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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드론의 기초산업 현황 분석

Analysis of the Status of Basic Industries in Military Drone

한훈*

Hoon Han*

요 약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 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처음 던진 화두로 사물

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알게 모르게 인간과 컴퓨터, 기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모든 삶의 영역에 맹렬한 속도로 유

기적인 관계가 더욱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다. 과거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상태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폭침, 무인기 및 발목지뢰 사건 등 북한에 의한

국지도발 전투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우리 군은 부단히 대비를 하고 있으

며 첨단 군사장비를 개발하고 도입하여 전투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방분야에서도 새로운 전쟁 양성

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 연계된 군사 드론 산업분야에 정확한 진단과 앞으로의 급격한 과학기술 및 IT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군사 드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군사드론, 기초산업, 4차산업, 혁명, 과학기술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first topic thrown by Klaus Schwab at the Davos World 
Economic Forum in January 2016, meaning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led by the Internet of Things (IOT),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 technology and life sciences. In addition, in our lives, humans, computers and 
machines are connected organically, and organic relationships are evolving and developing at a furious rate in 
all areas of life. Since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South Korea has remained in a state of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nd there have been continued fighting by the North, including naval skirmishes in the West Sea, 
artillery attacks on Yeonpyeong Island, the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ankle mines. To prepare for such a local initiative, our military is constantly preparing and will have to 
strengthen its combat capabilities by developing and introducing advanced military equipment. After all, the 
military drone industry link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new war should 
continue its research on military drones in line with accurate diagnosis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future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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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드론(Drone)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군사 미

래 전투력 기술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군사적으

로 드론 비행의 요소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AI, IoT, 클라우드 컴퓨팅, 생명과학, 로봇

기술,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 ICT와 융

합하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드론 운영이 활성화

되어 산업을 혁신하고 있으며 방송용 카메라를 탑재한

헬리캠의 중계는 이미 일상화 되었으며, 경찰 및 소방

분야에서는 실종자 및 구난자 수색을 위한 드론 도입과

더불어 운송업체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 연구 등 다양한

분양에서 활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군사 부분에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군

사 드론 연구는 국방력 향상을 위해 발전시켜야 할 기

술 중 하나이며 현재 군사용 드론을 대부분 감시정찰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나 드론에 대한 제작비용과

야전부대 보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즉시 야전부대에

서 전평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드론이 군 부대에 보급 시 작전간 어떻게 운용

할 것인지에 대한 작전개념 및 방법이 교리상 정립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군사 드론을 활용한

기초산업 현황을 제시하여 미래 군사 드론의 전후방 지

역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사 드론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Ⅱ. 무인 이동체 산업현황

드론(Drone)의 어원은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윙윙

거려 마치 벌 마리가 날아다닐 때 나는 윙윙 소리와 유

사하다고 하여 드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1]. 또한, 드

론의 활동 영역은 농촌에서부터 물건배달, 교통감시, 재

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적용은 초기

단계에 이르고 있다.

드론(Drone)의 일반적 개념은 하늘을 나는 비행체와

땅이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드론(Dro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통상적으로 드론(Drone)은 비행체를

말하며 정식 명칭은 무인 비행체((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의미한다[2]. 또한, 드론(drone)이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동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 항공기

의 총칭이며[3], 1900년대 초 미군이 열기구 형태의 무

인촬영 장비를 전투 및 감시 목적으로 사용한 플랫폼을

기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공군의 미사일 폭격 연습

대상을 목적으로 한 표적기로 드론을 활용하면서 점차

용도가 확대 되었으며, 비록 무인기는 긴 역사를 가지

고 있다[3].

또한, 1950년 이후 미 국방부는 적에 대한 정찰, 감

시, 정보를 위해 거의 모든 작전에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인기는 부착된 감시센서를 포함

한 한 대의 항공기 또는 3∼6대의 항공기, 지상 통제소,

데이터 링크(Data link), 지원 장비 및 인원으로 이루어

진 무인기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4].

최근들어 군사 목적뿐만 아니라,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공공분

야와 산업분야, 상업용, 레저취미용 등 생활 속의 드론

으로 확산되고 있으며[5]. 독일 DHL, 아마존, 구글 등

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드론을 상업적 용도로 활용

을 선언하며, 연구개발에 뛰어들었고, 산림보호, 해수

욕장 안전사고, 농업활용, 건설활용, 에너지 활용, 방송

및 영화 활용, 물류활용, 교통상황 관측, 환경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면서 드론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리게 되어 사업 목적뿐만 아니라, 취미생활용으로 확

대되어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으며[6], 무인이

동체 산업 기술의 6대 핵심내용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6).

그림 1. 드론의 구조
Figure 1. Structure of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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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은 최초 개발 목적인 군사적 용도보다

상업용으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이며, 민간

시장에서 영상촬영, 재난감시, 농업, 물류, 방송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

정이며[5], 국내 드론산업은 군용 수입 위주로 시작되

어 현재는 세계 7위권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세계시장(71억달

러)의 1.4% 수준이며, 아직 초기 시장 형성단계로 정

부 정책 및 제도는 정비수준이다[7].

