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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존의 해안 감시시스템은 레이다와 광학장비로 각 분리되어 고정으로 설치됨으로써 별도로 통제 및 운용된다. 하지만 기존의 해안 

감시시스템은 고정으로 장착되어 LOS 미 확보 지역이 발생함으로써 가시선 확보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형전

술차량에 지상/해상/공중감시가 가능한 레이다, EO/IR 감시장비, RCWS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개조를 통해서 기동성을 확보함

으로써 감시영역을 확대한다. 차량을 이용한 기동성 및 감시영역 확보가 가능하지만 지형적인 한계로 인한 LOS 미 확보 지역 발생 문

제점이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EO/IR이 장착된 정찰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해안 감시시스템은 레이다와 광학장비가 분리되어 별도로 운용됨으로써 정보의 융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제안하

는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은 레이다와 EO/IR 센서를 하나의 마스터에 장착/운용함으로써 이종 센서의 통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소형전술차량의 뒤편에 짐을 싣는 부분을 제거하고 제작/설계한 쉘터를 장착함으로써 운용병이 감시장비를 통제 및 운용할 

수 있는 통제실로 활용한다. 운용자는 감시장비를 통해 획득된 위험 표적 및 미식별 표적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관련 체계로 공유함

으로써 교전 상황 발생에 초동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안하는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를 제거한 신속/

정확한 지휘/통제의 보장은 국가 안보로 연결될 수 있다. 추후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의 확대 배치를 통한 통합 운용을 수행함으로써 

국경 및 해안감시정찰 시스템의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existing coastal surveillance system is controlled and operated separately by installing the radar and optical equipment separately 

and fixedly.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securing the line of sight because the existing coastal monitoring system is fixedly installed 

and LOS is not secur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surveillance area is expanded by securing mobility through design and modification

so that the radar, EO/IR monitoring equipment, and RCWS capable of ground/sea/air monitoring can be installed on small military 

vehicles. Although mobility and monitoring areas were secured using vehicles, the problem of LOS unsecured areas remains due to 

Ⓒ 2022 by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62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10, No.2, 2022

geographical limitations. To solve this problem, a reconnaissance drone equipped with EO/IR is used to monitor and reconnaissance 

areas where vehicles cannot enter. In addition, the existing coastal surveillance system has difficulty in convergence of information as 

radar and optical equipment are operated separately. The proposed mobile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is designed to enable the 

integrated operation of heterogeneous sensors by installing/operating radar and EO/IR sensor on one master. We remove the loading 

part at the back of the small tactical vehicle and install the manufactured/designed shelter, and use it as a control room where the 

operator can control and operate the monitoring equipment. The operator analyzes the dangerous target and unidentified target 

information acquired through the monitoring equipment in real time and shares it with the related system, so that the early response is 

possible in the case of an actual engagement. By using the proposed mobile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the guarantee of 

prompt/accurate command/control that eliminates blind spots in monitoring can be linked to national security. It is expected that the 

advancement of border and coastal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systems will be realized by performing integrated operation 

through expansion and deployment of mobile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s in the future.

Keywords: Maritime surveillance, Mobil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system, Radar, EO/IR, Drone, RCWS

1. 서 론

최근 병력자원 감소와 작전 지역 확대 및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

속 정확하게 상황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여 실시간 분석 및 공유가 가능한 감시정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탐지/식별 및 소형드론 및 선박 등을 이용한 적의 다양한 침투/공격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GP/GOP 

및 해안경계구역에서의 감시정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EO/IR센서 및 레이다 등의 장비를 이용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표적탐

지 및 상황 정보 획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군 감시체계 장비가 노후화되고[1] 악천후와 같은 기상 조건에서 감

시가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해안 감시체계 대다수가 고정형으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대비책이 미흡하

며 고정시설/고정형 감시장비의 위치 노출로 적의 회피 침투가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월북/월남 및 

북한의 도발, 테러 등으로 인한 군의 육해공 감시/경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

(NLL, Northern Limit Line)을 남하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부터 최근 태안 소형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사건, 북한 이탈 주민이 

강화도 일대에서 철책 아래 배수구를 통해 월북한 사건까지 우리 군의 감시/경계 실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보안 안

전에 위협을 받고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특히, 기존 GOP 경계 감시체계의 문제점은 2021년 2월 ‘머구리 귀순사건’이라 불리

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경계 실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2]. 해외의 해안 감시시스템의 사례를 보면 터키

의 경우, 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CSRS, The Coastal Surveillance Radar System)을 사용하며, 평시와 전시에 해양 관할 구역

에서 가능한 최대 센서 범위를 확보함으로써 모든 영해와 인접 수역을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CSRS는 Fig. 1과 같이 터키 해양 관할의 연안 감시소에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센서와 레이더로부터 수신되는 자동 식별 

시스템(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으로 추적 데이터의 융합 및 식별을 통해 인식한다. 본 시스템은 CSDS(Coastal 

Surveillance Data System)와 MIS(Maritime Information System)의 두 가지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앙카라 작전본부, 식별 및 

감시 센서, 해안 감시소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CSDS가 사용이 되며, MIS에 정의된 공통 데이터 패턴은 민간 간의 정보 교환

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MIS 적용기관은 해안 경비대 사령부, 교통부, 해양산업 통신부, 해군 사령부, 관세청, 기상청 등이 있

다. 운용 센터는 식별 & 추적 센터(KiM)와 연안 감시소(CSS)전용망과 연결되어 충분히 보완되고 있으며, CSS는 레이더시스

템, EO/IR 및 TV 및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레이더, EO/IR, AIS 센서를 이용하여 해수면에 이동하는 표적을 감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수년 전부터 국경과 적대 지역에서 활동하여 민간인을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경 감시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4]. 지난 2020년 미국 국무부는 4억 1700만 달러 규모의 해안 감시시

스템을 이집트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영토로써 해안 감시의 강화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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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현 국방에서는 아직도 고정형 해안감시시스템에 의존한 감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기동형 해안감시시스템 개

발 착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 자산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모든 국가에서 지속적이고 효율

적인 해상 감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 또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TechSci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기동형 

해안 감시시스템 시장은 2024년까지 1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

Fig. 1. The coastal surveillance radar system (CSRS) in Turkey

Table 1은 기동형 해안 감시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한 국가 중 대표적으로 미국과 터키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한 현황과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의 기본 정보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미국과 터키의 경우 기동형 해안감시시스템의 개발 

