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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

교통부, 국방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아

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컨퍼런스인 ‘2023 드

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3)’가 2월 

23일 개막됐다. 

172개사 참여 …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2023 드론쇼 코

리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172개사 

625부스, 17,600㎡의 규모의 전시회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방글라데시, 탄

자니아, 한국 등 8개국 46명이 연사, 좌장 등으

로 참여하는 컨퍼런스와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의 모든 것, 

드론으로 마주할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드론

산업의 확장성에 주목해 드론으로 구현될 산업

간 융복합 사례와 미래의 일상에 적용될 다양한 

드론 모델들이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 UAM 컨소시엄인 

‘B-UAM Future Team(LG U+, GS건설, 카카

오모빌리티, 파블로항공)’을 비롯해 다양한 무인

기를 개발 생산하며 국내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대한항공, 수소드론의 미래 비전을 선

보이는 SK E&S, 수소연료전지로 드론 및 육상

용 로봇의 미래를 제시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

션 등 주요한 이슈를 선도하는 기관과 기업의 참

여도 더욱 두드러졌다. 아울러 육·해·공 3군이 

모두 참가해 대한민국 드론전력체계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이며, 이를 통해 국방 분야에서 드론

의 중요성도 실감할 수 있다.

다양한 컨퍼런스 및 이벤트도 진행

국내외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의 참여와 함께 다

양한 컨퍼런스도 진행된다. 23일부터 24일까지 이

틀간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연사들이 

참여해 글로벌 드론시장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국내외 시장을 개척해 나

가고 있는 젊은 주역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한 군, 치안, 교통 등 분야별 드론 기술 동

향과 향후 전망 등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행사기간 중에는 드론 레저문화의 정

착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드론 

스포츠인 팝드론 배틀경기, 드론축구를 컴퓨터 3D 

기술로 구연한 드론축구 e-스포츠, 참가업체 제품 

체험, 청소년 대상의 군집드론 코딩교육 및 시연, 

그리고 드론으로 연출하는 드론라이트쇼 등 다양

한 이벤트가 진행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드론의 모든 것, 
드론으로 마주할 우리의 미래”

2023 드론쇼 코리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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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2년까지
글로벌 5대 드론강국 진입 목표
• 세계 드론·UAM 시장 급성장 …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강화 필요

• 향후 10년간 드론산업 발전계획 수립 중 … 올해 상반기 중 확정  

세
계 드론 시장이 오는 2030년경 약 125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

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를 강화

해 오는 2032년까지 5대 글로벌 드론강국에 진

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도 오는 2030년경 본격 상용

화하고, 10개 노선을 서비스한다는 목표다. 

세계 드론·UAM 시장 급성장 

정부가 국내 드론·UAM 산업에 대해 이 같은 

목표를 수립한 배경에는 세계 드론·UAM 시장

의 급속한 성장이 꼽힌다.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23-2032)(안)’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은 2025년 약 53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

한 데 이어, 2030년에는 2배가 넘는 약 125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는 드론을 활용

한 운송·물류 분야로, 2025년 점유율이 2020년 

대비 3.1% 증가해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드론시장 역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2020년 기준,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약 

4,900억 원인 가운데 드론 기체, 관련 기술의 안

정화와 고도화에 따라 드론 활용 및 응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시장도 마찬가지다. 드론시장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2040년경 세

계 UAM 시장은 약 1,30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양한 기업 간 투자-협

력체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400여 개의 

UAM 모델이 이미 개발 중이며, UAM이 뜨고 

내리는 착륙장인 버티포트 등의 개발도 가속화

되고 있다.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20
20

20
21

20
22

20
23

20
24

20
25

53.6

24.5

125.5

20
26

20
27

20
28

20
29

20
30

2.50

2.00

1.50

1.00

0.50

0.00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20
21

20
22

20
23

20
24

20
25

0.97

0.50

2.22

20
26

20
27

20
28

20
29

20
30

※자료: 국토교통부

국내 드론시장 전망해외 드론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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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에 맞춰 국내 UAM 시장도 발 빠

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한화시스템, 현대차 등 

기체 개발사를 중심으로 SKT, KT 등 통신사와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이 참여해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따라 오는 2040년경 

국내 UAM 시장은 약 1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속적 정책 추진으로 시장 성장 견인

이처럼 드론·UAM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면서 정부도 일찌감치 드론을 혁신

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

서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다. 실제

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드론산업 육성

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

획(2017~2026)’을 최초로 수립한 것을 시작으

로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2017.12),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19.10), 드론산업육성정책 2.0(2020.11), 드

론산업경쟁력 강화방안(2021.12) 등을 발표하

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국

내 드론산업 시장 규모가 2016년 약 700억 원

에서 2020년에는 약 4,900억 원으로 대폭 성장

했다.

또한 정부는 UAM 분야에서도 오는 2025

년 한국형 UAM(K-UAM)을 상용화하기 위해 

47개 기관으로 구성된 UAM 팀 코리아(UAM 

Team Korea)를 중심으로 사업에 속도를 높이

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용화에 앞서 UAM의 안

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개념

(Concept of Operation)과 안전기준을 마련

하기 위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하는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5대 드론강국 진입 목표

정부는 이러한 최근 성과를 기반으로 UAM을 

포함한 드론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오는 2032년

까지 글로벌 5대 드론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

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23-2032)(안)’에 따르면,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내 드론시장 규모를 2020

년 4,900억 원 대비 약 5배에 가까운 2조 3천억 

원으로 늘리고, UAM 분야도 본격 상용화해 10

개 노선을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소기업 육성과 국민 체

감서비스 확대 ▲신산업 규제 합리화 ▲유기적 

인프라·공역체계 구축 ▲핵심 활용기술 개발 ▲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전

략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

본계획(2023-2032)’은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

엄(KOTI 컨소시엄)이 지난해 4월부터 수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해외 사례조사, 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다. 

특히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17~2026)’ 

기간 중 구축된 드론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향

후 드론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드론산업협의

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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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GPS
격이�다른

위치�제어를�하다

OnBase RTK Module

인투스카이의�초정밀 GPS 모듈인 OnBase RTK는
사용자의�안전과�편의성을�우선으로�두고�일반 GPS 대비�높은�정확도를�보여줍니다.

특히 악조건�및�돌발�상황에도�대처가�가능하고, 
합리적인�비용으로�초정밀 GPS 솔루션을�제공합니다.

부스번호 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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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드론기술과 
기업 육성에

주어진 역할 다할 것…

드
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분야로 

꼽히면서 현재 가장 분주한 곳이 항공안

전기술원(이하 기술원). 그리고 이곳에서도 정부

의 드론사업을 최일선에서 추진하는 곳이 바로 

미래항공연구본부다. 현재 이곳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창봉 미래항공연구본부장. 지난 2015년

부터 드론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과

정을 맡아 왔다. 

