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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의 영향으로 기뢰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스마트 기뢰를 개발하여 세계 
무기시장에 선보이고 있고, 중국은 고성능 기뢰를 
개발하여 미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새로운 기뢰대항 패러다임으로 stand-off 
MCM 개념을 정립하여 연안전투함이나 소해함이 기뢰원 
외곽에서 무인기뢰대항체계를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러시아, 중국의 기뢰성능 고도화는 북한의 
기뢰성능 고도화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현존 기뢰위협과 미래 기뢰위협에 대비하여 
소해함과 무인기뢰대항체계간 통합운용 개념을 조속히 
수립하여 stand-off MCM 개념에 입각한 기뢰대항전력 
건설이 필요하다.

The mine threat has recently been escalating due to the 
influence of new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ussia has developed smart mines and 
introduced them to the world arms market, while China 
wants to keep the United States in check by developing 
high-sophisticated mines. Accordingly,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have established the concept of 
stand-off MCM as a new MCM paradigm and adopted a 
method of operating unmanned MCM systems outside 
the minefield. Meanwhile, the upgrading of mine 
performance by Russia and China is likely to lead to the 
upgrading of mine performance by North Korea. 
Therefore, the Korean Navy need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integrated operation between the ship and the 
unmanned MCM system as soon as possible in 
preparation for existing and future mine threats, and build 
MCM forces based on the Stand-off MCM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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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영향으로 기뢰위협이 점점 지능화(intelligent) 
스마트(smart)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뢰대항체계의 무인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기뢰전에서 창과 방패의 첨예한 공방이 시작될 기세다.
러시아는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뢰 개발을 공론화 하고 
있다. 소위 표적을 구분하거나 기뢰탐색(mine hunting) 또는 기뢰소해
(mine Sweeping)로부터 거부기능을 갖춘 기뢰다. 중국은 기술적으로 고
도화(sophisticated)된 고성능 기뢰를 이미 개발한 상태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내 국가들은 100여년 가까이 고수해 온, 소해함을 
위시한 전투원 중심의 기뢰대항체계에서 무인수상정(USV)에서 진회수하
는 수중로봇(UUV, AUV, ROV 등)으로 기뢰대항을 수행하려고 한다. 즉 전
투원이 기뢰위협으로부터 멀리하는 stand-off MCM 개념을 기뢰대항 수
행에 새로운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뢰대항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기뢰위협과 기뢰대항이 격변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해
군(이하 ‘우리’라 함)은 북한의 현존 기뢰위협에 맞서 이길 수 있는 기뢰대
항전력, 즉 신형 소해함의 건조와 기뢰대항 무인수상정 그리고 각종 수중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기뢰대항전력의 상당한 성장
을 기대하게 해준다.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1818/JKNST.2020.09.3.2.147&domain=http://journal.knst.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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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쉬움이 없지 않다. 신형 소해함과 기뢰대항 무
인수상정 그리고 수중로봇을 통합 운용하는 stand-off 
MCM 개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리 해군이 stand-off 
MCM 개념을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북한의 기뢰위협과 주
변국을 포함한 미래 기뢰위협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고, 
소해함과 전투원을 기뢰원(minefield)에 진입시키는 non 
stand-off MCM(mine counter measure) 개념은 4차 산
업혁명의 각종 신기술 적용이 제한되어 작전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국민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명존중 사상과 배치(contrary)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및 유럽 등의 해양강대국들의 기뢰대항 패러다
임은 전투원을 기뢰원으로부터 멀리하는 stand-off MCM 
개념을 선택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기뢰대항전력을 건설하
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난 70여 년간 유지해온 해군의 기뢰대
항 패러다임을 non stand-off MCM에서 stand-off MCM 
개념으로 변화될 필요성에 입각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신기
술의 영향으로 지능화 스마트화되고 있는 기뢰위협의 실태
와 이에 맞서고 있는 미국 및 유럽 등의 해양강대국의 기뢰
대항전력 개발실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기뢰위협과 미래 잠재적 기뢰위협으로부터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4차 산업혁명 신기술로 무장한 기뢰위협

2.1 러시아, 스마트 기뢰를 개발하다

러시아의 전신인 구 소련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수천 
발에 기뢰를 제공하였고 훈련까지 시켜 연합군의 원산상륙
을 지연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Fig. 1은 원산상륙작전 당
시 원산항 일대에 부설된 기뢰로 상륙작전이 지연되자 외해 
대기중인 함정들의 모습이다.

