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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드론은 지상에서 전파를 사용하여 조종, 제어가 가능한 무인 항공기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인으로 움직인다.

무인항공기의 역사는 군사용에서 시작되었는데 1917년 미국에서 제작된 ‘스페리 에어리얼 토페도’ 드론이 폭탄을 싣고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것이 첫 무인항공의 시작이었다. 무인항공 기술의 발달로 군사용 드론의 용도는 더욱 넓은 분야

로 확대되었다. 최근 드론의 용도는 농업, 산업, 물류, 방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장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드론은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위험요소는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드론과 관련한 기술

적인 결함과 조종자의 실수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까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지만 드론을 불법하게 사용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보안 유출, 테러 등은 사전에 차단되어야만 드론산업 발전의 저해가 되지 않고 가속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Development of Unmanned Aircraf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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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rone is an unmanned aircraft that can be steered and controlled using radio waves on the ground, and the p

ilot moves unmanned without boarding. The history of the unmanned airplane began with military use, and the first

unmanned aerial flight was the first successful flight of the 'Sperry Aerial Torpedo' drones built in the United State

s in 1917 with a bomb. With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erial technology, the use of military drones has expande

d to a wider field. Recently, the use of drones has been uti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agriculture, industry, logisti

cs, broadcasting, and safety, and the scale of the market is also expanding. Although the drones are becoming indisp

ensable to penetrate our lives, they can be used for bad purposes depending on the intended use of the user, but the

risk factors are overlooked. Therefore, technical defects related to drones and accidents caused by operator's mistake

s can not be completely prevented. However, privacy infringement, security leakage, and terrorism, which may be ca

used by illegal use of drones, It will not be inhibited and will accel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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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드론은 세계의 이

목을 한 몸에 받으며 그 시장의 규모와 투자는 상

상을 초월하여 확대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초기

대부분이 군사용으로 운용하던 무인항공기(이하,

드론)가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활용되기 시작

하면서 최근에는 물류수송, 교통관제, 보안 등의

민수분야로 급속히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기술 강국

과 더불어 중국이 상업용 무인항공기 시장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세계 7위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또한 드론과 관련한 각종

기술개발 정책의 추진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1].

드론은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없어

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용

도에 따라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위험요소는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드론과 관련한 기술적인 결함과 조종자의 실수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까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

지만 드론을 불법하게 사용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보안 유출, 테러 등은 사전에 차단되

어야만 드론산업 발전의 저해가 되지 않고 가속화

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드론에 의해 발생한 대표

적인 사고는 독일 메르겔 총리 선거유세 테러, 런

던 여객기와 충돌 등이 있으며, 특히 세계 최고의

경호를 자랑하는 미국 백악관의 드론 무단침입 사

건 등으로 세계적으로 드론에 대한 우려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켰고 드론산업을 발전에 적

신호를 던졌다. 그러나 2016년 초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와 세계경제포럼(다보

스포럼)에서는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 신

산업 제품들이 주 무대를 차지했으며, Teal Grou

p, Intel 등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은 민수용 무인

기 시장이 10년 내 4배 이상 확대되어 109억 달러

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

께,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기

업들은 드론을 통한 택배, 재난감시 등 그 활용영

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과 함께 빠른 상용화를 위

해 도전적인 투자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드론의 사용에 관한 규제나 제도적인 측

면에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차원에

서의 접근을 통해 탐지, 경고, 추적, 격추 등을 실

시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 Drone)이라는 신기

술과 산업이 탄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 국가들의 드론

활용 및 시장전망과 기술수준 등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두고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문헌들과 전

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개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드론의 작동원리

드론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헬리콥터와 동일하

다. 헬리콥터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멀티콥터 개념

의 드론은 헬리콥터 중에서 치누크 헬기의 텐덤회

전 날개식의 원리와 동일하며, 단지 로터의 개수

가 추가된 형태이다. 프로펠러가 대각선방향으로

마주보는 2쌍이 각각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프

로펠러의 회전방향과 반대로 돌아가는 힘이 동체

에 작용해서 하늘로 떠오르게 된다. 즉, 2개씩 마

주보는 프로펠러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 인접한

것들은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여 서로 견제하고 상

쇄하여 빙빙 돌지 않고 뜨게 되는 것이다. 각각의

프로펠러는 출력을 달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방

향을 바꿔가면서 비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드론에 작용하는 힘은 외부의 영향에 인한 항력

