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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그러나 아직 국내기술로는 1시간이상 장시간 비행이 가능

본 연구는 해양치안 및 안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한 멀티콥터 생산이 어렵고 배터리용량을 늘려 체공시간을

응하기 위한 무인항공기 등 차세대 첨단장비의 해양경찰

확보한다 할지라도 무거운 동체로 인해 추락시 대형사고로

현장에 도입과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정립함으로서 완
벽한 해양경찰임무완수를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의 최적화
된 체제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또한 국외에서 개발된 장거리, 장시간 운용이 가능한 무
인항공기는 대당 기체가격이 1억원을 호가하는 등 경비함
정, 파출소 임무지원을 위하여 전파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

2. 연구방법
국내·외 자료를 통해 과학기술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
발전의 전망과 한계를 추론하였다.
해양경찰에서 구사할 수 있는 임무 시나리오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의 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발굴하여 해양경찰 무인항공기 운용체
제를 구체화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할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결 론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자원에서 무인항공기
의 기술수준과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해양경찰
임무환경에 적합한 무인항공기 도입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장비기술국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한편 불법어선 단속, 연안
해역 안전관리, 연안광역 수색, 및 해양오염감시 등 중장기
적 관점에서 시나리오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도입, 관리 방
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법조업 및 중국어선 단속을 위하여는 EEZ 광역경비용

단기적으로는 조직을 정비하고 소속기관별 시범운용을

으로 운용시간 5시간, 임무거리 200km, 내풍성 18km/s 내외

통해 시스템 분위기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중기적으

의 틸트로터 기종이, 불법어선 단속용으로는 운항시간 2H,

로 지방본부별 드론 동호회 등 운영을 통해 현장직원들의

임무거리 50km, 최대풍속 18m/s를 능가하는 틸트로터 기종

자발적인 기술 및 작동능력 성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

이 요구되었다.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운용시간

교육시설 및 전문제작사와 운용법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1H, 임무거리 5km, 내풍성 10m/s의 멀티콥터 기종이 요구되

교육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며 해양경찰교육원에 해상무

었다. 연안 및 광역해역 수색구조를 위하여 1~2H, 5~50km

인항공기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특화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10~18m/s의 멀티콥터와 고정익무인항공기를 병행하는 것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로, 해양오염감시 및 대응을 위하여는 운용시간 2H, 운용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장비 및 기술개발 체계를 완성하

리 30km, 최대풍속 10m/s의 안정적인 멀티콥터형태의 무인

기 위하여 R&D활동을 통해 제품의 국산화를 통하여 안정적

항공기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 공급과 수리, 임무장비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