완료 및 해외국가로의 수출이 활발하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연구개발이 되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경

우에는 아직 현존하는 체계사업이 없으며, 핵심기술 개발단계로 타 국가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는 현실이다. 지난 

’19-‘20년경에 자사에서 자체 투자를 통해서 해안 감시를 위한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을 설계/개발하였다. 해외 업체와의 시스

템 구성 비교 시 필수 감시센서(레이더, 전자광학카메라)의 보유는 비슷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은 

운용병의 생존성을 고려하여 RCWS를 추가 장착하였으며 LOS 미확보지역의 감시정찰을 위해서 EO/IR 센서가 장착된 정찰 

드론을 연동/통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기존 해외 시스템은 대체로 통제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앞좌석(운

전석)을 개조하여 통제실로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은 차량을 개조

하여 통제실을 별도로 제작하였으며 운용병 2명이 통제 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콘솔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해외 기동형 감시시스템과 비교하여 보유 센서의 종류는 비슷하지만 각 보유 센서의 사양에 따라서 성능적인 측면은 매우 큰 차

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군사 시스템의 주요 성능과 관련된 수치는 국가 기밀 사항으로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현 대한민국의 해안 감시시스템(과학화 경계 시스템, 지상감시레이더, 해안 감시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은 전/후방 

해안 및 GP/GOP에 대한 연중무휴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해안 감시 레이더는 책임감시구역 내에서 표적탐지, 추적, 분석, 

조기경보를 수행을 위한 전력화 장비이다[6]. 하지만 기존 감시체계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으로 과중한 정비 부담 

및 반복적인 오경보로 인해 운용자가 시스템에 대한 경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해안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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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 악천후 등과 같은 기상에 대한 감시 취약에 따른 성능 향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터키의 CSRS와 같이 고정형 감시시

스템의 사용으로 인한 제한적인 탐지 영역으로 인하여 LOS(Line of Sight) 미확보 지역과 같은 감시 사각 지역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 고정시설 및 고정형 감시장비의 위치 노출로 인해 적이 경계 구역을 피해서 침투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shape and main information between the mobile surveillance system developed in other countries 

and the mobile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장비형상

개발국가 미국 미국 미국 터키 터키 대한민국

개발년도 2016 2019 2021 2015 2019 제안 단계

개발업체 PureTechSystems PureTechSystems PureTechSystems ASSELSAN

Katmercilerand 

ASELSAN 

공동개발

LIG넥스원

시스템명

ALERT Truck 

Mobile 

Surveillance 

System [10]

LVSS 

(Lightweight 

Vehicle 

Surveillance 

System) [11,12]

MVSS (Mobile 

Vehicle 

Surveillance 

System) [13]

ASUR Mobile [14] Ates [15] 미정

용도 국경 감시

국경/해안선 감시 

및 전방 

작전기지보호

병력보호, 

국경감시
국경감시 국경감시 국경/해안선 감시

보유센서

레이더 및 

전자광학(주간 

TV카메라, 

열화상카메라), 

거리측정기,GPS 

등

레이더 및 

전자광학(MWIR), 

거리측정기 등

레이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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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기존 해안 감시체계의 구성 및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와같이 최근 북한군의 철책선 통과, 드론/무인기 및 소형 어선 

침투 시 미탐지로 인한 기존 감시체계의 취약점이 노출됨에 따라서 레이더 감시체계의 성능 향상 및 신형 통합감시장비의 전력

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드론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 국가 중요 보

안 시설(원자력발전소, 석유 비축지 등)에 대한 방호 수준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재함이 문제

점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드론 항공 법령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휴전선 일대 및 원전 반경 19km 등의 

비행 금지 구역에서 미승인된 드론이 출현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7]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여 소형드론에 대한 실시간 탐지

를 통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공중 경계 방안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 

Fig. 2. Limitations of existing domestic coastal surveillance systems

이처럼 적의 침투ㆍ공격 전술(정찰 드론, 소형선박 등)이 다양해지고 기존 감시체계의 취약점 노출 및 부재에 대한 대비 태세

를 갖추기 위해 노후화된 레이더 감시체계 교체 및 신형 통합감시장비의 전력화가 시급하다. 또한, 국방개혁 2.0[8]에 의한 병력 

감축과 작전 지역 확장에 따라 전방, 해안 및 군 주요시설 등 감시 전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신속한 현장 전개와 집중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기동화된 감시정찰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광범위한 해안지역의 감시 사각 지역 정찰을 통해 효과적인 해안 경계 작

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근 감시정찰 카메라를 장착한 해안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은 함정이나 해안 경계 부대에서 적용 및 운

용할 계획으로 민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군 시스템에 빠르고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9]. 드론을 활용한 경계 작전을 통해 

기존 고정형 기반의 감시장비에서 발생하는 LOS 미 확보 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기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감시정찰 체계의 탐지 능력에 대한 성능개선 및 고정형 중심의 감시장비에서 기동성을 보완한 감시체계

로의 전환을 위한 조속한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통한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안 경계/감시에 대한 군 운용개

념 분석을 기반으로 개조된 소형전술차량에 EO/IR 감시장비, 레이다, 정찰 드론을 장착한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을 제안한다. 

2. 군 감시체계 운용개념

2.1 군 요구도 분석

다양한 작전 지역 및 요구 형태에 따른 신속 기동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시정찰 임무 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군 운용개념

을 기반으로 한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MISS, Mobile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구축을 위한 개발방안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기 위해서는 군의 작전 환경과 전술적 운용 변화에 충족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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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찰 운용개념과 운용시나리오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을 설계 및 개조 개발을 하

기에 앞서 소요군을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해안 감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앞으로의 해안 

감시정찰의 운용개념을 분석하였다. 현 대한민국 해안 감시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장비가 고정형이기 때문에 감시가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한다. 또한 현 실정은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이미 노출

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가 불가능한 사각 지대를 이용한 적의 침투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레이더와 EO/IR 카메라가 별도로 설

치되어 있으며 각 다른 운용병에 의해 운용이 됨에 따라 레이다로 탐지된 표적을 EO/IR 카메라로의 탐지/추적에 어려움이 존재

한다. 세 번째는 기존 레이더와 EO/IR 장비의 노후화와 성능의 저하로 성능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드론의 발전과 함