Fig. 1. Warships anchoring IVO Wonsan 

원산항 일대에 기뢰를 부설한 북한은 연합군과 직접적인 
해상교전을 피하면서 연합군의 상륙을 지연시킨 작전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이 전평시를 막론하고 다수의 
잠수함(정)으로 기뢰를 부설하는 것을 최선의 방책으로 발
전시킨 배경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은 우리의 기뢰대항
전력이 증가한다면 반드시 고성능 기뢰를 확보할 것이다. 
그 확보대상 국가로는 러시아를 지목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따라서 러시아의 기뢰발전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러시아는 노후된 기뢰를 포함하여 약 250,000발의 기뢰
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적 기뢰개발의 종주
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는 최
근 들어 세계 방산시장에서 MDM-1 Mod1, MDM-2 Mod-1 
그리고 MShM(multipurpose shelf mine) 등의 기뢰를 적
극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 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도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구분 MDM-1 Mod1 MDM-2 Mod1

직경 534 mm 630 mm

길이 2,860 mm 2,785 mm

무게 960 kg 1,370 kg 

수심 8 m – 120 m 12~125 m

감음 자기/음향/압력

Table 1. Specification of MDM-1/2

 

Table 1의 MDM-1 Mod-1 기뢰는 잠수함 어뢰발사관 또
는 수상함 기뢰대차를 이용하여 부설된다. MDM-2 Mod-1
은 주로 항공기로 부설되는 기뢰다. 러시아는 MDM 계열 기
뢰의 구체적 제원은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있지만 MShM에 
대해서는 사진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알려진 자료
에[1,2] 의하면 로켓추진 계류기뢰로서 부설수심이 60 m - 
300m이고 수동음향센서로 표적을 탐지 및 식별하는 기뢰
라고 하였다. 2000년경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기뢰는, 
구체적인 제원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고성능 기뢰
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2018년 7월 13일자 Tass 통신은 “Foreign customers 
eye Russia’s unique sea mines”[3]라는 제목으로, 표적 소
음과 속력 준위에 무관하게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소해도 
거부할 수 있는 Shelf라는 명칭의 음향감응기뢰를 개발하
였다고 보도했다. 특정 함정에만 감응하는 기뢰가 아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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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함정에 감응할 수 있다는 의미의 문구도 같이 실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부터 
관심이 기대된다는 문구로 기사의 끝을 맺었다.

(a) MShM in 2013 (b) MShM in 2019

Fig. 2. Photos of MShM mines
 
Shelf 기뢰는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13년 
개최된 IMDS-2013 전시회에서도 실물이 공개된 바도 있
지만, Tass 통신의 보도내용에도 MShM 기뢰의 제원이나 
성능개량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보도의 신뢰성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었다. 그런데 2018년 12월, 러시아 
국영방산업체인 Rosoboronexport는 자사 홈페이지에 
MDM-1 Mod1, MDM-2 Mod-1 그리고 MShM 기뢰를 소
개하면서 6개월 전 Tass 통신이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게 
Shelf 기뢰에 대한 설명을 실었다. 그리고 2019년 7월, 
IMDS-2019 전시회에서 Shelf 기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Fig. 2(b)는 현장방문에 의해 입수한 Shelf 기뢰 실물 사
진으로서 정식명칭은 MShM Mod2다. Fig. 2(a)와 Fig. 2(b)
와 외관상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였지만 Fig. 2(b)는 성
능을 개량하였다는 의미로 Mod2 명칭이 추가된 것으로 판
단된다.

Near bottom version
60 m

150 m

300 m

I level

II le vel

Fig. 3. Schemes of shelf mine laying

러시아의 MShM 기뢰는 미국이 2001년까지 사용해 왔
던 MK 60 CAPTOR(enCAPsulated TORpedo) 기뢰와 유

사한 종류로서 둘 다 부설수심은 최대 300 m 정도다. 그러
나 2019년 현장방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Fig.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기뢰 부설수심이 기존대비 300 m 증가한 
600 m이고 기뢰 몸통은 수심 60 m - 300 m 사이에 위치한
다. 미국의 CAPTOR 기뢰는 대잠수함용이지만 러시아의 
MShM Mod2 기뢰는 대잠수함용 및 대수상함용으로 개발
되었다. Multipurpose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Anchor
Mechanism for laying
at preset depth Jet engine Charge cavity Current sources Equipment unit

