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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에 대한 모든 것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 일으킨 온라인 게임 롤(LOL; League of Legends)을 

비롯해 이제는 신화가 된 전략게임 스타크래프트(Starcraft)까지,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게임에서 고수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여러분! 정찰하세요, 정찰! 

정찰이 중요해요!’ 그야말로 정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은 2018년에 더욱 막강한 정찰자산을 확보하게 된다. 

중·고고도 무인기가 도입되는 것이다. 

중·고고도 무인기의 정확한 명칭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High-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s, 이하 고고도 무인기)와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Mid-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s, 이하 중고도 

무인기)이다. 고고도 무인기는 ’18~’19년에 걸쳐 도입될 예정이고 뒤이어 

중고도 무인기가 도입된다. 주 목적은 전방지역에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착륙 기지와 임무통제기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중·고고도 무인기가 후방 이착륙기지에서 이륙해 전방으로 이동하면 

임무통제기지에 있는 조종사들이 항공기 통제권한을 넘겨 받아 지속적으로 

임무를 실시한다. 임무통제기지 조종사들은 편조별로 주·야간 교대로 임무에 

투입되며, 이를 통해 무인기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장시간 체공 능력’을 십분 

활용해 지속적인 감시정찰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의 독자적 정찰능력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무인기들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운용고도에 그 차이가 있으며 둘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확충된 감시정찰 능력은 

효과적인 킬 체인(Kill Chain) 수행의 근간이 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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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 중·고고도 무인기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창진 중령 :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중·고고도 무인기 자체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군이 한 번도 운영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고고도 무인기는 도입 자체가 미 정부의 

승인사항인데다가 관련된 보안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운영 및 

정비절차도 기존 항공기와는 많이 달라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AF : 그렇다면 중·고고도 무인기를 도입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김창진 중령 : 사업 착수 이전부터 우리 공군의 요원들이 미 공군의 

무인기 운용기지를 수차례 방문해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훈련체계를 공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미 공군 및 제작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고도 무인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지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하고 있고, 교육훈련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AF : 2018년부터 새로 도입될 중·고고도 무인기의 사업 담당자로서, 

2018년을 맞이하는 자세를 한말씀해주세요!

김창진 중령 :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무기체계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군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개발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중·고고도 무인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업 담당자로서, ‘지금 내가 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 대표적인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

공군본부 방위사업협력과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담당 김창진 중령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