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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국방 로봇산업은 로봇과 AI, ICT, 방위산업 등이 융합하는 산업으로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전투상황에서 인명피해 최소화,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문제 해소, 전투력 증강, 미래전
장 양상 변화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국방 로봇 중에서 지상로봇시장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이 선
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한 이유는 이들 국가 모두 현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쟁지역
에 참여하면서 국방 로봇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10년(2014~23)간 국방 지상로봇
(UGV)시장 전망은 2020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부터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 국방 로봇 국가들은 군의 소요기획과 검증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일차적으
로 내수를 확대하고 나아가 수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방 로봇정책 성공에 결정적 영향
을 주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국방 로봇 분야는 2000년대 초반 주로 민군 기술협력
사업으로 견마로봇, 다족형 로봇 등의 기술개발 과제가 수행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한 국방 로봇
들은 군 납품 전에 전투실험을 통한 사용자 요구의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
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더 이상 확대·보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한 국방 로봇의 경우 시장 형성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 로봇의 개발은 군 사용자
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지속적인 소요 요구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방 로봇은 특성상 민·관·군 협조 체
계가 발전의 관건인 셈이다. 본고에서는 국방 로봇산업의 국내외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정
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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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국방 로봇의 도입으로 전쟁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군인이 직접 수행하였던

로봇의 획득과 수출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강력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쟁을 국방 로봇으로 대체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국방 로봇관련 법령

있게 되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에 군

은 없지만 국방 로봇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

인의 투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전투력 운용이

군 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 기초로 관련 기술개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저출산 시대의 병력부족

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2000년대 초반 주로 민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술협력사업으로 견마로봇, 다족형 로봇 등의

국방 로봇시장은 전문서비스용 로봇의 한 분야

기술개발 과제가 수행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인데, 글로벌 국방 로봇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개발한 국방 로봇들은 군 납품 전에 전투실험을

약 7,600만 달러로 세계 로봇시장에서 차지하는

통한 사용자 요구의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

비중은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방 로봇 중에

이 없었다. 이에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더

서 지상 로봇시장은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이 선

이상 확대·보급이 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한 이유는 이들 국가 모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한 국방 로

두 현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분

봇의 경우 시장 형성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

쟁지역에 참여하면서 국방 로봇의 중요성을 인식

가된다. 본고에서는 국방 로봇산업의 국내외 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 로봇관련

장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법령과 조직을 구비하여 정부의 국내 개발 국방

모색해 본다.

2. 글로벌 국방 로봇시장 및 정책 동향
(1) 글로벌 시장 동향

세계 로봇시장은 최근 7년(2010~16)간 96억 달
러에서 189억 달러로 거의 2배로 성장하였으며, 4

국제로봇연맹(IFS)에 따르면, 세계 로봇시장은

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팩토리 확대 추세와

2016년 기준 189억 달러 로 연평균 12% 이상 성장

개인서비스, 의료, 국방 등 전문서비스 로봇시장

하고 있다. 이 중 제조업용 로봇이 전체의 56%인

등의 활성화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105억 달러 수준이고, 서비스용 로봇이 44%(84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방 로봇시장은 전문서비스용 로봇시장
의 한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무인기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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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로봇시장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2010

2012

2014

2016

증가율

제조업용

5,678

8,496

10,737

10,549

10.9

서비스용

3,890

4,860

5,965

8,301

13.5

전문서비스

3,353

3,636

3,779

5,928

10.0

개인서비스

537

1,224

2,186

2,373

28.1

9,568

13,356

16,702

18,904

12.0

합계

자료 : IFR, World Robotics 2015, 2016을 기초로 KIET 재작성.
주 : 전문서비스는 국방 로봇 포함.