Fig. 4. Components of MShM mines
 

사실 여기까지 확인된 내용은 러시아의 기뢰기술이 뛰
어난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주목해서 받아들일 부분
이 바로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뢰 상단부인 제어부
(equipment unit)다. 러시아는 기뢰 제어부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하여 표적의 적아를 식별하면서 소음과 속력 
준위에 무관하게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소해도 거부할 수 
있는 기뢰를 개발하려는 동향은 사실인 듯하다. 2019년 9월 
7일자 러시아 신문사인 Izvestia는 러시아 현직 해군중장 
인터뷰를 담은 보도에서, 러시아 해군이 조만간 인공지능
을 갖춘 스마트 기뢰를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
었다[4]. 보도 당시에는 이미 러시아의 스마트 기뢰 개발은 
상당부분 완성단계에까지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
다면 러시아의 스마트 기뢰 개발과 우리의 해양안보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아래와 같은 분석
을 제시해 본다.
첫째,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ALCM–82, KMD-I/II, M–08, M–12, M–26, MKB, MKD, 
MYaM, PDM–1M 그리고 PDM–2 등에 이르는 2,000여발
의 기뢰를 제공한 바 있다[5].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기뢰를 역설계 또는 대외 기술협력을 통하여 기뢰 
기술력을 향상시켜 온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러시아가 스마트 기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북
한으로 하여금 관심의 대상이고 특히 기뢰 제어부에 인공
지능을 탑재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노후된 다량의 구형 
기뢰를 신형 기뢰로 재무장할 수 있는 일종의 묘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도 다량의 노후된 기뢰를 처분
하는 방안으로 스마트 기뢰로 재무장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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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근 들어 러시아가 세계 무기시장에 적극적 마케
팅 전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 긍정과 부정
이 교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러시아로
부터 무기체계의 신기술을 습득할 수 계기가 될 수 있겠지
만, 부정적인 것은 기뢰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한 아
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형 
기뢰 판매를 꾀하고 있거나 대외 기술지원이나 기술협력을 
꾀하려는 모습이다. 실례로 러시아는 2015년 카자흐스탄
에 MDM 계열의 기뢰개발을 지원 한 바 있고, 2016년 스페
인의 고성능 기뢰개발 전문업체와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
결하였다. 그러므로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 기술지원이
나 기술협력을 요구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2 중국, 고도화되고 있는 다종 다수 기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해양팽창 정책에 부합하는 
무기체계의 질적․양적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진부한 계류기뢰에서부터 로켓추진 기뢰에 이르기까지 
Table 2[6]와 같이 30여종이 넘는 50,000~10,000여발의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모델 종류 부설깊이 (m)

M-1/2/3/4 계류 12 - 430

M-5 상승 200

C-1(500/1000) 해저 6 – 30/6 - 60

C-2(500/1000) 해저 6 - 50/6 - 100

C-3(500/1000) 해저 6 - 50/6 - 100

C-4/5 해저 5 - 15

C-6 - 10 - 300

EM-52 로켓추진 2 - 200

EM-53 해저, 조종 6 - 60

EM-54/55 - -

EM-56 자항 45 m/13 km 

EM-57(500/1000) 해저, 조종 6 - 100

MAFOS-1 자동 탐색/식별 -

Piao-1/2 표류 2 - 8+

Piao-3 표류 2 – 7 (±1 m)

PMK-1/2 로켓추진 200 - 400/400

T5 자항 -

Te 2-1 조종 6 - 65

Type 500 심해 훈련 -

Xun-1 해저 훈련 -

Table 2. Chinese mines

 

비록 러시아와 같이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수준의 스마
트 기뢰 개발에 관한 동향은 포착된 바 없지만, Table 3와 
같이 이미 개발을 완료한 EM-56과 같은 자항기뢰나 러시
아로부터 도입한 PMK-1 기뢰를 역설계하여 개발한 EM- 
52 기뢰는, 중국의 기뢰기술의 고도화 수준을 알 수 있는 단
편적 사실이다.

