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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드론

무인기/드론의 이해와 동향

요 약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drone)이 오픈소스로 시장을 

형성하면서 급성장하여 우체국의 택배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는 

발표[10]를 보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과 산업계에서 드론이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라고 인식되면서 기술의 한계점은 흐려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의 DJI를 선두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규제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서는 드론을 적용[3]하기 시작하였지

만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드론 기술의 수

준과 해결 과제를 살펴보고 드론이란 무엇이며 국내외 동향을 

살펴본다.

Ⅰ. 서 론

드론(Drone)은 군사용으로 개발되던 초기에는 표적드론

(Target Drone), 정찰드론(Reconnaissance Drone), 감시드

론(Surveillance Drone), 다목적 드론(Multi-roles Drone)으

로 분류되었지만 현재는 활용 목적과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다.

활용 목적으로 분류하면 초기 개발 목적 이였던 군사용 드론, 

농업용 드론, 서비스 드론, 여가용 드론 등으로 분류되고, 형태

로 분류하면 고정익과 회전익으로 분류된다. 드론의 어원은 ‘벌

이 윙윙 거린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일반

적인 용어로 회전익 드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3][11].

드론의 정식 명칭은 UAV이다. UAV를 정의하자면 사람이 탑 

승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칭하는 우리말은 무인기 

또는 무인항공기이다. 

드론 또는 UAV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은 물론이고, 원격 조종, 자동 비행, 반자동 비행, 자율 비행을 

하는 비행체와 이를 제어하는 지상통제장비(Ground Control 

Station/System), 그리고 통신장비와 지원장비 등의 전체 시스

템을 통칭한다[12].

드론은 동력원으로 베터리를 주로 사용한다. 베터리의 무게와 

용량은 드론의 이륙과 비행에 제약을 주고 있다. 드론이 비행

하기 위한 환경적인 제약, 규제를 위한 법률적/제도적인 문제, 

추락에 기인한 안전사고 문제 등의 산적한 문제를 극복하지 않

은 상태에서 각국의 드론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2015년 중국

의 알리바바는 차(茶)배달 서비스에 드론을 적용하기 위한 시험

을 하였고[2], 미국의 DHL은 바다를 건너 섬에 의약품을 전달

하기도 하였다[2]. 드론은 그러나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새로운 서비스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이 기대되는 만

큼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가전협회(CEA)는 2015년 세계 드론 시장이 2014년보다 무

려 55% 성장한 1억 3,000만 달러의 규모로 성장하고 5년 뒤에

는 1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드론 산업의 가능

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4].

Ⅱ. 본 론

1. 드론의 이해

드론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자. 먼저 드론의 

비행 원리<그림 1>와 관련 용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쿼드곱터 좌표축 정의와 힘과 모멘트 방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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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버링(Hovering): 제자리 비행으로 촬영 등의 필요 기능

• 헤드리스(Headless): 공간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조종자 기준으로 방향 설정

• 페이로드(Payload): 드론의 양력과 추력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힘으로 기체의 무게는 제외

•피치(Pitch): 전후방 이동

•롤(Roll): 좌우 수평이동

•요(Yaw): 좌우 회전

•RTH(Return to Home): 출발 위치로 돌아오는 기능

•양력: 드론이 공중에 떠있을 수 있도록 하는 힘

•추력: 기체의 기울기로 진행을 위한 추진력

•항력: 공기와 기체의 마찰로 추력을 방해하 는 힘

•외력: 바람, 눈, 비, 먼지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항력

•FOV(Field of View): 헬리캠의 시야 각도

• 노콘(No Control): 기체와 조종기 사이의 신호 전달의 오류

로 통제불능상태

다음으로 드론의 주요 부품에 대한 용어이다.

• 짐벌(Gimbal): 카메라 등을 장착하기 위한 장비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물체의 회전을 지원

• 랜딩기어: 착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드론의 다리

• 쓰로틀(Throttle): 기체의 상승과 하강을 조절하는 장비로 

위치에 따라 Mode1(좌측), Mode2(우측)로 나누어 진다. 