민수 로봇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없었다. 2000년에 국방 로봇 획득 법령이 제정되

Forecast International(2015)에 따르면, 2016년 기

고,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칸전과 이

준 국방 로봇시장(추정치)은 7,600만 달러 규모로

라크전을 수행하면서 감시정찰 로봇, 폭발물처리

세계 로봇시장의 0.4% 수준에 불과하다. 무인기

로봇, 지뢰제거 로봇 등의 수요가 크게 증대되어

시장의 90%를 군용 무인기가 주도하고 있음을 볼

현재 미국 본토와 해외파병 지역에서 국방 로봇을

때, 지상 로봇 분야의 시장규모는 아직 미미한 실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군이 전투에서 운용 중인

정이다. 그 주요 이유로는 지상 로봇(UGV)의 험

지상로봇은 2004년에는 폭발물처리 로봇을 중심

지 기동, 자율주행, 고장 시 통제, 배터리 충전시

으로 162세트가 운용되었고, 2007년에는 감시정

간 등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한 군 전력화 제약요

찰 로봇, 폭발물처리 로봇, 지뢰제거 로봇을 중심

소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뢰제

으로 약 5,000세트가 배치되었다. 그 후 2010년에

거·탐지나 부상자 후송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는 약 7,000세트가 배치되었고, 이와 함께 미 본토

정찰, 공격 등의 임무들은 무인기로 대체가 가능

에 배치된 미군 부대에도 배치되었으며, 외국군에

하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수출도 증대되었다.1) 2017년 기준 전 세계 미군부

현재 국방 로봇 중에서 지상로봇(UGV)시장은

대에 배치된 로봇은 미국의 국방 로봇 관계자들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약 1만여 대가 될 것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 모두 현재 세계

추정되고, 미국 경찰과 외국에 판매한 수량은 약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쟁지역에 참여하

5,000여 대로, 총 1만 5,000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면서 국방 로봇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 국방 로봇을 운용

이다.
미국은 국방 로봇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인식

했던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나토군의 일원
으로 해외에 파병되어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서 독

하고 1990년대부터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2001년
이전까지는 군에서 지상무인체계의 소요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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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인원, 「2011~2015 세계 국방지상로봇 획득동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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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국 장병들의 희생이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의

G-NiUS를 설립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2)

악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국방 로봇의 개발을 활발

향후 10년(2014~23)간 국방 지상로봇(UGV)시

히 추진하고 있다. 국방 로봇 전담조직, 전투실험

장 전망은 다음과 같다.3) 전체 국방 로봇(UGV)

조직, 시험평가 조직과 시설을 구비하고 미국과

은 2020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0년

유사하게 국방 로봇을 개발하고 획득하여 해외파

이후부터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병 독일군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된다. 생산 수량도 2017년 이후부터 비교적 늘어

외국군에 국방 로봇을 수출하고 있다.

날 전망이다. 2020년 이후에는 수량이 감소함에

이스라엘은 주변국가와 지속적인 전투를 하고

도 불구하고 금액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이 예상되

있기 때문에 국방 로봇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

므로 전체 로봇시장은 기존의 물량위주 저가시장

에 이어 세계 2위 투자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

에서 고가시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기간 중 누

인분야에서 세계 2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

적생산금액은 약 16억 달러, 누적 생산량은 1만

으며, 핵심 SW와 센서 등 핵심기술 위주의 선택

3,000대로 예상된다.

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한편, 같은 기간 국가별 로봇시장 점유율 순위

중반부터 국방 로봇, 전투실험, 시험평가 조직·시

는 중국, 인도, 러시아가 국방 로봇의 대량생산체

설을 구비하고 국방 로봇을 개발하고 획득하여 자

제를 구비하여, 중국이 세계시장의 21%, 인도가

국군에 지급하고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스라엘

20%, 러시아가 14%. 미국이 10%, 이스라엘이 3%

은 소형 로봇의 경우 Elbit system과 IMI(Israel Mili-

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tary Industry) 사 및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
Israel Aerospace Industries)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방위사업부의 지원아래 산학연관의 조인트벤처

2) 김진오, 엄홍섭, 장상국, 김율희 공저, 「미래전의 희망 국방 로봇」,
2018.10 참조.
3) Forecast International, 2015.

<그림 1> 국방 지상로봇의 생산 및 전망(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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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2015.

