해저로부터의 반사파가 , 
수중 목표물로부터의 반향음의 검출을 어
렵게 하는 것을 회피하는 멀티 스태틱 방
식 수중 목표물 위치 검출 장치 및 방법
을 제공한다 해결 수단 수중 음원 과 . 1【 】
하이드로 폰 의 위치 관계와 수중 목표2
물 의 가정 위치 으로부터의 반향음의 7 8
예상 수신 시각을 수중 목표물 위치 검출 
회로 에 의해 계산하고 그 시각의 하이3
드로 폰 의 수신 레벨을 지도상에 플롯2
해 표시기 에 표시한다 수중 목표물 위4 . 
치 검출 회로 은 파라미터 입력부 위3 9, 
치 계산부 하이드로 폰 로부터의 신10, 2
호 검출부 시각 계측부 수신 신호 11, 12, 
메모리부 및 지도 데이터 처리부 를 13 14
구비한다. 

하나 이상의 수중 음원에서 발신1請求項【 】
한 음파를 수중 목표물에서 반사한 반향음
을 복수의 하이드로 폰으로 수신해 상기 
수중 목표물의 위치를 검출하는 수중 목표
물 위치 검출 장치에 있어서 해역상으로 
설정한 수중 목표물의 가정 위치에 수중 
목표물이 존재한 경우의 반향음이 하이드
로 폰에 도달하는 시각을 계산하고 당해 
시각의 상기 하이드로 폰의 수신 신호 레
벨을 복수의 상기 가정 위치마다 적분해 , 
지도상에 표현함으로써 상기 수중 목표물
의 위치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목표물 위치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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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가변 심도식 수중 음파 탐지기 시스템

출원인 NEC CORP 출원국가 J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01-121000/
2002-311134

출원일/
공개일

2001-04-19/
2002-10-23

기술 분야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법적상태 거절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요약 과제 송수신파기의 수심이나 다【 】 【 】 
른 파라미터를 구하는 조작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작자의 경험 등에 관계없이 용
이하게 최적치로 설정 가능한 가변 심도
식 수중 음파 탐지기 시스템을 제공한다. 
해결 수단 송수신파부 은 수심에 대한 1【 】 

수온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물 측예찰 계. 
산부 는 수심에 대한 수온의 데이터에서 4
수중의 수색하려고 하는 수색 영역의 탐
지 가능 영역을 송수신파부 의 각 수심1
에 대해서 구한다 또한 물 측 예찰 계산. 
부 는 수중 물체의 탐지가 가능한 거리4
가 최대가 되는 수심 또는 수색 영역 내, 
의 수중 물체의 탐지가 가능한 영역의 비
율이 최대가 되는 수심을 구한다 가변 심. 
도 제어부 은 물 측예찰 계산부 에 의3 4
해 요구된 수심에 송수신파부 을 이동시1
킨다 송수신파부 은 수중에 음파를 방사. 1
하고 수중 물체로부터의 반향음을 수신함
으로써 수중 물체를 탐색한다.

청구항 원하는 수심에서 음파를 방사1【 】 
하고 반향음을 수신해 수중 물체를 탐지하
는 가변 심도식 수중 음파 탐지기 시스템
으로서 수중에 음파를 방사하고 상기 수, 
중 물체로부터의 반향음을 수신하는 송수
신파부와 수심에 대한 수온의 데이터에서 
수중의 수색하려고 하는 수색 목표 영역의 
탐지 가능 영역을 상기 송수신파부의 각 
수심에 대해서 구해 수중 물체의 탐지가 
가능한 거리가 최대가 되는 상기 송수신파
부의 수심을 구하는 물 측예찰 계산부와 
상기 수측예찰 계산부에 의해 요구된 상기 
수심에 상기 송수신파부를 이동시키는 가
변 심도 제어부를 가지는 가변 심도식 수
중 음파 탐지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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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펄스 신호를 이용한 수중 물체 계측 방법 및 장치

출원인 NEC CORP 출원국가 J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01-145459/
2002-341028

출원일/
공개일

2001-05-15/
2002-11-27

기술 분야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법적상태 소멸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요약 과제 수중 물체의 깊【 】 【 】 
이 계측 장치에 있어서 에코의 
검출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치수가 작은 물체에도 적용 가
능하게 한다 해결 수단 펄. 【 】 
스폭이 큰 송신 펄스에서 순차 
펄스폭을 작게 하면서 펄스 신
호의 송신을 반복해(28, 29), 
각 송신 펄스의 수중 물체로부
터의 에코의 피크 레벨을 측정
하여 그 피크 레벨이 저하하기 
시작할 때의 송신 펄스폭을 특
정하고 그 펄스폭(24~26, 30), 
에서 수중 물체의 깊이를 계산
한다 이것에 의해 에코 레(27). 
벨이 큰 상황에서의 계측이 가
능하게 된다.

청구항 목표를 향해서 송파하는 일정 진폭의 송신 1【 】
펄스의 펄스폭이 순차적으로 작아지도록 설정해 송신
하고 상기 설정된 각 송신 펄스에 대한 목표로부터의 
반사파의 수신 피크 레벨이 저하하기 시작한 시점에 
있어서의 상기 송신 펄스폭 값에서 상기 목표의 깊이
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물체 계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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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수중 항주체의 위치 결정 시스템 및 음파 탐지 부표

출원인 NEC CORP 출원국가 J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03-038194/
2004-245779

출원일/
공개일

2003-02-17/
2004-09-02

기술 분야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법적상태 거절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요약 과제 해저에 센서 등을 배치【 】 【 】
하지 않고 바다 속을 항행하는 이동 
물체 등의 수중 비행체의 위치를 실
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도록 한다. 
해결 수단 수중 비행체 에는 그 수1【 】

중 비행체 의 수중항주에 앞서 시계 1
맞춤이 이루어져 송신 시각을 나타내
는 정보를 포함한 음향 신호를 수중
에 출발하는 핑어 을 장착한다 운10 . 
용 해역 내에는 핑어 으로부터의 10
음향 신호를 수신함과 동시에 GPS 
위성 등의 위성 측위 시스템에 의5 
해 자위치와 현재 시각을 측정하는 
음파 탐지 부표 를 복수개 배치한2
다 개 이상의 음파 탐지 부표 의 . 3 2
각각에 있어서 수신된 음향 신호의 
핑어 에서 당해 음파 탐지 부표 10 2
까지의 전파 시간과 당해 음파 탐지 
부표 의 위치에 기초하여 수중 비행2
체 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산출한다1 . 

청구항 수중 비행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위치 1【 】
결정 시스템으로서 상기 수중 비행체에 마련되, 
어 음향 신호를 수중에 출발하는 발음 수단과 
운용 수역 내에 복수개 배치되고 상기 발음체
로부터의 상기 음향 신호를 수신함과 동시에, 
위성 측위 시스템에 의해 자위치를 측정하는 
음파 탐지 부표와 개 이상의 상기 음파 탐지 3
부표에서의 상기 음향 신호의 수신 타이밍과 
당해 음파 탐지 부표의 위치에 기반하여 상기 
수중 비행체의 위치를 산출하는 위치 연산 수
단를 가지는 위치 결정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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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표시 장치 수신기 바이스태틱 소너 및 표시 방법, , 

출원인 NEC CORP 출원국가 J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05-031909/
2006-220443

출원일/
공개일

2005-02-08/
2006-08-24

기술 분야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법적상태 거절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요약 과제 바이스태틱 수중 음파 탐지【 】 【 】
기의 표시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수신
기에서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표시 화면에
서 직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결 수. 【
단 바이스태틱 수중 음파 탐지기가 음향 】
신호를 음원보다 송신하고 수신기에서 수
신하고 대상물의 위치를 표시할 때 수신, 
기에서 상기 대상물까지의 거리인 제 거1 
리를 계산하는 제 계산 수단을 구비하고1 , 
수신기에서 본 대상물의 방위를 나타내는 
방위 축과 수신기에서 본 대상물의 거리
를 나타내는 거리축이 직교하는 표시 화
면에 대상물의 위치를 표시한다. 

청구항 거리축과 방위축으로 구성되는 1【 】
좌표상에 바이스태틱 수중 음파 탐지기의 
수신기 또는 음원을 기준으로 한 대상물의 
위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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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매몰 물체 탐지 수중 음파 탐지기 시스템 및 그 탐지 방법

출원인 NEC CORP 출원국가 JP

출원번호/
공개번호

1999-053028/
2000-249760

출원일/
공개일

1999-03-01/
2000-09-14

기술 분야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ACD) 법적상태 소멸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요약 과제 해저에 매몰된 【 】 【 】 
소형 물체를 탐지하는 수중 
음파 탐지기를 고 저주파 송/
수신의 병용에 의해 실현하고, 
적응 신호 처리에 의한 해저
면 반사 특성 동정에 의해 탐
지 확률을 향상시킨다 해결 . 【
수단 고주파 및 저주파 음향】 
을 발생시켜 수중에 송출하는 
고 저주파 송신 장치 과 고/ 11
저주파 송신 장치 에서 / 113

송출되어 해저면 및 매몰 물
체에서 반사된 고주파 에코를 
수신하는 고주파 수신 처리부 

와 고 저주파 송신 장치 12 / 10
에서 송출되어 해저면 및 매
몰 물체에서 반사된 음향 중 
저주파 에코를 수신하는 저주
파 수신 처리부 과 고주파 13
수신 처리부 및 저주파 수12 
신 처리부 에서 처리된 고13
주파 에코 및 저주파 에코의 
차분을 취하는 감산기 과 16
감산기 에서 입력된 차분 16
신호에 포함되는 해저면 에코
를 캔슬해 매몰 물체의 에코
를 추출하는 적응 필터 처리
부 를 구비하고 해저 매몰 14
물체 탐지용 수중 음파 탐지
기 음향 주파수로서 고주파/
저주파를 병용하고 양 수신 
신호의 차분에서 매몰 물체의 
에코를 추출할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해저에 매몰된 물체를 탐1【 】 【 】 
지하는 매몰 물체 탐지 수중 음파 탐지기 시스템으로
서 고주파 및 저주파 음향을 발생시켜 수중에 송출하, 
는 고 저주파 송신 장치와 상기 고 저주파 송신 장치에/ /
서 송출되어 해저면 및 매몰 물체에서 반사된 고주파 
에코를 수신하는 고주파 수신 장치와 상기 고 저주파 /
송신 장치에서 송출되어 해저면 및 매몰 물체에서 반
사된 음향 중 저주파 에코를 수신하는 저주파 수신 장
치와 상기 고주파 수신 장치 및 상기 저주파 수신 장
치로 처리된 상기 고주파 에코 및 저주파 에코의 차분
을 취하는 감산기와 상기 감산기에서 입력된 차분 신
호에 포함되는 상기 해저면 에코를 캔슬해 매몰 물체
의 에코를 추출하는 적응 필터 처리부를 구비하고 해
저 매몰 물체 탐지용 수중 음파 탐지기 음향 주파수로
서 고주파 저주파를 병용하고 상기 적응 필터 처리부/
는 상기 감산기에서 입력한 차분 신호를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변환기와 단일 펄스를 발생시A/D
키는 단펄스 발생기와 상기 변환기와 단펄스 발생A/D
기의 출력을 전환하는 입력 전환 스위치와 상기 입력 
변환 스위치에서 입력한 신호의 보정 처리를 하는 적
응 필터를 구비하고 상기 적응 필터는 고 저주파 에코 , /
차분 신호에 포함되는 해저면 음향 반사의 주파수 특
성 입사각 특성 영향을 보정하고 매몰 물체 에코를 획, 
득한다 일을 특징으로 하는 매몰 물체 탐지 수중 음파 
탐지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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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유특허 요지리스트□ 
ㅇ 관제 및 운영시스템 (AB)

발명의 명칭 무인 항공기의 비행 제어 서버 및 제어 방법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6-0033555/
10-2017-0109432

출원일/
공개일

2016-03-21/
2017-09-29

기술 분야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ABA) 법적상태 출원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무인 항공기의 비행 제어 
서버 및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문서에 개시되는 일 실시예에 따
른 무인 항공기 제어 방법은 기 설, 
정된 지역을 감시하고 있는 제 무1 
인 항공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된 경우 상기 지역을 감시하고 있는 , 
상기 제 무인 항공기로부터 상기 1 
제 무인 항공기의 상태 정보를 수1 
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상태 정보, 
를 기초로 하여 상기 제 무인 항공, 1 
기의 교대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제 무인 항공기와 교대하기 1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 무인 항공2 
기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제 무인 , 1 
항공기와 교대하기 위한 교대 정보
를 상기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제2 
무인 항공기에 송신하는 단계 및 상
기 제 무인 항공기를 지상 기지로 1 
복귀시키기 위한 복귀 정보를 상기 
제 무인 항공기에 송신하는 단계를 1 
포함할 수 있다.

제어 서버가 수행하는 무인 항공기 제어 방법에 
있어서 기 설정된 지역을 감시하고 있는 제 무, 1 
인 항공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 
기 지역을 감시하고 있는 상기 제 무인 항공기1 
로부터 상기 제 무인 항공기의 상태 정보를 수1 
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상태 정보를 기초로 ;
하여 상기 제 무인 항공기의 교대 필요성을 , 1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제 무인 항공기와 교대하; 1 
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 무인 항공기를 검색2 
하는 단계 상기 제 무인 항공기와 교대하기 위; 1 
한 교대 정보를 상기 검색된 적어도 하나의 제2 
무인 항공기에 송신하는 단계 및상기 제 무인 ; 1 
항공기를 지상 기지로 복귀시키기 위한 복귀 정
보를 상기 제 무인 항공기에 송신하는 단계를 1 
포함하는 무인 항공기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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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수중물체 형상측정 장치 및 방법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3-0029659/
10-2014-0115062

출원일/
공개일

2013-03-20/
2014-09-30

기술 분야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법적상태 취하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에서는 수중에 존재하는 물체의 3
차원 형상을 측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수, 
중에 존재하는 대상물에 레이저 포인트
또는 레이저 라인 을 비추고 이를 수조 ( )
외부에 구비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CCD 
하며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이미지, CCD 
로부터 실제 대상물에 비쳐진 레이저 포
인트를 인식한 후 레이저 포인트의 픽셀, 
좌표와 실제 절대좌표와의 관계식으로부
터 실제 절대좌표 정보를 획득하여 형상
측정 대상물에 대한 차원 형상을 복원함3
으로써 수중에 존재하는 피검자의 차원 , 3
유방 등의 형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
록 한다.

수중에 위치한 측정 대상물의 표면에 레이
저를 조사하는 레이저 송출기와 상기 레이,
저 송출기에 의해 상기 측정 대상물의 표
면에 생성되는 레이저 포인트를 촬영하는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상기 ,
레이저 포인트의 픽셀 좌표값을 절대 좌표
값으로 변환하여 상기 측정 대상물의 차3
원 형상을 복원시키는 형상 복원기를 포함
하는 수중물체 형상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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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데이터의 다중경로오차 완화를 위한 무인기 위치 결정 방법 GNSS 
및 장치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9-0024884/
10-2020-0106393

출원일/
공개일

2019-03-04/
2020-09-14

기술 분야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ACC) 법적상태 출원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위성항법 신호에 기초하
여 장치의 측위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장치의 측위 . , 
수행 방법은 장치의 초기 위치를 결
정하는 단계 결정된 초기 위치에 , 
기초하여 일정 범위 및 일정 범위 
내의 그리드를 설정하고 설정된 그, 
리드를 통해 초기 위치를 나타내는 
단계 그리드 상의 초기 위치에 기, 
초하여 장치가 수신할 수 있는 위성
항법 신호들을 검색하는 단계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건물 모델링 정
보에 기초하여 초기 위치에 대응되
는 그리드 내 건물들 경계의 고도각 
및 방위각을 확인하고 확인된 경계, 
의 상기 고도각 및 방위각을 통해 
검색된 위성항법 신호들 중 블록되
는 신호들을 검색하는 단계 및 가시 
위성 수 및 블록되는 신호를 고려하
여 상기 장치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
계를 포함할 수 있다.