이는 소형 드론을 중심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는 상

업용 시장에서는 가격, 기술,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매

우 낮게 형성되어 있어, 국내 드론 산업 경쟁력 확보

와 미래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 및 제품 개발이 시급

한 현실이며, 또한 무인기의 비행체 국산화는 상당한

수준이나, 국내 드론 전문 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한 편

이며 KT, LG, SK 등 대형 통신서비스 업체와 중소IT

업체에서 드론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7], 드론

의 상업적 활용은 미비한 상태이지만,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에 있다.

Ⅲ. 무인 이동체 활용 사례

드론(Drone)의 형태와 운용방법, 목적에 따라 다양

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형태에 따른 분류로 로

터의 구동 형태에 따라서 고정익형, 회전익형, 혼합형

으로 구분되며 고정익형은 일반적인 비행기 형태와 유

사하며, 장시간 고속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적군에

표적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정익형

은 정찰 및 타격 등 군사 공격용 드론으로 적합하지

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

이 있다.

또한, 회전익형은 비행속도가 느리며, 운용 거리가

짧으나,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여 감시정찰 및 화물수송

등 다방면에 활용 가능하며 개발 및 운용비용이 상대

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혼합형은 틸트로터

와 같은 형태로서 개발이 어렵고, 고가의 운용비용 등

의 어려움이 많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Drone)의 운용방법에 따라서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하는 RC(Remote Control), 원격으로 사람이

조종하는 UAV(Unmanned Aerial Control), 원격으로

사람이 조종하는 RPA(Remotely Piloted Aircraft)으로

분류할 수 있음. 활용 목적에 따라서 군사용, 산업용,

학술용, 레저용으로 크게 구분하며, 세부적으로는 감시

용, 연구개발용, 촬영용, 범죄 수사용, 물류용, 통신용

등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드론의 활용 목적에 따른

구분은 시장 확대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기의 상업적 사용 승인 요구가 쇄도

하고 있으며, 국제무인시스템협회(AUVSI)는 연방항공

청(FAA)의 무인기 상업적 이용 제한을 해재하면 3년

내, 136억 달러(약 15조원) 이상의 경제활동 효과와 7

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8].

또한, 구글은 미국 부리토(burrito: 옥수수 가루로

만든 또띠아에 고기, 콩 등을 싼 음식) 전문 체인점 치

플레와 드론 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

고 시범 서비스 중이며, 구글과 함께 아마존과 월마트

도 드론 배송에 대해서 미국 연방 항공국(FAA) 승인

을 받았으며, 아마존이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구글은 음식 배달 서비스 등에 관

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으며, 아마존도 영구에서 드론

을 통한 물품 배송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8]. 더 나아

가 인텔도 지사 컴퓨터 칩을 탑재한 자율 회피 드론을

2016년 초 세계 전자시회인 CES에서 선보였고, 2017

년 평창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드론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동작인식센서 칩 업체 모비디우스를 인수

하여,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시작적으로 처리, 인지할 수 있도록 드론에 모비디우

스 칩을 장착하면 드론 컨드롤러가 내비게이션, 충돌

방지, 추적, 사물인식, 조사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8]. 이러한 무

이 이동체 종류별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그

림 2와 같다.

출처 : 조용만(2019).

그림 2. 드론 활용의 종류
Figure 2. Types of Dron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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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2010년부터 중국 내수용 민수 드론 기

업들이 선진의 드론 지원 정책과 규제 완화로 멀티콥

터 드론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잇따른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규제 완화

를 통해 민간부분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개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드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입

동향으로는 2015년 중국에서 수출한 드론은 전년대비

427.2% 증가한 89.1만대, 수출액은 730.6% 증가한 5.15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수출지역은 홍콩, 우리

나라, 일본, 북미와 EU 수출 평균가격은 3.670위안으

로 그 중 홍콩에 수출한 드론 중 40%는 다시 유럽으

로 재 수출되었으며(권종하, 2019), 2015년 중국에서

수입한 드론은 전년대비 1,350% 증가한 14.5만대였으

며, 수입액은 83.3%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7].

공공민용 드론산업 동향으로는 농림 식물보호와 전력

순시검사 분야에서 드론분야가 가장 많아 시장규모가

크며, 농업 식물보호 민용 드론은 최대 시장으로 시장

규모는 150억 위안, 2015년 드론 보유량 2,324대, 총

작업 면적 1,152.8만무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

각 234%와 170.6%였으며 전력 순시검사용 드론의 시

장 규모는 10억 위안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투자가 확

대되고 있어 위성을 이용해 자원조사를 하고 드론을

이용하여 산림화 재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7].