2 0 1 8 1 1

37

국방 로봇산업의 국내외 시장·정책 동향 및 시사점

(2) 주요국 정책 및 제도 현황

실험을 통한 소요 기획과 핵심기술 확보, 획득 로
드맵 수립, 시험평가계획 수립 등의 후속조치를

1) 미국

실시하였다. DARPA6)에서는 특히 지상로봇의 핵

미국은 2011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첨

심기술인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예하

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

부서인 전술기술실(TTO: Tactical Technology Of-

nership) 계획에 따라 국가로봇계획(National

fice)로 하여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소정의 상

4)

Robotics Initiative)을 추진 중이다. 국가로봇계

금을 내걸고 미국과 전 세계의 산·학·연이 참여

획은 로봇의 기초연구 및 개발로부터 제조, 확산

하는 Grand Challenge와 Urban Challenge라는 전

까지의 전 주기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

투실험을 실시하여 이 기술을 신속하고 경제적으

이다. 특히, 동 계획에서는 국방 로봇, 원천기술

로 개발하였다. 또한 합참의 합동로봇체계사업실

력을 활용한 협업로봇(Co-Robot) 개발에도 중점

(RSJPO)에서는 미 육군교육사령부의 전투실험 결

을 두어 추진 중이다. 아울러 로봇 자문위원회

과와 미래전투체계7)(Future Combat System) 여

(Robotics Caucus Advisory Committee)를 구성,

단의 국방 로봇 소요, DARPA의 Grand Challenge

6개 분야 로봇 개발 로드맵 계획을 발표한 바 있

와 Urban Challenge를 통해 지상로봇의 핵심기술

다. 미국 국방 로봇 획득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

인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한 결과와 해병대의 지상

다. 2000년에 미국의 플로이드 디 스펜스 하원의

로봇 소요를 참고하여 2009년부터 격년제로 향후

원은 국방 로봇 획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인 전

10년 동안 지상로봇 획득로드맵을 발간하기 시작

투장비의 1/3을 국방 로봇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하였다.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미 국방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와 국방획득기

2000년 10월 30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

술군수실이 주관이 되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5)

로써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를

가 필요로 하는 지상로봇, 해양로봇, 공중로봇8)을

통해, 사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국방 로봇의 소요

망라하여 2007년부터 격년제로 무인체계 획득로

를 창출하고 경제적·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

드맵을 발간하고 있다.

며, 나아가 성공적인 시험평가와 장비 획득에 기
여하였다.
미 의회에서 2000년에 국방 로봇관련 법령을
제정하자, 국방부에서는 국방 로봇에 대해 전투
4) 정만태, 「세계 지능형 로봇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6.12.
5) U.S. Department of Defense, Unmanned Systems Roadmap 20072032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7), Chapter1 Introduction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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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
국).
7) 미래전투체계 프로그램의 개념 및 방향은 미래의 모든 군사작전 영역에
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능력을 보유하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여단은 96시간, 사단은 120시간 이내에 전개하여
고립된 상태에서도 3~7일간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유인체계를 무인체계로 대체하여 경제적 전투운용 및 병사의 생존성 향
상이 가능토록 하였다. 김진오, 엄홍섭, 장상국, 김율희 공저, 「미래전의
희망 국방 로봇」, 2018.10 참조.
8) 국방 로봇은 운용 환경에 따라 지상무인체계(Unmanned Ground System), 해양무인체계(Unmanned Maritime System), 공중무인체계(Unmanned Aerial System)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산 업 경 제 분 석

미국은 국방 로봇의 성공적인 개발 및 시험평

에 편성하고 국방부 군비총국(BWB: Bundesamt

가가 가능하도록 미 육군교육사령부 전투실험 조

für Wehrtechnik und Beschaffung) 예하에 국방

직과 미 육군 시험평가사령부에 국방 로봇 시험

로봇 획득 전담조직(Team U5.5)을 편성·운영하

평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미 육군시험평가사

고 있다. 육군본부와 국방부 군비총국은 국내외

령부는 미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를 포함한 미 전

에 산재된 국방 로봇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소요

역의 17개주 29개소에 분포되어 있다. 기타 미국

를 기획하기 위해 공동으로 2006년부터 격년제로

의 국방 로봇(지상로봇) 관련 조직으로는 산·학·

2010년까지 독일과 유럽의 산·학·연을 대상으로

연에서 국방 로봇을 잘 개발하도록 예산지원 조

국제규모의 전투실험을 수행하였다.