위성항법 신호에 기초하여 장치의 측위를 수행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장치의 초기 위치를 결,
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초기 위치에 기초하여 ;
일정 범위 및 상기 일정 범위 내의 그리드를 설
정하고 상기 설정된 그리드를 통해 상기 초기 , 
위치를 나타내는 단계 상기 그리드 상의 상기 초;
기 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가 수신할 수 있
는 상기 위성항법 신호들을 검색하는 단계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건물 모델링 정보에 기초하
여 상기 초기 위치에 대응되는 그리드 내 건물
들 경계의 고도각 및 방위각을 확인하고 상기 , 
확인된 경계의 상기 고도각 및 상기 방위각을 
통해 검색된 위성항법 신호들 중 블록되는 신호
들을 검색하는 단계 및가시 위성 수 및 상기 블; 
록되는 신호를 고려하여 상기 장치의 위치를 추
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장치의 측위 수행 방;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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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 통신 지원 (AD)

발명의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SELECTING UNMANNED AERIAL 

VEHICLE CONTROL AND NON-PAYLOAD COMMUNICATION 
CHANNEL ON BASIS OF CHANNEL INTERFERENCE ANALYSIS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6/248521/
2019-0230671

출원일/
공개일

2019-01-15/
2019-07-25

기술 분야 해상 고신뢰 저지연 통신/ (ADA)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Disclosed is a method and apparatus 
for selecting a channel for UAV control 
and non-payload communication on the 
basis of a channel interference analysis.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disclosure, provided is a method 
of selecting a UAV control channel on 
the basis of an interference analysis, the 
method including: performing, by a user 
device, the interference analysis; 
selecting, by the user device, a channel 
on the basis of a result of the 
interference analysis; requesting, by the 
user device, a central management 
device to approve the selected channel; 
and performing, by the user device, 
communication with a UAV on the 
channel approved by the central 
management device.

1. A method of selecting a UAV control 
channel on the basis of an interference 
analysis, the method comprising: 
performing, by a user device, the 
interference analysis;selecting, by the 
user device, a channel on the basis of a 
result of the interference 
analysis;requesting, by the user device, a 
central management device to approve 
the selected channel; andperforming, by 
the user device, communication with a 
UAV on the channel approved by the 
central managemen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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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 통신 지원 (AD)

발명의 명칭 해상에서의 광대역 이동통신 장치 및 그를 이용한 통신 방법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2-0072601/
10-2014-0005438

출원일/
공개일

2012-07-04/
2014-01-15

기술 분야 해상 초고속 통신(ADB) 법적상태 취하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선박자동식별 정보와 선박의 
상태를 토대로 광대역 이동통신 안테나를 
제어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선박간의 광대, 
역 이동통신 선박과 육상 내 기지국과의 , 
광대역 이동통신을 수행하는 장치 및 그
를 이용하는 통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선. 
박 내 위치하고 선내 통신 처리부 위성 , 
통신 처리부 및 광대역 무선통신 처리부
를 포함하는 광대역 이동통신 장치가 다
른 선박 또는 육상 내 기지국과 통신하는 
방법은 육상에 위치하는 선박자동식별장
치를 통해 수집한 선박자동식별 정보를 
토대로 통신할 대상을 확인하는 단계 확, 
인한 통신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 방향
을 결정하는 단계 결정한 통신 방향에 따, 
라 선내 통신 처리부 위성 통신 처리부 , 
및 광대역 무선통신 처리부를 스위칭하고, 
스위칭 결과에 대응하게 광대역 이동통신 
안테나의 방향을 제어하는 단계 및 광대
역 이동통신 안테나를 이용하여 다른 선
박 또는 육상 내 기지국과 통신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선박 내 위치하고 선내 통신 처리부 위성 , 
통신 처리부 및 광대역 무선통신 처리부를 
포함하는 광대역 이동통신 장치가 다른 선
박 또는 육상 내 기지국과 통신하는 방법
에 있어서 육상에 위치하는 선박자동식별, 
장치를 통해 수집한 선박자동식별 정보를 
토대로 통신할 대상을 확인하는 단계 확; 
인한 통신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 결정한 통신 방향에 따라 ; 
상기 선내 통신 처리부 위성 통신 처리부 , 
및 광대역 무선통신 처리부를 스위칭하고, 
스위칭 결과에 대응하게 광대역 이동통신 
안테나의 방향을 제어하는 단계 및상기 ; 
광대역 이동통신 안테나를 이용하여 상기 
다른 선박 또는 육상 내 기지국과 통신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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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 통신 지원 (AD)

발명의 명칭 해상 무선 통신 방법 및 장치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2-0077114/
10-2014-0010624

출원일/
공개일

2012-07-16/
2014-01-27

기술 분야 해상 초고속 통신(ADB) 법적상태 거절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해상 무선 통신 방법 및 장치가 개시
된다 해상 무선 통신 장치는 육상의 . , 
통신망과 통신을 수행하는 지상망 통
신부와 해상 통신망과 통신을 수행하, 
는 해상망 통신부 및 지상망 통신부 
및 해상망 통신부 중 어느 하나로부터 
제공된 데이터의 목적지 주소에 따라 
지상망 통신부와 해상망 통신부의 통
신을 연계하는 통신 제어부를 포함한
다 따라서 육상의 광대역 무선 데이. , 
터 통신 서비스를 해상까지 확장할 수 
있다.

육상의 통신망과 통신을 수행하는 지상망 통신
부 해상 통신망과 통신을 수행하는 해상망 통신;
부 및상기 지상망 통신부 및 해상망 통신부 중 ; 
어느 하나로부터 제공된 데이터의 목적지 주소
에 따라 상기 지상망 통신부와 상기 해상망 통
신부의 통신을 연계하는 통신 제어부를 포함하
는 해상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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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 보유특허 요지리스트( ) □ 
ㅇ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 (AA)

발명의 명칭 무인 잠수정과 그의 하강 및 승강 방법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1-0114923/
10-2014-0139153

출원일/
공개일

2011-11-07/
2014-12-05

기술 분야 수중 공중 이동 기체- (AAA) 법적상태 거절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무인 잠수정과 그의 하강 및 승강 방
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무인잠, 
수정이 진수 후에 하강하여 목표 수심에 도달하
기는 과정과 임무수행 후 수면으로 상승하는 과
정에서 추진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동력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하강 및 상, 
승시 회오리 모양으로 회전함으로써 초기의 진수 
위치와 해저면의 탐사 목표 지점 사이에 대한 위
치 오차를 줄이도록 한 무인 잠수정과 그의 하강 
및 승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무. 
인 잠수정과 그의 하강 및 승강 방법에서 무인 , 
잠수정은 항해가 가능하도록 추진기를 가지는 , 
선체 선체에 설치된 복수의 전자석 복수의 전자; ; 
석 각각에 자력으로 부착되고 전자석에의 착탈 , 
여부에 따라 선체를 상승 및 하강시키는 중량추; 
및 선체의 선미에 설치되고 선체가 상승 및 하, 
강시 회오리 형상의 궤적을 그리도록 선체의 길
이방향에 대하여 경사를 이루는 가이드부가 일측
에 마련되는 핀부재를 포함한다.

무인 잠수정에 있어서 항해가 가능,
하도록 추진기를 가지는 선체 상기 ;
선체에 설치된 복수의 전자석 상기 ;
복수의 전자석 각각에 자력으로 부
착되고 상기 전자석에의 착탈 여부, 
에 따라 상기 선체를 상승 및 하강
시키는 중량추 및상기 선체의 선미; 
에 설치되고 상기 선체가 상승 및 , 
하강시 회오리 형상의 궤적을 그리
도록 상기 선체의 길이방향에 대하
여 경사를 이루는 가이드부가 일측
에 마련되는 핀부재 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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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공중 이동 및 운용 - (AA)

발명의 명칭 자율 무인잠수정 및 운용방법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03-0006144/
10-2004-0069648

출원일/
공개일

2003-01-30/
2004-08-06

기술 분야 수중 공중 동력원 -
제공 제어/ (AAB) 법적상태 소멸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인간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과 동
력전달을 하기 위한 케이블이 없이 스스로 움직
이기 위한 제어장치와 동력원을 갖추고 수중을 
항해하며 활동하는 자율 무인잠수정 및 그 운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어뢰를 닮은 모양으로 성, 
형되어 내부 구조는 구획분할 및 장비의 탑재가 
가능하도록 분리 가능한 다수 개의 모듈형 마디
로 형성되어 있는 내압선체 와 선체의 추진 (200) , 
및 방향조절을 위해 선체 후방부에 설치되는 추
진부 와 수중에서의 선체 운용시 운항을 자(300) , 
동으로 제어하고 탐사 임무를 수행을 위해 각종 
장비와 센서들을 제어하는 제어부 와 수중 (400) ,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및 녹화 할 수 있는 

카메라 와 정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사T·V (530)
진 카메라 로 구성되는 수중 광학기기와 해(430) , 
저면 탐사와 해저 물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선
체 양측부에 장착되는 사이드 스캔소나 와 (440)
해수의 염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수온 및 전도도 
센서 와 수중에서의 선체의 항속을 측정하는 (450)
항속 측정기 로 구성되는 계측기기와 탐사 (540) , 
해역내의 해저면에 투하된 응답신호 발생기(600)
를 기준점으로 하여 지원모선 과 음향신호를 (700)
주고 받음으로써 선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
적하는 음향측위시스템 송수신기 로 구성되(460)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어뢰를 닮은 모양으로 성형되어 내부 구조는 구획분할 및 
장비의 탑재가 가능하도록 분리 가능한 다수 개의 모듈형 
마디로 연결 형성되어 있고 각각의 마디는 여러 가지 장, 
비를 대기압 상태로 담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압
력용기와 상기 압력용기를 지지하면서 마디를 형성하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프레임 및 부력을 얻고 외형을 구
성하는 복합재료 재질의 부력재로 이루어져 있는 내압선
체 와 선체의 추진을 위해 동력 제공을 위한 충전식 (200) , 
배터리 와 상기 충전식배터리 로 부터 주전원을 (330) (330)
입력받아 각 장비에서 필요한 전압과 전류레벨로 변환하
고 각 장비로 분배시키는 고압 컨버터 를 포함하며 (340)
선체의 방향조절을 위해 각각 다른 각도를 가지고 각각의 
출력을 조절하므로써 수중 항해시 선체의 자세 제어가 가
능하도록 선체 후방부에 설치되는 전기모터식 추진장치

및 고정식 날개 로 구성되는 추진부 와 선(310) (320) (300) , 
수부에 장착되어 수중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및 녹화 
할 수 있도록 형성된 카메라 와 선체 중간부에 T·V (530)
장착되어 정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형성된 정사진 카메라

로 구성되는 수중 광학기기로 이루어진 자율 무인 (430)
잠수정에 있어서 수중에서의 운용시 운항을 자동으로 제, 
어하는 자동항해 컴퓨터 와 탐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410)
해 각종 장비와 센서들을 제어하는 선체의 운항 및 제어
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운항이 종료된 후에 정밀한 분
석이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보조제어 컴퓨터 로 구성(420)
되는 제어부 를 선체 중간부에 설치하고 해저면 탐사(400)
와 해저 물체를 탐색하는 탐사결과가 보조 제어컴퓨터

에 저장되어 탐사가 종료된 후에 컴퓨터 화면이나 (420)
프린터를 이용해 탐사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
드 스캔소나 와 선체 상측부에 장착되어 해수의 염도(440)
와 온도를 측정하는 수온 및 전도도 센서 및 선수부 (450) 
상측에 장착되어 수중에서의 선체의 항속을 측정하는 항
속 측정기 로 구성되는 계측기기를 선체 양측부에 장(540)
착하며 해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선체의 위치를 실시
간으로 추적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탐사 해역내
의 해저면에 투하된 응답신호 발생기 를 기준점으로 (600)
하여 지원모선 과 음향신호를 주고 받는 음향측위시(700)
스템 송수신기 가 선체 중간부 상측에 돌출 구성된 (460)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율 무인잠수정.



첨부

329

ㅇ 관제 및 운영시스템 (AB)

발명의 명칭 잠수함의 수중 운동체 회수장치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2-0091052/
10-1409748

출원일/
등록일

2012-08-21/
2014-06-13

기술 분야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B)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별도의 이송장치를 갖추지 
않고도 무장 발사관의 내부로 수중 
운동체의 회수시 수중 운동체의 회수
를 위한 안내기능과 충돌방지를 위한 
위치검출기능을 각각 구현함으로써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본 발명은 잠수함의 무장 
발사관 의 외부로 전개 가능하게 (14)
설치되어 수중 운동체 의 회수 경(12)
로를 안내하는 다중 링 형태의 와이
어 가이드 상기 무장 발사관(16), (14)
의 외부로 출몰 가능하게 연결되고 
전장에 걸쳐 여러 위치로 상기 와이
어 가이드 를 개별적으로 고정하는 (16)
와이어 로프 상기 무장 발사관(18), 

으로부터 외부로 출몰 가능하게 (14)
설치되어 상기 와이어 가이드 에 (16)
대한 전개 또는 수납위치를 각각 조
절하는 커넥팅 로드 상기 무장 발(20), 
사관 에 대한 상기 와이어 가이드(14)

의 전개 또는 수납시 상기 와이어 (16)
로프 를 권취 가능하게 하는 윈치(18)

및 상기 와이어 가이드 에 설(22), (16)
치되어 상기 와이어 가이드 에 대(16)
한 상기 수중 운동체 의 위치를 검(12)
출하는 센서 를 구비한다(24) .

잠수함의 무장 발사관 을 통한 수중 운동체(14)
의 회수를 위한 장치로서 상기 무장 발사(12) , 

관 의 외부로 전개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14)
수중 운동체 의 회수 경로를 안내하는 다중 (12)
링 형태의 와이어 가이드 상기 무장 발사(16); 
관 의 외부로 출몰 가능하게 연결되고 전장(14)
에 걸쳐 여러 위치로 상기 와이어 가이드(16)
를 개별적으로 고정하는 와이어 로프 상기 (18); 
무장 발사관 으로부터 외부로 출몰 가능하(14)
게 설치되어 상기 와이어 가이드 에 대한 (16)
전개 또는 수납위치를 각각 조절하는 커넥팅 
로드 상기 무장 발사관 에 대한 상기 (20); (14)
와이어 가이드 의 전개 또는 수납시 상기 (16)
와이어 로프 를 권취 가능하게 하는 윈치(18)

및 상기 와이어 가이드 에 설치되어 (22); (16)
상기 와이어 가이드 에 대한 상기 수중 운(16)
동체 의 위치를 검출하는 센서 를 구비하(12) (24)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잠수함의 수중 운동체 
회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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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잠수함의 수중 위치정보 보정 시스템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1-0108788/
10-1242715

출원일/
등록일

2011-10-24/
2013-03-06

기술 분야 수중 측위 기술(ACA)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잠수함의 수중위치 보정 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의 목적은 수중의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 
는 비콘 송신기에서 차원 음향 신호를 수신해서 항해 3
컴퓨터를 통해 잠수함의 현재 위치정보를 보정하여 잠수
함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수함의 수중 
위치 보정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잠수함
의 수중 위치정보 보정 시스템은 잠수함의 현재 위치정, 
보를 보정하여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수함의 수중 위치 보정 시스템으로서 수중 구조, 
물 또는 해저에 설치되어 비콘 신호를 송신하는 복수의 
비콘 송신기 상기 비콘 송신기로부터의 비콘 음파 신호; 
를 수신해서 비콘 음파 신호를 전달하는 비콘 수신기 상; 
기 비콘 수신기 후단에 배치되어 수신한 비콘 음파 신호
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류의 전기신호로 변환
하는 전달하는 비콘 신호 변환기 상기 비콘 신호 변환기 ; 
후단에 배치되어 비콘 신호 변환기로부터의 아날로그 신
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기 상기 비콘 송A/D ; 
신기에 음파를 방사하여 되돌아 오는 음파를 수신하여 
잠수함이 상기 비콘 송신기로부터 떨어진 이격 거리를 
측정하는 수동 측거 소나 상기 (Passive Ranging Sonar); 
수동 측거 소나의 후단에 배치되어 아날로그 신호를 디
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기 잠수함의 수심을 측A/D ; 
정하는 수심 측정기 및 상기 (Depth Measuring System); 

변환기를 거친 디지털 변환되고 전기신호로 변환된 A/D 
비콘 신호 변환기로부터의 비콘 신호 및 상기 디지털로 
변환되고 전기 신호로 변환된 수동 측거 소나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비콘 송신기의 위치정보인 비콘 송신기
의 설치 수심 경도 위도 및 잠수함의 거리와 잠수함 수, , 
심 측정기 을 통한 잠수함의 수(Depth Measuring System)
심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잠수함의 위치를 계산하여 관
성항법장치로부터 얻어진 잠수함의 현재 위치를 보정하
는 항해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잠수함
의 수중 위치 보정 시스템을 제시한다.