Mode2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회전익: 프로펠러 형태로 만들어진 날개로 회전 프로펠러 

구동체가 4개이면 쿼드곱터라하고 6개는 헥사곱터 8개는 

옥토곱터라 한다.

•헬리캠: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 ESC(Electronic Speed Control): 회전익 모터의 속도를 제

어하는 변속기

• FC(Flight Controller): 자세제어, 위치 고정, 고도 고정, 

RTH, Waypoint 등을 통제하 는 장치

이 외에도 프레임, 바디, 서브모터, 풍속 극복 능력, 운항 거리 

비행시간 등이 있으나 일반적인 용어로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2. 드론의 종류

드론의 종류는 분류별로 살펴보면 고정익으로 분류되는 <표 1>

과 회전익으로 분류되는 <표 2>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4].

3. 드론 비행 규제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비행금지 구역과 비행이 가능한 공

역을 안내하고 있다. 공지사항에서 비행안내서를 다운받아 보

면 수도권의 비행금지 구역과 비행 공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표 1. 고정익 드론

Global Hawk

Predator

송골매

리모아이

표 2. 회전익 드론

틸드로터

XD-X8U

DJI

Parrot 
bebo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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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은 엄격히 규제된다[14]. 허

가 없이 비행을 하면 항공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전 허가 없이 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 공역은 전국에 18곳 

(<그림 3>)이 있다.[14]

4. 드론의 기술 수준

상용 드론의 범위를 규정하면 휴대성, 신속성, 효율성, 안정

성, 경제성을 충족해야 한다. 기체의 형태는 전동회전익이 인

프라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충분한 양력과 추력 이동성을 위해

서는 멀티곱터 형식이 유리하다. 크기는 200~2000mm 내외

로 무게는 25kg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엑스드론의 미션 드

론의 경우 수직 이착륙과 자율비행, 데이터 비행을 기준으로 비

행시간 60분, 비행반경 30km 페이로드 10kg의 기술력을 확보

하고 있다[2]. 그러나 현재 드론의 기술 수준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흡한 것

이 현실이다. 자연환경의 극복과 이륙, 착륙, 자율 비행 등은 아

직 실험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신뢰성이 담보 되

어야 하는데, 안정성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수준의 드론의 개발

은 많은 과제를 극복 해야 한 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추락하지 

않는 드론에 대한 신뢰 수준의 향상이다.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인명사고 및 재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감수하기에는 

신뢰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첫 번째가 안정성에 대한 신뢰 수준 이였다면 두 번째는 드론

에 필요한 센서들의 가격대비 성능 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센서의 허용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저가는 터무니없는 허용 

오차를 제공하고 고가의 센서는 가격이 비현실적이다.

세 번째는 비행 제어를 위한 무선 주파수의 독립성이다. 이는 

주파수 간섭에 의한 통제 불능으로 이어지면 이는 추락으로 이

어진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드론 제어를 위한 무선주파수 대역

을 독립적으로 할당하였다. 앞으로는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드

론들이 등장할 것이다.

네 번째는 보안측면이다. 드론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센서

와 통신장비 등은 개방된 상태로 안정성이라는 독특한 구조 때

문에 사이버 보안 공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여러가지 모듈 

중 일부 구성 요소만이라도 공격을 받게 되면 드론 전체의 안전

이 위협을 받게 된다. 최근 GPS 스푸핑, 신호 잼밍, 데이터와 

영상 탈취, 바이러스 감염, 기체 탈취 등의 보안사고에 대한 인

식과 대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18].

부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보호 등의 분야에서 드론은 불편한 침입자에 지나지 

않는 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수도권 비행금지공역 안내도[14]

그림 3. 전국 비행공역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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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동향

세계 각국의 드론 대응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

는 드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드론 규제이다.