의 원인으로 외력이 작용하고, 지구의 중심 방향으

로 당기는 중력, 기체가 기울어짐으로써 해당 방향

으로 추진력을 주는 힘인 추력, 공기와 기체의 마

찰로 인해 추력을 방해하는 항력, 모터와 프로펠러

의 작용으로 공중에 떠있게 하는 양력이 있다[2].

따라서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을 뿐 하늘을 나

는 원리는 일반 비행기와 똑같은 양력을 이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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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스템도 유사하다. 다만, 조종사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탑재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비행기는 조종석을 만들 필요가 없

어 완전한 유선형으로 만들 수 있다[1].

2.2 드론의 구분

드론은 무인시스템으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

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행체론 기체

에 사람이 타지 않지만 지상에서 임무를 원격 지

령하는 조종사가 존재한다[3].

드론은 형태에 따라 고정익과 회전익으로 구분

되며 회전익 중에서도 4개 이상의 로터에 의해 구

동되는 멀티로터 형상의 플랫폼이 민수용 드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멀티로터형 플랫폼은 프로펠

러의 개수에 따라 4개를 장착한 Quad, 6개를 장

착한 Hexa, 8개를 장착한 Octo로 구분되며, 로터

암의 끝단에 부착된 엔진에 해당하는 소형 전기모

터에 의해 직접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각

프로펠러의 회전수 증감에 따라 동체의 자세와 방

향을 유지한다.

2.3 드론의 기술 분류 및 용도

무인항공기 기술의 발달로 군사용 드론은 더욱

넓은 분야로 확대되었고 민수용 드론 또한 영화,

방제, 오락 등의 발전과 함께 그 용도가 다양화

되어 많은 소요를 창출하고 있다.

드론의 기술중 핵심기술은 부품 및 기체 제어기

술과 항법 제어를 위한 센스 융학기술, 가상현실

등을 구현하는 첨단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부품

및 기체 제어기술은 기체를 제작하는 재료분야와

배터리, 모터 등을 들 수 있고, 센스융합 기술에는

영상처리와 각종 센스기술이며, 가상현실과 자율주

행 등의 첨단기술의 접목분야로 들 수 있다[4,5].

드론의 용도는 그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농업, 산업, 물류, 방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장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4 드론 관련 기술의 필요성

드론은 군사적으로 감시정찰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항공촬영, 통신산업,

농업, 여가용, 물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됨으로 휴대성, 신속성,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이 충족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드

론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의 또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당면하여 과업의 일환으로 드론의 혁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기술

력을 국산화로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

등과 더불어 드론의 기술의 국내 확대를 통해 미

래의 먹거리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3. 드론의 활용 및 발전 전망

예전에 비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드론이 자

주 등장하고 MAVIC, 팬텀 등의 중저가의 보급형

드론이 보급되면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발전하였지

만 군사용을 제외하면 국내 시장규모는 작은 편에

속한다. 미국의 Teal Group에 따르면 2014년 드

론시장은 약 53.1억 달러(민간 6천 달러, 1% 수

준)인데, 이는 개인 소비재인 스마트폰 3,109억 달

러, 게임콘텐츠 899억 달러에 비해 0.01% 이하 수

준에 불과하다[6]. 하지만 앞으로 물류, 농업, 건

설, 미디어 등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민수용 드론

시장은 2023년에 13배 이상의 대폭 증가하여 8.8

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7].

3.1 국내 드론산업 활용 및 전망

국내 시장은 태동기로서 군수요 중심으로 형성되

었고, 최근에는 방송 분야의 촬영, 농업분야의 방제

등을 중심으로 민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 등록된 장치가 2013년에 193대, 2014년

에 357대로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반기 까

지 집계된 대수가 2990대로 나타났고, 드론을 이

용한 사업체도 2013년에 131개 업체에서 시작하

여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2017년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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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0배에 달하는 증가를 가져왔다. 제작 분야

국내 민수시장은 ‘16년 기준으로 약 231억 원으로

추정되며, 농업·임업 56%, 영상분야 20%, 건설·측

량분야 10% 순으로 구성된다[7, 8].