잠수함의 현재 위치정보를 보정하여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수함의 수
중 위치 보정 시스템으로서 수중 구조물 또는 , 
해저에 설치되어 비콘 신호를 송신하는 복수의 
비콘 송신기 상기 비콘 송신기로부터의 비콘 음; 
파 신호를 수신해서 비콘 음파 신호를 전달하는 
비콘 수신기 상기 비콘 수신기 후단에 배치되어 ;
수신한 비콘 음파 신호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류의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전달하는 비
콘 신호 변환기 상기 비콘 신호 변환기 후단에 ; 
배치되어 비콘 신호 변환기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기 상A/D ; 
기 비콘 송신기에 음파를 방사하여 되돌아 오는 
음파를 수신하여 잠수함의 상기 비콘 송신기로
부터 떨어진 이격 거리를 측정하는 수동 측거 
소나 상기 수동 측거 소(Passive Ranging Sonar); 
나의 후단에 배치되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기 잠수함의 수심을 A/D ; 
측정하는 수심 측정기(Depth Measuring 

및상기 변환기를 거쳐 디지털 변System); A/D 
환되고 전기신호로 변환된 비콘 신호 변환기로
부터의 비콘 신호 및 상기 디지털로 변환되고 
전기 신호로 변환된 수동 측거 소나로부터의 신
호를 수신하여 비콘 송신기의 위치정보인 비콘 
송신기의 설치 수심 경도 위도 및 잠수함과의 , , 
거리와 잠수함 수심 측정기(Depth Measuring 

을 통한 잠수함의 수심을 토대로 하여 System)
현재의 잠수함의 위치를 계산하여 관성항법장치
로부터 얻어진 잠수함의 현재 위치를 보정하는 
항해 컴퓨터를 포함하고 상기 비콘 송신기는 비, 
콘 송신기의 위치신호를 제공하는 음파 송신기; 
및상기 음파 송신기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수중에
서 지향성이 좋은 음파 신호로 변환하여 음파를 
방사하는 트랜스듀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잠수함의 수중 위치 보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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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수중 운동체의 장애물 회피장치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7-0103817/
10-2019-0018977

출원일/
공개일

2017-08-16/
2019-02-26

기술 분야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법적상태 심사중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수중 운동체의 장애물 회피장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무인 잠수정과 같, 
은 수중 운동체 운용 시 해저에서 어망과 같
은 장애물에 걸려 작전 능력을 상실하지 않
도록 수중 운동체 선미에 회피수단을 구비하
여 작전 시 수중 운동체를 장애물로부터 회
피시킬 수 있는 수중 운동체의 장애물 회피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무인 잠수정. 
과 같은 수중 운동체에 구비되되 상기 수중 , 
운동체가 수중에서 이동 시 전방에 장애물을 
감지하는 탐지부 상기 탐지부의 감지신호를 ; 
전송받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의 판단에 ; 
의해 상기 장애물을 향해 발사되는 발사부 를 ;
포함한다.

무인 잠수정과 같은 수중 운동체(200)
에 구비되되 상기 수중 운동체 가 , (200)
수중에서 이동 시 전방에 장애물(300)
을 감지하는 탐지부 상기 탐지부(210);

의 감지신호를 전송받는 제어부(210)
및상기 제어부 의 판단에 의(220); (220)

해 상기 장애물 을 향해 발사되는 (300)
발사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100);
하는 수중 운동체의 장애물 회피장치.



332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형 기반 기술개발 사업AUV ❚  ❚❚❚❚

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 (AC)

발명의 명칭 드론 비행체를 이용한 해저 스캐닝 탐사 시스템 및 그 드론 비행체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4-0068644/
10-2015-0140172

출원일/
공개일

2014-06-05/
2015-12-15

기술 분야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ACC) 법적상태 취하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드론 비행체를 이용한 해저 스캐닝 탐사 시
스템 및 그 드론 비행체가 개시된다 본 발. 
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드론 비행체를 이용
한 해저 스캐닝 탐사 시스템은 수상에 부유 , 
가능토록 부력과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가지
며 목표지점까지 무인비행 또는 이동이 가, 
능하도록 마련되는 드론유닛 해저를 탐사할 ; 
수 있도록 드론유닛에 탑재되는 사이드 스캔 
소나 및 드론유닛이 목표지점 또는 현 위치; 
의 위치정보를 송수신하여 목표지점까지 이
동 가능토록 드론유닛에 탑재되는 위치제어
유닛을 포함한다 이러한 드론 비행체를 이. 
용한 해저 스캐닝 탐사 시스템은 사이드 스, 
캔 소나를 목표지점까지 물 위로 부상시켜 
이동시킨 후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 해상에 , 
안착시켜 무인 항해에 의해 목표지점의 영역
을 사이드 스캔 소나에 의해 탐사할 수 있
다.

수상에 부유 가능토록 부력과 수직 이착
륙 기능을 가지며 목표지점까지 무인비, 
행 또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드
론유닛 해저를 탐사할 수 있도록 상기 ;
드론유닛에 탑재되는 사이드 스캔 소나; 
및상기 드론유닛이 상기 목표지점 또는 
현 위치의 위치정보를 송수신하여 상기 
목표지점까지 이동 가능토록 상기 드론
유닛에 탑재되는 위치제어유닛을 포함하
는 드론 비행체를 이용한 해저 스캐닝 
탐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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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및 스마트운용(AC)

발명의 명칭 수중 수면 및 수상 복합 검사 시스템,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5-0142382/
10-2017-0043035

출원일/
공개일

2015-10-12/
2017-04-20

기술 분야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ACD) 법적상태 심사중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중 수면 및 수상 복합 , 
검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상부 , 
데크 에 무인 항공기 탑재를 (deck)
위한 제 영역 하부에 적어도 하나 1 , 
이상의 무인 잠수정 도킹(docking)
을 위한 제 영역이 구비되고 수중2 , 
을 검사하는 무인 잠수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무인 항공기, 
에서 촬영된 주변 영상정보를 수신
하는 무인 수상정 상기 제 영역에 , 2
도킹되고 상기 무인 수상정의 제어, 

에 의해 상기 제 영역에서 (control) 2
탈거되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수중 
검사를 수행하며 그 수중 검사정보, 
를 상기 무인 수상정에 제공하는 적
어도 하나 이상의 무인 잠수정 상, 
기 제 영역에 탑재되고 상기 무인 1 , 
수상정의 제어에 의해 상기 제 영역1
에서 이륙하여 주변 영상을 촬영하
는 무인 항공기를 포함한다.

상부 데크 에 무인 항공기 탑재를 위한 제(deck) 1
영역 하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인 잠수정 , 
도킹 을 위한 제 영역이 구비되고 수중(docking) 2 , 
을 검사하는 무인 잠수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무인 항공기에서 촬영된 주변 영상정, 
보를 수신하는 무인 수상정 상기 제 영역에 도킹; 2
되고 상기 무인 수상정의 제어 에 의해 , (control)
상기 제 영역에서 탈거되어 지정된 경로를 따라 2
수중 검사를 수행하며 그 수중 검사정보를 상기 , 
무인 수상정에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
인 잠수정 및상기 제 영역에 탑재되고 상기 무; 1 , 
인 수상정의 제어에 의해 상기 제 영역에서 이1
륙하여 주변 영상을 촬영하는 무인 항공기 를 ; 
포함하는 수중 수면 및 수상 복합 검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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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 통신 지원 (AD)

발명의 명칭 선박의 환경의 무선 통신 시스템Wifi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2-0106512/
10-2014-0039808

출원일/
공개일

2012-09-25/
2014-04-02

기술 분야 해상 초고속 통신(ADB) 법적상태 거절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환경의 무선 통신 시Wifi 
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선박 . , 
내에서 무선 통신을 위한 애플리케이
션을 설치하고 다른 모바일 장치와의 , 
데이터의 전달을 위해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되어 있는 한 모바일 
장치 상기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다, 
수로 되고 중계기인 허브 통해 서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상기 서버 
시스템의 환경을 통해 상기 한 모바
일 장치와 상기 다른 모바일 장치가 
문자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고 음성 , , 
통화나 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CCTV
는 선박의 환경의 무선 통Ｗｉｆｉ 
신 시스템을 제공한다.

선박 내에서 무선 통신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다른 모바일 장치와의 데이터의 전, 
달을 위해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되어 있
는 한 모바일 장치 상기 무선 액세스 포인트, 
는 다수로 되고 중계기인 허브 통해 서버 시스
템과 연결되어 있는 상기 서버 시스템의 환경
을 통해 상기 한 모바일 장치와 상기 다른 모
바일 장치가 문자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고 음, , 
성 통화나 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선CCTV
박의 환경의 무선 통신 시스템.Ｗｉｆ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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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 통신 지원 (AD)

발명의 명칭 선박 통신네트워크 해킹방지 보안시스템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8-0107897/
10-2020-0029266

출원일/
공개일

2018-09-10/
2020-03-18

기술 분야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ADC) 법적상태 출원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초소형 위성 송수신, 
국 초소형 위성 송수신국과 연; 
결되는 라우터 파이어월 디바이/
스 선박주요시스템과 해당 네트; 
워크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는 
스위칭 허브 라우터 파이어월 ; /
디바이스와 스위칭 허브 사이의 
연결을 차단하는 차단 스위치; 
및 선박주요시스템을 상기 라우
터 파이어월 디바이스와 연결하/
고 스위칭 허브와 연결되는 네, 
트워크 제어 컴퓨터 를 포함하;
되 라우터 파이어월 디바이스로, /
부터 차단 스위치와 스위칭 허
브를 통해서 선박주요시스템과 
통신하는 제 루트의 제 네트1 1 
워크 및 라우터 파이어월 디바, /
이스로부터 네트워크 제어 컴퓨
터와 선박주요시스템과 통신하
는 제 루트의 제 네트워크를 2 2 
형성하여서 사이버공격시 제, , 1 
네트워크와 제 네트워크는 물2 
리적으로 분리되어 선박주요시
스템에 의한 운항을 유지할 수 
있는 선박 통신네트워크 해킹방, 
지 보안시스템을 개시한다.

위성 안테나를 통해 위성 통신하는 초소형 위성 송
수신국 상기 초소형 위성 송수신국과 연결되는 라우;
터 파이어월 디바이스 선박 내 운항 필수시스템과 / ; , 

통합 관제시스템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되CCTV 
는 선박주요시스템과 해당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는 스위칭 허브 상기 라우터 파이어월 디바이; /
스와 상기 스위칭 허브 사이의 연결을 차단하는 차
단 스위치 및상기 선박주요시스템을 상기 라우터 파; /
이어월 디바이스와 연결하고 서버를 통해 상기 스, 
위칭 허브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제어 컴퓨터 를 포;
함하되 상기 라우터 파이어월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 /
차단 스위치와 상기 스위칭 허브를 통해서 상기 선
박주요시스템과 통신하는 제 루트의 제 네트워크1 1 
를 형성하고 상기 네트워크 제어 컴퓨터에 의한 사, 
이버공격 또는 트래픽 증가 감지시 상기 라우터 파, /
이어월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제어 컴퓨터
와 상기 선박주요시스템과 통신하는 제 루트의 제2 2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상기 제 네트워크와 상기 , 1 
제 네트워크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상기 선박주요2 
시스템에 의한 운항을 유지하는 선박 통신네트워크 , 
해킹방지 보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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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별 주요특허 리스트□ 
ㅇ 총 개의 소분류 기술에 대해 주요특허 건을 도출하여 정리함 13 26

기술분야 출원
국가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인

1 수중 공중 이동 -
기체(AAA) US Arcuate-winged submersible 

vehicles 09/357537
NOVA MARINE 
EXPLORATION 

INC

2 수중 공중 이동 -
기체(AAA) KR

서브 드론 모듈 설치 개수에 따라 
페이로드를 조절하는 드론 조립체 
및 서브 드론 모듈 중앙 비행제어 

수단과 방법

10-2016-00
27947 자이로캠주식회사

3 수중 공중 동력원 -
제공 제어/ (AAB) KR 비종속 비행이 가능한 무인 비행체 10-2016-01

26213
주 드론프로세이( )

프

4 수중 공중 동력원 -
제공 제어/ (AAB) US

Parallel combustor configuration for 
unmanned underwater vehicle 

propulsion turbine
15/631128

HAMILTON 
SUNDSTRAND 

CORP

5 수중 공중 운용 -
변환 및 천이(AAC) KR 수륙양용 드론 10-2018-01

52598 주 로보프렌( )

6 수중 공중 운용 -
변환 및 천이(AAC) KR 수공양용 쿼드콥트 10-2015-00

13989 이원영

7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ABA) KR

무인기 통합관제와 임무장비 
센서데이터 획득을 이용한 공간정보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스템

10-2018-01
33077 주 두시텍( )

8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ABA) KR 무인항공기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방법 장치 및 컴퓨터 설비, 
10-2020-70

15323

GUANGZHOU 
POWER SUPPLY 

BUREAU OF 
GUANGDONG 

POWER GRID CO 
LTD

9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B) US Launch and recovery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10/031925

ADVANCED 
AEROSPACE 

TECHNOLOGIES 
INC

10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B) US Aircraft recovery control 15/233428

AVIATION SAFETY 
ADVANCEMENTS 

INC

11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C) EP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FOR MONITOR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2017-16218
3

DEUTSCHE 
TELEKOM AG

표 기술분야별 주요특허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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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출원
국가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인

12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C) US

Air traffic control monitoring 
systems and methods for 

passenger drones
16/511228 ETAK SYSTEMS 

LLC

13 수중 측위 
기술(ACA) EP METHODS AND SYSTEMS FOR 

NAVIGATING UNDER WATER
2001-91145

5

ATLAS 
ELEKTRONIK 

GMBH

14 수중 측위 
기술(ACA) US

Underwater guidance systems,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and 

methods
11/495134 NEKTON 

RESEARCH LLC

15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JP 수중 비행체 및 장애물 탐지 장치 2008-11570

5
MITSUBISHI 

HEAVY IND LTD

16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US Devices and methods for locating 

and visualizing underwater objects 16/048755 NAVICO 
HOLDING AS

17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ACC)
KR 드론의 경로 설정 시스템 및 그의 

경로 설정 방법
10-2019-00

42827 주 피스퀘어( )

18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ACC)
EP EN-ROUTE FLIGHT PATH 