직, 기술지원 조직 그리고 육군과 해병대가 공용

육군본부 국방 로봇 소요기획 전담요원은 독일

으로 사용하는 지상로봇 소요기획 전담조직 등이

육군이 필요로 하는 차륜형 다목적 전투로봇(감

있다.

시·정찰·폭발물처리·화생방탐지)과 차륜형 분
대급 보급수송용 로봇의 요구성능(ROC)을 2004

2) 독일

년에 산·학·연에 제시하고, 2006년부터 격년제

독일은 미국의 경우처럼 국방 로봇 획득과 관

로 전투실험을 통해 육군의 요구성능을 육군보병

련한 법령은 없으나, 제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에

학교에서 전투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르기까지 국방 로봇을 포함한 신기술 개발과

한편 국방부 군비총국 예하의 국방 로봇 획득

시험평가에 대한 정부지도자들의 관심은 매우 높

전담요원은 전투실험을 통과한 산·학·연의 국방

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활

로봇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9) 독일 육군본부 예하

발하게 지상 로봇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육군청의 육군발전부와 전력부’에서는 미래 독일

2008년에 유럽 최초로 군사 로봇 전시회를 개최

육군 건설에 필요한 개념발전과 함께, 전투실험

하였고, 2년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방 로봇

히, 2010년에 독일 육군보병학교에서 국방 로봇

을 포함한 신기술을 군에서 획득 시 시험평가는

의 소요기획을 위해 개최된 국방 로봇 전투실험

크게 3차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1차는 소요기획

시 당시 육군참모총장, 방위기술조달청장, 장군,

을 위해 육군 관련 병과학교 주관하에 전투실험을

언론, 산·학·연 관계자 다수가 참석하여 신기술

수행하고, 2차는 체계개발 단계에서 국방부 군비

개발과 시험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총국 예하 각 기능별 시험센터 주관으로 개발시험

독일의 국방 로봇 소요기획과 획득 조직의 주

평가를 수행한다. 끝으로 3차는 개발시험평가 후

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독일 정부는 아프칸전 발

육군관련 병과학교 주관하에 야전부대에서 운용

발 이후에 국방 로봇을 개발하는 산·학·연이 증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가하고, 독일군에서 국방 로봇의 소요가 증대하
면서, 국방 로봇 소요기획 전담요원을 각군 본부

9) Bundeswehr, M-ELROB 2010(WTD 51 AF110-Koblenz, 2010),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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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

능 충족, 신속 개발, 저가 개발 등을 충족시키고 있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구체적인 국방 로봇

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경선 감시 로봇인 ‘Guardi-

운용 개념을 설정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군의 요

um’ 개발 시 플랫폼은 이미 산악과 모래 지역에서

구 능력에 맞춰서 동일 플랫폼에서 구동방식 및

신속한 기동이 검증된 미국산 스포츠카를 사용하

탑재장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였고, G-NiUS사에서는 이를 무인화하고 자국산

2025년까지 전위부대는 무장로봇을, 전투주력은

센서들을 사용하였으며, 자국에 없는 기술은 이

유인체계로 운용하고, 무인수송대를 운용하는 개

스라엘 대학과 협조하여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

념의 로봇운용 교리를 정립함으로써 가장 실질적

어는 사용자 요구에 맞게 개발하여 시스템을 통합

인 로봇운용 개념과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시켜 단기간에 저가로 개발하였다. 셋째, 이스라

으로 나타났다.10)

엘 로봇 개발자들은 도전정신과 창업정신이 매우

이스라엘은 미국의 경우처럼 국방 로봇 획득과

강하다. 이스라엘 공과대학 졸업자들의 80∼90%

관련한 법령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

가 창업에 도전을 하고, 교수의 절반이 투잡(two

여 국방 로봇 획득이 활성화되고 있다. 첫째, 로

job)을 가질 정도로 도전정신이 뛰어나다.11)