특히 드론법으로 알려진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항공사업법, 드

론실명제, 드론분류체계,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

획, 드론산업 육성 로드맵, 그리고 드론산업 경쟁

력 강화방안 등이 모두 그의 연구를 거친 법률과 

정책들이다. 이 외에도 드론규제 샌드박스 사업, 

드론실증도시 사업,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운영, 드론비행 시험센터, 드론개발지원센터 등

의 인프라 구축사업 등도 그의 손을 거쳤다. 

최근에는 국내 드론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드론대표단을 

구성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업지원허브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그가 국내에서 손꼽히는 드론 전문가로 통하는 

것도 이처럼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그의 활동이 

남다른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인 ‘2023 드론쇼 코리아’를 앞두고 그로

부터 국내 드론산업 현안과 향후 전망을 들어보

았다. 

Q    오늘날 드론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 주요 기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국내 드론

산업(기술) 수준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우리나라의 드론산업계는 규모나 예산의 영

세성, 짧은 업력 등으로 제조, 소프트웨어보다

는 활용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5년부터 드론산업 육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꾸준히 진행했고, 점진적으

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글로

벌 시장에서 국내 드론산업의 기술력과 존재감

이 드러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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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외 매체에서 ‘한국은 세계 드론산업

의 주역’, ‘한국의 드론산업이 글로벌 문제를 해

결한다’고 평가한 바 있고, 정부의 드론산업 육

성정책과 규제, 공역배정, 인적자원, 기술수준, 

사회적 수용성 등을 매개로 분석한 DRI(Drone 

Readiness Index)에서도 한국의 드론산업이 상

위권에 포진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긍정적인 평

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활용분야에 대한 특정/독자 기술 분야

를 내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

산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AI(인공지능)를 적용한 시설물 점검을 비롯해 중

장거리 배송, 건축공정관리, 라이트쇼, 수소기반 

장기 비행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시설물 

점검분야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15개국에

서 수주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라이트쇼는 

20개국에 5,000여 대를 수출하는 단계입니다. 

배송분야도 국내는 물론 미국, 동남아 등에서 다

양한 드론배송 서비스 사업이 상용화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내 드론산업기술은 자체 기술이 확보되고 있

는 특정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경쟁력

을 갖춰 나가고 있고, 이를 통해 실제 글로벌 시

장에서 존재감을 높여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Q    이러한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입니다. 그중 기술원이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중점 추진 사업의 목적은 드론기술 개발부터 

성능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드론 활용성 제고

를 위한 실증지원, 전 주기 다양한 수요를 충족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 중 실증사업은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드

론실증도시, K-드론 실증사업 등이 있으며, 상용

화 지원사업은 드론 기술개발과 시험·실증을 통

해 우수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고 국내 드

론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

행됐습니다. 현재까지 85개 사업자를 선정, 지원

했고 배송·점검·안티드론·라이트쇼 등 다수 활용

분야의 상용화 수준까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드론 인프라 구축사업은 상업용 드론의 기술

개발·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비행과 테스트가 

가능한 권역별 드론 비행시험센터를 전국 6개소

에 구축(중)했고, 드론 개발단계에서의 구성품·

조립품 성능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드론개발지원

센터, 기술기준에 근거해 드론인증을 전담하는 

드론인증센터를 구축 중입니다. 

드론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성과 확산 등

을 위해 해외 실증 지원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2020년부터 아프리카, 유럽, 미국,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정부와 업계 합동으로 ‘대한민국 드론

대표단’을 구성해 대한민국의 드론산업 육성정

책과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각종 드론 관련 지원

사업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추진성과와 국내 드론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과 기술 교류 매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현재 드론 활용이 과거에 비교해 체감이 

클 정도로 활성화됐지만, 안전에 관한 우려도 커

지고 있습니다. 안전 부문에서 주요 현안은 무엇

입니까?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드론기술도 활용분

야와 목적에 따라 삶을 이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양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무인

기의 역할이 커지면서 긍정과 부정의 목소리가 

양분되는 것처럼, 민간 상업용 무인기도 드론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불법

비행이 급증하고 이슈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불

법드론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

니다. 

최근 사례로, 항공기 이착륙이 빈번한 시간대

에 공항 관제권 내 불법 드론비행에 따른 항공기 

회항,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이용한 고

층아파트 내 사생활 촬영, 원전·화력발전소·가스

석유시설 인근의 불법 드론비행, 심지어 휴전선

을 포함한 군사보안지역에서 미승인 드론비행이 

급증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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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전에 대한 제도 마련과 보완도 드론의 

기술발전 속도와 운용범위 확대를 고려해 적극

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1년부터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게 함으로

써, 소유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드론실명제를 

시행 중이고, 위법 사례들이 취미·레저 목적의 

소비자용(Consumer) 유저들임을 고려해 구매 

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드론 활

용에 대한 제도를 보완 중입니다.

특히 안전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도하

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신기술의 결정체인 드론이 우리의 생활권 안으

로 접근하고 편익수단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

이는 시간이 더더욱 멀어짐을 공감하고 있습니

다. 그런 만큼 안전은 예외 없는 준법에서 시작

되고, 실천에 따른 결과물임을 공유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드론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드론산업에서 주

목할만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활용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산업계와 규제당

국 간의 여전한 규제 논쟁, 드론의 오용 또는 역

기능에 따른 피해와 우려가 반복되면서 발생하

는 대중 수용성 저하, 재래식 통제범위를 벗어

나는 대규모 드론의 일상화된 비행, 소형고성능 

드론에 대한 실시간 전체 비행주기 모니터링 및 

교통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드론식별장치 부착, 

이와 연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 System) 구축 및 적용, 

그리고 불법 비행드론을 탐지·식별·무력화하는 

안티드론 및 카운터-UAS(Counter-UAS) 기술

개발과 적용 등이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다.

또한 중국산 드론의 보안 이슈를 시작으로 촉

발된 미국의 중국산 드론기업에 대한 블랙리스

트 제재와 이로 인한 글로벌 드론시장의 새로운 

구도 형성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러시

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산 드론이 사용되

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이슈는 점점 더 

국제적인 이슈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Q    오늘날 세계 드론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잠식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한발 빠른 시장점유, 정부 차원의 막대한 재

정지원, 정부 주도의 진흥정책과 규제 지원, 낮은 

생산비용, 숙련급 연구개발인력 중심의 기술 개

발, 그리고 시장 요구에 대한 대응력 등이 배경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UA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민간 드론의 연구, 생산, 적

용 및 안전 규정을 다루는 200개 이상의 규칙을 

제정·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공동투자로 

드론과 관련된 공업 단지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드론단지인 심천은 전 세계 소비자와 

상업용 드론 시장을 장악하는 중심지입니다. 중

국 본토에 있는 총 7,000여 개의 드론 제조업체 

중 600개가 넘는 허가받은 드론 제조업체의 본

거지로, 기업 집중을 통한 업체별 글로벌 경쟁력

과 혁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신 최근 글로벌 시장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

의 점유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드론시장조사업체인 드론애널리스트

(DroneAnalyst)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과 이

로 인한 중국산 드론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

재, 국가별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부 주도의 집

중투자가 성과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점유율이 

77%에서 64%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중국산 드론에 

대한 활용 제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유

럽의 드론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

니다.  