OPTIMIZATION
2016-18647

6 AIRBUS

19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ACD) KR

해양에서 측량된 데이터를 차원 3
형태로 가시화하는 측량시스템의 

측량장치

10-2013-01
38972

주 범아엔지니어( )
링

20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ACD) EP

ACOUSTICAL IMAGING 
INTERFEROMETER FOR DETECTION 
OF BURIED UNDERWATER OBJECTS

2002-75712
8 BAE SYSTEMS

21 해상 고신뢰 저지연 /
통신(ADA) US

Communicating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air traffic 

control
15/954001

ATC 
TECHNOLOGIES 

LLC

22 해상 고신뢰 저지연 /
통신(ADA) EP LOW EARTH ORBIT SATELLITE FOR 

AIR TRAFFIC CONTROL
2016-73816

9 GOMSPACE A/S

23 해상 초고속 
통신(ADB) KR 통신 네트워크를 구비한 해양 

구조물 및 제어방법
10-2013-00

27723 주 네트( )

24 해상 초고속 
통신(ADB) KR 해상에서의 광대역 이동통신 장치 

및 그를 이용한 통신 방법
10-2012-00

72601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25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ADC) US SECURITY DRONE WITH 

NON-LETHAL DETERRENT 16/042635
AMCREST 
GLOBAL 

HOLDINGS LTD

26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ADC) JP

무인 항공기를 통한 암호 키 공유 
시스템 무인 항공기에 의한 신호 , 

전송 시스템 무인 항공기, 

2016-20885
5

NAT INST INF & 
COMM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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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공중 이동 기체 - (AAA)
발명의 명칭 Arcuate-winged submersible vehicles

출원인 NOVA MARINE EXPLORATION INC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09/357537/ 출원일/
공개일

1999-07-19/

기술 분야 수중 공중 이동 기체- (AAA)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rcuate-winged submersible vehicles having 
improved hydrodynamic stability and 
maneuverability for use in, for example, 
underwater payload delivery and data 
acquisition. In one embodiment, a submersible 
vehicle includes a body having a pair of 
outwardly projecting at least partially arcuate 
wings, an adjustably positionable wing steering 
flap hingeably attached to each wing, at least 
one wing flap actuator coupled to the hull and 
to the wing steering flaps to controllably adjust 
the position of the wing steering flaps, an 
adjustably positionable hingeable tail steering 
flap attached to the hull, and at least one tail 
flap actuator coupled to the hull and to the 
tail steering flap to controllably adjust the 
position of the tail steering flap. The arcuate 
wings provide improved stability and 
maneuverability characteristics of the vehicle. In 
alternate embodiments, a vehicle may include 
arcuate wings having a swept leading edge or 
a swept trailing edge, or both. In another 
embodiment, a vehicle has a tow assembly 
attached to the hull and coupleable with a tow 
cable for towing the vehicle behind a surface 
vessel or for launching and recovery of the 
vehicle. In yet another embodiment, a vehicle 
includes a propulsion unit attached to the hull 
for propelling the vehicle through a fluid 
medium. Alternately, a vehicle has a control 
unit operatively coupled to at least one 
actuator, the control unit providing a control 
signal to actuate the actuator to adjust a 
position of at least one of the wing steering 
flaps or the tail steering flap.

1. A submersible vehicle, comprising: a hull 
having a pair of outwardly projecting at 
least partially arcuate wings;a wing steering 
flap hingeably attached to each wing, each 
wing steering flap being adjustably 
positionable to provide at least partial 
control of the movement of the vehicle;at 
least one wing flap actuator coupled to 
the hull and to the wing steering flaps to 
controllably adjust the position of the 
wing steering flaps;a tail steering flap 
hingeably attached to the hull, the tail 
steering flap being adjustably positionable 
to provide at least partial control of the 
movement of the vehicle;at least one tail 
flap actuator coupled to the hull and to 
the tail steering flap to controllably adjust 
the position of the tail steering 
flap;wherein each arcuate wing has a 
rearwardly swept leading edge and a 
forwardly swept trailing edge that joins 
with the leading edge at a wing tip, and 
wherein a ratio of a wingspan over a 
maximum distance from the leading edge 
to the trailing edge is approximately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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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공중 이동 기체 - (AAA)

발명의 명칭 서브 드론 모듈 설치 개수에 따라 페이로드를 조절하는 드론 
조립체 및 서브 드론 모듈 중앙 비행제어 수단과 방법

출원인 자이로캠주식회사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6-0027947/
10-2017-0104901

출원일/
공개일

2016-03-08/
2017-09-18

기술 분야 수중 공중 이동 기체- (AAA) 법적상태 출원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페이로드 일례로 급 별로 모듈( 20kg ) 
화시킨 서브 드론 모듈을 필요한 페이로드에 
따라 서브 드론 모듈을 샤시 프레임에 필요한 
개수만큼 고정 설치하여 중앙 조종 장치에서 
각각의 서브 드론 모듈을 제어하여 비행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서브 드론 모듈은 개의 . 2~8
로터와 프로펠러 및 구동장치를 기본으로 구성
되며 추가적으로 비행자세제어장치를 포함할 , 
수 있다 일례로 페이로드 급 서브 드론 . 20kg
모듈을 개 설치하여 중앙 제어를 할 경우 4

페이로드를 갖는 드론을 레고처럼 조립식80kg 
으로 만들 수 있다 상기 서브 드론 모듈 조립 . 
방식은 상대적으로 작은 프로펠러를 여러 개 
사용하여 제어하므로 드론의 페이로드를 높이, 
기 위해 프로펠러의 크기와 모터의 출력을 증
가시킬 경우 어려웠던 세밀한 비행자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서브 드론으로 모듈화시. , 
켜 페이로드 별로 추가하여 조립하도록 구성함
으로써 현행 운반할 수 있는 화물 및 사람 페, 
이로드 별로 드론을 제작할 경우 (30 ~150kg) 
샤시 프레임 프로펠러 크기 모터 출력 및 자, , 
세제어 장치들을 새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다 헬리콥터는 로터의 각도. 
를 변경하여 추력을 발생시키므로 비행 중 동
체를 수평을 유지할 수 있지만 드론은 비행 역, 
학 원리상 전진 및 후진 좌우 이동시 해당되는 , 
방향의 프로펠러 회전수를 가감시킴으로써 원
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비행한다 이로 인해 . 
동체가 기울어지므로 사람이 탑승할 경우 정상 
조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방
향으로 추력을 담당하는 프로펠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서브 드론 모듈은 일정 고도를 유지
하는 호버링 비행만 담당함으로써 비행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다.

드론에 있어서 복수 개의 드론 로터부,
회전자 에 각각 프로펠러를 설(rotor, )

치한 서브 드론 모듈 수단 설계하는 (8);
페이로드 크기에 따라 복수 개의 서
브 드론 모듈 수단 을 설치하도록 (8)
구성한 드론 샤시 프레임 수단 드론 (7);
샤시 프레임 수단 에 복수 개의 서(7)
브 드론 모듈 수단 을 고정시키는 (8)
프랜지 수단 각각의 서브 드론 모듈 (9);
수단 을 제어하는 마스터 역할의 중(8)
앙 비행제어 수단 각각의 서브 드(10);
론 모듈 수단 을 마스터 역할의 중(8)
앙 비행제어 수단 과 연결시키는 (10)
커넥터 수단 드론에 필요한 전력(12);
을 공급하는 전력공급수단 마스터 (11);
역할의 중앙 비행제어 수단 은 조(10)
종장치 원격조종장치 포함 의 조종 입( )
력을 따라 관성 센서의 정보로 각각
의 서브 드론 모듈 수단 을 제어하(8)
여 해당 방향으로 비행하도록 구성함
을 특징으로 하는 서브 드론 모듈 설
치 개수에 따라 페이로드를 조절하는 
드론 조립체 및 서브 드론 모듈의 중
앙 비행제어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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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 / (AAB)

발명의 명칭 비종속 비행이 가능한 무인 비행체

출원인 주 드론프로세이프(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6-0126213/
10-1796477

출원일/
등록일

2016-09-30/
2017-11-06

기술 분야 수중 공중 동력원 -
제공 제어/ (AAB)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의 일 실시예
의 비종속 비행이 가
능한 무인 비행체는, 
바디부 및 상기 바디; 
부의 외곽에 복수로 
장착되되 상기 바디, 
부의 동작에 비종속되
도록 마련되는 날개
부 를 포함한다 이에 ; . 
의해 무인 비행체가 , 
비행경로를 따라 비행
하는 동안에 바디부가 
회전운동 하더라도, 
날개부가 바디부의 동
작으로부터 비종속됨
으로써 무인 비행체, 
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고 무인 비행체가 , 
비행경로를 따라 비행
하는 동안에 바디부가 
회전운동 하더라도, 
날개부가 바디부의 동
작으로부터 비종속됨
으로써 날개부에 장, 
착된 집광부에서의 집
광량이 최대로 일정하
게 유지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인 비행체가 
비행경로를 따라 비행
하는 동안에 집광부에
서의 집광량이 최대로 
일정하게 유지됨으로
써 무인 비행체의 가, 
용 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

바디부 및상기 바디부의 외곽에 복수로 장착되되 상기 바디부; , 
의 동작에 각도가 비종속되도록 마련되는 날개부 를 포함하고; ,
상기 바디부는 무인 비행체를 부양시키기 위한 프로펠러부 상기 , ;
프로펠러부를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부 및상기 날개부와 축결; 
합되되 상기 날개부의 각도가 상기 바디부의 회전운동에 비종, 
속되도록 하기 위한 축부 를 포함하며 상기 날개부는 상기 바디; , ,
부가 지면 을 기준으로 회전운동 하더라도 상기 지면으로( ) , 地面
부터 기설정된 각도를 유지함으로써 상기 바디부의 동작에 각, 
도가 비종속되며 상기 날개부는 상면에 상기 기설정된 각도를 , , , 
유지한 채로 태양광을 집광하기 위한 집광부 를 포함하고 상기 ; ,
바디부를 기준으로 회전운동하도록 마련되고 상기 날개부가 회,
전되는 방향은 상기 바디부가 상기 날개부를 기준으로 회전되,
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이며 상기 바디부에 장착되되 상기 날, , 
개부의 위치 및 방향을 센싱하기 위한 자이로 센서부 상기 날;
개부에 장착되되 상기 집광부에서의 집광량을 센싱하기 위한 , 
집광 센서부 및상기 자이로 센서부 및 집광 감지부로부터 센; 
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날개부가 상기 기설정된 각도를 , 
유지할 수 있도록 상기 바디부 및 상기 날개부를 제어하는 제, 
어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날개부가 상기 기설정; , ,
된 각도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경우 상기 자이로 센서부로부터 , 
상기 센싱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날개부가 상기 기설정된 
각도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 바디부의 상, 
면이 상측에 위치되도록 하되 상기 바디부의 상면이 상기 기, 
설정된 날개부의 상면과 수평한 상태가 되도록 상기 바디부가 , 
회전되도록 하고 상기 바디부의 회전이 완료되면 상기 기울어, , 
진 날개부의 상면과 상기 회전된 바디부의 상면이 수평한 상
태가 될 때까지 상기 기울어진 날개부가 회전되도록 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비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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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공중 동력원 제공 제어 - / (AAB)

발명의 명칭 Parallel combustor configuration for unmanned underwater 
vehicle propulsion turbine

출원인 HAMILTON SUNDSTRAND CORP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5/631128/
2018-0371994

출원일/
공개일

2017-06-23/
2018-12-27

기술 분야 수중 공중 동력원 -
제공 제어/ (AAB)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 propulsion system for an 
unmanned underwater vehicle includes 
at least one fuel storage tank. A 
plurality of combustors is connected 
to the at least one fuel storage tank. 
Each of the combustors is connected 
to a turbine via a corresponding 
nozzle. An output shaft is connected 
to the turbine and configured to 
output rotational energy from the 
turbine.

1. A propulsion system for an unmanned 
underwater vehicle comprising: at least one 
fuel storage tank;a plurality of combustors 
connected to the at least one fuel storage 
tank;each of the combustors being 
connected to a turbine via a corresponding 
nozzle; andan output shaft connected to 
the turbine and configured to output 
rotation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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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공중 운용 변환 및 천이 - (AAC)

발명의 명칭 수륙양용 드론

출원인 주 로보프렌(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8-0152598/
10-2122246

출원일/
등록일

2018-11-30/
2020-06-08

기술 분야 수중 공중 운용 변환 및 -
천이(AAC)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수륙양용 드론으로써 보다 , 
상세하게 드론 본체와 상기 드론 본
체의 일측에 착탈가능하도록 구비되
어 상기 드론 본체의 수상 착륙 시 , 
수면으로부터 상기 드론 본체가 이격
되도록 하는 스키드를 포함하고 상기 , 
스키드는 상기 스키드의 단부에 구비
되어 상기 드론 본체와 스키드가 선
택적으로 고정되도록 하는 고정부와 
상기 고정부의 하부에 구비되는 제1
프레임부와 상기 제 프레임부의 하부1
에 구비되는 제 프레임부와 상기 제2 1
프레임부와 제 프레임부 사이에 구비2
되어 상기 제 프레임부가 회동될 수 , 2
있도록 하는 폴딩부와 상기 제 프레2
임부의 일측에 구비되어 상기 드론 
본체에 추진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수중추진장치와 상기 제 프레임부의 2
하부에 구비되어 상기 드론 본체가 
수면 아래로 잠기지 않도록 부력을 
제공하는 지지플레이트를 포함하고, 
상기 제 프레임부와 제 프레임부는1 2 , 
지상 및 수중 착륙에서는 일직선으로 
구비되고 수상 이동 시에는 상기 수, 
중추진장치의 일부가 수중에 잠길 정
도로 상기 제 프레임부가 상기 제 프2 1
레임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회동하
도록 한다.