께 공격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드론 공격에 대응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기반

으로 향후 군 해안 감시체계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통한 기본설계와 운용개념 도출이 필요하다. 다음은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기

본설계 사항이다.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의 주요 핵심 성능은 감시정찰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차량에 장착된 상태로 작전 지역

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장비를 부착한 상태로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장비의 탈부착에 따른 불필요한 

준비시간을 단축하고 작전 지역에서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 장비의 예열 및 설정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적 소요가 클수록 생존성

에 취약하며,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으로의 주요 목적성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작전 지역의 환경적인 요건에 따

라 장비의 탈착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한 장비의 탈착이 용이한 설계가 필요하다.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은 평지 지형

을 포함한 전방 산악지형에서의 기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생존성 및 엄폐 작전을 위해서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운

용이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에서 주요 감시장비인 레이다와 EO/IR 카메라의 통합을 위해서 두 장비 간

의 간섭을 최소화를 하면서 하드웨어적으로 정렬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레이더에서 탐지된 표적을 EO/IR 카메라로 연

동하기 위해서는 장비 간 시간동기화도 필요하다. 레이더의 경우에는 지상/해상/공중 모드 전환이 가능한 레이더가 필요하다. 

EO/IR 카메라의 경우에는 기존과 비교하여 해상도 측면에서의 성능 향상도 필요하지만, 해안가의 경우 주/야간 탐지뿐만 아니

라 안개와 해무 등의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지형으로, 안개와 해무가 발생했을 시에도 표적탐지가 가능해야 된다. 또한 레이다

와 EO/IR 카메라의 공통사항으로 높낮이 조절을 통한 탐색 범위 변경이 가능해야 된다.

2.2 운용개념 도출

본 논문에서는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에 대한 소요군의 요구사항 분석을 기반으로 감시 지역 및 작전상황을 고려하여 Fig. 3

과 같이 크게 4가지의 작전 유형의 운용개념을 도출하였다. Fig. 3(a)와 Fig. 3(b)는 지상 감시 운용개념을 그림으로 도식화하였

다. Fig. 3(a)는 지상 감시의 GP/GOP경계, Fig. 3(b)는 지상 감시의 기동작전 운용개념도이며, Fig. 3(c)는 해안 감시, Fig. 3(d)는 

공중감시 운용개념도이다. 군 작전운용개념은 크게 지상감시, 해안감시, 공중감시로 분류하여 표현한 이유는 제안하는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이 육 ‧ 해 ‧ 공 감시가 가능한 운용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기존에는 고정형으로 운용함에 따

라 주요 감시영역이 해안 감시로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은 이동 가능해짐에 따라서 지상 감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적의 다양한 침투 형태에 따라 드론을 통한 공중침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중 표적을 탐지가 가능한 공중감

시에 대한 운용개념을 포함한다. Fig. 3의 (b)는 지상/해안/공중감시에 대한 운용개념 외에 지상에서의 장비의 기동작전 감시 부

분에 대한 운용개념이다. 그림 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감시 임무 수행 중에 차량의 연료공급 또는 운용자 교대가 발생

했을 때를 대비하여 임무 수행지역에 통제실만 거치해 둔 상태로 차량만 고정 기지로 이동 가능하며 감시 지역에 대한 무중단 임

무 수행이 가능함을 운용개념을 포함한다. 

기동형 감시정찰의 운용개념의 첫 번째는 Fig. 3(a)의 지상의 GP/GOP 경계 감시이다. 지상/해안 및 주요 군 시설 등 감시 전력

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신속한 현장 전개와 집중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감시정찰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평지 운용과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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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지형에서의 감시정찰을 위해 기동성을 확보/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Fig. 3(a)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은 감시장비를 장착한 소형전술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기동성을 확보하고 GP/GOP 경계를 통한 지상 감

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소형전술차량은 00도로 등판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지/험지로 이동을 한 후에 레이다 및 EO/IR 

감시장비를 이용한 지상 감시가 가능하다. 정찰지역으로 이동한 후에 전원 공급에 대한 문제는 주둔지 근처의 고정 기지의 상전

을 활용한 운용이 가능하며 생존성 및 장비 엄폐를 위해서 차량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임무 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다. 

Fig. 3. Operation concept of military surveillance system considering surveillance area and operational situation (a) GP/GOP of 

ground surveillance (b) ground surveillance maneuvers (c) coastal surveillance (d) aerial surveillance

또한, 임무 수행 중에 획득된 감시정보를 고정 기지로 송신할 수 있으며 고정 기지는 수신받은 감시정보를 지휘통제실로 송신

함으로써 정찰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및 전파가 가능하다. 기동형 통합 감시정찰 차량에 탑재된 감시장비는 레이다와 

SWIR센서를 사용함으로써 미세먼지/안개 등과 같은 기상 악천후에도 표적탐지 및 추적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상 감시

에서는 GP/GOP 경계에 대한 운용개념뿐만 아니라 Fig. 3(b)와 같이 표적 이동으로 인해 임무가 변경되거나 신속한 철수/기동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동작전 운용개념이 필요하다. 레이다 및 전자광학감시장비(TOD,Thermal Observation Device)를 이

용한 추적 감시 수행 중에 감시 범위를 이탈할 경우는 소형전술차량을 이동한 감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형전술차량 이동이 불

가하고 LOS 미 확보 지역의 경우 감시정찰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정찰 드론을 이용한 

정밀 감시를 수행하는 운용개념을 제안한다. 다양한 작전 지역 및 요구도에 따라서 지/해/공 모드로 실시간 전환 운용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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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되며 북의 도발 및 최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 등과 같은 경우를 대비한 경계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Fig. 3(c)와 

같이 적응적인 해안 감시 운용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는 해안 감시를 위한 감시장비가 고정형으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대비책이 미흡하며, 고정시설/고정형 감시장비

의 위치 노출로 인해 적이 감시영역을 회피하여 침투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기존 장비의 문제점 및 해상 기상 조

건 악화를 고려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Fig. 3(c)와 같이 레이다를 이용하여 선박, 사람 등의 표적

탐지 및 추적을 수행하고 탐지된 표적을 전자광학감시장비를 이용하여 추적 감시를 수행한다. LOS 미 확보 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정찰 드론을 활용한 정밀 감시를 수행하며, 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작전 수행을 위해서 전자광학감시장비를 

분리하여 별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감시 지역 사전 설정 및 필요시에 RCWS를 이용하여 사격을 통한 초기 대응

을 하는 운용개념이다. 마지막으로 GP/GOP 지역의 적 소형 무인기 및 드론 침투를 대비한 공중감시 운용개념이다. Fig. 3(d)와 

같이 레이다 및 전자광학감시장비를 이용한 공중감시를 통해 적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을 수행하고 탐지/추적된 정보에 대한 상

황을 전파함으로써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적 드론의 위협에 사전 대비가 가능하다.