Q    그런 가운데 국내 드론 산업(업계)이 차별

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주도의 다수 실증 및 해외진출 사업

을 통해 가능성이 검증된 다수 활용분야(Use-

case)와 드론 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이 중 실증사업을 통해 기술 안정성과 사업

성을 검증하고,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룬 대

표적 활용분야는 배송, 라이트쇼, 측량, 시설물 

점검, 방제 등입니다. 이 가운데 배송은 교통·물

류 인프라 여건이 충분치 않은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효용성이 큰 분야입니다. 아프

리카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혈액 배송, 구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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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약품 배송 효과가 검증돼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드론배송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갖춘 우리

나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현지 실증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군집비행으로 많이 익

숙해진 드론 라이트쇼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

라 할 수 있습니다. 드론 라이트쇼는 단순히 몇 

대를 비행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되는 기

술의 정교성과 작품성이 더 높게 평가받는 추세

입니다. 인텔이 자사 사업에서 드론 라이트쇼를 

제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라이트

쇼는 이미 코로나 극복 플래시몹을 통해 전 세

계 외신의 극찬을 끌어냈을 정도로 성장했고, 

1,500대 동시비행과 5,000여 대에 이르는 수출

까지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를 직접 가보면, 가장 많이 요

구하는 지원분야는 드론 교육시스템입니다. 드

론구매 이전에 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우리

나라의 체계적인 조종자 양성과정에 대한 관심

이 높습니다. 이미 다수 국가에 교육시스템을 시

험 운영 중인 기업이 있지만 법·제도·안전체계를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패키지화해 접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고도화하

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견해를 말씀하신다면?  

우리나라의 드론산업계는 규모나 예산의 영

세성, 짧은 업력 등으로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에 2015년부터 정부 차원의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육성이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지원이 산업 기반을 다지고 

저변 확산을 통해 성장기업을 만들기 위한 법·제

도·실증사업·인프라 구축·해외진출 지원 등에 집

중됐다면, 이제는 경쟁력 있는 분야와 기업에 대

한 선택과 집중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특히 창업부터 판매, 해외진출에 이르기까

지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이 오히려 정부 의존도

를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례가 발

생하는 것을 고려해 국제 경쟁력 향상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론산업 발전의 마지막 열쇠는 드론산업계

의 주축인 개발업체와 활용업체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지나온 여정은 오랜 

시간의 연구개발과 시행착오, 이를 통한 글로벌 

히트상품 개발과 시장 선점, 다수 이용자 피드백

을 통한 제품 신뢰성 향상, 매출 증대에 따른 지

속적인 시장 맞춤형 신제품 출시라는 선순환 구

조였음을 자기화해야 합니다. 열악한 기업구조

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젝트성 전략적 제휴와 완

성품에서 강점 있는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화

된 기술 개발로 글로벌 시장의 역할을 부여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사업과 

연구개발 참여 비중을 조절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고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점

유함으로써 자생능력을 키우고 국제적인 경쟁력

을 키우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은 경쟁력 있는 국

내 기술과 기업육성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자 합

니다. 아울러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과 더욱 

긴밀한 현장접촉과 교류를 통해 성장의 저해요인

을 식별하고, 진흥과 안전의 균형점을 적절히 조율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항
공

안
전

기
술

원

드론업무의 중심인 미래항공연구본부
(사진중앙 강창봉 본부장)



10 | 

NEWS 2023 Policy

육군 교육사령부 드론봇전투발전센터

미래전에 대비한
드론 활용방안

20
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전쟁 사례를 

살펴보면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전

쟁에 미친 영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1991

년 발발한 걸프전은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 

토마호크 미사일과 스텔스 전폭기, M1 에이브럼

스 전차 등을 투입하면서 정보과학기술과 결합

된 효과중심의 작전을 수행해 대다수 국가가 첨

단 군사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군사력 건설을 추

진하도록 만들었다. 

드론이 지배하는 전쟁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1년, 새롭게 진

화한 드론이 등장했고 공격과 정찰작전 모두에

서 재래식 전력의 작전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핵

심적인 무기가 됐다. 이어진 아프간 전쟁에서는 

코소보전에서 보여준 공군력의 제한사항을 드론

들이 보완하면서 첨단 공군력과 드론의 결합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작전효과를 거

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전히 첨단 정밀무기

들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드론의 활약을 예고하

는 전쟁이기도 했다. 

글 | 서정원(육군 교육사령부 드론봇전투발전센터장)

· 현대전, 드론 활약 지속 확대 …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입증

· 드론, 미래전에서도 핵심수단 … 미래전에 대비한 민군 간 상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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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의 이라크 전쟁에서는 첨단 하이테크 

무기인 개량형 스마트폭탄, 전자기펄스탄 등과 

함께 정찰 및 공격드론들이 맹활약했다. 프레데

터 외에도 글로벌호크, 포인터 및 미 육군의 헌

터와 섀도우, 미 해병대의 드래곤 아이 등 10여 

종 이상의 무인기가 활약했다. 2020년에는 드론

이 전장의 승패를 결정하고 정규전 중 주요 전력

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 ‘첫 사례’로 평가돼 ‘드론 

전쟁의 서막’이라 불리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

메니아 전쟁이 발발한다. 

아제르바이잔은 개전 초부터 바이락타르 

TB2, 스카이 스트라이커, 오비터-1·3, 헤론, 헤

르메스 450 등과 같은 드론들을 이용해 아르

메니아 주요 무기체계인 T-72 전차를 비롯해 

BMP-2 장갑차, BM-30 로켓포, S-300 방공포

대를 무력화했고, 이를 통해 드론들이 전장의 판

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임이 입증됐다. 

또한 ‘고가의 무기체계 개발만이 능사’라는 인

식이 불식되고, 상용 드론을 적극 활용하거나 기

존 정찰용 드론을 공격용으로 개량해 사용하는 

등 군사강국이 아닌 저개발국가에서도 효과적으

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추가적으로 분석하지 않더라

도 드론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전쟁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다. 