드론 본체 및상기 드론 본체의 일측에 착탈가; 
능하도록 구비되어 상기 드론 본체의 수상 착, 
륙 시 수면으로부터 상기 드론 본체가 이격되도
록 하는 스키드 를 포함하고 상기 스키드는 상기 ; , ,
스키드의 단부에 구비되어 상기 드론 본체와 스
키드가 선택적으로 고정되도록 하는 고정부 상;
기 고정부의 하부에 구비되는 제 프레임부 상기 1 ;
제 프레임부의 하부에 구비되는 제 프레임부 상1 2 ;
기 제 프레임부와 제 프레임부 사이에 구비되1 2
어 상기 제 프레임부가 회동될 수 있도록 하는 , 2
폴딩부 상기 제 프레임부의 일측에 구비되어 상; 2
기 드론 본체에 추진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수
중추진장치 상기 제 프레임부의 하부에 구비되; 2
어 상기 드론 본체가 수면 아래로 잠기지 않도
록 부력을 제공하는 지지플레이트 상기 폴딩부;
에 구동력을 제공하는 폴딩모터 상기 수중추진;
장치에 구동력을 제공하는 추력모터 및사용자; 
의 단말기로부터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드
론본체와 폴딩모터와 추력모터를 제어하는 제어
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륙양;
용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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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공중 운용 변환 및 천이 - (AAC)

발명의 명칭 수공양용 쿼드콥트

출원인 이원영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5-0013989/
10-2016-0093242

출원일/
공개일

2015-01-29/
2016-08-08

기술 분야 수중 공중 운용 변환 및 -
천이(AAC) 법적상태 포기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공중과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공양용 
쿼드콥트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체의 전. , 
후 좌우에 각각 설치되어 본체에 구비된 전원부의 전
원으로 작동되는 구동모터의 구동축에 설치된 다수개
의 프로펠러가 구동모터의 작동에 의해 고속으로 상
승 회전 운동하면서 상승 양력에 의해 공중 비행이 
가능하고 특히 상승회전 운동과 반대되는 하강 회전 , 
운동을 하면서 하강 양력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본체 
하부케이스에 구비된 공기 또는 물를 저장하는 밸러
스트 탱크 밸러스트 탱크 내부에 설치된 밸브와 밸브, 
를 통해 물을 유입 또는 배출하여 부력을 조절하는 
펌프를 포함하는 부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수중잠수 
기동이 가능한 수공양용 쿼드콥트에 관한 것이다 이. 
를 위해 본 발명은 사용자의 조종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 통신부의 제어명령을 전송받아 비행, 
과 잠수 자세 제어 및 임무수행을 위해 장착된 전자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 전기를 요하는 장치에 , 
전원을 공급하며 충전가능한 전원부를 포함하는 상부
케이스 공기 또는 물를 저장하는 밸러스트 탱크 밸, , 
러스트 탱크에 장착되는 하나 이상의 밸브 및 밸브를 
통해 물을 유입 또는 배출하여 부력을 조절하는 하나 
이상의 펌프를 포함하는 하부케이스 및 상부케이스와 , 
하부케이스 사이를 분리하며 방수기능을 구비한 방수
패널을 포함하는 본체 본체 일측에 부착되는 온도센; 
스 및 방수기능을 구비한 카메라를 포함하는 탐지장
치 및 본체에 전후 좌우에 대칭적으로 고정 설치되어 ; 
외측으로 연장된 지지프레임 및 지지프레임이 관통되; 
어 본체에 고정되고 실린더 형상으로 수직 관통되어 
공기 또는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관통 유로를 구비한 
덕트 및 덕트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지프레임의 말단, 
에 설치되고 전원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본체에 
추진력을 제공하며 방수기능을 구비한 구동모터 및 , 
구동모터와 구동축에 의해 연결되는 프로펠러를 포함
하는 복수의 구동로터를 포함하는 수공양용 쿼드콥트
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조종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
는 통신부 통신부의 제어명령을 전송받, 
아 비행과 잠수 자세 제어 및 임무수행
을 위해 장착된 전자장비를 제어하기 위
한 제어부 전기를 요하는 장치에 전원, 
을 공급하며 충전 가능한 전원부를 포함
하는 상부케이스 공기 또는 물를 저장하,
는 밸러스트 탱크 밸러스트 탱크에 장, 
착되는 하나 이상의 밸브 및 밸브를 통
해 물을 유입 또는 배출하여 부력을 조
절하는 하나 이상의 펌프를 포함하는 하
부케이스 및상부케이스와 하부케이스 , 
사이를 분리하며 방수기능을 구비한 방
수패널을 포함하는 본체 본체 일측에 부;
착되는 온도센스 및 방수기능을 구비한 
카메라를 포함하는 탐지장치 본체에 전; 
후좌우에 대칭적으로 고정 설치되어 외
측으로 연장된 지지프레임 및지지프레; 
임이 관통되어 본체에 고정되고 실린더 
형상으로 수직 관통되어 공기 또는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관통 유로를 구비한 덕
트 덕트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지프레임, 
의 말단에 설치되고 전원부로부터 전원
을 공급받아 본체에 추진력을 제공하며 
방수기능을 구비한 구동모터 및 구동모, 
터와 구동축에 의해 연결되는 프로펠러
를 포함하는 복수의 구동로터를 포함하
는 수공양용 쿼터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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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 (ABA)

발명의 명칭 무인기 통합관제와 임무장비 센서데이터 획득을 이용한 공간정보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스템

출원인 주 두시텍(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8-0133077/
10-2104003

출원일/
등록일

2018-11-01/
2020-04-17

기술 분야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ABA)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무인기 드론 의 ( )
현장 비행과 지상관제장비 
운영방법 드론통합관제 시, 
스템 접속관리와 드론원격 
모니터링 및 동영상 상황전
파과정을 통합관리하며 빅 
데이터 구축을 위한 빅데이
터 저장 관리부 데이터 처
리와 영상 및 센서 데이터
의 가공된 자료의 빅 데이
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 
이터 획득은 비행시간이 적
은 드론의 비행계획 스케즐(
러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
터 획득과 가공효율이 향상
되는 동기화된 드론의 임무
장비 영상정보 초분광센서, , 
열화상 카메라의 원시데이
터를 체계적으로 획득 관리
방법과 드론통합관제 시스
템 드론원격 모니터링 및 , 
상황전파 빅 데이터 저장, 
관리부 차원 차원 정사, 2 3
영상 데이터 처리부 최종 , 
결과의 빅 데이터 구축과 
운영 서비스을 위한 방법으
로 구글 또는 포털서비스의 
광법위 지역별 빅 데이터 
공간정보 서비스 방식과 차
별화 하여 국가별 지역별 
시간변화에 따른 빅데이터
를 원시데이터부터 가공처
리된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주기적 중첩관리하는 무인
기 통합관제와 임무장비 센
서데이터 획득을 이용한 공
간정보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스템을 제공한다.

공간정보 획득을 위한 것으로 영상 및 센서 데이터획득을 위한 구
성으로 무인기 제조사별 형식이 다양한 무인기에 설치가능한 규격
화된 미션컴퓨터 와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센서데이터획득부(313)

및 통신 처리를 위한 통신처리부 기능을 갖춘 임무장비(312) (311) 
가 탑재 무인기 기체 상기 무인기 기체 의 경로비행을 (310) (300); (300)

제어하는 지상관제장비 실시간 전송된 상기 무인기 기체(200); (300)
로부터의 비행정보와 동영상을 관리하되 상기 무인기 기체 에, (300)
서 획득된 센서데이터를 빅 데이터 저장 관리부 에 전송하고(500) , 
동영상은 드론원격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 를 위한 스마트폰에 (900)
제공하며 인터넷 접속을 통한 드론 통제정보 접속자정보 데이터 , , , 
처리정보를 서비스 하는 무인기 통합관제 시스템 상기 무인기 (400);
통합관제시스템 에서 전송된 무인기 임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400)
스 관리시스템 으로 관리하되 원시데이터를 빅데이터(DBMS) 3D , 2D 
빅데이터 및 객체 빅데이터 등으로 분산관리하여 빅데이터를 구축
하고 가공하여 데이터 처리부 로 전송하는 빅 데이터 저장 관, (600)
리부 및상기 빅 데이터 저장 관리부 에서 전송된 데이터(500); (500)
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과 보정 처리가공을 처리하는데 상용 정, 3D
사처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연계하여 다양한 분석활용가능 하며 상
용소프트웨어는 글로벌 포털의 빅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규격으로 
변환하고 백터추정 및 보정 알고리즘을 통해 빅테이터를 구축하는 , 
데이터 처리부 를 포함하여 상기 데이터처리부 의 처리 결(600); (600)
과는 상기 빅 데이터 저장 관리부 를 통해 빅 데이터 서비스(500)

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며 상기 빅 데이터 서비스 의 빅 (800) , (800)
데이터 운영 은 데이터 운영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글 다음 네(700) , , 
이버 브이월드와 같은 포털 서비스와 호환된 배경에 빅데이터를 , 
구축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지원되며 전지구 모니터링은 최신 , 
데이터 의 최상위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데이터 운영정보는 View , 
구글의 규격과 같이 타일링된 규격으로 타일링 빅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빅데이터의 학습이 가능한 딥러닝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DB 
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기 통합관제와 임무장비 센서데이터 획득을 
이용한 공간정보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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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 (ABA)

발명의 명칭 무인항공기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방법 장치 및 컴퓨터 설비, , 

출원인
GUANGZHOU POWER SUPPLY 

BUREAU OF GUANGDONG 
POWER GRID CO LTD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20-7015323/
10-2020-0077569

출원일/
공개일

2018-09-30/
2020-06-30

기술 분야 관제시스템 제작 기술(ABA) 법적상태 심사중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출원은 무인항공기 데이터 전송 시스
템 방법 장치 및 컴퓨터 설비에 관한 것, , 
이다 무인항공기 데이터 전송 시스템은. , 
모니터링 센터에 마련된 제어기 송전선로, 
의 각 철탑에 설치된 제 네트워크 브리1 
지 설비 변전소에 배치된 제 네트워크 , 2 
브리지 설비 및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데, 
이터 전송 설비를 포함하되 여기서 상기 , , 
제 네트워크 브리지 설비는 모니터링 2 
센터에 마련된 모니터링 장치와 연결되고, 
상기 제어기는 각 상기 제 네트워크 브1 
리지 설비와 상기 제 네트워크 브리지 2 
설비를 제어하여 무선 네트워크 브리징을 
진행하고 무인항공기 데이터 전송을 위한 , 
통신 채널을 제공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 
데이터 전송 설비는 상기 통신 채널을 통
해 상기 무인항공기 데이터를 상기 모니
터링 장치로 전송한다 상술한 시스템은 . 
무인항공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 데이터 전송 시스템으로서 모, 
니터링 센터에 마련된 제어기 송전선로의 , 
각 철탑에 설치된 제 네트워크 브리지 1 
설비 변전소에 배치된 제 네트워크 브, 2 
리지 설비 및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데이, 
터 전송 설비를 포함하되 여기서 상기 제 , , 

네트워크 브리지 설비는 모니터링 센터2 
에 마련된 모니터링 장치와 연결되고 상기 ,
제어기는 각 상기 제 네트워크 브리지 1 
설비와 상기 제 네트워크 브리지 설비를 2 
제어하여 무선 네트워크 브리징을 진행하
고 무인항공기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 , 
채널을 제공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데이터 ,
전송 설비는 상기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무인항공기 데이터를 상기 모니터링 장치
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항공
기 데이터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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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ABB)

발명의 명칭 Launch and recovery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출원인 ADVANCED AEROSPACE 
TECHNOLOGIES INC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0/031925/ 출원일/
공개일

2000-07-24/

기술 분야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B)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00001] A method of launching 
and retrieving a UAV (Unmanned 
Aerial Vehicle) (10). The preferred 
method of launch involves 
carrying the UAV (10) up to 
altitude using a parasail (8) similar 
to that used to carry tourists aloft. 
The UAV is dropped and picks up 
enough airspeed in the dive to 
perform a pull-up into level 
controlled flight. The preferred 
method of recovery is for the 
UAV to fly into and latch onto 
the parasail tow line (4) or cables 
hanging off the tow line and then 
be winched back down to the 
boat (2).

1. An aerial launch system for an aircraft, said 
system comprising: a lifting apparatus for 
carrying said aircraft to an elevated altitude, a 
tow line connecting said lifting apparatus to a 
base structure, and automated launching 
means, said launching means being adapted 
to carry said aircraft to said elevated altitude 
and release said aircraft for flight mode, said 
base structure comprising a transportable 
conveyance comprising a water craft capable 
of creating a relative wind through forward 
movement sufficient to provide lift to said 
lift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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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ABB)
발명의 명칭 Aircraft recovery control

출원인 AVIATION SAFETY ADVANCEMENTS INC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5/233428/
2016-0347469

출원일/
공개일

2016-08-10/
2016-12-01

기술 분야 고가용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B)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Despite pilot training and current safety 
systems, aircraft accidents continue to 
occur. It is recognized herein that existing 
approaches to preventing aircraft accidents 
lack capabilities. A predictive aircraft 
recovery control unit can receive flight data 
from the plurality of data nodes. The flight 
data can be indicative of at least a speed 
of the aircraft and a position of the aircraft. 
In some cases, based on the flight data, 
the predictive aircraft recovery control unit 
can determine that the aircraft will enter a 
stall condition. Furthermore, based on the 
flight data, the predictive aircraft recovery 
control unit can determine a time period 
that will elapse before the aircraft enters 
the stall condition. In response to 
determining that the aircraft will enter the 
stall condition after the time period elapses, 
the predictive aircraft recovery control until 
can trigger a recovery sequence before the 
aircraft enters the stall condition.

1. An aircraft recovery control unit, the aircraft recovery 
control unit comprising: a processor and communication 
circuitry, wherein the processor is configured to connect 
via the communication circuitry to a flight display and a 
plurality of data instruments that obtain respective 
in-flight parameters associated with an aircraft, and the 
processor is further configured to: receive flight data 
from the plurality of data instruments, the flight data 
indicative of at least a speed of the aircraft and a 
position of the aircraft, the position defining a pitch and 
roll of the aircraft;retrieve a flight envelope associated 
with the aircraft, the flight envelope defining an 
operational boundary between a stable condition of the 
aircraft within the flight envelope and an unstable 
condition of the aircraft outside the flight envelope;based 
on the flight data, determine that the aircraft will enter 
an unstable condition;in response to determining that the 
aircraft will enter the unstable condition, trigger a 
recovery sequence before the aircraft enters the unstable 
condition and before the aircraft exits a recovery 
perimeter within the flight envelope that is defined by a 
manufacturer of the aircraft, so as to place the aircraft in 
a recovery state; andduring the recovery state, cause an 
aircraft reference representative of a current flight 
condition, and an overlay of a moving target immediately 
over the aircraft reference, to be displayed on the flight 
display, the overlay defining 1) an area indicative of the 
unstable condition and 2) the moving target separated 
from the area, the moving target representative of the 
aircraft returning to a level flight condition from the 
current flight condition at a constant rate of 
change,wherein the moving target and the aircraft 
reference are continuously updated responsive to the 
speed of the aircraft, the pitch of the aircraft, and the 
roll of the aircraft, and the aircraft transitions out of the 
recovery state when a pilot controls the speed of aircraft, 
the pitch of the aircraft, and the roll of the aircraft, so 
as to place the aircraft reference within the moving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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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ABC)

발명의 명칭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FOR MONITOR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출원인 DEUTSCHE TELEKOM AG 출원국가 E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17-162183/
3379282

출원일/
공개일

2017-03-21/
2018-09-26

기술 분야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C) 법적상태 등록예정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The disclosure relates to a 
monitoring system (600) for 
monitor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110), the 
monitoring system comprising: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610) comprising at 
least three base stations (BSs) 
(201, 202, 203), each BS 
configured to receive a 
respective radio signal (301, 
302, 303) from the UAV, 
wherein the mobile 
communication system is 
configured to determine a first 
position of the UAV based on 
triangulation of the radio 
signals received at the at least 
three BSs with respect to their 
received signal strength (RSS) 
or based on cell identification 
of at least one of the BSs, 
wherein the mobile 
communication system is 
configured to connect with the 
UAV to receive camera data 
from the UAV, the camera 
data indicating a ground 
picture recorded by the UAV. 
[Image]

A monitoring system (600) for monitor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110), the 
monitoring system (600) comprising: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610) comprising at least 
three base stations (BSs) (201, 202, 203), each BS 
configured to receive a respective radio signal 
(301, 302, 303) from the UAV (110), wherein the 
mobile communication system (610) is configured 
to determine a first position of the UAV (110) 
based on triangulation of the radio signals (301, 
302, 303) received at the at least three BSs (201, 
202, 203) with respect to their received signal 
strength (RSS) or based on cell identification of at 
least one of the BSs (201, 202, 203), wherein the 
mobile communication system (610) is configured 
to connect with the UAV (110) to receive camera 
data (511) from the UAV (110), the camera data 
(511) indicating a ground picture recorded by the 
UAV (110); and a localization system (220) 
configured to verify the first position of the UAV 
(110) determined based on triangulation or cell 
identification with a second position of the UAV 
(110) determined based on the camera data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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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ABC)

발명의 명칭 Air traffic control monitoring systems and methods for passenger 
drones

출원인 ETAK SYSTEMS LLC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6/511228/
2019-0355262

출원일/
공개일

2019-07-15/
2019-11-21

기술 분야 고신뢰 운영시스템 구축 
기술(ABC)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Passenger drone air traffic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and 
methods implemented by a 
consolidated system include 
communicating with an Air Traffic 
Control (ATC) system which is 
executed on a plurality of servers, 
wherein the ATC system is 
configured to communicate with a 
plurality of passenger drones in a 
geographic or zone coverage; 
consolidating data from the 
plurality of servers to provide a 
visualization of a larger geography 
comprising a plurality of 
geographic or zone coverages; 
providing the visualization via a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and 
performing one or more functions 
via the GUI for air traffic control 
and monitoring at any of a 
high-level and an individual 
passenger drone level.