구분 EM-52 EM-56

직경 455 mm 533 mm

길이 3,700 mm 7,730 mm

무게 620 kg 1,840 kg 

수심 100 m 45 m

감음 음향, 자기, 압력 음향, 자기

Table 3. Specification of EM-52/56

그렇다면 중국의 기뢰기술 고도화와 한국의 해양안보간
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될까? 한국과 서해를 접하고 있는 중
국은 19세기말 청일전쟁 당시 발해(Bohai Sea)를 감싸고 있
는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일대의 서해상에서 패전의 쓴맛을 
봤다. 그 결과는 결국 세계열강에 중국의 무력함을 보여주
었고 청의 쇠퇴와 멸망으로까지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지정학적으로 중국에서 생각하는 서해는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심장부인 베이징으로 출입하는 해상관
문이자 과거의 쓴 교훈을 상기케 하는 곳이다. 중국이 기억
에서 지우지 않은 한, 서해에서 해상통항에 관한 타국과의 
양보나 타협은 결사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만약 한반도 위기 고조로 미군 전력이 서해상
에 집결한다면 과연 중국은 자칭 앞마당이라고 하는 서해
를 터줄 수 있을까? 비록 중국의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 보다는 한 수 아래이므로, 직접 충돌을 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고 중국이 서해 길을 열어주는 
것도 내부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방책은 무엇일까? 아마도 서해상에 은밀히 기뢰를 부
설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점에 대하여 2009년 미 
해군대학에서 발행한 “Chinese Mine Warfare”에서는 한
반도 위기 고조시 서해상 중국의 기뢰부설을 시나리오로 
기술한 바 있다[6].

Fig. 5[6]는 시나리오에 기술된 내용을 도식화한 것으로,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 서해상 기뢰부설 자행이 예상되는 구
역을 표시한 것이다. 중국은 청도(Qingdao) 서방에서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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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해안 일대까지 기뢰를 은밀히 부설한다. 그러면 미군 전
력의 서해상 북상을 차단하는 전략적 실리를 달성하면서, 
평양 서방의 해상접근로를 차단하여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
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NORTH KOREA

CHINA

SHANDONG

HEBEI

JIANGSU

ZHEJIANG

ANHUI
JAPAN

▣ Pyongyang

Beijing

East Sea

PACIFIC OCEAN

West Sea

East China Sea

▣ Seoul

SOUTH KOREA

Fig. 5. Minelaying area by scenario

비록 위 시나리오는 2009년 기술된 내용이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미군 항모강습단이 서해 해상무력 시위를 
계획하였음에도 중국의 항의로 동해로 변경하였던 점, 그
리고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동중국 일대에서 중
국의 대규모 기뢰전 훈련에 참관한 중국 군사전문가 Song 
Zhongping이 “기뢰부설은 외세의 연안접근을 거부하는데 
효과적인 중국의 전략”[7] 이라고 말한 점을 비춰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아닌 듯하다.

Fig. 6. PLAN MIW Exercise in 2018

만약 한반도 유사시 서해상에 중국이 기뢰를 부설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난관을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서해는 
매몰이 심하고 수심이 얕은 천해 해역이어서 기뢰탐색 자체
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소해함이 수상이나 공중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혹여 EM 계열 또는 
PMK 계열의 고성능 기뢰가 부설된다면 소해함을 호위하는 
수상전력도 생존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

2.3 안심할 수 없는 우리의 기뢰대항 현실

한반도 내 기뢰대항 사정은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 현존
위협으로 북한이 비록 노후된 기뢰를 보유하였다고 저평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효과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아직 
녹록하지 않다. 평시에 부산, 포항, 여수･광양 등과 같은 무
역항만 및 핵심 해상교통로 주변에 정체불명의 기뢰가 발견
되면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한국의 해상무역은 즉각 혼돈
에 빠질 것이다[8]. 2015년 8월, 북한 잠수함(정)의 70%인 
50여척이 동･서해 모항을 이탈하여 미식별된 상황은 북한
이 잠수함(정)을 이용한 동시다발적 공격패턴을 아직도 유
효한 방책으로 삼을뿐더러 기뢰를 이용한 국지적 내지 전면
적 도발로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마치 사전점검과 
같은 사건이다. 게다가 동맹인 미국의 전통적 기뢰대항전
력(소해함, 소해헬기 등)도 점차 퇴역을 예고하고 있다. 그 
후속으로 기뢰대항 임무패키지를 탑재한 연안전투함이 등
장할 예정이라도 충분한 숫자의 전력 전개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소해함을 대폭 증
강하는 방안일지? 궁여지책으로 어선을 동원한 보조소해
선을 기뢰대항에 투입시키려는 계획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 
보조소해선이 방출하는 음향신호와 자기신호가 충분히 감
쇄된 상태라고 가정하여도 기뢰탐색 수단인 초음파 수중
탐색음탐기도 없을뿐더러 계류기뢰 소해구만 탑재할 수밖
에 없으므로 가장 위협이 되는 해저기뢰 소해는 불가하다. 
한 마디로 우리의 기뢰대항 현실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처
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너무 낙담할 상황도 아니다. 이미 우리와 비슷
한 처지를 겪었던 미국이나 유럽의 해양강대국들의 기뢰대
항전력 발전 경과를 살펴보면 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따
라서 다음 글은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기뢰대항전력 
발전실태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시사할만 한 기뢰대항 방안
을 모색해 본다.