미래전 전망

군사과학기술의 변화를 예측해 전망한 미래

전은 재래전, 3차원 전장, 물리적 파괴, 개별 플

랫폼과 결합된 유인전투체계가 운용되던 전장

에서 하이브리드전과 다차원전쟁, 효과중심의 

정밀타격전과 네트워크중심전 그리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의한 전투가 수행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도시지역작전도 큰 변수가 될 것

이다. 

무기체계 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

만 민간 융복합기술의 신속한 적용으로 전장의 

판도를 일거에 바꿀 수 있는 AI(인공지능), 드론

과 로봇, 우주, 사이버·전자전 등의 게임 체인저

가 출현해 미래에 발생할 전쟁에서 핵심 무기체

계로 활용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개

념에서 출발해 무기체계의 개발로 종결되던 방

산기획이 이제는 군사과학기술의 흐름을 이해

하지 못하면 군의 소요기획, 방위사업청 주관 하

의 획득기획과 함께 산·학·연이 협업해 수행하는 

R&D 기술기획까지 영향을 미쳐 기술을 이해하

지 않고서는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없는 상

황이 도래하고 있다. 

전투수행개념 측면에서는 인명 중시를 우선으

로 하는 전쟁기획과 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

래의 전쟁은 전투원의 최소희생, 물자적 요소의 

최소파괴, 전쟁비용의 최소화와 더불어 최단기간 

내 작전종결을 추구하리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인간개입은 점점 감소하고 군사부문을 제외한 민

간부문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군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미디어,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적군의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더 

빠르고 더 멀리 가며 더 정확한 무기들이 유무인 

협업을 통해 구현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아울러 무기체계 획득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

규모 기동과 화력이 투입되는 전투는 최소화하

면서 단시간 내 작전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전쟁을 

기획하는 ‘시간과의 싸움’, 적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체계 간 ‘속도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은 미래전에 준비하기 위해 ①자율 인

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②초연결 지능형 지휘통

제 ③초고속 고위력 정밀타격 ④유무인복합 전

투수행 ⑤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⑥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⑦미래형 추진 및 스텔

스 기반 플랫폼 ⑧미래형 첨단 신기술 등 국방전

략기술 8대 분야를 선정해 준비 중이고, 그중 유

무인복합전투수행 분야가 가장 빠르게 전력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핵심전력은 드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0월에 발간된 미 육군 야전교범

(‘FM 3-0 작전, 2022. 10.1 공개)도 전투수행 

간 드론의 활용과 대비를 명시하고 있고, 여단전

투단(Brigade Combat Team, BCT) 훈련결과

를 분석해 발표한 문서에도 “대규모 전투에서는 

‘제공권 장악을 장담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부

대들은 대비태세 유지 및 작전수행 간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라고 교육하고 

있다. 미래전에서는 드론이 지휘통제를 포함한 

전장의 전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바이락타르 TB2

유무인복합전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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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에 대비한 드론 활용방안

드론은 미래전에서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 핵

심수단으로 무인전투수행의 선두에서 무기체계

이자 전력지원체계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으

로 전망된다. 무기체계는 대부대와 소부대로 구

분해 다종 다량으로 개발 및 운용될 것으로 예상

되고, 기술개발의 추세에 맞춰 계열화, 모듈화를 

통해 전력화돼 갈 것이다. 또한 전력지원체계는 

검증된 상용드론을 중심으로 최소 수량 전력화 

후 진화적 성능개선을 통해 전장에 등장할 것이

며, 공통플래폼 개발과 표준화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로서의 드론은 대대급 이

하의 소부대와 여단급 이상의 대부대로 구분해 

활용될 것이다. 구분 이유는 다양한 상용드론을 

군사용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소부대급과 

달리 여단급 이상의 대부대는 임무수행을 위한 

작전요구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

력이 장시간 투입돼 개발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드론 선진국들은 군단급 이상의 드론, 사

단급 드론, 여단급 드론 등으로 개발해 임무수행

에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군도 2000년 초부터 송

골매(군단급), 참매(사단급) 등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대대급 이하의 소부대에서 운용되는 드론들

은 운용개념에 부합되는 상용드론을 선정한 후 신

속구매 또는 군사적 목적에 맞게 개조해 전력화하

는 추세로, 이미 미 육군에서 정책을 실현 중이다. 

미 육군의 경우 대대급은 통상 40km를 작전

반경으로 하는 푸마급, 중·소대는 10km 내외

의 작전반경은 동일하나 임무시간에 차등을 두

어 중대급은 1시간을, 소대급은 대략 30~35분

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레이븐과 스카이

디오 등 상용드론을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 분대

(팀)는 우리 군에도 도입돼 널리 알려진 블랙호

넷이 대략 25분 정도의 임무수행시간과 2km의 

작전반경을 가지고 운용된다. 미 육군이 표준화

된 보병여단전투단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제대

별 드론의 운용은 전투실험과 실전을 통해 입증

된 것으로 드론전력화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군도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

단을 편성한 후 10월 1일 창설을 목표로 노력

을 통합하고 있는데 제대별로 드론을 보유할 것

인가 아니면 별도 부대를 편성할 것인가의 문제, 

계열화, 모듈화, 표준화를 통한 드론전력의 최적

화와 더불어 유지보수를 포함한 후속군수지원 

문제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부대용의 상용드론은 정찰 목적뿐만 아니

라 공격작전, 지뢰탐지 및 제거, 통신 중계, 전자

전 수행 등 다양한 형태의 드론들이 요구되고 있

어 적절한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있거나 보유한 

기업들은 군의 운용개념을 공유하면서 개발방향

을 설정한다면 민군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

로 판단된다.

전력지원체계로서의 드론은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수

송용드론들이 30kg에서 출발해 600kg까지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군수지원의 효율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작전에 필수적

인 지형분석을 위한 맵핑용 드론, 대테러 및 국

지도발작전, 재난현장에도 투입이 가능한 조명 

및 방송 드론, 방공작전 간 표적기 역할을 수행

하는 방공추적용 드론,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후

방지역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계용 드

론,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목적 지원드론

까지 전투현장과 후방지역에서 활발히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 이남의 후방지역에서는 상용드론을 활

용해 후방작전지역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임무들

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실험이 올해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실시된다. 이는 해안경계작전을 포

함해 해상경계, 시설방호, 물자수송, 조명 및 방

송, 공중중계 등의 분야에 상용드론을 활용할 수 

미 소형 무인기시스템 전략

RQ-20 푸마3 RQ-11B 레이븐 X2D 스카이디오 블랙호넷

폭/전장 2.8/1.4m 폭/전장 1.4/0.9m 폭/전장 0.3/0.38m 전장 16cm

속도 37~83km/h 속도 48~96km/h 무게 1.3kg 회전날개직경 12.3cm

EO/IR 50배 줌 EO/IR 20배 줌 EO/IR 1200만 화소
(열화상:320X256화소) 무게 32g

임무시간 2.5H 임무시간 1~1.3H 임무시간 35분 실시간 동영상
(HD급 정지영상/IR)