1. A passenger drone air traffic control and 
monitoring method implemented by a 
consolidated system, the method comprising: 
communicating with an Air Traffic Control 
(ATC) system which is executed on a plurality 
of servers, wherein the ATC system is 
configured to communicate with a plurality of 
passenger drones in a geographic or zone 
coverage;consolidating data from the plurality 
of servers to provide a visualization of a 
larger geography comprising a plurality of 
geographic or zone coverages;providing the 
visualization via a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andperforming one or more functions 
via the GUI for air traffic control and 
monitoring at any of a high-level and an 
individual passenger dron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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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기술 (ACA)

발명의 명칭 METHODS AND SYSTEMS FOR NAVIGATING UNDER WATER

출원인 ATLAS ELEKTRONIK GMBH 출원국가 EP

출원번호/
등록번호

2001-911455/
1275012

출원일/
등록일

2001-03-02/
2010-09-08

기술 분야 수중 측위 기술(ACA)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In a method for determining absolute 
position under water of a submersible 
vessel (1) having a dead reckoning 
navigation system and receiving 
acoustic signals from a reference 
station (19), signals are received from 
one reference station in several 
positions (15-18) of the vessel. 
Estimated absolute positions of the 
vessel are calculated using range data 
and relative position data. Range rate 
data derived from the signals are 
preferably utilised. In a method for 
scanning an underwater survey area, 
the absolute position of a vessel (1) is 
intermittently being determined 
according to said method. The 
reference station may be placed at a 
fixed absolute position (19), or on the 
surface of the water, preferably in a 
buoy or a vessel. A system for 
determining the absolute position under 
water of a vessel comprises: acoustic 
communication means in a reference 
station and on board the vessel; a 
dead reckoning navigation system on 
board the vessel; and computing 
means.

A method for determining the absolute 
position under water of a submersible 
vessel (1) having a dead reckoning 
navigation system not receiving position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vessel, 
where the vessel receives acoustic signals 
from a reference station (34) having a 
known absolute position and calculates 
its range from the reference station, 
characterised in that signals are received 
from one reference station (34) in two or 
more positions of the vessel (1); that 
data for rate of change of the distance 
(the range rate) of the vessel from the 
reference station are derived from said 
acoustic signals; and that estimated 
absolute positions of the vessel are 
calculated using said calculated range, 
said range rate, and using relative 
position data from the dead reckoning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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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측위 기술 (ACA)

발명의 명칭 Underwater guidance systems,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and 
methods

출원인 NEKTON RESEARCH LLC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1/495134/
2008-0239874

출원일/
공개일

2006-07-28/
2008-10-02

기술 분야 수중 측위 기술(ACA)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n unmanned underwater vehicle 
for use in water and with at least 
one acoustic signal source 
includes a vehicle body, a 
steering mechanism to direct the 
vehicle body through the water, 
a propulsion device to force the 
vehicle body through the water, 
and an adaptive Doppler 
guidance and control (ADGC) 
system. The ADGC system is 
configured to receive acoustic 
signals from the at least one 
acoustic signal source and to 
control the steering mechanism 
using changes in at least one 
frequency component of the 
received acoustic signals caused 
by Doppler shifts.

1. An unmanned underwater vehicle for use in 
water and with at least one acoustic signal 
source, the vehicle comprising: a vehicle body; a 
steering mechanism to direct the vehicle body 
through the water; a propulsion device to force 
the vehicle body through the water; and an 
adaptive Doppler guidance and control (ADGC) 
system configured to receive acoustic signals 
from the at least one acoustic signal source 
and to control the steering mechanism using 
changes in at least one frequency component 
of the received acoustic signals caused by 
Doppler shifts; wherein the ADGC system 
includes a guidance sensor to sense a 
parameter of the unmanned underwate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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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ACB)

발명의 명칭 수중 비행체 및 장애물 탐지 장치

출원인 MITSUBISHI HEAVY IND LTD 출원국가 J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08-115705/
2009-264965

출원일/
공개일

2008-04-25/
2009-11-12

기술 분야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법적상태 소멸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요약 과제 해저의 상황 뿐만 아【 】 【 】
니라 해면 가까이의 상태도 탐지할 
수 있는 장애물 탐지 장치 및 상기 
장애물 탐지 장치를 구비함으로써, 
비교적 얕은 해역을 원활하게 항주
할 수 있는 수중 비행체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결 수. 【
단 수중 비행체 에 서로 간격을 1】
두고 설치되고 상기 수중 비행체 1
의 전방을 향해서 빔을 송출함과 
동시에 상기 빔의 반사파가 수신 , 
가능한 복수의 센서로 구성되는 센
서 군 과 복수의 센서 검출 결과3
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검출하는 처
리부를 구비하고 각 센서는 각 센
서에서 송출되는 빔이 교차하지 않
고 또한 전방으로 설정된 각각 다
른 목표 영역에 대해서 송출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청구항 수중을 항주하는 수중 비행체에 설치되1【 】
고 상기 수중 비행체의 전방에 존재하는 장애물, 
을 탐지하는 장애물 탐지 장치로서 상기 수중 비, 
행체에 서로 간격을 두고 설치되고 상기 수중 비
행체의 전방을 향해서 빔을 송출함과 동시에 상, 
기 빔의 반사파가 수신 가능한 복수의 센서로 구
성되는 센서 군과 복수의 상기 센서의 검출 결과
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검출하는 처리부를 구비하
고 각 상기 센서는 각 상기 센서에서 송출되는 
빔이 교차하지 않고 또한 전방으로 설정된 각각 
다른 목표 영역에 대해서 송출되도록 배치되어 , 
복수의 상기 센서는 인접한 상기 센서끼리가 같
은 그룹에 속하지 않도록 복수의 그룹에 분할되
어 있고 소정의 순서대로 상기 그룹마다 상기 센
서를 순차적으로 작동시킨다 장애물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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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ACB)

발명의 명칭 Devices and methods for locating and visualizing underwater 
objects

출원인 NAVICO HOLDING AS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6/048755/
2018-0329056

출원일/
공개일

2018-07-30/
2018-11-15

기술 분야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ACB)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Sonar devices for detecting 
underwater objects are 
provided whereby a set of 
angled ultrasound transducers 
are employed to sense 
ultrasound signals from a 
plurality of different spatial 
regions. The angled 
ultrasound transducers may 
include a first pair of 
side-viewing ultrasound 
transducers and a second pair 
of ultrasound transducers 
configured for interrogating 
forward and reverse directions. 
The ultrasound signals from 
the set of angled ultrasound 
transducers may be processed 
to identify the presence of 
underwater objects in each 
spatial region, and the 
resulting identified underwater 
objects may be displayed, on 
a per-region basis, on a user 
interface. The ultrasound 
signals may additionally or 
alternatively be processed to 
generate a topographical 
model of the bed surface, 
and to generate a 
topographical surface image 
based on the 
t h r e e - d i m e n s i o n a l 
topographical model. The 
topographical surface image 
may be displayed as a 
fly-over animation.

1. A sonar device, the sonar device comprising: a housing 
configured to float on a surface of a body of water, wherein 
the housing defines a primary axis;a power source 
positioned within the housing;an array of transducers 
positioned within the housing;a wireless communication 
element configured to transmit one or more signals to and 
receive one or more signals from a remote computing 
device; andprocessing circuitry provided within the housing, 
wherein the processing circuitry is configured to: receive one 
or more sonar return signals from the array of 
transducers;process the one or more sonar return signals to 
generate sonar return data corresponding to a plurality of 
regions, wherein the plurality of regions each corresponds to 
different volumes of the body of water with respect to the 
primary axis of the housing;generate a plurality of sonar 
images, wherein each of the plurality of sonar images 
corresponds to each of the plurality of regions, wherein the 
sonar image for each of the plurality of regions is formed 
from sonar return data for the corresponding one of the 
plurality of regions; andtransmit, via the wireless 
communication element, the plurality of sonar images to the 
remote computing device for presentation on a display of 
the remote computing device such that the plurality of 
sonar images are presented on the display within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onar device in posi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that correspond to the different volumes of 
the body of water with respect to the primary axis of the 
housing, wherein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onar 
device is presented on the display along with the plurality 
of sonar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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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 (ACC)

발명의 명칭 드론의 경로 설정 시스템 및 그의 경로 설정 방법

출원인 주 피스퀘어(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9-0042827/
10-2062661

출원일/
등록일

2019-04-12/
2019-12-30

기술 분야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ACC)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드론의 경로 설정 시스
템 및 그의 경로 설정 방법에 관
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 
따른 드론의 경로 설정 시스템은, 
드론이 목적지까지 비행하는 동안 
수집된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드론이 비
행하는 목적지까지의 비행경로를 
설정하고 설정된 비행경로에 따라 , 
상기 드론이 비행하도록 상기 드
론에 설정된 비행경로에 대한 정
보를 전송하는 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드론이 . , 
비행하는 경로에 대해 목적지까지 , 
최단거리로 비행하도록 경로를 설
정하되 철새 도래지 빌딩이나 산, , 
림과 같은 장애물 드론과의 교신, 
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난청지역
과 같이 드론이 정상적으로 비행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
역을 회피하여 비행하도록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빠, 
르게 드론이 임무수행을 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드론 및상기 드론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드론 : 
정보 수집부와 사용자에 의해 상기 드론이 비행하, 
는 경로 상에 위치하는 장애물에 대한 정보가 입
력되는 경로 정보 입력부와 상기 드론 정보 수집, 
부에서 수집된 정보와 함께 상기 경로 정보 입력
부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드론의 비행
경로를 설정하는 경로 설정부와 상기 드론에 설정, 
된 경로를 전송하는 설정 경로 전송부를 포함하는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드론은 출발지부터 목적지, 
까지 비행하는 동안 회피가 필요한 장애물의 위치
에 대한 정보 통신이 이루어지는 기지국의 위치에 , 
대한 정보 및 비행하는 고도에서의 풍향에 대한 
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상기 서버로 송신하며,
상기 경로 설정부는 드론의 출발지부터 목적지까
지의 이동 경로 상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회피하고 
상기 기지국에 인접하며 이동경로에 상응하는 방
향으로 바람이 부는 고도로 상기 드론의 이동 경
로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론의 경로 
설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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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 (ACC)

발명의 명칭 EN-ROUTE FLIGHT PATH OPTIMIZATION

출원인 AIRBUS 출원국가 E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16-186476/
3154047

출원일/
공개일

2016-08-31/
2017-04-12

기술 분야 임무 기반 경로 계획 및 추종 
기술(ACC) 법적상태 심사중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 method for en-route flight 
path optimization is disclosed. A 
plurality of alternate flight paths 
between an origin and a 
destination of the aircraft in 
flight is determined based on 
real-time weather data, air traffic 
conflict data, and air space 
constraint data. Further, flight 
time savings and fuel savings for 
each of the plurality of alternate 
flight paths with respect to an 
actual path is computed. 
Furthermore, an optimal flight 
path from the plurality of 
alternate flight paths is 
determined based on the 
computed flight time savings, 
fuel savings, and a priority for 
the flight time savings and the 
fuel savings.

A method for en-route flight path optimization, 
comprising: determining a plurality of alternate 
flight paths between an origin and a destination 
of an aircraft in flight based on real-time 
weather data, air traffic conflict data, and air 
space constraint data; computing flight time 
savings and fuel savings for each of the plurality 
of alternate flight paths with respect to an 
actual flight path based on the real-time 
weather data; and determining an optimal flight 
path from the plurality of alternate flight paths 
based on the computed flight time savings, the 
fuel savings and a priority for the flight time 
savings and the fuel sav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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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ACD)

발명의 명칭 해양에서 측량된 데이터를 차원 형태로 가시화하는 측량시스템의 3
측량장치

출원인 주 범아엔지니어링(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2013-0138972/
10-1360296

출원일/
등록일

2013-11-15/
2014-02-03

기술 분야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ACD) 법적상태 등록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해양에서 
측량된 데이터를 차3
원 형태로 가시화하
는 측량시스템의 측
량장치에 관한 것으
로 보다 상세하게는 , 
해양 및 대지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자
료들 중 조위 파랑, , 
기상관측 자료 해저, 
질 분포 부표 추적, 
조사 자료 각종 생, 
물상 자료 조류 해, , 
류 수온 염분 및 부, , 
유사 자료 등을 차3
원적 형태로 가시화
되는 전지구의 기본
도와 각각 또는 서로 
연계하여 가시화하
여 차원 모델링되, 3
는 각종 관측정보를 
웹 환경 아래 사용자
가 언제 어디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서
비스하는 해양에서 
측량된 데이터를 차3
원 형태로 가시화하
는 측량시스템의 측
량장치에 관한 것이
다.

해양 및 대지에서 관측 및 조사되어 수집된 모든 관측자료 중 
조위 파랑 기상관측 자료 해저질 분포 부표 추적조사 자료, , , , , 
각종 생물상 자료 조류 해류 수온 염분 및 부유사 자료의 유, , , , 
형에 맞는 가시화 방식이 채택되고 상기 가시화방식이 채택된 , 
상기 자료를 화하는 서버 및 상기 서버에 화 된 상DB DB ; DB DB
기 자료를 좌표계로 일괄적으로 변환한 후 상기 자료를 이UTM
용하여 가시화할 때에는 다시 차원 구형좌표로 변환하고 상기 3 , 
변환된 자료와 위성화면 항공사진 및 데이터를 토대로 생, DEM
성된 기본배경이 되는 기본도를 각각 또는 서로 연계하여 상호 
연계되어 있는 웹 사이트를 통해 화면으로 구현하는 웹서버3D ; 
를 포함하는 해양에서 측량되는 자료를 차원적 형태로 가시화3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관측자료는 조위 파랑 기상관측 자; , , , 
료 해저질 분포 부표 추적조사 자료 각종 생물상 자료 조류, , , , , 
해류 수온 염분 및 부유사 자료의 관측자료는 차원 내지 차, , 1 3
원적 형태로 구현되도록 가시화되되 상기 차원적 형태로 구현, 1
되는 가시화 방식은, Line plots, Histograms, Scatter plots, 

및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가시화되고Rose Stick diagrams , 
상기 차원적 형태로 구현되는 가시화 방식은2 , Contour, Surface 

및 중 maps, Post, Vector maps, Grid maps Gridding methods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가시화되고 상기 차원적 형태로 구현되, 3
는 가시화 방식은, Navigation, Wireframe maps, Contour, 

및 중 Volume rendering, 3D Effects, 3D Objects Movie maker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가시화되고 상기 웹 서버는 상기 가시화; , 
방식이 채택된 상기 관측자료를 좌표계로 일괄적으로 변환UTM
한 후 서버에 전달하고 상기 서버에 화 된 상기 관측DB , DB DB
자료를 구형좌표로 표현하기 위해 차원 구형좌표로 변환하고3 , 
상기 좌표계로 일괄적으로 변환된 후 서버에 화 된 UTM DB DB
상기 관측자료를 차원 구형좌표로 변환하여 상기 변환된 자료 3 , 
중 위성화면 항공사진 및 벡터 데이터를 각각 분석하여 , DEM 
각각의 메이커를 통해 타일화 또는 피라미드화 되도록 전처리하
여 기본 배경이되는 기본도를 생성하는 전처리 통합 모듈 및 ; 
상기 전처리 통합 모듈에서 상기 전처리 되어 생성된 기본도와 
상기 서버에 화 된 자료들을 각각 또는 서로 연계하여 DB DB
디스플레이하는 웹 뷰어 를 포함하며 상기 웹 뷰어는3D ; ; 3D , 
상기 생성된 기본도와 연계되어 가시화되는 상기 자료뿐만 아니
라 해저지형 벡터 자료 및 객체를 가시화하고 상기 가시화, , 3D , 
되는 자료들을 검색 확인 편집 및 저장하는 뷰어 엔진 상기 , , ; 
기본도 위에 파일을 연계하여 가시화하여 방파제 교각의 C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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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에 대한 설계정보를 함께 시각적으로 가시화하는 
데이터 통합 엔진 상기 기본도 위에 해저질 암심CAD ; , , Side, 