가. 국내 동향

국내 대응은 더욱 극명하다. 무인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

책과 함께 이를 제약하거나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체계가 

상호 엇갈리고 있으며, 소형 드론의 경우에는 항공 법규를 적용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항공우주연구원은 2023년까지 시장 선도형 고속-수직 이착

륙 무인기 개발을 위해 세계 3위 수준의 글로벌 무인기 산업 선

도국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산업통산자원부는 민간 무인

기 수요 활성화를 위한 시범 운용 사업으로 틸트로터 무인기를 

통해 활용도를 입증하고 관련 시장 수요 창출을 선제적으로 나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

국내 드론 산업의 발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7월 허가

된 상업용 드론 수가 716대로 급증하였다. 미국의 시장 추이는 

2014년 기준으로 2023년까지 민간은 35%, 군용은 9%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2]. 또한 미국내 허가 받은 상용 드론 개체 수는 

2013년 545대에서 2018년에는 750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그림 4>. 이는 오락/레저용을 제외한 예측이므로 실

제 산업 성장이 얼마나 더 확장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3].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PD실에서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예측한 결과를 보면 공공 임무용 드론 시장이 2019년까지 확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5].

 지상 제어 주파수를 5030~5091㎒로 분배하기로 확정하였다

[16]. 즉, 드론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이로서 무인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사실 이 주파수는 전 세계적으로 무인 항공기 지

상 제어 전용으로 주파수가 분배되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전파연구원은 무인항공기의 출력을 최대 10와

트(W)까지 운용(기존 비면허대역 무인기 출력은 10mW 수준)

이 가능토록 했다. 매우 한정된 거리로 운용되던 무인항공기 운

용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 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2016년부터 드론을 이용한 우체국 택배 배송을 시작할 예정

이라고 발표하[10]였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 설비 점검에도 무

인기가 등장하게 되면 드론 산업의 미래는 밝을 전망이다[3].

나. 미국 동향

드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아마존의 택배 시스템에 

적용하는 드론과 구글/페이스북의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는 드

론이 민간 주도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군사용과 공공목적 

드론 분야를 또 다른 축으로 산업 발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

다. 또한 무분별한 드론의 비행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기술개발에 공을 들여 드론을 저격하는 드론, 드론을 포획하는 

드론, 전자파를 이용하여 드론의 통제권을 가져오는 기술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레저/오락용 드론 산업은 군사 산업 드론

의 인식이 강한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형편이지만 

향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6].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 on, FAA)

은 드론 일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와 사전 허가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립 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는 미국 국립 공원 전역에서 드론의 이륙, 착륙 및 통

과를 금지 하는 시행령을 2014년 여름에 시작하였다[7]. 드론으

로 국립공원 및 절벽을 등반하는 사람을 촬영 하는 등 드론 이

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보호가 2014년 시행

령의 배경으로 지적 되고 있다[2].

미국 연방항공청은 원격조정 안경 등 이른바 일인칭시점

(First Person View) 조정 방식을 조정의 재미를 더해주나 조

정의 안정성을 낮춘다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모델형 드

론은 택배 배달, 혈액 수송 등 특수한 상업 목적에 사용하는 것

이 금지되어 있는 등 까다로운 규제 조항이 미국에는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군사 목적 이외의 민간 드론 산업에 대

한 진흥정책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를 의식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2월 개인정보와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도 관련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드론 관련 제도 개선을 그림 5. 드론 상용화 시기에 따른 발전 방향 전망[15]

그림 4. 민간 드론 시장 및 허가된 상용드론 개체 수 전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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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3].

미국은 드론의 규제에 있어 무게의 제한, 운영 시간의 제한, 

비행고도의 제한, 속도의 제한 등 운영제한(Operational Lim-

itations)과 조종사 자격 취득과 자격을 명시한 조종사 인증 및 

책임(Operator Certification and Responsibilities)을 비롯해 

항공기 요구사항(Aircraft Requirement), 항공기 모델(Model 

Aircraft) 등의 내용을 발표 하였다[8].