비행거리
5~60km

(표준 5, 표준 20,
확장 40, 장거리 60)

비행거리 10km 비행거리 10km
임무시간 25분

비행거리 2km

※자료: 미 육군사령부. 2020 

RQ-101 송골매

KAI

육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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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적용하는 실험으로, 공역 및 주파수, 관제

와 정비 등에서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후방

지역이기 때문에 전투실험이 효율적으로 추진된

다면 드론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내수시장의 수

요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전력화와 병행해 대드론체계도 미래전

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제대별, 지역별로 구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기술에 비교적 접근하

기 쉬운 북한의 개발환경을 고려하면 북한도 상

당한 드론전력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탐지 및 식별, 추적 및 차단, 격멸로 이어지는 

작전수행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드론체계가 

소부대부터 대부대까지 배치돼 운용될 것이다. 

대신 탐지능력의 제한으로 초기단계에서는 

핵심 방호시설을 중심으로 배치될 것이나 기술

개발의 추세에 따라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에서 

대드론체계를 운용한다면 적지 않은 수요가 창

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도심항

공모빌티리(Urban Air Mobility, 이하 UAM)도 

드론과 함께 군사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될 것으

로 예상된다. 2인승에서부터 5인승까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UAM은 수송용 드론과 유

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모듈화 장비를 장

착한다면 전력지원체계에서 무기체계까지 형태

별 작전을 수행하는 데 제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관점에서는 드론보다 유리한 점

도 있어 군사분야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산·학·연 협업을 통한 민·군 간 상생 필요 

이처럼 드론이 미래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

야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선결조건으로 해결

해야 할 요소도 많다. 우선 군의 운용개념과 결

합된 작전요구능력이 일정 범위를 가지고 명확

하게 제시되고 공유돼야 한다. 고정익, 회전익, 

멀티콥터형에서 틸트로터 등 다양한 형태의 기

종들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노력의 집중이 이

루어지도록 ‘싸우는 방법’과 연계된 군의 운용개

념과 요구능력이 적절하게 선정되고 산·학·연에 

모두 공유돼야 한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이지만 지상

에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한 비행장, 공중기동수

단들을 통제하기 위한 저고도 공역통제 및 관제, 

부족한 주파수 문제의 해결과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등 군과 정부 부처, 산·학·연이 힘을 합해 노

력할 분야가 산적해 있다.

드론전쟁의 서막을 지나 지상에서 멀지 않은 

높이의 ‘지상공역’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공역

에서 입체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양상

의 미래전이 도래하고 있다. 드론의 전장활용 가

능성에 대한 뒤늦은 판단으로 무기체계화에 다

소 늦게 진입하고 있지만, 산·학·연이 노력한다

면 K-방산에 걸맞은 드론 무기체계의 강국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진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드론쇼 코리아에서 선보이는 많은 드론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군과의 

상생과 협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

대한다. 

 후방지역 상용드론 전투실험
· 정찰드론 : 5종

해상작전정찰드론

조명/방송드론 물자수송드론 통신중계드론 통합관제체계 이동형관제체계 드론스테이션

하이브리드드론 수중탐지드론 AI드론 근거리정찰드론

· 지원 및 기타드론 : 6종

※ ’22년 전투실험 대상장비 : 11종 15세트(예정)

U
S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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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생명을 살리다”
4차 산업혁명과 

경찰의 드론 활용

글 | 이병석(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 경찰학과 교수, angelcop3@naver.com)

20
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

밥(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지 8년이 흘렀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차세대통신(5G)이 드론에 본격

적으로 결합됐고, 드론 관련 기술도 발전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객체 인식 기술의 고도화, 

빅데이터 처리 속도와 분석능력이 크게 향상됐

으며 5G를 넘어 6G 시대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공공부문의 드론에도 적

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민간은 물론 공공분야에도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도입 초기에 비해 비행시간

과 비행효율이 향상된 여러 드론이 운용되고 있

으며, 다양한 임무장비가 드론에 탑재되면서 드

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 경찰도 마찬

가지다. 경찰업무에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

경찰드론이 도입되기까지…

돌이켜보니 2016년 경찰대학 내에 드론시큐

리티연구원을 개소하고, 실종자 수색드론이 경

찰에 도입되기까지 그간 많은 일을 뒷받침했다. 

수많은 세미나와 연구발표를 통해 실종자 수색

드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경찰에서 드론

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

용규칙’의 토대를 마련했다. 드

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요건인 직무기술서를 만들

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드론 

운용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실

종자 수색드론이 전국 시도경찰

청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제는 많은 곳에서 대한민

국 경찰의 드론 활용을 주목하

고 있다. 8년간의 노력 덕분에 경찰청은 이미 공

공기관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드론을 활용하

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도심

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경찰드론의 미래, 나 

역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경찰대 국제대테러연구센터 개소

서
울

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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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드론 활용

추진 배경 및 성과

경찰드론의 시작은 실종자 수색드론의 R&D

가 시작된 201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에 연구개발을 시작한 경찰은 2018년 연구를 마

치고, 2019년에 드론구매를 위한 정부 예산 27

억 원을 확보했다. 그해부터 매년 36대씩 드론을 

구매해 전국의 17개(세종경찰청 제외) 시도경찰

청과 교육기관에 2대씩 드론을 보급, 운용하고 

있다. 2020년 6월 16일부터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전국의 시도경찰청에서 본격적으로 운용하

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4대의 드론을 보유하

고 있다. 현재 드론을 탑재하고 관제할 수 있는 

관제차량을 경기청과 경남청에서 시범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표 1>의 경찰청 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

를 살펴보면, 경찰드론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총 1,157건 출동해 11,843회 비행

했으며,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의심물체 등 

영상 2,681건을 분석했고 71명을 발견했다. 

경찰 주요 드론 사업

공공기관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찰청은 드론

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성과도 좋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경찰청은 연구개발과제를 착실히 수행

해 왔다. 공공수요연계형 연구개발과제에서부

터 다부처사업, 치안리빙랩(폴리스랩) 과제는 물

론, 공동연구과제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

며, 지속적으로 실종자 수색드론과 관련된 기술

과 임무장비를 고도화하고 있다. 

경찰드론 사업 추진 현황은 <표 2>와 같다. 