드론 활용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473

억 원으로 추정되며 농업·임업 53%, 영상분야 3

2%, 건설·측량분야 7% 순으로 집계되며, 사업업체

구성은 사진촬영, 홍보 등 콘텐츠 제작과 농업분야

가 약 90% 이상이나 최근 측량, 탐사, 건설 등 분

야로 다양화 및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9].

(그림 1) 국내 드론 운용 현황

국내 민수용 드론은 초기단계로 수준평가는 어

려우나 8대 핵심 부품은 선진국(세계 최고기술)과

10∼50%의 격차가 있으며, 소형 드론의 주요 부

품은 세계 최고 대비 65% 수준이나 스마트폰과

공통 부품인 AP, 배터리, 디스플레이, 일부 S/W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

고 있다.

우리나라의 드론산업 육성 목표는 산업용 드론

시장의 경우 2016년에 704억 원에서 2026년까지

4.1조 원으로 성장시키고, 기술 경쟁력 수준은 201

5년 7위에서 2026년까지 5위로 올리고, 산업용 드

론 대수는 2016년 2천대에서 2026년까지 6만대로

증가시키는 것이다[10].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작 및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분야 활용을 선도하는 활용시장 육성,

글로벌 수준의 운영환경 및 인프라 구축, 기술경

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이다.

3.2 국외 드론산업 활용 및 전망

세계 드론 제작시장은 촬영용·취미용 시장의 급

속한 성장과 함께 안정기를 거치고 있으며 산업용

분야는 태동기로 연평균 17.6%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군수시장은 군사장비의 무인화에 따라 연평

균 17.8%의 성장세로 기술력에 의한 경쟁 구조이

며 자국산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 취

미용 시장은 최근 중국의 DJI가 선두로 2019년 3

5억 달러 기록 이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그러나 산업용 시장은 다양한 활용 및

서비스 가능성으로 향후 연평균 38.1% 성장을 예

상하고 있다[11].

(그림 2) 국외 드론 운용 현황

공공·상업용 활용시장은 드론의 운영·서비스 및

정보 획득, 가공 등 부가가치가 높아 제작시장 대

비 7.9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영상(37%), 농임업(26%), 건설(16%) 분야 중심으

로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통신망, 에너지,

보험 등으로 다변화 될 전망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드론시장을 점유하고,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유·무인 통합 로드맵 하에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항공청(FAA) 내에

드론관련 교육·시스템 개발 등 안전팀(UAST)을

2016년 8월에 신설하여 운영중이다. 2012년도에

무인기 현대화 법률 제정 이후 소형 드론(25kg 이

하) 등록제를 2015년 12월부터 도입하고, 2016년

8월에 상업적 허용법령을 개정하는 등 소형급부터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무인기 시험, 안전

기준 연구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13년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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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NASA를 중심

으로 교통관리체계(UTM)를 개발중에 있다.

4. 드론산업 위한 핵심 기술

한국의 드론 기술경쟁력은 2009년만 해도 미국,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으나 드론 산

업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DJI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옴으로 추월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의

DJI는 민간 드론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

으며, 미국 백악관과 일본의 총리 관저 등에서 소

동을 일으킨 무인항공기로 그 유명세를 자랑하였

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인헬기를

개발하고,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정체 되면서 더딘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4.1 핵심기술의 필요성

드론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첨단 기술의 축

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술들을 필

요로 한다. 예를 들어 드론의 비행시간 연장을 위

해 드론 기체의 안정성 및 강도를 유지하면서 무

게를 낮추는 프레임 제작에 필요한 재료관련 기술

과 드론의 동력을 제공하는 배터리 기술, 비행체

의 운동 모델을 기반으로 한 무인 항법 시스템,

자세 및 고도 제어를 위한 회로 및 모터기술, 비

행 컨트롤러 개발 등 기체 제작을 위한 재료와 기

구, 제어를 위한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기술, 통신

기술 등 수많은 기술이 필요하다[9]. 특히, 최근

드론산업은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발전하고 있

는데 가상현실, 자율주행, 물류 등의 목적에 따라

제작 시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요구한다.