봇 경쟁 업체끼리도 국가이익을 위해 긴밀한 협

이스라엘 정부는 1995년 국방부에 무인기

조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스라엘 대기

(UAV)과, 지상로봇(UGV)과, 무인기동(UMV)과

업 방산업체인 Elbit System과 IMI(Israel Military

편성을 승인하고, 이들로 하여금 국방 로봇의 소

Industry)사 및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 Israel

요기획과 획득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로

Aerospace Industries)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방위

봇(UGV)과에서는 국방 로봇을 개발할 산·학·

사업부의 지원 아래 산·학·연·관의 조인트 벤처

연을 미리 지정하고, 당해 연도부터 향후 10년간

G-NiUS를 설립하였다. 동 사는 2008년에 국경선

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UGV 로드맵을 매년 작성

감시 로봇인 ‘Guardium’을 개발하여 이스라엘군

한다.

과 텔아비브 공항에 납품하였고, 2016년에 다목

이스라엘의 국방 로봇 시험평가는 대부분 군

적 로봇인 ‘Border protector’를 이스라엘군에 납

훈련장에서 수행하지만, 실전에서의 시험평가

품하였다. 둘째, 이스라엘의 로봇 개발자들은 저

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에 국

가의 국방 로봇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선 감시 로봇인 ‘Guardium’을 획득하기 전에 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방산 장비와 부품을 국내에

제 국경선에서 개발 및 운용시험 평가를 통합하여

서 개발하고 있지만, 오랜 개발 기간과 고가의 개

2015년까지 약 7년간 동안 6만 시간을 국경선 감

발비용이 소요될 경우는 외국의 상용 장비와 부

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기된 성능개량 소요를 반

품을 활용하여, 군의 사용자 요구인 작전요구성

영하여 ‘Border Protector’를 개발하였다.

10) 김진오, 엄홍섭, 장상국, 김율희 공저, 「미래전의 희망 국방 로봇」,
2018.10 참조.

11) 중
 앙일보, “이스라엘 공대생 80~90% 창업도전, 교수도 절반이 투잡”,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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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국방 로봇시장 및 정책 동향
(1) 국방 로봇시장 동향

7,0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봇 부품 및
부분품은 24.7%로 1조 1,000억원, 개인 및 전문서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발전과정은 제조업용 로

비스 로봇은 15.8% 수준인 7,000억원으로 나타났

봇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1978년 자동차 용접

다. 제조업용 로봇과 로봇 부품 및 부분품의 생산

로봇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1990년대 자동차,

액이 각각 전년대비 9.9%, 18.2% 증가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과 동반성장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로봇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IT산업 성장과 함께 로봇 연구개발 지원이 본격화

국방 분야는 2000년대 초반 주로 민군기술협력

되었다. 국방 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

사업으로 견마로봇, 다족형 로봇 등의 기술개발

비 70~80% 수준으로, 제조업용 로봇의 발전과 비

과제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발노력을 통해 기

교할 때,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된다.

술력을 축적하고 3차에 걸친 국방 로봇기획을 거

특히 최근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용 로봇

쳐 2013년 방위사업청 내 국방 로봇팀이 신설되

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어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의 개발을 추진 중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서비스용 로봇의 경우 유

이다.

망 서비스분야 중심으로 공공수요 발굴 및 보급·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국방 로봇 R&D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2012~16)간 무인로봇 R&D 투자에 약 1,900억원

국내 로봇시장은 2016년 기준 약 4조 4,903억
12)

이 투자되었다. 2016년에는 약 520억원이 투자되

원 규모 로 전년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파악

어 5년 전 대비 31% 이상 증가추세에 있다. 향후

된다. 이 중 제조용 로봇이 전체의 59.4%인 2조

전쟁양상 변화에 따른 무인화, 인명손실 방지 등
에 따라 로봇 분야가 핵심기술 4대 중점 투자분야
에 선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2) 생산액 기준임.

<그림 2> 국내 로봇분야(민간+국방) 추진현황

자료 : 방위사업청 제공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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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방 로봇 R&D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핵심기술

3,468

3,671

4,005

3,922

3,248

18,314

무인로봇
R&D

397
(11.4)

287
(7.7)

308
(7.7)

400
(10.2)

520
(16)

1,912

자료 : 방위사업청 제공자료, 2017.
주 : ( ) 안은 비중.