2.3 운용시나리오

기동형 감시정찰의 운용시나리오는 크게 운용개념에 맞춰 Fig. 4와 같이 임무 준비/시작 및 이동, 임무 지역에서의 감시정찰 

임무 수행, 임무 종료 및 이동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감시정찰 임무를 배정받아 상세 임무 정보를 오

프라인으로 배포 받는다. 임무를 배정받으면 배정된 임무를 확인하고, 임무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장비를 준비하고 정상 동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임무 지역으로 이동 시에는 모든 임무 장비는 전원을 내린 상태로 이동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임무 지

역에 도착하면 감시정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소형전술차량을 정차시킨 후에 지형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리모컨을 이용하여 아웃

트리거를 확장하여 차량의 수평을 맞춘다. EO/IR 임무 장비의 냉각기용 보조배터리 전원을 연결 시키고, 고정 진지의 경우 상전 

인입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연결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발전기로 전원을 공급한다. 또한 마스트용 리모콘을 조작하여 마스트를 

자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으며 마스트의 회전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조작하여 감시정찰 방향으로 설정한다. 레이다 및 EO/IR 

장비에 전원을 연결하고, 필요시에는 RCWS 장비도 전원을 연결한다. 통합운용장비의 SW를 로그인하여 임무 장비 자체점검

을 수행함으로써 장비 상태를 확인한다. 임무가 시작되면 통합운용장비를 두 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명의 운용병이 레이다와 

EO/IR 각 장비의 통제 운용이 가능하며 통제권 변경이 가능하다. 감시 지역에 도착하여 레이다와 EO/IR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표적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미식별 표적/의심 표적이 관측될 시에 본 정보를 상위체계로 보고하는 절차가 수행된다. 감시 지역

에서 임무 수행 중에 소형전술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경로이거나 사각지대 및 LOS 미 확보 지역의 경우에는 정찰 드론을 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요시에 정찰 드론을 준비하기 위해 드론을 조립하고, 휴대용 GCS를 통해 장비 자체 점검을 수행 및 확인한

다. 통합운용장비에서 임무 계획을 작성하여 정찰 드론에 장입을 수행하며, 정찰 드론은 임무 계획에 따라 정찰지역으로 이동하

여 자동 임무 계획을 수행한다. EO/IR 장비가 탑재된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휴대용 GCS와 통합운용장비로 전송한다. 정찰 드

론의 자동 임무 계획 수행 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운용자가 휴대용 GCS를 사용하여 수동 통제가 가능하다. 임무 장비를 통한 표

적탐지/추적뿐만 아니라 원격사격통제(RCWS, 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s)를 이용한 관심 표적탐지 및 표적 자동추

적 감시가 가능하며, 전시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표적 지향 사격 수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임무 종료 및 이동 단계에서

는 통합운용장비의 SW를 로그아웃하고, 임무 장비(레이다, 전자광학감시장비, RCWS, 통합운용장비 등)의 전원 오프를 수행

한다. 마스트(Mast) 전용 리모컨을 이용하여 마스트를 자동으로 내리고, 아웃트리거(Outrigger) 또한 전용 리모컨을 이용하여 

차량 지지대를 해제시킨 후에 마지막으로 차량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철수 준비를 마무리한다. 이후 다른 임무 지역으로 이동하

고 필요시에 운용자 교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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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eration scenario of mobil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3. 장비 구성품의 주요 기능 및 성능

기동형 통합 감시시스템은 Fig. 5와 같이 소형전술차량에 다기능 레이다, 전자광학장비, RCWS(원격사격통제체계) 및 정찰 

드론 및 임무 장비를 통제할 수 있는 통합운용장비를 설치하고 운용병이 운용/통제할 수 있도록 제작 설계된 통제실을 탑재하여 

구성되어 있다. 본 기동형 통합 감시시스템을 이용하여 地 ‧ 海 ‧ 空 감시정찰을 수행하고 관련된 타 체계로의 수집 영상과 표적 정

보공유가 가능하고 교전 상황 발생 시 원격사격통제체계를 이용하여 초동대응이 가능한 감시/대응 체계이다. 

Fig. 5. External shape and detailed components of integrated monitoring equipment



70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10, No.2, 2022

3.1 소형전술차량 개조

본 논문에서는 야지 환경 및 해안에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KIA에서 

제공한 소형전술차량을 이용하여 기동이 가능하면서 실시간 감시정찰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통제실을 포함하는 차량으로 개조 

설계/제작하였다. 기존 소형전술차량의 경우, 통제장비, 감시장비, 마스터, 전원제어반 등을 설치하기에 장비의 중량과 공간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조를 하기 위해서 Fig. 6의 ①과 같이 소형전술차량의 짐칸을 제거하였다. Fig. 6의 ②

와 같이 짐칸이 제거가 된 위치에 통제실을 얹기 위해서 차량 하부 프레임을 설계/제작하여 장착하였으며 군 운용을 위한 위장도

장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로 Fig. 6의 ③과 같이 운용병이 감시장비를 통제/운용하기 위한 통제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통제실을 

설계 제작하였다. 운용 특성상 운용 요원의 임무 장비 통합 운용을 위한 별도의 통제실 공간을 제공한다. 소형전술차량의 통제실

에서 운용함으로써 운용자의 생존성 및 장비 가동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통제실의 경우에 야지에서 운용할 시에 평지보다 

기울어진 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의 수평을 맞출 수 있는 아웃트리거를 통제실의 4방향에 위치하도록 제작하였으며, 아

웃트리거는 각 다리 별로 자동으로 개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리모컨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Fig. 6의 ④와 같이 하부 프

레임 위로 제작된 통제실을 올리고, 통제실의 뒤편으로 마스터 및 감시장비를 장학함으로써 기존 소형전술차량을 개조하였다. 