드론의 핵심기술은 비행컨트롤러, 영상 및 센서,

전파 및 적외선, 음향 탐지 기술 등이 있다.

4.2 비행컨트롤러(FC : Flight Controller, 이하 FC) 기술

드론 기체 내부제어를 위한 핵심기술은 FC의

제어기술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드론을 제작하는

회사는 FC 개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프

랑스, 독일, 미국, 중국 등의 많은 나라의 관련 업

체들이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FC에서 드론

기체를 제어하기 위해 주로 롤(Roll), 피치(Pitch),

요(Yaw)라고 불리는 3축 모멘트를 제어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10].

(그림 3) 드론의 모멘트 방향

(그림 3)과 같이 드론의 전방을 기중으로 3축 모

멘트를 정의할 수 있으며 조우 수평이동, 전후방

이동, 좌우 회전 하는 방향을 각각 롤(Roll), 피치

(Pitch), 요(Yaw)라 한다. 이 3가지 모멘트를 제

어하여 제자리에서 비행하는 기술인 호버링, 전진,

후진, 좌/우측으로 자유롭게 비행 할 수 있다. 이

때 드론의 위치, 속도,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

하는 센서로는 기체의 3축 속도, 각속도, 가속도

등을 측정하는 관성 측정비치인 IMU(Inertial Me

asurement Unit)센서, 고도를 기압의 차이로 측정

하는 기압센서 등이 있으며, 측정된 센서 데이터

를 바탕으로 각종 제어 기법 및 필터링 기법을 사

용하여 기체를 제어한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대표적인 FC는 중국의 DJI사의 NAZA, 3DR사의

Pixhawk 등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FC가 보편적

이다. 실제 드론 제작을 위해서 상용화된 FC를 구

입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FC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4.3 영상 및 센서 기술

드론 제어를 위해 카메라를 장착하여 획득한 정

보를 처리하거나 가공하여 필터링과 같은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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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는 센서 융합기술이 많이 사용된다. 카

메라는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로 촬영 목적의 드론

에서는 특별한 외부 제어기능 없이 영상 획득용으

로 사용하지만 영상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

하고 충돌을 경고하고 회피하는 등의 기능이 필요

한 경우는 드론 기체의 진동 등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흔들림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

한 보조 장비의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감지하는 기술들의 접목이 결국 좋은

품질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드론에 장

착되는 대표적인 센서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Lidar센서, Sonar센서 등이 있다.

GPS 센서는 인공위성으로부터 GPS 수신기에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드론의 실제위치와 실

시간 정보를 안정적으로 알려준다. Lidar 센서나

Sonar 센서의 경우 각각 레이저스캔, 초음파를 사

용하여 근거리 장애물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근거

리의 장애물을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4.4 전파탐지 기술

작은 크기의 몸체는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이자

상대에게 탐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탐지의

기본적인 원리인 반사전파 또는 빛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레이더는 특정 펄스를 전송하고 반사되

어 오는 전파의 에너지와 주파수를 분석하여 물체

의 위치와 속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판단한다[1

2]. 이러한 레이더는 설계 시에 물체의 모양, 재질

등을 고려하고 반사면적과 수신 에너지 등을 고려

해야 한다. 레이더의 반사 면적이 작은 경우 고

출력의 송신파워가 필요한데 현재 기술로는 구현

에 애로가 있어 사용 주파수 대역을 높이거나, 안

테나 이득을 높이거나 송수신 레이더를 여러 곳에

배치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4.5 적외선 탐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에서 열을 발산하는 물

체가 그 열을 적외선으로 방출하는 성질에 착안하

여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열감지 방법의 기본원리

이다[12].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적외선

이 방출되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모터

가 주된 탐지 대상이 된다. Seek Thermal 은 스

마트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최대 측정거리

가 550m인 열감지 카메라를 출시하였는데, 유효

탐지거리가 100m 정도이고 드론의 경우 가스엔진

이 아닌 전기 모터로 열 방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

에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드론의 이동속

도와 전기모터에서 발열되는 미세 열량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적외선 탐지 기술의 개발이 시

급하고 음향탐지, 영상분석 등의 기술과 접목한

탐지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다.