및 자력탐사자료와 같은 추가적인 이미지 자료를 Scan, Sonar 
매핑하여 추가하여 가시화하는 이미지 맵핑 엔진 수심정보를 ; 
획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상기 해저지형을 인위적인 색상

으로 표현하되 상기 관측자료 중 수심점 자료를 (Pseudo-color) , 
보간 하여 래스터 이미지 로 표현하(Interpolation) (Raster image)
거나 멀티빔과 같은 부분적인 해저지형 관측자료를 매핑하여 , 
가시화하는 콘투어 데이터 엔진 상기 웹 뷰어를 통해 선택; 3D 
되는 특정 지역에 대해 수심에 따른 차원 단면 정보를 제공하3
되 수심이나 암심 또는 수심별 측정값 표현 단면 정보를 보여, , 
줄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단면 정보의 해상도를 조절하여 제공, 
된 정보를 텍스트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섹션 데이터 엔
진 상기 가시화되는 각종 자료들 위에 다수개의 해양 자료를 ; 

및 그래프로 표현하되 이때 가시화되는 자료들은 사용1D 2D , 
자의 설정에 따라 색상 단위 폭 및 유형을 재설정하고, , , Plot ,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 자료에 대해 확대 축소하는 대양 정보 , 
데이터 엔진 및 상기 연계되어 모델링 되는 상기 관측자료의 ; 
범위를 측정하여 이를 특정가시화 형식으로 제작하여 웹 뷰, 3D 
어상의 일정 부분에 객체화하여 표현하는 플롯 엔진 을 포3D ; 
함하고 해상에 부유되면서 상기 전처리 통합 모듈과 무선통신하;
여 해상의 좌표를 송출하는 부표를 더 구비하되 상기 부표는 , 
구형상의 부력볼 상기 부력볼의 상면 중심에 고정된 무선통신; 
용 안테나 상기 안테나를 중심으로 부력볼의 외표면에 반경방; 
향으로 다수 설치되어 태양광을 집광하는 다수의 집광렌즈 상; 
기 부력볼의 내부에 설치되어 집광렌즈로부터 집광된 태양광을 
집속하는 집속렌즈 상기 집속렌즈의 하부에 설치되어 발전하는 ; 
발전기셀 상기 발전기셀과 연결되어 발전된 전기를 충전하는 ; 
축전지 상기 부력볼의 하면에 일체로 고정된 원통형 혹은 사각; 
형상의 내부가 빈 내부하우징 상기 내부하우징의 둘레를 따라 ; 
다수 형성된 소공 상기 내부하우징의 외주면에서 반경방향으로 ; 
간격을 두고 다수 돌출된 가이더 상기 내부하우징이 삽입되는 ; 
외부하우징 상기 외부하우징의 내주면에 형성되고 상기 가이더; 
가 끼워져 승하강 안내하는 가이드홈 상기 외부하우징의 둘레; 
방향을 따라 다수 형성되고 상기 소공보다 큰 구경을 갖는 다수
의 대공 상기 외부하우징의 하단 둘레를 따라 수직하게 연장된 ; 
날개편 상기 날개편 상에 나사체결되는 무어링추 로 이루어진 ; ;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양에서 측량된 데이터를 차원 형태로 가3
시화하는 측량시스템의 측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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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 (ACD)

발명의 명칭 ACOUSTICAL IMAGING INTERFEROMETER FOR DETECTION OF 
BURIED UNDERWATER OBJECTS

출원인 BAE SYSTEMS 출원국가 E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02-757128/
1428045

출원일/
공개일

2002-08-14/
2004-06-16

기술 분야 수중 데이터 수집 기술(ACD) 법적상태 취하간주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 method and system for underwater 
detection of fully or partially buried objects 
such as sea mines and underwater cables, 
consisting of a mobile underwater platform 
configured with a real-time, three dimensional 
acoustical camera with a downward directed 
field of view used as an imaging 
interferometer, coordinated with a 
high-intensity, low frequency acoustical 
transmitter directed as to disturb the loose 
particulate or elastic matter comprising the 
seafloor within the field of view of the 
camera. The images recorded by the camera 
display the relative motion of the seafloor 
material before and after an acoustical pulse, 
in contrast to the lesser or no motion of 
submerged solid objects. Distinguishing 
man-made from natural objects is aided by 
recognizing geometric shapes apparent within 
the varying image density, not common in 
nature.

1. A system for detecting objects 
under the seafloor comprising a 
mobile underwater platform, an 
ultrasonic underwater camera with 
a field of view projecting 
downward, said camera having a 
rapid frame rate and range gated 
response times for producing three 
dimensional volumetric images of 
a selected target area volume at 
least partially including said 
seafloor, and an acoustic 
transducer for applying an acoustic 
pulse to said seafloor within said 
field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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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상 고신뢰 저지연 통신 / (ADA)

발명의 명칭 Communicating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air traffic 
control

출원인 ATC TECHNOLOGIES LLC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5/954001/
2018-0324881

출원일/
공개일

2018-04-16/
2018-11-08

기술 분야 해상 고신뢰 저지연 통신/ (ADA)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The present disclosure 
includes devices, 
systems, and methods 
for communicating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 In one 
embodiment, the present 
disclosure includes a 
server including a 
communication interface, 
a memory, and an 
electronic processor 
c o m m u n i c a t i v e l y 
connected to the 
memory. The electronic 
processor is configured 
to communicate with 
one or more unmanned 
aerial vehicles via the 
communication interface 
and a satellite network, 
communicate with the 
one or more unmanned 
aerial vehicles via the 
communication interface 
and a terrestrial network, 
and communicate with 
the one or more 
unmanned aerial vehicles 
via the communication 
interface and a 
combination of the 
satellite network and the 
terrestrial network.

1. A server comprising: a communication interface;a 
memory; and an electronic processor communicatively 
connected to the memory, the electronic processor 
configured tocommunicate with one or more unmanned 
aerial vehicles via the communication interface and a 
satellite network,communicate with the one or more 
unmanned aerial vehicles via the communication 
interface and a terrestrial network,communicate with the 
one or more unmanned aerial vehicles via the 
communication interface and a combination of the 
satellite network and the terrestrial network,transmit a 
voice communication to a VHF-ATC transceiver via the 
communication interface,control the VHF-ATC transceiver 
to transmit the voice communication to an Air Traffic 
Control (ATC) tower,receive an input that indicates a 
selection of one of the one or more unmanned aerial 
vehicles, andselect the VHF-ATC transceiver from a 
plurality of VHF-ATC transceivers by executing a 
push-to-talk program stored in the memory and based 
on the input,wherein the push-to-talk program includes 
a database containing a geographical location of each of 
the plurality of VHF-ATC transceivers, andwherein the 
electronic processor selects the VHF-ATC transceiver with 
the geographical location that is closest to a 
geographical position of the one of the one or more 
unmanned aerial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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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상 고신뢰 저지연 통신 / (ADA)

발명의 명칭 LOW EARTH ORBIT SATELLITE FOR AIR TRAFFIC CONTROL

출원인 GOMSPACE A/S 출원국가 E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16-738169/
3323209

출원일/
공개일

2016-07-12/
2018-05-23

기술 분야 해상 고신뢰 저지연 통신/ (ADA) 법적상태 심사중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low earth orbit satellites 
for air traffic control. One or 
more LEO satellites serves as 
a link between a control 
tower and an aircraft. The 
one or more LEO satellites 
are adapted for a) receiving 
an Automatic Dependent 
S u r v e i l l a n c e - B r o a d c a s t , 
ADS-B, signal from an 
aircraft; b) receiving and/or 
transmitting a signal from/to 
a control tower; and c) 
receiving and/or transmitting 
a VHF signal from/to an 
aircraft.

1 . Use of a low earth orbit, LEO, satellite for air 
traffic control; wherein the LEO satellite is adapted 
for:a) receiving an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 signal from an 
aircraft;b) receiving and/or transmitting a signal 
from/to a control tower;c) receiving and/or 
transmitting a VHF signal from/to an aircraft;wherein 
the ADS-B signal emitted by the aircraft comprises 
information regarding the aircrafts position, speed, 
and direction;wherein the LEO satellite is further 
adapted for receiving a signal from a control tower, 
and to re-transmit said signal to an aircraft on a 
compensated VHF frequency for compensating for 
Doppler frequency shifts, and wherein the 
compensation is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aircrafts ADS-B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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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상 초고속 통신 (ADB)

발명의 명칭 통신 네트워크를 구비한 해양 구조물 및 제어방법

출원인 주 네트( )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3-0027723/ 출원일/
공개일

2013-03-15/

기술 분야 해상 초고속 통신(ADB) 법적상태 소멸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를 구비
한 해양 구조물 및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해양 구조물에 있, 
어서 광 통합 유선 백본망에 기, 
초하여 상기 해양 구조물 내에서 
무선 또는 유선 통신 방식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해양 구조물 
통신 네트워크 상기 해양 구조물 ;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외부의 선
박과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는 선
박 통신 네트워크 및 상기 해양 ; 
구조물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외
부의 관리서버와 접속하여 상기 
해양 구조물 통신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통신 장비를 관리하는 안
전관리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이. 
에 의해 해양 구조물의 무선 통, 
신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영지역을 해소하여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해양 구조물의 무선 통
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승무원
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원, 
격지에서 네트워크의 이상 유무
를 모니터링하여 고장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다.

해양 구조물에 있어서 광 통합 유선 백본망에 기초,
하여 상기 해양 구조물 내에서 기반 무선 통신 LTE 
방식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해양 구조물 통신 네트
워크 상기 해양 구조물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보조 ; 
선박과 무선 신호를 방식으로 송수신하는 선박 LTE 
통신 네트워크 및상기 해양 구조물 통신 네트워크; 
로부터 외부의 관리서버와 접속하여 상기 해양 구조
물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통신 장비를 관리하는 
안전관리 네트워크 를 포함하고 상기 해양 구조물 통; ,
신 네트워크는 각기 다른 규격의 무선 신호를 상기 ,
백본망으로 전달하는 이종망 통합 게이트웨이 상기 ;
이종망 통합 게이트웨이를 통해 상기 백본망으로 신
호를 송수신하며 해상위성을 통해 육상의 통신 네, 
트워크와 통신을 연결하는 EPC(Evolved Packet 

서버를 포함하는 기반 기지국 및상기 기Core) LTE ; 
지국과 접속되어 상기 신호를 무선 송수신하는 LTE 
기반 중계기 를 포함하고 상기 기반 중계기는; , LTE ,PC 
혹은 노트북에 설치되어 펨토셀 규모의 무선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는 펨토셀 중계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해양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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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상 초고속 통신 (ADB)

발명의 명칭 해상에서의 광대역 이동통신 장치 및 그를 이용한 통신 방법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원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2-0072601/
10-2014-0005438

출원일/
공개일

2012-07-04/
2014-01-15

기술 분야 해상 초고속 통신(ADB) 법적상태 취하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본 발명은 선박자동식별 정보와 선박의 
상태를 토대로 광대역 이동통신 안테나를 
제어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선박간의 광대, 
역 이동통신 선박과 육상 내 기지국과의 , 
광대역 이동통신을 수행하는 장치 및 그
를 이용하는 통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선박 내 위치하고 선내 통신 처리부 위, 
성 통신 처리부 및 광대역 무선통신 처리
부를 포함하는 광대역 이동통신 장치가 
다른 선박 또는 육상 내 기지국과 통신하
는 방법은 육상에 위치하는 선박자동식별
장치를 통해 수집한 선박자동식별 정보를 
토대로 통신할 대상을 확인하는 단계 확, 
인한 통신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 방향
을 결정하는 단계 결정한 통신 방향에 , 
따라 선내 통신 처리부 위성 통신 처리, 
부 및 광대역 무선통신 처리부를 스위칭
하고 스위칭 결과에 대응하게 광대역 이, 
동통신 안테나의 방향을 제어하는 단계 
및 광대역 이동통신 안테나를 이용하여 
다른 선박 또는 육상 내 기지국과 통신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선박 내 위치하고 선내 통신 처리부 위성 , 
통신 처리부 및 광대역 무선통신 처리부를 
포함하는 광대역 이동통신 장치가 다른 선
박 또는 육상 내 기지국과 통신하는 방법
에 있어서 육상에 위치하는 선박자동식별, 
장치를 통해 수집한 선박자동식별 정보를 
토대로 통신할 대상을 확인하는 단계 확인; 
한 통신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 결정한 통신 방향에 따라 ; 
상기 선내 통신 처리부 위성 통신 처리부 , 
및 광대역 무선통신 처리부를 스위칭하고, 
스위칭 결과에 대응하게 광대역 이동통신 
안테나의 방향을 제어하는 단계 및상기 광; 
대역 이동통신 안테나를 이용하여 상기 다
른 선박 또는 육상 내 기지국과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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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 (ADC)

발명의 
명칭 SECURITY DRONE WITH NON-LETHAL DETERRENT

출원인 AMCREST GLOBAL HOLDINGS LTD 출원국가 US

출원번호/
공개번호

16/042635/
2020-0027326

출원일/
공개일

2018-07-23/
2020-01-23

기술 분야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ADC) 법적상태 공개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A drone for deterring intruders 
within a monitored area includes a 
multirotor aerial vehicle with an 
electric drive apparatus and a 
power supply configured to provide 
electrical energy. A controller is 
configured to control the multirotor 
aerial vehicle. A first sensor is in 
electrical communication with the 
controller, the sensor configured to 
provide navigation information to 
the controller. A wireless 
communication circuit is in electrical 
communication with the controller, 
and in wireless communication with 
an external wireless transceiver. A 
deterrence effector bay is in 
electrical communication with the 
controller. The deterrence effector 
bay includes a non-lethal deterrence 
effector and an actuator. Activation 
of the actuator causes the delivery 
of the non-lethal deterrence 
effector to a target. The drone ma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an 
alarm system as a deterrent against 
intrusion.

1. A drone for deterring intruders within a 
monitored area, the apparatus comprising: a 
multirotor aerial vehicle comprising a plurality 
of lift-producing rotors, an electric drive 
apparatus configured for driving the rotors, 
and a power supply configured to provide 
electrical energy;a controller configured to 
control the multirotor aerial vehicle;a first 
sensor in electrical communication with the 
controller, the sensor configured to provide 
navigation information to the controller;a 
wireless communication circuit in electrical 
communication with the controller, and in 
wireless communication with an external 
wireless transceiver;a deterrence effector bay 
in electrical communication with the 
controller, the deterrence effector bay 
comprising a non-lethal deterrence effector 
and an actuator, wherein activation of the 
actuator causes the delivery of the non-lethal 
deterrence effector to a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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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 (ADC)

발명의 명칭 무인 항공기를 통한 암호 키 공유 시스템 무인 항공기에 의한 신호 , 
전송 시스템 무인 항공기, 

출원인 NAT INST INF & COMM TECH 출원국가 JP

출원번호/
공개번호

2016-208855/
2018-074253

출원일/
공개일

2016-10-25/
2018-05-10

기술 분야 재밍 방어 및 보안 통신(ADC) 법적상태 심사중

기술요약 대표 청구항

요약 과제 위성이나 대형 항공기와 【 】 【 】
복수의 지상국 사이에서 기밀성이 높은 
동보 암호 통신을 하는데 있어서 복수, 
의 무인 항공기를 통해 중계시킨다 해. 【
결 수단 다른 항공기로부터 송신되어 】
오는 무선 신호를 복수의 무인 항공기 

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무인 항공기40
에 의한 신호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다
른 항공기 등에서 발신된 지향성을 가
지는 무선 신호가 수신 가능한 범위까
지 서로 접근하고 무선 신호를 수신한 
후에 상기 범위에서 일탈해 서로 이격
되어 비행함으로써 이것을 전송하는 복
수의 무인 항공기 을 구비하는 것을 40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다른 항공기 또는 다른 설비로부터 1【 】
송신되어 오는 무선 신호를 복수의 무인 항
공기를 통해 전송하기 위한 무인 항공기에 
의한 신호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다른 항공
기 또는 다른 설비에서 발신된 지향성을 가
지는 무선 신호가 수신 가능한 범위까지 서
로 접근하고 상기 무선 신호를 수신한 후에 
상기 범위에서 일탈해 서로 이격되어 비행함
으로써 이것을 전송하는 복수의 무인 항공기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항공
기에 의한 신호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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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과제제안요구서D. 