Fig. 7에서 Fig. 14까지는 자사의 자체 개발 연구를 통해서 소형전술차량을 개조하여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의 소요군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주요 상세 개조 및 설계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한다.

Fig. 6. External shape and detailed components of integrated monitor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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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의 주요 요구조건으로 감시장비를 탑재한 후 임무 지역으로 이동하여 임무 장비와의 통합운용 수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이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야지 환경에서의 험로 주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

문에 Fig. 7과 같이 장비를 탑재하고 모든 운용병(최대 5명)이 탑승 했을 때의 총 중량과 최대 주행 속도를 기반으로 등판 각도 

00% (00도) 이상, 종경사 각도 00% (00도) 이상으로의 주행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장비의 무게를 경량화하고 장착된 장비의 무

게중심을 계산한 설계를 반영하였다.

Fig. 7. Climbing and vertical inclination angles that can be driven when the vehicle is moving

야지 운용 중에 외부지형 및 강풍 등의 기상환경으로 인한 차량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안정화 설계가 필요하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에서는 Fig. 8과 같이 통제실 외부에 차량 안정화 장치인 아웃트리거를 설계/

장착하였다. 

Fig. 8. Design and mounting of outrigger that military vehicle stabilizer

Fig. 9(a)는 차량이 이동할 시에 차량의 형상 및 탑승자의 위치를 보여주며 Fig. 9(b)는 임무 수행 중의 차량 형상 및 내부 운용

자의 위치를 보여준다. 운용자는 통제실에서 통합감시장비를 이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차량이 이동할 경우 통합감시장비가 

부착되어 있는 마스터를 내린 형상이며 임무 수행 중에는 감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스터를 올리고 아웃트리거를 이용하

여 지형 경사에 따라 차량의 수평을 유지한다.



72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10, No.2, 2022

(a) (b)

Fig. 9. The shape of the vehicle’s equipment and the operator’s boarding position when the military vehicle is moving and 

performing missions (a) case of the vehicle moving (b) case of the performing a mission

또한, Fig. 10과 같이 아웃트리거를 이용하여 소형전술차량에서 통제실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용이 가능하다. 차량이 통제실

과 분리가 됨으로써 임무 지역에서의 운용자 교대의 편리성 및 차량의 정비성을 제공함으로써 24시간 무중단 운용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존재한다. 운용자의 편의성과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주기 위해서 Fig. 11과 같이 통제실 전면을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하였으며, 사계절 운용을 위한 냉난방기 시설 및 야지 운용 시 장비 전원 공급을 위한 발전기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Fig. 12는 소형전술차량 시제품의 외부 형상과 통제실 내부 형상을 보여준다. 또한 소형전술차량의 외부 형상에서 차량

을 고정할 수 있는 아웃트리거와 레이다/광학장비를 장착한 마스터 및 RCWS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4계절 운용을 위

한 환풍기 및 냉/난방기 시설이 통제실 내부에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Separation of military vehicle and contro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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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quipment components to support the convenience of military vehicles

(a) (b)

Fig. 12. Prototype shape of military vehicle (a) shape of external (b) inside of control room

Fig. 13은 통제실 내에 레이다/광학장비 및 정찰 드론을 통합 운용 할 수 있는 통합운용장비 2대와 RCWS 장비 1대의 구성으

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14는 통제실 내의 운용자 위치를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운용병은 최대 3명까지 탑승하여 운

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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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etailed internal configuration of military vehicle control room

Fig. 14. Operator position within the control room

개조 설계된 소형전술차량은 춘추/하계/동계 3계절 운용 및 전투용으로 적합한 차량이며 통제실과 차량 본체와의 분리 운용

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차량의 접근 각/이탈 각 및 등판능력의 주요 요소인 종경사/횡경사 각 등을 고려하여 험로 주행

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동 아웃트리거를 이용하여 차량을 고정할 수 있다. 감시장비의 전원 공급은 상전, 발전기, UP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Table 2는 소형전술차량의 운용 임무, 운용 특성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여준다.

Table 2. Major operational tasks and functions of military vehicles

구분 주요 설명

운용 임무
∙ 감시장비 탑재 후 임무 지역 이동 및 임무 장비 통합 운용

∙ GP/GOP 산악지역 및 개활지, 해안지역 전술적 운용

운용 특성

∙ 운용 요원 최대 4인 탑승 가능(운전병 제외)

∙ 임무 장비의 통합 운용을 위한 통제실 공간 제공

∙ 소형전술차량과 통제실 분리 설계

∙ 차량 안정화 장치 설계

∙ GP/GOP 및 전방 산악지역 접근 용이 차량 설계

∙ 사계절 시험 및 전투용 적합 차량

주요 기능

∙ 통제실과 차량 본체 분리 운용

∙ 차량 고정 장치 아웃트리거 운용

∙ 통제실 원격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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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레이다

지상/해상 및 공중에서의 위협 표적을 탐지 및 획득하여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자광학장비뿐만 아니라 날씨의 영

향을 적게 받는 레이다(Radar)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레이다는 악천후 및 안개/해무 등과 같은 기상 상황이나 주/야간에 상

관없이 표적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수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6]. 최근 

레이다는 표적을 자동으로 인식(ATR, Automatic Target Recognition) 및 분류(ATC, Automatic Target Classification)하고, 표

적과 주변 잡음(클러터, 간섭) 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여 최적의 파형을 적응적으로 선택하는 인지 레이다(Cognitive Radar)로 

발전하고 있다[17,18]. 지상/해상/공중의 위협 표적을 탐지하기 위해 제안하는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에 장착한 레이다는 Blighter 

사의 A422 시리즈를 사용하였다[19]. 제안된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에서 사용된 레이다는 해안 및 접적 경계부대의 감시 능력 

및 신속 대응능력 극대화를 위해 단일 장비로 해상, 대공 및 지상 감시가 가능하다. Fig. 15는 소형전술차량에 장착된 레이다의 

위치 및 형상을 보여준다. 레이다는 원거리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스터에 장착되어 있으며 전자광학장비 아래에 위

치한다. 사용된 레이다는 인원 및 차량을 탐지할 수 있는 최대 탐지거리/RCS/동시 탐지 표적 수 등을 고려하였으며 지 ‧ 해 ‧ 공 표

적탐지에 적합할 수 있도록 개조/설계하였다. Table 3은 레이다를 이용한 감시정찰의 운용 임무, 운용 특성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여준다.