2016년 공공수요 연계형 R&D 과제, 다부처 공

동기획 R&D 과제를 시작으로 2018년 공공수요

연계형 R&D 과제와 다부처 공동기획 과제 2건

을 마무리했다. 올해 기준 현재 경찰청과 경찰대

학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실

종자 수색드론의 고도화를 위해 ‘DNA+ 드론 기

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수 드론의 숲속 

자율비행 기술 개발사업’도 경찰대학 국제대테

러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기술개발이 마무리되면, 숲속 어디든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자율주행하면서 실종자를 

찾게 될 것이다. 앞으로 경찰드론의 운영성과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며 다

양한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표1> 경찰드론 운용실적

구분
출동 현황 발견 현황

출동 건수(건) 출동 일수(일) 비행 횟수(회) 비행 시간(분) 전체 발견(건) 대상자 발견(명) 의심물체 발견(건)
2020년 219 436 2,268 46,528 611 9 602
2021년 504 883 4,716 88,415 1,202 30 1,172

2022년 1~10월 434 897 4,859 92,846 868 32 836
합계 1,157 2,216 11,843 227,789 2,681 71 2,610

※춘천 의암호 조난사고 32일간 527회 비행 지원(13개청), 충남 자살의심자, 경남 치매노인 등

경
찰

대
학

<표 2> 경찰드론 사업 추진 현황
구분 과제명 기간 총예산(원) 참여부처

공공수요
연계형

실종자수색 전용 무인기 및 
영상분석기술 개발 

’16.11∼’18.5
(19개월) 8억 주관: 과기정통부

수요부처: 경찰청

다부처
공동기획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운용

’17∼’20
(4년) 24.5억

주관: 국민안전처 
참여:  경찰청,미래부,

산업부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
관리 및 감시 기술 개발

’17∼’21
(5년) 94억 주관: 국토부

참여: 경찰청, 미래부

치안리빙랩
소형 드론을 활용한 
현장 경찰 지원 및 
2차 사고 방지시스템 개발

’18.8∼’21.4
(33개월) 24.6억 주관: 과기정통부

참여: 경찰청, ETRI

공동연구

DNA+ 드론 기술개발사업 ’20∼’24
(5년) 450억 주관: 과기정통부 

참여: 경찰청,ETRI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종자 수색 다수 드론 
자율비행 핵심기술 개발

’22∼’26
(5년) 150억

주관:   정보통신기획평
가원

참여: 경찰대학,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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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길

경찰드론은 8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기초공

사를 튼튼히 한 셈이다. 경찰은 공공기관의 드

론수요 창출에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

을 할 것이다. 이제 경찰의 드론 활용은 무한 확

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재 한정된 ‘경찰 무인

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를 개정해 교통, 수사, 

생활안전, 재난구조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드

론은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경찰청 훈령)’

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

용규칙을 제정할 당시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으

로 인해 제9조에 실종자 수색과 인명 수색 등 사

용범위를 제한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 4

년간 경찰드론을 활용해 본 경험과 성과를 통해 

드론의 효용과 장점이 입증된 만큼 훈령을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현장관리, 사고현장

촬영, 시뮬레이션 분석 등 교통 분야, 수사현장

촬영, 증거수집 등 수사 분야를 비롯해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순찰 및 위험지역 순찰 및 안내, 경

비 분야에서는 재해재난 대응, 중요시설 및 중요

요인 보호 등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특수부서

에서의 드론활용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항공대에서는 헬기와 드론을 함께 운용해 

수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특공대에서도 대

테러 작전에 드론을 활용해 효과성을 높여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종자 수색드론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첨단화해야 한다. 드론의 성능 가운데 가장 필요

한 기술이 탐지와 식별 기술이다. AI를 통한 객체 

인식과 분석 기술을 발전시켜 경찰드론으로 언

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성능향상과 함께 다양한 드론을 확보하는 것

도 필요하다. 아직 경찰이 운용하는 드론은 멀

티콥터형 회전익기 한 종류뿐이다. 고정익기를 

비롯해 수직이착륙기 등 다양한 형태의 드론과 

소형, 중형, 대형 드론 등 크기별 드론을 도입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

행시간이 짧은 배터리형 드론뿐만 아니라 엔진

형, 수소연료전지 드론과 같이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드론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드

론을 동시에 비행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

적이다.

현재 채용된 드론 조종자와 함께 촬영된 영상

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드론 경력직 공

무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들이 함께 운용될 

때 그 효율성은 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정책적으로 경찰드론에 날개를 달아줘

야 할 때다. 규제로 인해 산업발전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실종자 수색드론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에

서 한국의 경찰드론 운용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외국 경찰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경찰 실종자 수색드론이 ‘치안 한

류’의 대표 아이템이 된 것이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독일의 정치가 빌리 브

란트(Willy Brandt)는 ‘미래를 예언하는 가장 정

확한 방법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했

다. 경찰드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한 대로 만

들어졌다. 미래의 경찰드론 또한 국민의 관심과 

상상이 있다면 그대로 이뤄질 것이다. 

제
주

경
찰

청

서
울

경
찰

청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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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론 특화 기술과 전문 비즈니스 모델을 개

발하고 있는 ㈜인투스카이. 국제표준화기

구(ISO)보다 더 엄격한 기준인 ‘항공우주 품질경

영시스템 AS9100’ 인증을 기반으로 관련 기술

은 물론, 농업용 및 소방용 드론 등 다양한 분야

의 드론을 개발하는 손꼽히는 전문업체다. 

특히 전문적 드론 제조공정을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인 인투스카이

는 우수한 제조기술을 인정받아 국내 방위업체

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처럼 국내 드론 분야의 경쟁력을 갖

춰 나가고 있는 인투스카이가 ‘2023 드론쇼 코

리아’에서 자체 개발한 다목적 수송 드론 등을 일

반에게 선보인다.

고층 화재 진압 등 다목적 드론 전시

이번 드론쇼 코리아에서 인투스카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다목적 수송 드론을 선보인다. 공

공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한 다목적 수송 드론은 

최대 100kg의 화물을 적재하고 30분 이상 체공

할 수 있어 군용, 소방 및 물류 운송 등에 최적화

된 모델이다. 

또한 선박 및 차량에 비해 소요시간과 비용

이 감소하고, 시골이나 산간지역 등 접근하기 어

려운 지역에 쉽게 배송이 가능해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 모델이다. 특히 비행 상황에 맞게 배터리 

사용 수량을 조절할 수 있어 최대이륙중량과 항

속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의 크기

와 모양에 따라 설계변경도 가능하다.

인투스카이의 정선웅 대표는 “다목적 수송 드

론은 본체를 탄소섬유로 구성해 경량화는 물론 

고강도성을 갖췄다”면서 “게다가 비행 준비 시

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헤비 리프트 드론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갖췄다”고 밝혔다. 

