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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개발 현황과 전망
박 고 용 Ⅰ 목포해양대학교 연구교수
한국선장포럼 자문위원

한편 IMO는 MSC 100차 회의에서 규정식별 작업(RSE; Regulatory Scoping Exercise 자율운항
선박 운용 시 영향을 미칠 규정 식별 작업)을 위해 자율등급을 표 1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였다.
등 급

자율운항 선박 기능

대응

1단계

자율주행을 위한 부분적 자동화 및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선박

선원이 운항 및 대응 주체

2단계 선원이 승선하고 있고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

시스템 고장 시 선원이 대응

1. 들어가며
자율 주행 자동차에 이어 자율운항 선박이 현실화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온 자율 주행 자동차의 등장은 해운시장에서도 자율 운항 시스템 도
입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해운 산업의 완전한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다른 산업과는 달리 해상 통신환경의 제약에 의해 연결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매우 도전적이다. 또
한 해상 운송은 IMO의 강력한 기준을 따르는 산업이므로 자율운항 시스템이 상용화되기 위해서
는 국제 표준 및 규제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것도 변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
한 자율운항 시스템과 선박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 추세이며 해사(海事) 산업에서 피할 수 없
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
하여 알아보고 선박에서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3단계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 시스템 고장 대비 이중화 시스템이 구축됨
4단계

완전 자율운항선박

선박자체 스스로 판단 및 결정

[표 1] 자율운항선박 규정식별작업(RSE)을 위한 MASS 등급

3. 무인선(Unmanned surface vehicle)의 기술 개발 현황
1) 무인 자동선박의 개발 기원
1898년 세르비아 출신 미국의 발명가인 Nikola Tesla(니콜라 테슬라) 가 일정 거리에서 무인선
의 엔진과 타기를 조정하는 특허를 출원하고 원거리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원격 오토메틱 보트를
발명했다. 120년 전에 이미 전기 추진과 타기도 전기로 작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원거리에서 무
선으로 조정되는 개념의 선박이 설계되었다.
2) 자율운항선박 개발 현황
일본은 1980년대부터 지능형 선박 프로젝트로 선원의 도움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지능형 선박 개
발을 목표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한편 Kai Levander 교수는 1994년 연안 선박에서 선원 없이 운항하는 선박 개념을, Bertam &
Kaeding은 1996년 인공지능과 원격조종을 결합한 무인 선박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유럽은 2012년부터 MUNIN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율운항선박의 핵심 기술 개발 및 응용, 법, 규

Rolls-Royce shaping the future of shipping

Rolls-Royce future shore control centre

[그림 1] 자율운항선박 운영 개념 (자료출처 : Rolls-Royce)

2.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및 등급
자율운항선박은 최근까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으나, 세계해사기구(IMO)는 2017년 6월에 개
최된 제98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라 명하고
공식 의제로 채택하였으며, 제99차 회의에서는 MASS를 ‘인간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다양한 수준
으로 독립해 운항할 수 있는 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is defined as a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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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에 대응 방안 등을 개발 중이다. 특히 노르웨이 선급(DNV·GL)은 2014년부터 무인 컨테이너
선박, ReVolt 컨테이너 전기추긴 선박으로 무인화와 원격 제어를 목표로 개발 진행 중이며, 영국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2015년부터 다국적 협력체인 AAWA를 결성하여 무인 자동화 선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를 위해 분야별로 협업, 2035년까지 완전 무
인 자동화선박을 목표로 개발 진행 중이다.
한편, 노르웨이 비료회사인 야라(YARA)사는 2016년부터 콩스버그(Kongsberg)와 협력하여 자
율운항 전기추진선인 100TEU 컨테이너선을 2018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2019년에는 시범 운항을
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개발사업 추진 중이다.
일본 해운사 MOL은 롤스로이스 마린과 함께 선박의 자율적 항해를 위한 지능 인식시스템(IAS,

which, to a varying degree, can operate independently of human interaction.)이라고 정의하

Intelligent Awareness System) 기술 개발을 2012년부터 1단계 육·해상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였다.