3. 4차 산업혁명 신기술로 무장한 기뢰대항

3.1 미국, 기뢰대항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

미 해군은 2005년부터 연안전투함(LCS) 건조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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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Table 4와 같이 소형 무인플랫폼 및 모듈 등으로 
구성된 기뢰대항(MCM) 임무패키지(MP, mission pack-
age)를 개발하고 있다. 

임무 체계 구성/제원

기뢰대항체계

USV ・길이 39 ft, 폭 10.25 ft

탐색

・SAS(ASQ-20 + AQS-24)
・Knifefish(AUV): 매몰기뢰탐색
・Barracuda(UUV): Mine Killer
・ALMDS, AMNS, MQ-8(UAV)

소해 ・UISS: 복합감응기뢰 소해구

Table 4. MCM mission package

기뢰대항 임무패키지는 총 24개를 개발하여 15개 연안
전투함에 탑재하고 9개는 예비용으로 사용할 전망이다[9]. 
운용개념은 연안전투함을 모함(mothership)으로 하고 무
인수상정을 일종의 대리모(surrogate)한다. 연안전투함이 
기뢰원(minefield) 인근 외곽에서 무인수상정을 진회수하
고 무인수상정은 지령에 의해 기뢰원에 진입하여 기뢰를 
탐색하거나 소해를 한다. 
기뢰탐색은 무인수상정이 고해상도의 합성개구음탐기
를 예인하여 유사기뢰를 탐색/접촉하면 기뢰를 무력화하
기 위한 Barracuda라는 소형 무인잠수정이 투입된다. A- 
size 소노부이와 크기가 동일한 mine-killer로서 유사기뢰 
근처로 이동하여 기뢰를 판별하면 지령에 의해 기뢰 주변에
서 기뢰와 함께 자폭한다. 이러한 기뢰탐색 개념을 SSDTE 
(single sortie detect-to-engage)라고도 불린다. 기뢰탐색
에 소요되는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하면서 인명손실이 발
생하지 않는다.
기뢰탐색에서 가장 어려운 표적은 매몰기뢰(buried 

mine)다. 매몰기뢰는 해저바닥에 기뢰가 일부 또는 전부 매
몰된 상태라서 소해함 음탐기나 예인용 초음파 음탐기로도 
탐색이 어렵다. 그렇지만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바로 합성
개구소나(SAS: synthetic aperture sonar) 기술을 무인잠
수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미 해군은 현재 저주파 광대역 합
성개구소나(low-frequency broadband synthetic aper-
ture sonar)를 탑재한 Knifefish라는 중형 무인잠수정을 매
몰기뢰 탐색에 이용하려고 한다. 저주파는 지층을 통과하
는 특성이 고주파에 비하여 우수하다. 매몰기뢰가 해저 퇴
적층에 덮여 있어도 저주파는 매몰기뢰를 접촉할 수 있다. 
그래서 허위표적을 접촉할 확률도 고주파에 비하여 낮아진
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Knifefish가 취득한 자료를 후

처리(PMA: post mission analysis) 과정을 통하여 인공지
능으로 표적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ATR(automatic target 
recognition) 기능이 탑재되었다. 기계의 눈으로 식별하여 
판단 후 알려주는 일종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
고리즘이다. 
기뢰소해는 무인수상정과 자기/음향 복합감응기뢰 소해
구로 구성된 UISS(unmanned influence sweep system)로 
수행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UISS를 예인하는 무인수상
정의 예인속력이 최대 20 kts라는 점에서 소해함보다 2~3
배 빠른 속력으로 소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전투함의 출현과 별도로, 미 해군은 2012년부터 중
부사령부(Central Command) 예하 미 5함대사에 6개의 원
정기뢰대항중대(ExMCM Company)를 편성하였다. Table 5
에서 같이 저가의 장비와 신속한 기동성을 구비한 원정기뢰
대항중대는 상황 초기 최단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여 기뢰대
항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근래 미 7함대에서 부대전개를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직 구성