세부과제1 이동체 및 운영 시스템 개발 Flying AUV 

추진배경□ 

해난사고 수색 조사는 현재까지 선박과 잠수사에 의존하고 있으  /◯

며 초동대응이 늦어져 대량의 인명 피해와 수색 구조 활동 장기, /

화로 인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

해난사고 대응을 위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투입하여 해상 수중 목   - ·

표물의 신속한 위치파악 및 현장 정보 전달 필요

수중 탐사가 가능한 해양무인이동체의 경우 모선 운용이 필수이  , ◯

므로 해양기상 조건에 의존적이며 현장 접근에 장시간이 소요됨, 

해난사고 발생 시 즉각 현장 투입 가능한 공중 수중 기동 해양로봇    - ·

개발을 통해 신속한 목표해역 투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경량화 기술의 방수구조설계 수중과 상공의 움직임 특성에 적합  , ◯

한 추진 시스템 및 제어시스템 기술 확보가 긴요

연구목표□ 

최종목표□ 

ㅇ 수중 이동과 공중 이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수공양용형 이동 AUV 

체 개발 및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

· 경량화 동체 설계기술 및 운용환경을 고려한 방수구조 설계

· 복합운영의 움직임 특성에 적합한 추진 시스템 제어시스템 , 

· 통합 운영시스템 기술 개발

· 시스템 통합 및 기능 통합 시험 실해역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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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개발 내용□ 

ㅇ  수중상공에서의 환경특성을 고려한 동체 경량화 및 방수 기술  개발/

· 동체 좌굴해석을 이용한 변형 및 파단 해석을 이용한 최적 립* 구조 및 경량화  

설계

립 구조의 강도 및 파단을 보상하기 위한 구조물      * (Rib) : 

· 수중 운용 시 추진시스템의 방수구조 기술 개발 

ㅇ  수중과 상공의 추진 특징을 반영한 단일 추진 시스템 및 제어시스템 설계 개발

· 고속 회전과 고 토크의 최적점을 만족하는 추진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 추진 시스템을 이용한 수중상공에서의 제어 알고리즘 기술 개발/

· 수공양용형 의 거동 시뮬레이터 설계 AUV

ㅇ  초동대응 및 수공양용 의 운용을 위한 신속 정보 전달 목적의 통합 운영시스AUV

템  개발 

· 해양의 수중상공의 운용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 설계 개발 /

· 운용자 기반의 가독성 높은 운용 시스템 제공 기술 개발

· 구인구난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신속전달 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세부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기준

 Flying AUV 
이동체 개발

동체의 총 무게 이하 50Kg (In Air) 실측 데이터 검증

내압검증   압력 이하  3bar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최종 완성 동체 식3 시작품 확인

비행 능력 시간 내 비행0.5 25Km 이상 공중 이동 혹은 1km 50m 
이상 수중 이동에 대한 속도 
평균값 실증 시험 결과 전문가 

자 검증3

논문특허 데이터 확인/

잠항 능력 로 시간 잠항1knot 1

수 공 천이 기능-
초내 상공 수심 60 5m ~ 

천이1m 

통합 Flying AUV 
운영시스템 개발

거동 시뮬레이터 식1
설계서 전문가 평가 

논문특허 데이터 확인/

관제 시스템 설계
데이터 가시화 및
운용관측시스템 ․

식 1

시작품 확인 및 설계서 
전문가 평가

시작품 확인 및 설계서 전문가 
평가

ㅇ 실험조건 이하 풍속 이하 탁도 이하의 해양 혹은 이와 ( ) Sea state 4 , 14m/s , 2 NTU 

유사한 육상 조건호수 등에서 공중수중 제어 시험에 무리가 없는 충분한 공간이 ( ) /

확보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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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물 □ 

ㅇ 복합소재의 동체  

    - 경량소재를 이용한 수심 기압 이상의 내압 수밀 동체10m(1 ) 

ㅇ 수공양용형 이동체 제어 시스템 AUV 

  수중 상공의 환경에 적합한 단일추진 제어 시스템  - /

ㅇ 데이터 가시화 및 운용관측 통합 운영시스템 ․

   이동체의 운용 및 데이터 가시화를 위한 육상 통합 운영 시스템 - 

사업기간 및 규모□ 

총 연구기간 년 총 년  : 22 ~ 25 ( 4 )′ ′◯

연구비 억 원 내외 년 억원 내외  : 171.96 ( 22 29.7 )′◯

선정 과제 수 개 과제  : 1◯

연차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연구기간 차년 개월 차년 개월 차: (1 )’22.04~’22.12(9 )/(2 )’23.1~’23.12(12 )/(3

년 개월 차년 개월)’24.1~’24.12(12 )/(4 )’25.1~’25.12(12 )

특기사항□ 

수중과 상공의 상이한 특징을 기의 동체에 접목하는 기술로 기  1◯

술의 적정성을 이용하여 최적의 제어 성능을 구현하고 해난사고 

시 신속 초동대응하여 광학영상 이미지 소나 대상체 최종 위치 , , 

및 대상 해역 온도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둠 

참고 □ 

임무 요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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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무요구도: Flying AUV □ 

ㅇ 수공양용형 활용 가능 임무 예시AUV 

임무 예시 비고

해난사고 신속 초동 대응 대표임무 시나리오

해상 항만 구조물 수심별 관측·

해양 방위 시스템 지원

적조 고수온 탐지 광역 해양 수층별 환경 조사·

해파리 탐지 광역 수층별 영상 확보

해양 조사 원격탐사 지원·

활용 가능 임무< >

ㅇ 대표 임무 시나리오

임무형상 임무 내용 소요시간

임무지
이동

이격된 해상에서 원인미상으로 침몰중인 선박에서 보낸  25Km • 
구조신호에 기반해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 0.5 분30

임무
수행

광학정보 전송 • -

대상체 침몰시 상공 에서 수심 까지 초내 진입 5m 1m 60• 분1

최대 수심 최대 속도로 시간 이동하여 최종 침 10m 1knot 0.5• 
몰 위치 확인 분30

해수면으로 상승해 획득된 소나 광학 영상정보 및 위치 정보를  ·• 
전송 -

회수 수면 대기 후 인력 회수 • -

대표 임무 시나리오< >



첨부

369

임무 수행 개념도< >

수중 
잠항 조건

최대 수심 최대 속도 시간 잠항 수중 탐색 반경  10m , 1knot , 0.5 ( 0.5Km)• 
이미지 소나 광학 영상 및 온도 측정 , • 

공중 
비행 조건

거리 분 이내 도달 공중 탐색 반경  25Km 30 ( 5Km)• 
광학 영상 및 온도 측정 • 

운용 환경
수중 : Sea state 4• 
공중 풍속  : 14m/s• 
운용온도 강우 습도 상대습도  : -32 ~ 43 , : 3mm/hr, : 95%• ℃ ℃

기타
초내 수 공 천이 완료 상공 수심  60 - ( 5m ~ 1m)• 

수직 이착륙 기능 • 
총 중량 이하 50Kg • 

임무 수행 조건< >

ㅇ 수중에서 반경 공중에서 반경 탐색 가능하나 임무 시나리오에서는 0.5Km, 5Km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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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2 자율 운용 기술 개발Flying AUV 

추진배경□ 

를 통해 공중 이동 및 임무수행 수 공 상태 전환 수  Flying AUV , / , ◯

중 탐색 탐사 등의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 공 제어상/ /

태의 적절한 전환을 포함하여 수공 복합환경에서의 자율적 운용

이 가능한 제어 기술이 요구됨. 

또한 자율 제어를 위해서는 수공 복합 환경에서 의   , Flying AUV◯

위치를 정교하게 파악해야 하며 광역적 임무수행 범위를 고려했, 

을 때 절대 위치의 보정이 가능한 위치추정 기술이 요구됨. 

수중 탐사의 결과를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난사  , ◯

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수, 

중 탐사 결과 대한 강화 기술이 요구됨

연구목표□ 

최종목표□ 

ㅇ 수 공 상태 전환을 포함하는 공중 및 수중의 복합환경에서의 임무 /

를 수행하는 의 자율 운용에 요구되는 복합 항법 자율Flying AUV , 

제어 및 자율운용 기술 개발
      

· 수공 양용 절대위치 보정 복합 항법 기술 개발

·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

· 자율 임무관리 기술 및 획득 결과 강화 기술 개발

주요 연구개발 내용□ 

ㅇ  수공 양용 복합 항법 기술 개발

· 수공 양용 복합 관성 항법 기술 개발

· 음향신호 기반 수중 절대위치 추정 기술 개발

· 광학소나 융복합 목표물 상대 위치 추정 기술 개발/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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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공 복합 환경 자율 제어 기술 개발

· 수공 복합 환경 제어관리 및 수공 과도구간 전환 기술 개발

· 이착륙 및 공중 이동 제어 기술 개발 

· 수중 탐색 및 목표물 추종 자율 제어 기술 개발

ㅇ 자율 임무관리 및 획득 결과 강화 기술 개발 

· 자율운용을 위한 임무 관리 및 자율 선택 기술 개발

· 광학소나 영상 품질 개선 및 가시화 기술 개발/

세부목표□ 

성과지표 가중치
사업기간

측정산식
단계1

복합항법 성능 0.1

공중 1m 
CEP

수중 20m 
CEP

산출 CEP (Circular Error Probability) 
방식을 따름

수중 목표물 인식 평균정밀도 0.1 70% 기준Averaged Precision 

수중 목표물 상대위치 자세 추정 성능/ 0.1 2m,10deg 이격거리 기준15m 

수공 과도구간 전환 성공률 0.2 70% 
공중 에서 수중 까지 상태 전환 5m 1m

성공률

수상 착륙 정밀도 0.05 5m 목표 착륙 위치 대비 이격 거리

수중 목표물 추적 성공률 0.1 70% 한계수심까지 침몰하는 목표물 추적 성공률

자율임무 성공률 0.2 70% 자율임무 수행 후 복귀 성공률

임무 행위 모드 수 0.1 개10 이착륙 이동 수공전환 탐색 추적 등을 포함/ / / /

수중 영상 품질 개선도 0.05 50% 비율 기준CNF 

ㅇ 실험조건 이하 풍속 이하 탁도 이하의 해양 혹은 이와 ( ) Sea state 4 , 14m/s , 2 NTU 

유사한 육상 조건호수 등에서 공중수중 제어 시험에 무리가 없는 충분한 공간이 ( ) /

확보되는 환경. 

최종성과물□ 

ㅇ  수공 절대위치 보정이 가능한 복합 관성 항법 시스템  

ㅇ  광학소나 영상 학습에 기반한 수중 목표물 상대위치 추정 알고리즘/

ㅇ  수공 복합 환경 제어 및 수공 전환 제어가 포함된 제어 시스템

ㅇ  수공 복합 환경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중 및 수중에서의 위치 및 자세 제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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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

ㅇ 수공 복합 임무 관리 및 자율 임무 선택 알고리즘 

ㅇ  수중상황의 선명한 전달을 위한 수중 광학소나 영상 품질 개선 및 가시화 알고리/

즘

사업기간 및 규모□ 

총 연구기간 년 총 년 : 22 ~ 25 ( 4 )′ ′◯

연구비 억 원 내외 년 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기준 : 52.97 ( 22 8.2 , )′◯

선정 과제 수 개 과제 : 1◯

  ※ 연구기간 차년 개월 차년 개월 차: (1 )’22.04~’22.12(9 )/(2 )’23.1~’23.12(12 )/(3
년 개월 차년 개월)’24.1~’24.12(12 )/(4 )’25.1~’25.12(12 )
연차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



첨부

373

세부과제3
단계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Flying  AUV 1

해상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 개발 ·

추진배경□ 

수공양용형 단계별 임무수행 범위 단계 임무 범위  AUV (1/2 : ◯

내에서 제어정보 및 고용량 영상 광학 소나 정보 25km/100km) ( · )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통신 인프라 제약 등으로 인한 제한적인 해양통신 서비스 범위  ◯

의 확장을 위해 해양 무선 네트워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차세, 

대 해양 광역 초고통 무선통신 원천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됨

연구목표□ 

최종목표□ 

수공양용형 단계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 광역 초고속   AUV 1 ·◯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주요 연구개발 내용□ 

수공양용형 무선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AUV ◯

· 다중 프로토콜 위성 셀룰러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 - - (D-MF/HF)) 

동시 지원 가능한 해상통신 무선시스템 구현 및 수공양용형 AUV 

적용 기술 개발

· 통신 시스템 해수노출에 의한 파손 부식 분실 대응 기술 개발 수/ / (

심 급10m )

  ◯ 수공양용형 제어정보 고신뢰 전송을 위한 해상 무선통신 기술 AUV 

개발

· 수공양용형 제어정보 해상 고신뢰 전송을 위한 수공용형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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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기반 빔형성 기술 개발AUV Jittering AI Predictive 

· 개발 기술 검증을 위한 무선통신 테스트베드 구현 및 실해역 테

스트 

수공양용형 영상 광학 소나정보 전송을 위한 해상 초고속   AUV ( · ) ◯

통신 원천기술 개발

· 수중 영상정보 무손실 전송을 위한 Flying AUV Delay/Disruption 

설계 및 구현Tolerant Network Bundle Protocol (DTN-BP) 

· 개발 기술 검증을 위한 무선통신 테스트베드 구현 및 실해역 테

스트 

세부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또는 평가기준

전송거리 이상25km 

수공양용형 임무범위 - AUV 

실증 테스트 수행 및 - 

제 자검증을 통한 목표치 3

달성여부 확인

전송거리 전송/
률 패킷에러손/

실율 
동시 달성 
여부 확인 

예 영상정보( , : 
10Mbps@25 
km@0.001%)

전송률

제어정보
이상1Kbps 

이동시(50km/h ) - 3GPP TR 22.829 KPI for 

command and control 

기준communication 

- 급 영상 영상 전송 고려HD (720p) 

실증 테스트 수행 및 - 

제 자검증을 통한 목표치 3

달성여부 확인

영상정보 이상10Mbps 

패킷

에러손실율 

제어정보 이하0.01% 
및 - 3GPP TS 23.203 V2X Message 

Conversational Video Service 

기준requirement 

실증 테스트 수행 및 - 

제 자검증을 통한 목표치 3

달성여부 확인

영상정보 이하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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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물 □ 

수공양용형 단계 임무수행 지원 가능한 무선통신 시스템   AUV 1◯

시작품

해양 광역 초고속 무선통신 테스트베드  ·◯

사업기간 및 규모□ 

총 연구기간 년 총 년  : 22 ~ 25 ( 4 )′ ′◯

연구비 억 원 내외 년 억원 내외  :  46 ( 22 11.5 )′◯

선정 과제 수 개 과제  : 1◯

  ※ 연구기간 차년 개월 차년 개월 차: (1 )’22.04~’22.12(9 )/(2 )’23.1~’23.12(12 )/(3
년 개월 차년 개월)’24.1~’24.12(12 )/(4 )’25.1~’25.12(12 )

특기사항□ 

수공양용형 무선통신 시스템의 이동체 적용 및   AUV Flying AUV ◯

검증을 위해 본 사업의 이동체 및 운용 시스템 개“Flying AUV 

발 과제 연구팀과의 협력 연계방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