특히 인투스카이가 소방청과 협업해 개발 중

인 화재 진화용 소방드론은 크게 주목받는 모델

이다. 약 70kg 무게의 물호스를 약 50m까지 올

려 진화할 수 있어 소방고가차(고가사다리차)가 

전개할 수 없는 좁은 지역의 고층 건물 진화에 

특화된 드론이다. 정 대표는 “소방청과 함께 다

양한 시나리오를 수행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습

듭했다”면서 “올해부터 소방서, 발전소,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드론용 초정밀 GPS 모듈도 공개

또한 인투스카이는 다목적 수송 드론을 다양

한 상황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

술도 선보인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정밀 GPS 

모듈인 OnBase RTK이다. 스위스 무선 반도체 

및 모듈업체인 유블록스(U-Blox)의 ZED-F9P

를 기반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GPS 신호는 지상 전달 시 전리층과 대류권을 

통과하며 지연이 발생하며, 이때 수십 미터의 오

차가 생긴다. 그러나 OnBase RTK는 GPS, 글

로나스(GLONASS),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

우(BeiDou) 등 세계 주요 위성항법시스템을 동

시에 수신하는 다중 대역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GNSS) 수신기를 내장해 센티미터 수준의 정확

도를 보장한다. 설정 또한 상대적으로 단순해 비

전문가도 액세스하고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OnBase RTK는 기존 

GPS 대비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드론이 정

상적으로 비행하도록 돕는 컴퍼스 캘리브레이션

(Compass Calibration) 없이도 대형 드론이 헤

딩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정 대표는 “OnBase RTK를 통해 운용자에

게 전반적으로 높은 정확도, 실시간 포지셔닝, 

효율성 향상은 물론 비용 효율과 사용 편의성

을 제공하며,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에도 해

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

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을 제공해 

혁신적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OnBase RTK Module

인
투

스
카

이

인
투

스
카

이

인투스카이, 자체 개발
다목적 수송 드론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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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새로운 기회 

창출에 도전하는 국내 대표 드론기업 ㈜

프리뉴. 프리뉴는 차별화된 IT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 혁신으로 드론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다

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제

공하고 있다. 

프리뉴는 드론 및 항공 하드웨어 제조 기술

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

다. 현재 산업용 UAV의 설계 및 제조, 드론 핵

심 부품 연구개발, 운영 및 관제 소프트웨어 개

발, 자율 비행 및 AI기반 분석 엔진 개발, 드론 

기반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

고 있다. 

혁신적 가치의 창조·공유

프리뉴의 기업명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비

전, 추진력, 창의성을 이용해 기존에 없었던 새

롭고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의 어원

을 가진 기업가, 사업가를 의미하는 엔터프리뉴

(Entrepreneur)에서 착안했다. 프리뉴는 2017

년, 드론이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

기에 ‘자체 보유한 IoT 센서 기술과 항공 기술

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맞춤형 부가가치를 제

공’이라는 목표로 드론 전문 브랜드인 드로닛

(DRONEiT)을 선보이며 드론 시장에 본격적으

로 진출했다. 

새롭고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리뉴는 축적된 자체 기술력을 

프리뉴, 
혁신적 드론가치 창조에 집중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인프라 갖춘 대표 드론 기업

• AI기술 접목한 드론 기술 개발 … 안티드론 솔루션 국산화 계획

항공 측량용 밀버스 해양경찰용 루펠 대대급 정찰용 루펠 E-10 고폭탄 투하용 판디온Q 모듈형 소형드론 판디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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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필수 임무 통합 장치를 개발하는 한편, 

산업용 기체 제조 및 드론 운용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나아가 IoT가 융합된 인

공지능 스마트 드론 개발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

고의 드론 기업으로 거듭나고,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다. 

강력한 기술 경쟁력

프리뉴는 드론의 형상 설계는 물론 항전, 전

장 부품, 드론 운용을 위한 지상통제장치(GCS) 

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등 드론 분야에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보유했다. 또한 드론 운용 및 자

율 비행 등 드론 활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프리뉴는 드론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프리뉴는 고정익, 회전익 형상은 물론 멀티콥

터 및 소형 드론 등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드론

을 제조하고 있다. 프리뉴의 대표적인 드론 제품

으로 장거리 정찰 측량 등에 특화된 수직이착륙 

고정익 ‘밀버스’, 대대급 무인헬기 개발 사업의 

모토가 된 전동형 헬기 ‘루펠E-10’, 검증된 강한 

내풍 성능을 바탕으로 산지와 해안이 많은 국내

환경에서 최적화돼 국내 해양 경비정에 탑재된 

‘루펠E’, 개발 맞춤형으로 다목적 성능으로 개발 

가능한 ‘판디온H’,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사업

을 통해 소규모 부대 작전을 지원하는 ‘판디온S’ 

등이 있다. 

드로닛(DRONEiT)의 가치

프리뉴는 “드론은 단순히 항공 장치가 아닌 IT

장치와 융합된 새로운 분야”라며, “드로닛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통해 이 가치를 표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모든 프리뉴 드론은 자체 생산

한 전자 장비 및 부품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드

론의 실제 비행 안정성 및 임무 수행을 위한 ‘드

론의 핵심이자 중심’으로 통합된 장치가 필요하

다고 판단해, ‘D-DMB’로 명명한 각종 항전 장

치, 통신 및 암호화, 필수 임무 장치를 통합 개발

했다. 또한, 프리뉴는 하드웨어 핵심 장비의 개발 

외에 조종 및 관제 소프트웨어, 자율 운항 등 드

론 활용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도 노

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프리뉴는 “미래 드론 산업의 성공 여부

는 AI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에, 프리뉴는 드

론에 AI기술을 직접 접목해 적의 탐지 및 식별, 

위험상황 감지, 적 드론의 탐지 및 요격이 가능

한 소프트웨어 및 드론 자동 제어 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AI로 분석 및 수집한 정보는 자체 개

발된 프리뉴 GCS와 UTM 소프트웨어로 통합

되어 기체 운용 및 원격 제어에 활용된다. GCS

와 UTM 데이터는 프리뉴의 서비스 플랫폼인 

‘D-HUB’에 통합 연동돼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안티드론 솔루션 국산화

프리뉴는 최근 북한의 드론 도발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솔루

션을 개발하고, 단순 탐지가 아닌 대응까지 가능

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방산

업체인 노보쿼드(NOVOQUAD)와 함께 안티드

론 시스템의 공동 연구 개발은 물론 국내 독점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향후 단계적

으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안티드론 시스템의 

국산화를 계획하고 있다. 

프리뉴는 드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

과적인 안티드론 솔루션 개발과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다. 