지휘통제부 ․ 지휘관 등

무인기뢰
대항소대

․ 고무보트(RHIB)
․ 중소형 UUV 12대
․ 전문 운용요원 등

EOD 소대 ․ EOD 요원

사후분석부 ․ 음탐자료 분석 및 보고

Table 5. ExMCM company components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기뢰는 21세기 4차 산업혁
명의 신기술인 인공지능으로 재무장하고 있다. 그 결과 강
대국 미국이 선택한 대응방안은 기뢰대항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전통적 기뢰대항 플랫폼인 소해함과 
소해헬기를 과감하게 퇴역시킬 것이다. 대신 임무중심의 
무인기뢰대항체계로 배치하여 stand-off MCM을 수행할 
채비다. 비록 수십여 년 간 운용해온 소해함과 소해헬기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겠지만 기뢰대항능력은 예전 보다 수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오늘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인명손실은 극히 줄어들게 분명하다. 
미국의 이런 선택에는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되어 다른 국
가들이 섣불리 따라 하기에는 불가하지만, 기뢰대항 패러
다임 변화에 따른 기뢰대항전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그
널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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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국, 소해함의 소해구를 철거하다

영국은 20세기 기뢰대항의 선구자였다. 1907년 영국이 
트롤어선을 동원하여 절단기(cutter)를 부착 후 예인색을 
끌게 했던 방식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기계식 소해구의 모
델이 되었다. 그리고 영국은 세계 1·2차 대전 기간 중, 자기기
뢰 소해구와 음향기뢰 소해구를 개발하였고 한국전쟁이 발
발했던 1950년에는 자기/음향 복합감응기뢰 소해구를 개
발하였다.
그런데 최초의 기계식 소해구가 개발된 지 100년이 다 되
어가던 2005년 10월, 영국은 소해함에 탑재된 기계식 소해
구를 비롯 자기/음향 복합감응기뢰 소해구를 모두 철거하
였다. 그리고 30일안에 재설치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
다.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여도 소해함이 소해구도 없이 기
뢰대항을 수행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전투함에 비
유한다면, 포신을 달지 않고 전투에 나가는 것도 다를 바 없
어 보인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전투함이나 경비함은 신속한 기동과 화력을 보유
하지만 기뢰부설이 의심되는 해역에서 해상경비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비자성 저소음 선체인 소해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검색을 위해 고속기동이 필요할 경우 고무보
로를 내려 수행하면 된다. Fig. 7은 2018년 영국해협에서 영
국 Hunter급 소해함인 Hurworth함이 러시아 정보함을 근
접감시중인 장면이다.

Fig. 7. HMS Hurworth shadowing Russian ship

둘째, 가장 납득할 만한 이유는 소해함을 무인기뢰대항체
계의 모함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다. 영국은 2007년~2011년
까지 무인기뢰소해체계 개발을 위한 FAST(Flexible Agile 
Sweeping Technology)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Fig. 8은 
FAST 프로그램 착수 초기, 소해구를 철거한 Hunt급 소해함
에 기뢰대항 무인수상정 2척을 탑재하는 개념으로 구상했
던 이미지다.
그 후 FAST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2016년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Unmanned Warrior 연습
에서 ARCIMS(Atlas Remote Combined Influence Mine-
sweeping System) 체계로 모습을 보이면서 무인기뢰소해
체계로 인정을 받았다.

Fig. 8. Image concept of USVs onboard MCMV

한편, 2010년 영국-프랑스는 무인기뢰탐색체계 개발을 
포함한 방위사업 상호협력조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준비기간을 가진 뒤 2015년~2019년간 MMCM 
(Maritime Mine Counter Measure)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FAST 프로그램에서 발전한 무인기뢰소해체계와 MMCM 
프로그램에 의한 무인기뢰탐색체계는 조만간 실용화 단계
로 접어들 전망이다. 단, 영국이 기뢰대항 무인수상정을 탑
재할 모함 선정은 다양한 옵션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
존 소해함 함미갑판을 개조 개장하여 무인수상정을 탑재하
는 방안이 유력하면서도, 경비함 형태의 신형 소해함을 건
조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보인다[10].

구분 제원

          

함정

길이, 폭 81.4 m, 17 m 

무게 2,800 ton

재질 비자성 강철

무인
기뢰
대항
체계

USV 길이 12.3 m, 폭 4.2 m

탐색
・A-18(AUV), T-18M(SAS)
・SEASCAN(ROV)
・K-STER(MNV)

소해 ・Unmanned Sweeping Equip.