4.6 음향탐지

장비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모터와 프로펠러에

서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 따라서 드론의 고

유의 진동과 주파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탐지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있는

거리는 100∼150 미터 정도였으나, 파나소닉 시스

템 네트웍스는 32개의 마이크를 원형으로 배치하

여 드론 특유의 프로펠러 회전 소리와 바람 소리

등을 감지하는 방법으로 약 300m 까지 탐지거리

를 확대했다[13, 14].

5. 우리의 드론기술 발전방향

드론은 방송으로부터 군사, 농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근래 4차 산업혁

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발전은 두드러지게 나타

내고 있고 많은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

다. 그러나 드론과 관련한 기술의 수준은 현실의

산업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

에서 사용되는 드론은 기체 및 기술력에 대한 부

분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무인항공기의 시장 규모는 최근 10 여년 동안

20%이상의 성장률을 보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분야에서는 플랫폼

설계기술, 센서기술, 시스템 통합기술, 통신관련

기술 등 다양한 응용분야를 선도할 기술의 필요성

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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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중국의 드론 제작사들

을 비쳐볼 때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단기간 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속적인 투자가

증대되고 국내시장의 석권도 멀지 않은 것으로 예

측되며, 이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연구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수준 또한 저조하여 기초기술과 응용

분야의 기술이 동시에 요구되는 실정이다.

드론에서 가장 핵심은 GPS 기술로 GPS 기술

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 무인항공기 항로를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기술

로 GPS 기술은 휴대폰에 넣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민

간사업용 드론은 법적인 규제문제와 동력의 주공

급원인 배터리 기술, 장시간의 비행과 기상조건을

극복할 구동 모터 기술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상업

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체인 엑스드

론의 경우 현재 1회 비행시간을 40 분 정도로 확

보했다. 드론 업체에 따르면 배터리는 가동시간과

드론 적재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 저장능

력의 대용량화와 형상의 소형화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기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센서 기술

역시 보완해야할 점으로 제시하고, 현재 안정적인

센서는 고가에 형성되어 있어 상업용 드론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센서 기술의 축적과 가격의 안정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6. 결 론

드론은 인간이 할 수 없거나 위험하고 힘든 일

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장치로 우리에게 좀 더 나

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감시

및 정찰, 공격용 등으로 사용되어 인간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위협을 줄 수 있는 현실이다. 영

화나 드라마에서 로봇이나 드론 등이 전투하는 장면

을 가끔 보아왔다. 이러한 영화 속의 장면들이 현실

로 다가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과학기술

의 발달은 더 빠른 현실 환경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드론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센서,

3D 프린팅, 나노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공통 핵

심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어, 선진국들은 드론산업에 대해 우위를 달

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

들은 드론을 군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핵심기술

을 개발하고 있으며, 드론을 포함하여 국방분야의

유인-무인 통합전투, 무인전투체계에 대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심지어 전투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민간연

구기관에서 드론과 로봇, 인공지능을 비롯한 무인

전투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사측면에서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한 운용개념의

정립과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

진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드론의

사용용도와 목적에 따른 기초기술의 체계적인 발

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3장과 4장에

서 제시한 드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간분야의

취미·레저용, 산업용 등 드론의 사용빈도가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 기관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할 드론의 융복합 기

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며, 이것이 우리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먹

거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한다.

향후 우리의 드론기술의 방향은 상기에 제시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첨가한

강력한 융복합 시스템을 장착한 인간의 사고를 능

가할 드론이 만들어져 세계의 드론시장을 놀라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

서 이에 대비할 기술력확보와 대응방향에 대한 심

도 깊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할 것으로 전망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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