Ⅳ. 군사드론 활용 분석

군사분야 드론(Drone)은 무인기가 군수분야에서 시

작되었기 때문에 민수보다는 군수분야에 활성화 되어있

으며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tion)는 국경관리, 통제, 보호

등을 위해 <그림 2>와 같은 모습의 MQ-9프레데터 B

무인기를 2006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 무인기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총 25,479시간 동안 국경의 감

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군에서 사용하는 무인기 외에도 이와

같이 공공분야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무인기가 운영되

고 있으며, 특히, CBP의 무인기는 소형 무인기(드론)

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국내의 해안 감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 일컫을 수 있으며, 2016년 1월에 정부

에서 발표한 드론 상용화 시범사업에도 이와 같은 해

안선 관리가 8대 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현

재 세계 최고의 드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고고도

장기체공형 드론으로부터 초소형 무인항공기까지 군

용/민수용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무인 전투기나 공격

및 자폭형 무인기 같은 다양한종류의 군사용 드론을

운용 중에 있다. 체계 소요기술 및 모든 서브시스템에

이르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중/대형 장기체공

초소형, 고정익∼회전익 등 UAV 전 분야에서 고성능,

다기능 무인기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군사드론(Drone)은 지상20km 대기권을 비행하며

광역 정밀 정찰이 가능한 고고도 무인항공기를 개발하

여 군사용으로 운용 중이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이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재난 지역 항공 촬영 영

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도고 무인항공

기를 개발하여 정찰은 물론 미사일을 장착하여 공격용

드론으로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다음 그림 3과 같

다.

출처 : 심승배 (2016).

그림 3. 미국 CBP 프레데터 B 항공기
Figure 3. U.S. CBP Predator B Aircraft

우리나라의 경우 무인항공기 개발의 시작은 197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1977년 국방과학연구소는 공군

의 요구에 의하여 기만용 무인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

하다가 사업 필요성의 소멸로 중단한 바 있으며 본격적

으로 개발한 시기는 1988년에는 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신인 대우중공업이 서울대학교와 도요새로

명명된 지상관측용 고정익 무인항공기 개발에 착수하

여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하였고, 이것

이 계기가 되어 1991년 대우중공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와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개발에 착수하게 됨 군

(軍)임무장비를 탑재한 무인항공기로서 국내 최초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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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개발로서 산악지형 및 운용 온도 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며, 2000년에 개발이 완

료되어 2002년에 송골매(Night Intruder300)라는 이름으

로 육군에 실전 배치되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

라는 고정익 비행체, 지상통제장비, 비행조종컴퓨터, 통

신장비, 임무장비 등 무인항공기 체계 개발에 근간이

되는 인적,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육군

은 전력화 기간을 단축하고 국내개발 기술 촉진과 수준

향상 및 운용경험을 얻기 위해 1996년에 국내개발과는

별도로 이스라엘 IAI사의 Searcher무인항공기 구매를

결정하여 이 장비가 먼저 육군에 배치되었으며 고고도

무인항고기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CBP 프레데터 B 항공기
Figure 4. CBP Predator B Aircraft

이로써 육군의 경우에는 군단급에만 정찰용의 가격

은 약 250～300억 원이며 한국형 무인항공기는 1식 6기

로 비행체와 조종․통제장비 ,통신장비, 발사대와 파라

포일, 정비지원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무인항공기는 이착륙통제소에서 발사통제 장비에 의

해 이륙하여 지상통제장비로 통제권을 이양 후, 통신링

크 최대 80km 범위에서 최대 5.5시간 정도 체공하며,

작전지역을 정찰 후, 획득된 영상을 실시간 지휘소의

필요부서로 전송하면서 화력유도 및 전투피해평가 임

무를 수행한다.

Ⅳ. 결론

한국형 무인항공기는 활주로 이외의 야지에서 발사

대에 의해 이륙하고 파라포일에 의해 착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통제장비의 가시선 확보 및 작전반경

신장을 위하여 지상 중계 장비를 이용하며 무인 항공기

분야 산업체들의 개발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한국항

공 우주산업은 육군이 운용하는 송골매의 기술 및 후속

군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군단급 무인 항공기 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부분에서 대한항공은

2004년 당시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해안 및 산불

감시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될 근접감시용 무인 항공기

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과거, 2007년 운용

반경 40km이상, 운용시간 2시간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전통적 테일 붐 형상의 KUS-7의 비행에 성공하였고,

이후, 2년간 운용반경 80km, 운용시간 6시간 이상으로

성능이 대폭 향상된 KUS-9 비행시험에 성공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은 사단급 무인 항공기로 채택될

것으로 판단되는 KUS-9은 야지 운용을 위하여 활주로

이․착륙 및 발사대이륙과 그물망 회수 및 스키드 착륙

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고 국내 무인 항공기 기술개발

수준은 1990년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관으로 수행된 군단급 정찰용 무인 항공기 개발 사업

을 통하여 상당 부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됨으로써, 기

반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이러한 무인 항공기의

축척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군단급 정

찰용 무인항공기 개발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항법장치,

통신장비(추적장치 제외)기술을 개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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