무장
・Bofors 40Mk4 40mm 1문
・Sea DeFNder RWS
・12.7mm 4문

Table 6. Belgian & Dutch MCM moth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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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함의 경비임무를 부각하여 함정을 건조중인 대표적
인 사례를 손꼽으면, 벨기에-네덜란드 간 협업으로 진행중
인 소해함 건조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총 12척의 
소해함을 건조하여 6척씩 분배하는 것이다. 특이점은 
Table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체를 강철로 건조할 계획
이고, 무인기뢰대항체계를 탑재하여 소해함을 모함으로 
Stand-off MCM 개념을 구현하고 중소형 경비함 수준의 
무장을 갖추어 해상경비에 따른 근거리 대함전과 대공전 
수행능력도 갖춘다. 소해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일대 
혁신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4. 우리의 대응방안

4.1 Stand-off MCM 개념 정립과 모습 변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러시아의 인공지능 탑재 스
마트 기뢰 개발동향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며, 근래 개방적
인 무기수출 또는 기술지원/협력 행보는 북한이 구형 기뢰
를 고성능 기뢰로 재무장하는 기회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다수 다종의 기뢰를 보유한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서해상 전개를 거부하기 위하여 고성능 기뢰를 부설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
과까지 계산할 수도 있다. 
한편 미국은 기뢰대항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주로 유인전력에 의해 수행되던 기뢰대항을 무인전력, 즉 
연안전투함을 모함으로 하는 무인기뢰대항체계 운용으로 
전면 탈바꿈하고 있다. 그 결과 소해함과 소해헬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지만 기뢰대항 작전효과는 예전보다 증가
되면서 반대로 인명손실은 감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국
가들 중, 영국은 세계 최초로 재래식 소해구를 개발하였으
나 과감하게 철거를 단행한 국가로서, 소해함을 모함으로 
무인기뢰대항체계를 운용하는 밑그림을 세계 각국에 제공
하였다. 그 결과 역내 국가들의 소해함에만 집착했던 고정
관점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럼 우리의 기뢰대항 발전실태는 어떠한가? 평시 북한

의 잠수함(정)이 미상의 해역에 1발의 기뢰라도 부설한다
면 국내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가 엄습하여 한국의 주요항
구와 해상교통로로 이어지는 해상무역은 즉각 혼돈에 빠
질 것이다. 한편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소해함은 수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어선을 동원한 보조소해선
은 계류기뢰만 소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신형 소해함
과 기뢰대항 무인수상정 확보를 추진중이지만, 전통적 non 

stand-off MCM 개념의 기뢰대항전을 선호하여서 소해함
과 기뢰대항 무인수상정간 종착역은 다를 수 도 있다.
이제 우리는 원점에서 미래전에 대비한 기뢰대항책을 새
롭게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Fig. 9처럼 전통적 
non stand-off MCM 개념의 패러다임에서 Fig. 10과 같은 
미래 지향적 stand-off MCM 개념의 패러다임으로 정립과 
모습의 변화가 요구된다. Stand-off MCM 개념 정립은, 앞
서 선진국 사례에서 설명된바 와 같이, 소해함과 무인수상
정을 통합 운용하되 전투원을 기뢰원으로부터 멀리하면서 
무인수상정 등의 무인기뢰대항체계로 기뢰대항전을 수행
하는 방식을 구현해준다.

소해함

무인수상정

기뢰

기뢰제거

Fig. 9. Example: non stand-off MCM concept

소해함

무인수상정

기뢰

기뢰제거

Fig. 10. Example: non stand-off MCM concept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뢰대항전 환경과 기뢰위협을 분
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stand-off MCM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뢰대항전력의 모습으
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방재원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경제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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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off MCM 개념의 기뢰대항전력 모습 변화를 검토한
다면, 플랫폼이나 각종 체계가 유사한 영국의 사례를 참고
할 만하다. 영국이 보유한 Hunt급 소해함과 우리 해군의 양
양급 소해함은 제원면에서 비슷하다. 따라서 2척 정도의 무
인수상정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양양급 크기의 소해함 크기
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무인기뢰대항체계는 
개발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개발예정
인 기뢰대항 무인수상정에 무인기뢰대항체계 개발을 병행
한다면 체계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구분
한국해군 영국해군 
양양급 소해함 Hunt급 소해함

일반
제원

길이 60 m 60 m

폭 10.5 m 10 m

무게 730 ton 725 ton

기뢰대항체계 MMS, CIS, MDV 무인기뢰대항체계

음탐체계 VDS(2093) HMS(2193)