민군기술협력 및 ACTD 사업 등으로도 국방 로봇
13)

기술개발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국방
로봇관련 법령은 없지만 국방 로봇의 연구개발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 분야의 중요성이

을 지원하는 민·군 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 기초

강조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이에 대

로 관련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우리나

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 로봇시

라 군의 국방 로봇에 대한 연구는 2003년 국방부

장 분야에서도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하

기술혁신단이 국방 로봇 종합계획을 국방과학연

여 수년 내 실제 전력화를 위한 로봇 무기체계 개

구소로 의뢰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14) 2013년

발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로봇 분야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확대되었다. ‘무인로봇을 활

(2) 주요 정책 및 제도 현황

용한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를 목표로 국방과학
과 민간과학의 융합을 적극 추진 중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 로봇산업 지원정책은 2009년 지능형

9월에는 합참에서 국방 로봇 3개 과제가 중장기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소요로 확정되어 본격적인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

를 기초로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지능형 로봇

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 ‘생체모방 자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크게

로봇’15) 국방특화연구센터가 설립되는 등 준비가

연구개발과 수요확산, 성장기반 구축의 3개 분야

본격화되고 있다. 생체모방로봇16)은 국방이 가장

를 중심으로 로봇관련 핵심공통기술 및 제품기술

큰 수요처로서 현재 민간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 지원, 로봇 시범보급사업, 상설전시회, 체험

기초·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국방 분야에서 국방

관 등을 통한 수요견인 및 신시장 창출 그리고 로
봇산업진흥원 설립(2010.6)을 통한 정책지원 제
도화와 인력양성, 인증제도 등 산업 활성화 인프
라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다.

13) 국과심 국방전문위원회 설명회,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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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
 진오, 엄홍섭, 장상국, 김율희 공저, 「미래전의 희망 국방 로봇」,
2018.10 참조.
15) 생
 체모방로봇은 신기술로 세계시장은(의료부문 제외) 2029년까지 약
7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Persistent Market research,
Non Medical Biomimetric Robot Market, 2018.
16) 기
 술이 성숙되기까지 10~15년이 소요되므로 국방 분야에서 기술로
드맵을 세워 민군협력하에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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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국방 로봇사업 개발현황
사업명

내용

형상

무인 수색차량

·전방 수색대대의 정찰, 수색용 무인차량
개발 사업
·기존 정찰장비·인력 보호

폭발물 탐지·제거로봇

·공병부대의 지뢰 및 폭발물 처리 개발사업
·인력으로 처치하기 어렵거나 위험이 높은
지뢰·폭발물 탐지 및 제거

무인 기뢰처리기-Ⅱ

·적 기뢰 부설에 대한 무인 기뢰 탐지·처리
기 개발

무인 수상정

수중자율 기뢰탐색체

·적 해상전력 정찰, 탐지 목적
·해경용으로도 활용 가능
·수중에서 자율적으로 기뢰를 탐색하는 장
비를 개발

자료 : 방위사업청 제공자료, 2017.

임무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소량이고, 또한 이 로봇들도 일부는 군 납품 전

국방 로봇이 우리 군에 확대·보급되고 외국에 수

에 전투실험을 통한 사용자 요구의 충족 여부에

출하기 위해서는 국방 로봇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대한 사전검증이 없었기에 사용자들로부터 외면

조직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을 당하여 국방 로봇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결과

주요 국가별 국방 로봇 관련 법령과 조직을 비

를 초래하였다.

교해 보면,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에서 국방 로봇

방위사업청(2017)에 따르면, 국방 로봇과 관련

을 처음 군에 도입할 때 해외구매가 아닌 국내에

한 체계개발 사업은 무인수색차량, 폭발물 탐지·

서 개발한 국방 로봇을 획득하는 정책을 수립하

제거로봇 사업 등이 진행 중이며, 향후 무인수상

였다. 특히 미국은 국방 로봇 획득과 수출 활성화

정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관련

주목해야 할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민군기술협

법령이 없는 국가라도 국방 로봇은 반드시 국내에

력 사업을 통한 무인수상정 시범운용 사업을 들

서 개발하여 자국 군에 보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

수 있다. 이는 국방 로봇관련 민수 또는 국방에서

다고 평가된다.