2단계는 2025년까지 약 250척의 자율운항선박 개발로 시장 점유율 30%까지 확대 계획을 목표로
2019 April vol.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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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을 개발 진행 중이다. 중국은 국영 CSSC에서 2015년부터 연구소, 조선소, 엔진 업

전기 추진 선박이 근해 시험운항을 완성하고 연해를 항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선급들도

체, 선사 등이 중심이 되어 스마트 선박 개발(Green Dolphin 프로젝트)을 착수하여, 2017년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을 대비하여 미래 자율운항선박 지침서를 제정하고 있다.

38,800 DWT 자율운항 화물선 개발 및 2020년까지 45%의 시장점유율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3)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현대중공업이 2009년부터 스마트 선박 콘셉트로 수주 및 인도 실적을 갖고 있고, 최

5.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해기사의 역할

근 Connected-ship 개발을 IT 업체와 추진 중에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자동화 선박을, 삼성중공

자율운항기술 개발은 비용 절감 등 긍정

업은 무인화선박을 개발 중에 있으나 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 사업 개발은 부진한 편이다. 뒤늦게

적인 측면과 함께 보안 문제 등의 부정적인

나마 한국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을 미래 해운 조선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스마트 자율운항

측면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IMO는 운항자

선박 및 해운항만 운용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주최 하에 국책 사

가 없는 선박이 어떻게 하면 더욱 안전하

업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고,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연구에 돌입
하였다. 그리고 세계적인 엔진 제조사인 롤
스로이스사가 2017년 6월 코펜하겐에서 세

4. 향후 자율운항선박 개발 전망
세계적인 선박 시장은 환경규제 강화와 조선/ICT 융합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의 변
화로 차세대 선박은 표 2에서와 같이 현재의 개발 단계를 통하여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및 무인선
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대

계 최초로 상업용 선박인 예인선에 대한 육
상 원격제어로 선박운항 시현에 성공했다.

세계 최초 원격조종 터그선 Svitzer Hermod호
[그림 2] 최초 원거리 조정선 (자료출처 : Rolls Royce)

노르웨이 해양장비기업인 콩스버그(Kongsberg)와 비료기업 야라(YARA)가 함께 개발 중인 배터
리 전기추진과 무평형수 자율운항선박인 야라 비르켈란트(YARA Birkeland)호는 수조시험을 마
치고 최근 실제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박의 형태

주안점

~2000년
초반

전통선박

안전성 /
화물량

2012
~2017

친환경선박, Eco ship,
2007 Green ship, 2013

환경오염

2017
~2030

스마트선박,
smart ship, 2017

환경오염,
자동화

산업에도 찾아온 것이다.

2030~

무인선박,
Unmanned ship

무인 완전
자동화

이 줄어들어 취업 기회가 축소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높아 경쟁력이 뒤처진 선진국 선

[표 2] 선박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전망 (자료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제 자율운항선박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또한 5G 통신 방법의
발달로 선박과 육상 간 정보 교환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자율운항선박은 엄청난 속도의 5G 통
신기술 발달을 바탕으로 미래 해운 산업의 중심에 놓일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과 같이 운
전자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는 것보다 개발 되어진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 해운
전통적인 선박운항 방식에 익숙해진 해기사들에게 자율운항선박은 위협일 수 있다. 승무 인원
원들과 다시 경쟁해야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해기사가 아닌 자동제어 기술자와 운항책임자 자
리를 놓고 다툴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자동화 기술과 원격제어 통신기술이 발달하더라도 변화무쌍한 해상에서 돌발적

선박 운영의 경우 연료비와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고 승선 기피 현상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율운

인 선박 상황을 육상에서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선박 운항 경험이 풍부

항 선박에 대한 선주의 관심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

한 해기사들이 실용적이고 안전한 자율운항선박이 개발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조언자가 아

되고 있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 추진 기술도 자율운항선박 범위에 포함된다.

닌 개발자로 깊이 참여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항해사, 기관사의 업무 외에도 통신,

자율운항선박 시대는 규제와 통신기술 등 도전적인 과제가 산재하기 때문에 완전 자율운항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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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비상대응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으로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각 단계 그룹은 ‘선박 중심의 운항에서 → 육상

자율운항선박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기술 변화이며 단지 시간의 문제이다. 언젠가 닥치게 될

의 의사결정 지원을 거쳐 → 원격 제어기능 개발 후 → 선박의 자율화’로 단계적으로 발달할 것으

자율운항선박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 해기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로 전망된다. 또한 점차적으로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배터리가 고정밸러스트 역할을 하는 배터리

지금부터라도 하여야 한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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