Fig. 15. The position and shape of the radar mounted on the military vehicle

Table 3. Major operational tasks and functions of radar

구분 주요 설명

운용 임무
∙ 해안 및 접적 경계 부대의 해상 및 지상 감시

∙ 드론 위협 증가 추세에 부합한 대 드론 탐지

운용 특성

∙ 지 ‧ 해 ‧ 공 다기능 감시 모드 기능 제공 및 신속한 모드 전환

∙ 저속/저고도/초소형 드론 탐지에 최적화

∙ 대공 모드에서 초소형 드론 탐지

∙ 해수면 반사파 최소화

∙ 비구동 운용으로 탐지 성능 향상

주요 기능

∙ 지 ‧ 해 ‧ 공 모드 신속 전환

∙ 비회전 탐지

∙ 평지 및 산악지역 탐지거리 조정 기능

∙ 드론 탐지

∙ 탐지를 위한 세부 사항 조정 필터 적용

∙ 감시구역 설정 및 경보 알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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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자광학감시장비

전자광학감시장비는 레이더와 함께 위협 표적을 탐지 및 획득하는 주요 장비로써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현황을 판단함에 있어

서 중요한 영상 정보를 제공 받는다. 레이다의 경우에는 사람의 육안으로 탐지 불가능한 표적에 대한 탐지율이 좋지만 그에 반해 

기상 조건에 따라서 클러터(clutter)에 대한 오 탐지/오경보도 많이 발생하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광학장비는 레이더의 

단점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장비로 사용된다. 광학장비 또한 24시간 감시정찰 운용을 위한 주간용 카메라 및 야간용 적

외선 카메라의 사용이 필요하다. 제안된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에서는 주간 감시용 카메라 EO와 MWIR(Middle Wavelength 

InfraRed, 중적외선)/SWIR(Short Wavelength InfraRed, 단적외선)이 탑재된 광학장비를 장착하였다.

적외선 카메라는 파장 영역에 따라서 근적외선 영역(NIR, 0.75~1.4µm), 단적외선 영역(SWIR, 1.4~3.0µm), 중적외선 영역

(MWIR, 3.0~8.0µm), 장적외선 영역(LWIR, 8.0~15.0µm), 극적외선(FIR, 15.0~1,000µm)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20]. 

적외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하다. 또한, 시계가 불량한 대기 조건에서도 양호한 대기 

투과 특성을 가진 파장대를 이용해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21]. 특히 MWIR 및 LWIR 

영역은 다른 파장대에 비해 공기에 대한 투과도가 좋아서 적외선 센서에 가장 많이 쓰이는 파장 영역이다.

해안 경계/감시를 위한 운용개념은 해무, 안개/비와 같은 악조건의 기후에서도 감시가 가능해야 된다. 안개와 비는 물방울이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열화상 기기의 측정 범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제안된 통합감시시스템에서는 가시광에 비

해 파장이 긴 특성이 있어 산란 현상이 덜 일어나므로 안개나 먼지 등의 기후조건에서도 잘 통과하는 특성을 가진 SWIR를 적용

한다. SWIR 영상은 거의 전천후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군사용으로도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평상시 맑은 경우에도 SWIR의 영상이 일반 가시광선 카메라의 영상보다 훨씬 뚜렷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 다만 SWIR는 컬

러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색상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야간의 경우 SWIR의 활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존재한다. 본 SWIR의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서 야간 운용을 위해서는 MWIR을 사용한다. 본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에서 사용된 전자광학감시장비는 군 

운용 임무, 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신규 개발된 장비로, Fig. 16과 같이 소형전술차량에 장착된 전자광학

감시 장비의 장착 위치와 실 형상을 보여준다. 각 EO/MWIR/SWIR 3개의 렌즈가 장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LRF(LASER Range Finder)가 장착되어 있어서 표적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다. 주야간에 대한 인원 및 차

량에 대한 탐지거리 및 고각/방위각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마스터에 장착을 위한 무게 경량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Table 4

는 전자광학감시장비의 운용 임무, 운용 특성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여준다.

Fig. 16. The position and shape of the EO/IR mounted on the military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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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jor operational tasks and functions of EO/IR

구분 주요 설명

운용 임무
∙ 주간 카메라/열상 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지 ‧ 해 ‧ 공 감시

∙ SWIR 카메라를 활용한 악천후(안개/미세먼지/해무 등) 환경조건 운용 가능

운용 특성

∙ 기동차량 임무 지역 도착 후 신속한 경계 임무 운용

∙ SWIR 센서 및 와이퍼 적용으로 악천후 기상 조건 운용

∙ 방위각 무한 선회 가능으로 대공 표적 지속 추적 대응

주요 기능

∙ 임무 지역 도착 시 즉시 운용

∙ 악천후 기상 조건 감시

∙ 대공 표적 지속 추적 기능

∙ 분리 운용 시 도수 운반 가능

3.4 정찰 드론 및 휴대용 GCS

기존에 운용 중인 해안감시시스템은 고정 감시장비를 이용함에 따라 LOS 미확보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점이 존재한다[22]. 또한, 기동형 통합감시장비를 이용할 시에도 차량 또는 사람이 진입 불가능한 경우 및 은폐/엄폐 감시가 필요

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야간 카메라를 탑재한 정찰 드론을 활용하여 LOS 미확보 지

역 및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을 수행한다. Fig. 17은 감시정찰 수행이 가능한 주/야간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형상 

및 원격 통제를 위한 휴대용 지상통제시스템(GCS, Ground Control System)의 형상을 보여준다. 휴대용 GCS를 이용하여 드론 

및 영상을 통제할 수 있으며 드론의 임무 계획 작성 및 수정/장입이 가능하다. 정찰 드론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미식별 및 의심 표

적에 대한 정밀 감시로 신속 ‧ 정확한 상황판을 통해서 국지 도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 본 기동형 통합

감시시스템에 탑재된 정찰 드론은 상용제품(XeFi)을 적용하였으며 주야간 탐지가 가능한 EO/IR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정찰 드론을 운용/통제하기 위한 휴대용 GCS를 포함한다. 정찰 드론의 휴대용 GCS와 통합운용장치와의 연동을 통해서 통합운

용장치에서 작성된 임무 계획의 수정/장입이 가능하도록 SW를 수정/개발 하였다. Table 5는 정찰 드론의 운용 임무, 운용 특성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여준다.