Table 7. Comparison MCMVs btw ROKN & RN

그런데 음탐체계는 우리와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
다. 층심도 이하에 깊은 수심에서도 탐색이 가능한 우리의 
양양급 소해함 VDS(variable depth sonar)가 영국의 
Hunt급 소해함 HMS(hull mounted sonar)에 비하여 장
점이 있지만 소해함이 기뢰원이 진입할 필요가 없는 stand 
off MCM 개념에서는 VDS의 음향층심도(sonic layer 
depth) 이하 탐색이라는 장점은 부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성을 따져보면 VDS가 HMS 비하여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대수심 탐색이 가능한 고주파 SSS나 AUV/ 
UUV 의 출현으로 VDS의 장점은 사실상 많이 감소되고 있
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영국의 사례는 stand 
off MCM 개념의 기뢰대항전 수행시 음탐체계 선택의 신
중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stand-off MCM 개념의 정립과 모

습을 종합한 운용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운용개념은 전
술적 수준의 행동을 기술 및 묘사하여 TTPs(tactic, techni-
que, procedure)나 전력소요 개발에 이해도를 증진시켜준
다. 운용개념은 군사적 특징이 강하므로 추후 제대별 관련 
부대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생각
해 오던 stand-off MCM 운용개념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전방감시(forward looking) 개념이다. Fig. 11
과 같이 소해함이 기뢰위협이 있는 해역으로 이동 중에는 

HMS를 전방으로 주사하여 계류기뢰나 수중장애물 등을 
탐색 및 회피한다. 기뢰위협이 없는 해역으로 이동시 HMS
를 speed scan 방식으로 변경하여 route survey로 활용할 
수 있다.

Forward looking 모드

계류기뢰 탐색 계류기뢰
(moored mine)

Fig. 11. Forward looking concept

두 번째는 무인기뢰탐색(unmanned mine hunting) 개
념이다. Fig. 12는 기뢰원 인근에 도착한 소해함이 USV를 진
수하고 USV에 탑재중인 무인기뢰대항 모듈을 투하하여 기
뢰를 탐색하고 제거한다. SAS 어레이를 탑재한 AUV/UUV
는 부피와 무게가 증가하므로 소해함 크레인으로 진회수한
다. SSS에 의하여 기뢰로 의심되는 물체를 탐지하면 ROV나 
기뢰제거용 UUV(mine killer)를 투하하여 단발성 기뢰제
거를 실시한다. 

소해함(모함)

USV

SSS(탐색)

ROV/MDV(제거)UUV(제거)

계류지뢰(moored mine)

AUV/UUV(탐색)
해저기뢰(bottom mine)

기뢰원(mine field)

Fig. 12. Unmanned mine hunting concept

세 번째는 무인기뢰소해(unmanned mine sweeping) 
개념이다. 기뢰가 다수 분포되어 단발성 기뢰제거가 비효
과적이거나 기뢰의 분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때는 구역 전
반을 소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Fig. 13은 무인수상정이 
자기/음향 소해구를 예인하면서 기뢰를 감응시켜 기폭하
는 개념도이다. 다수의 무인수상정이 투입될수록 기뢰소
해 시간은 단축된다. 특히 기뢰부설이 의심되는 항구 및 해
역으로 함정이나 선박의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수의 
무인수상정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소해를 실시하여 개항을 
유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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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음향소해구(소해)
자기/음향소해구(소해)

해저기뢰(bottom mine)

기뢰원(mine field)

소해함(모함)

Fig. 13. Unmanned mine sweeping concept

4.2 우리 실정에 맞는 기뢰대항전 패러다임 편승

우리는 엄청난 국방재원이 요구되는 미국의 연안전투함
을 모함으로 하는 기뢰대항전력 건설을 롤모델로 삼을 필
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와 소해함 함형이나 각종 운용체계
가 거의 유사한 영국을 롤모델로 삼거나 벨기에-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stand-off MCM 개념
을 수행할 기뢰대항전 전력을 건설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 방법은 신형 소해함을 무인기뢰대항체계의 모함으로 
설계 운용하고, 무인기뢰대항체계 개발은 소해함 건설계획
에 통합하여 발전시키면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
끝으로 전투원을 기뢰위협으로부터 멀리하는 stand- 

off MCM 개념을 기뢰대항전 패러다임으로 삼고 세계 각
국의 기뢰대항 패러다임 변화에 우리 해군도 조속히 편승
하려는 상하일체의 의지와 결심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
조한다. 나아가 연합 또는 다국간 기뢰대항전 수행에 우리 
해군만 stand-off MCM 개념이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기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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