미국은 드론을 주로 군사용으로 인식하는 반면 유럽은 드론을 

단순한 상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책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전미가전협회(Consumer Electronics Associ-

ation)는 2015년 전 세계에서 약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상업

용 드론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4년 예측으로 약 6,900 

만 달러 대비 약 88% 성장을 전망하였다[7].

CEA는 향후 5년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이 급성장해 5년 

안에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고, 시장조사업체 

Market sand Markets 역시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이 2020년

까지 연평균 10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 1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8].

다. 유럽 동향

유럽연합은 ‘비전 2020’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 영역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정책 및 진흥 정책을 2014년 9월 이

래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유럽 민간 드론 산업을 폭발적

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2년 민간 영역 드

론 사업자가 86개 수준이었으나 2014년 431개로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델에어-테크 (Delair-Tech)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을 점검하고 감시 하는 장거리 드론을 개발하여 시장에 선보이 

고 있다. 덴마크 항공 시스템(Danish Aviation System)의 경

우 농업 및 광물 탐사 전용 드론을 생산하며 유럽을 넘어 시장

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유럽연합 지역에 민간 드론 기

업은 1,000 개를 넘어서고 있다[7].

유럽연합 규제기관인 유럽항공안전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은 '위험 카테고리(risk category)’에 따라 3개

의 드론 영역을 구별하고 영역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을 제시하

고 있다. 예를 들어 모델 비행기 등 저전력 에너지를 필요로 하 

는 드론의 경우 라이센스 등 어떤 사전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다. 나아가 촬영, 농업, 택배 등 드론을 용도에 따라 구별하고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위험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대

부분 드론의 활용을 허용하는 유럽이다[9].

라. 일본 동향

일본의 ‘야마하’는 일본 농경지의 40% 가까운 영역에 농약 살

포를 하고 있다. ‘야마하’는 1987년 부터 무인 헬리콥터를 판매

하며 20년 전부터 농업을 위한 드론을 제작하였다. 이제는 농

약 살포 이외에 파종과 제초제 등 다양한 농업용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4].

마. 중국 동향

드론 기업에서 중국의 dji는 레저/오락 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 빼놓고 거론 하기 힘들다. dji는 통상 5~6개월을 주기

로 제품을 발표하고 품질의 우수성과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전 세계 민간용 시장의 50% 점유율을 바탕으로 독주를 하고 있

다. 군사용 무인기 분야에서도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술력이 급증하는 추세이다[3][5].

최근 소식으로는 가전 박람회 ‘CES 2016’에서 중국 기업 ‘이

항’(EHang)은 사상 최초의 1인용 자율주행 헬리콥터를 공개했

다. 최대 비행 거리는 16㎞,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96㎞ 정도이

며 전기로 구동된다. 형태와 구동방식은 드론과 닮아 있고 사람

이 탄다는 점에서 헬리곱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융·복합 기

술의 창의성의 가능성의 끝이 어디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은 여건을 보는 듯 하다[17].

Ⅲ. 결 론 

본고에서는 드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광범

위한 분야를 다루었다. 어려운 내용과 고급 기술 수준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이하려 노력하였지만 좀 더 쉬운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드론 산

업이 군수용을 넘어 민간 산업까지 저변을 확대하는데 일조하

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드론 산업이 활성화 되고 기술 수준이 높아지기 위한 길은 드

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엔지니어만으로는 이루기 힘들다. 적절

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운

데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오락/레저 분야는 중국의 DJI

가 선두에 서있고, 군사용은 미국이 앞서있다. 유럽과 일본의 저

력도 만만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의 방향은 안

정성과 편리성을 갖춘 특화되는 분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드론을 위한 항공법을 벗어나 무인항공기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투자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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