주/야간 카메라

휴대용 GCS

정찰드론

Fig. 17. Shapes of reconnaissance drones and portable G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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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jor operational tasks and functions of reconnaissance drones and portable GCS

구분 주요 설명

운용 임무
∙ LOS 미확보 표적/감시 사각 지역 표적 확인 및 정밀 감시

∙ 사용자 지정 표적/관심 표적 집중 감시

운용 특성

∙ 비상시 자동 복귀 기능

∙ 2대로 교대 운용 가능, 실시간 감시 영상 전송 기능

∙ 지정 경로 자동/수동 비행 및 주/야간 감시

주요 기능

∙ 휴대용 GCS로 드론 통제 및 영상 통제

∙ 원터치 자동 이착륙

∙ 지정 경로 자동 비행

∙ 비행 중 임무 계획 변경

∙ 자동/수동 비행 전환

∙ 장애물 자동 충돌 회피

∙ 비상시 자동 복귀

3.5 원격사격통제장비

제안된 감시정찰체계의 소형전술차량에 탑재된 원격사격통제장비(RCWS)는 전시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유사시 탐지 표적 

초기 대응/경계 사격을 통한 임무병들의 생존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Fig. 18과 같이 통제실 지붕 상단 앞쪽에 장

착되어 있다. 원격사격통제장비에도 EO/IR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본 장비를 통한 표적의 탐지 및 추적 기능 SW가 탑재되

어 있기 때문에 감시장비의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원격사격통제장비는 통제실 내의 운용병에 의해 통제/운용되며, 필요시에 

따라서 원격사격통제장비에 있는 EO/IR 카메라를 통한 감시 임무도 가능하다. 본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에 탑재된 RCWS는 

광학장비를 이용한 표적의 탐지/추적을 위해서 화기의 구동 범위, 구동 속도, 사격성능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RCWS가 차량의 

상단 지붕 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케이블 및 화기에서 격발되었을 때의 진동/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화기의 종류를 선정하였

으며 안정화 제어 장치를 포함한다. Table 6은 RCWS의 운용 임무, 운용 특성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여준다. 

Fig. 18. The position and shape of the RCWS mounted on the military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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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jor operational tasks and functions of RCWS

구분 주요 설명

운용 임무
∙ 평시 주둔지 일대의 감시/정찰 임무 간 차량 경계

∙ 유사시 탐지 표적 초기 대응 사격

운용 특성

∙ 비 냉각방식 광학장비 탑재로 장비 전원 인가 후 즉시 임무 수행

∙ EO/IR 장치로부터 획득한 영상 정보를 통해 원격 임무 수행

∙ 평시에 EO/IR 카메라를 이용한 표적탐지 및 표적추적 임무 수행

∙ 사수의 생존성 및 안전성 확보

주요 기능

∙ 감시 표적(사람, 차량 등) 탐지 및 추적 기능

∙ 순차 감시 및 구간 감시 설정 기능

∙ 사격 모드 변경 기능

∙ 조준선 정렬/영점 조정 기능

∙ 주/야간 영상 도시

∙ 표적 거리 측정 기능

3.6 통합운용장비

통합운용장비는 각 광학장비 및 레이다를 통제할 수 있으며, 임무 장비(광학장비, 레이다, 드론 등)의 통합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통합운용장비는 전시기, 입력장치(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 통제장치(서버 1대, 클라이언트 2대), 스토리지

로 구성된다. 레이다에서 탐지된 표적 정보를 통합운용장비 SW GUI의 지도위에 실시간으로 도시되며 표적이 탐지된 구역(지

상, 공중, 해양)에 따른 관심 구역 설정, 탐지거리 설정 및 필터링 조건 설정을 위한 환경설정이 가능하다. 통합운용장비에서 

EO/IR 광학장비를 통해서 획득한 감시 지역의 영상 정보를 수신받아 도시할 수 있다. 또한 EO/IR 광학장비와 레이다와의 통합 

연동을 통해서 레이다에서 탐지된 표적 정보를 지정하여 EO/IR에서 자동으로 해당 표적을 지향할 수 있다. 정찰 드론 운용 시에 

통합운용장비를 통해서 임무 계획 작성/수정 및 장입을 할 수 있으며 정찰 드론의 통제는 휴대용 GCS를 통해서 가능하다. 정찰 

드론에서 획득한 EO와 IR 감시 영상은 휴대용 GCS 및 통합운용장비로 각 2채널로 실시간으로 수신받아 영상 도시 및 정찰 드

론의 현재 위치 정보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정찰이 가능하다. 

Fig. 19는 통합운용장비의 GUI를 보여주며 GUI는 사용자의 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따라 화면의 배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19(a)는 화면 왼쪽 ‘A’는 레이다를 이용한 표적 탐지 결과를 지도위에 도시하고 녹색 화살표

는 EO/IR 광학장비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의미한다. Fig. 19(a)의 화면 오른쪽에는 EO/IR 광학장비로부터 수신받은 영

상을 도시하며 상단 ‘B’는 EO 영상을 도시하고, 하단의 왼쪽 ‘C’는 SWIR 영상을 도시한다. 화면 하단의 오른쪽 ‘D’는 MWIR 

영상을 도시한다. Fig. 19(b)는 통합운용장비에서의 정찰 드론 운용 결과를 보여준다. Fig. 19(b)의 ‘A’는 정찰 드론 임무 수행을 

위한 임무 계획(mission plan)을 보여준다. 작성된 임무 계획은 정찰 드론으로 장입할 수 있다. 정찰 드론 임무 계획은 각 항로점

(way point) 별로 위도/경도/고도 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임무 수행 중에도 임무 계획에 대한 항로점 추가 /수정 장입이 가능하다. 