기 성숙된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일정

그동안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국방 지상 로봇

기간 소요군의 시범운용 및 시연(demonstration)

들은 선진국에 비해 극히 소량이고, 그나마 대부

을 통한 운용개념 정립 및 소요창출 등을 위해 추

분의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하였다.

진된 점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

외국에서 수입한 국방 로봇들의 경우 물량이

국의 업체자체 R&D 프로그램인 IR&D 사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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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여 업체의 자체 R&D 투자를 유도, 정부

좀더 까다로운 시험평가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예산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을

우리 군에 납품되므로 대상과 수량이 제한될 수도

고려한 제품개발 등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개발 국방 로봇이 우리 군에 납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품을 하면, 동남아를 포함한 외국에 수출이 용이

군에서 활용 가능한 국내 로봇제품들은 전력화 이

하므로 2020년 이전에 서서히 국내 국방 로봇시

후에 까다로운 4계절 전투실험과 체계개발 이후

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국방 로봇 분야는 2000년대 초반 주

수적이다. 이를 통해 민·관·군·산·학·연의 통합

로 민군기술협력 사업으로 견마로봇, 다족형 로

적이고 일관된 중장기 국방 로봇 실행계획을 수

봇 등의 기술개발 과제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립하여야 한다.

개발노력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3차에 걸친

둘째, 국방 로봇관련 법령과 조직은 관련 법령

국방 로봇기획을 거쳐 2013년 방위사업청 내 국

과 조직을 모두 구비한 국가와 관련 조직만을 구

방 로봇사업팀이 신설되어 폭발물탐지·제거 로

비한 국가로 대별된다. 미국의 경우는 관련 법령

봇 등의 전력화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과 조직을 모두 구비하여 자국에서 개발한 국방

개발한 국방 로봇들은 군에 납품 전에 전투실험을

로봇의 내수와 수출을 확대하였고, 독일과 이스

통한 사용자 요구의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이

라엘의 경우는 관련 조직만을 구비한 국가들이

없었기에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더 이상 확

나 정부의 국내 개발 국방 로봇의 획득과 수출에

대·보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이유

대한 의지와 노력이 매우 강력하여 국방 로봇의

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한 국방 로봇의 경우

내수와 수출을 확대하였다. 이처럼 국방 로봇관

시장 형성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주

련 법령과 조직은 국방 로봇 개발자들에게 국방

요 선진국의 국방 로봇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참

로봇 개발의욕을 고취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하여 우리나라 국방 로봇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스라엘의 경우 현존 기술을 이용한 신속한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봇체계의 구축과 미래 핵심기술을 동시에 추진

첫째, 범국가적 강력한 국방 로봇 개발 추진체
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과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문이다.

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셋째, 군(軍)이 국방 로봇의 소요기획과 검증능

부처 및 국책기관 간 강력한 개발체계 구축이 필

력을 구비해야 한다. 미국, 독일 그리고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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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군의 소요기획과 검증을 위한 다양한

다고 평가된다. 또한 로봇개발자들이 국방 로봇

노력으로, 일차적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나아가

개발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군에서는 국방 로봇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방 로봇

소요기획과 검증이 활성화되고, 정부의 국방 로

정책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군(軍)

봇 획득과 수출지원이 활성화되었다. 국내 로봇

의 이러한 소요기획과 검증노력은 로봇 개발자들

개발자들이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

에게는 국방 로봇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정부

방 로봇 개발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에는 군에서 필요한 국방 로봇을 획득하도록 하
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섯째, 정부의 국방 로봇 획득과 수출지원 정
책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자국에서

넷째, 미국, 독일, 이스라엘의 경우는 로봇 개발

개발한 국방 로봇을 자국 군에 보급하고 나아가

자들의 사용자 요구 충족 노력으로 로봇 개발자들

외국에 수출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내수를

이 국방 로봇 개발능력을 보유하여 내수와 수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수출을 확대해 왔다는 점은 시사

확대함으로써 국방 로봇정책 성공에 영향을 주었

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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