Fig. 19(b)의 ‘B’는 정찰 드론의 임무 계획에 대한 각 항로점 정보 및 현재 임무 수행 중인 드론의 위치 및 EO/IR의 촬영영역을 지

도위에 실시간으로 중첩 도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19(b)의 ‘C’와 ‘D’는 각각 정찰 드론에서 수신받은 EO/IR 영상을 도시한 

결과이며 팝업 창 형태로 운용자에 의해 자유롭게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Fig. 19(b)의 ‘E’,‘F’,‘G’는 소형전술차량의 EO/IR 광

학장비에서 수신받은 각 EO영상, SWIR영상, MWIR영상을 도시한 결과이며 영상의 도시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Table 7은 통합운용장비의 운용 임무, 운용 특성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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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Operation result screen of integrated operation equipment (a) Integrated operation result of radar and EO/IR (b) 

Upload the mission plan of the reconnaissance drone and display the drone location and received video in real time

Table 7. Major operational tasks and functions of integrated operation equipment

구분 주요 설명

운용 임무

∙ 임무 장비의 정상 동작 확인

∙ 레이더 표적 탐지/추적 결과 분석

∙ EO/IR 광학장비로부터 수신된 영상 분석

∙ 임무 장비의 통제 및 감시

∙ 미식별 표적 및 의심 표적 정보 ACISS(육군 해안정보공유체계)에 보고

운용 특성

∙ 주요 장비 동시 운용자 2명

∙ 운용자 간 통제권(레이더 및 EO/IR 광학장비) 변경 가능

∙ 사용자 맞춤형 레이아웃 변경 가능

주요 기능

∙ 레이더 표적 탐지/추적 결과 도시

∙ EO/IR 광학장비로부터 수신된 영상 도시

∙ 각 임무 장비에 대한 세부 환경설정

∙ 정찰 드론 임무 계획 작성 및 장입

∙ 정찰 드론 실시간 임무 현황 도시

∙ 레이다-EO/IR 광학장비 간 연동을 통한 자동 표적 지향

4. 기대효과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고정형 감시정찰체계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지역 전방, 해안 및 군 주요시설에 대한 신속한 현장 전개와 

집중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KIA에서 제공하는 소형전술차량에 대한 개조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EO/IR 감시장비, 레이다, 

정찰 드론을 장착한 기동형 통합감시시스템 설계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동형 감시정찰장비는 해상, 대공 및 지상 감시가 

가능한 다중 모드 운용 레이다를 통한 육 ‧ 해 ‧ 공 통합 감시정찰 임무 수행을 목표로 한다. 악천후 상황에서도 표적식별이 가능하

도록 설계 개발된 전자광학감시장비를 이용함으로써 감시 취약 요소에 대한 사전 제거가 가능하다. 또한, 정찰 드론을 이용함으

로써 LOS 미확보 지역과 같은 감시 사각 지역의 최소화를 통한 감시정찰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형 드론 및 선박 등의 적의 다양

한 침투/공격 전술에 대비한 기동형 감시정찰체계를 활용하여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및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지휘/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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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기동형 통합감시스템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상황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여 전장 상황 정보에 대한 실

시간 분석 및 관련된 타 체계로의 연동을 통해 적시 대응이 가능한 고기동/고효율 감시정찰 지휘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다. 추후 기동형 감시정찰체계의 확대 구축을 통한 합동 운용을 수행함으로써 해안감시정찰 시스템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해안 

경계 및 대응 강화 극대화를 통해 국가의 안보력을 보완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1.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351

2. 유석범, “무인지상감시센서체계 개발동향 및 발전방향”, 국방과학기술정보 105호, pp.31-39, 2021.

3. A. A. Mert, S. Uzumcu, F. Atary, and A. S. Havelsan,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Coastal Surveillance Radar System over 

Four Seas”, 1st Maritime Situational Awareness Workshop MSAW 2019, pp. 1-6, 2019.

4. C. V. Mahamuni, “A Military Surveillance System Based on Wireless Sensor Networks with Extended Coverage Life”, 2016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Trends in Signal Processing, Information Computing and Communication (ICGTSPICC), pp. 

375-381, 2016.

5. https://techsciblog.com/multi-function-mobile-coastal-surveillance-radar-system-market-to-surpass-1-2-billion-by-2024

6. 황조연, 이영주, 김성진, 이남용, 박진호, “레이더기반의 통합해안감시체계 구축에 관한 개념 연구”, 한국IT정책경영학회논문

지, 제9권 제4호, pp.433-443, 2017.

7. 정순채, 비투무키자 조셉, 차재상, “드론비행과 사생활침해 등 법률위반 위험성 연구”,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22-27, 2017.

8. 형혁규,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NARS 현안분석, 제116호, pp.1-17, 2020.

9. 이영욱, “드론의 효과적인 군사분야 활용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20권 제4호, pp.61-70, 2020.

10. https://secureservercdn.net

11. https://www.flir.eu/news-center/military/flir-lightweight-vehicle-surveillance-system-lvss

12. https://optics.org/dcs/news/13/3/52

13. https://www.globalsat.tech/mvss.html

14. https://defence-blog.com/aselsan-mobile-border-security-system-was-delivered-to-the-uruguayan-army/

15. https://raillynews.com/2020/05/Delivery-of-armored-mobile-nerve-surveillance-vehicle-fire-complete/

16. 신도경, 김주영, 김재경, 권철희, “레이다기반의 지상/공중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기 위한 감시정찰 통합운용시스템 개발 연구”, 

2020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pp.1775-1776, 2020.

17. S. Haykin, “Cognitive Radar: A Way of the Future”, IEEE Signal Process. Mag., Vol. 23, No. 1, pp. 30-40, Jan. 2006.

18. D. H. Kim, B. C. Jung, C. Y. Kim, S. W. Jeon, and J. W. Jeon, “Recent Research Trends of Machine Learning-Based Radar 

Technique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Vol. 43, No. 8, pp. 1382-1385, 2018.

19. https://www.blighter.com/military-radar-system-available-in-new-configuration/

20. 정용택, “적외선 센서의 최신 기술동향”, 홍릉과학출판사, 2014.

21. 최준혁, 김도휘, 한국일, 하남구, 장현성, 이승하, 김동건, 김태국, “비균일 대기상태를 고려한 함정의 적외선 신호 특성 분석”,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 제22권 제1호, pp.88-94, 2017.

22. 신도경, 김주영, 김재경, 권철희, “드론을 이용한 은폐/엄폐 지역 감시정찰을 위한 지상관제시스템 개발 연구”, 2020 한국항공

우주학회 추계학술대회, pp.867-868,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