D-HUB
사용자 등록 및 관리

기체 및 팀 관리
대시보드를 통한 비행 통계 확인
비행 로그 분석 / 비행 이력 관리

기체 정비 및 이력 관리
드론 A/S 서비스 연계

D-LINK
드론 자격증 및 개발 교육
(온/오프라인)
드론 기체 렌탈 서비스
드론 분석 서비스 매칭

D-UTM
다중 기체 모니터링
다중 기체 제어 및 관리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지형 정보 측정 및 충돌 관리
비행 승인 절차 관리

D-AI
항공 측량 분석 서비스

시설물 점검 분석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관리 서비스

물류 배송 서비스
정밀 농업 서비스

DRONEiT
Service Platform

드론스테이션용 판디온S2

DRONEiT 서비스 플랫폼

노보쿼드 안티드론 제품군

모델명 ND-BU001 ND-BU002 ND-BU003 ND-BD003

타입 표준형 고급형 기본형 휴대용 안티 드론 시스템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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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항공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연결하는 꿈”
파블로항공
• ‘소형무인기시스템, 군집/자율/자동비행, 통합관제 플랫폼’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성장

• 완전히 다른 산업계가 만나 탄생할 새로운 시스템을 꿈꾸며, 혁신의 밑그림을 그린다

파
블로항공은 드론 배송 솔루션 및 UAM 

통합관제시스템 전문 기업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 편의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며 

국내 드론 배송 실증 및 상용화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200회, 1,909km가 넘는 

도심 드론 배송 실적을 올리며 산간지역·준도심

지·도심지의 다양한 환경에서 사업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모빌리티 기술 선도 기업

들과 손잡고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시장에도 본격 진출했다. 

해외에서 먼저 선택받은 기술력

파블로항공은 미국에서 드론 배송 상용화

를 진행 중이다. 뉴욕항공진흥원(NUAIR)과 함

께 뉴욕 그리피스 국제공항에서 물품 배송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 전역에 파블

로항공의 관제 솔루션인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

관제시스템(PABLO AIR Mobility Network, 

PAMNet)을 활용한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 항공우주

국(NASA)이 주관하는 ‘도심 

비행환경 안정성 개선 프로

젝트’에 자체 개발한 멀티콥

터 배송 드론에 풍속 센서를 

장착하고, PAMNet으로 데

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등 공

식 수행사로 참여해 활동하

고 있다.

파블로항공은 국제무인운송시스템협회

(AUVSI)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규모 무인이동

체 전시회인 ‘AUVSI XPONENTIAL 2022’에

서 2년 연속 준우승하며 그 기술력과 미래 가치

를 인정받았다. AUVSI 엑설런트 어워즈를 수

상한 파블로항공의 자체 개발 기술은 미국 드

론 배송 및 UAM 계획 단계에서 가장 화두인 

무인기와 유인기의 NAS(National Airspace 

System) 구분 및 할당(allocation)을 해결하는 

기술이다. 

K-UAM 시대를 준비하는 파블로항공

현재 파블로항공이 속한 K-UAM 컨소시엄

은 한국형 UAM 표준 수립, 서비스 상용화 가속

화를 위한 개별 실증 수행, 향후 UAM 산업 관련 

추가적인 사업 기회 공동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

파블로항공은 PAMNet의 개발 노하우를 활용

해 UAM 통합운항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

다. 이는 UAM의 항로 이탈 및 위험요인을 분석, 

기체의 운항 안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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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GU+와 UAM교통관제플랫폼을 공동 개

발하고 GS건설과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협력하

는 등 기술 혁신을 통해 UAM 산업 생태계를 정

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2023 드론쇼코리아’에서는 B-UAM 공동

관 부스(F14)에서 LGU+, GS건설, 카카오모빌리

티와 함께 앞으로 실현될 UAM 세상을 간접 체험

할 수 있는 전시를 진행하며, 컨소시엄이 함께 만

들고자 하는 미래 세상의 모습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승한 파블로항공 기술이사(CTO)는 2월 24

일(금)에 진행되는 컨퍼런스 세 번째 세션 ‘드론

의 활용’에서 ‘드론을 통한 하늘과 바다의 만남’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승한 

CTO는 드론이 해양(수상 포함) 분야에서 먼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소

형 드론과 무인수상정(USV)이 협력하는 모델을 

소개한다. 파블로항공의 임승한 CTO에게 관련 

내용을 들어봤다. 

Q 군집 제어, 비행 제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는 물론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파블로

항공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소형 드론의 다양한 미래 가치를 구체화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드론이라 

불리는 소형무인비행체(small Unmanned 

Aerial System, sUAS)는 아직까지 일반적인 

항공기나 다른 검증된 이동체(vehicle)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활용성

은 매우 높다. 

sUAS는 비행체이므로 물리적(운용 측면)으

로는 항공기 성격이 강하지만, 제품적(개발 측

면)에서는 전자제품 성격이 강하다. 본질은 항공

기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항공기가 아니기

에 애매모호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블로항공은 sUAS를 활용한 다양한 서

비스 사업을 구상,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사업을 진행

해 나가며, 다양한 서비스의 현실화를 준비 중

이다. 또한, sUAS뿐만 아니라 무인비행체, 무

인함정, 무인차량 등 다양한 무인 이동체의 통

합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PAMNet을 통해 이미 

무인비행체의 비가시권 비행을 수행하고 있으

며, 향후 PAMNet-A(Air), PAMNet-L(Land), 

PAMNet-S(Sea)로 무인 시스템 기반의 비행

체, 함정, 차량 등을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Q 이번 컨퍼런스에서 소개할 소형 드론의 

해상에서의 활용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면?

하늘과 바다의 만남은 시너지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유동 인구가 적은 

해상 혹은 수상 환경은 sUAS를 운용하며 기술

력을 발전시키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빠른 기동력으로 높게 날아 멀리 볼 수 있는 

sUAS와 오랜 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무거운 짐

을 탑재 가능한 무인수상정(Unmanned Surface 

Vehicle, USV)의 조합은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녔다. 예를 들어, 유출된 기름을 흡착

하거나, 바다와 호수를 깨끗하게 하는 쓰레기 수

거에 이 조합을 활용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해 오

염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회수에 USV를 

동원하는 개념인데, 향후 이를 자율 운항과 군집

화 기술을 통해 자동화한다면 높은 효율성을 가진 

시스템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박 중인 

선박에 선용물품 배송에 활용은 물론 불법 선박 

감시 및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sUAS와 USV 

임 승 한
파블로항공 기술이사(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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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활용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컨

퍼런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Q 파블로항공이 준비하는 다양한 사업들

이 현실화된 모습이 궁금해진다. 파블로항공

이 준비하는 미래는?

파블로항공은 현재 sUAS시스템 개발, 군

집·자율·자동비행,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등의 

기술에 주력하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육·해·

공 모빌리티 간의 데이터 연계와 활용성에 주

목하고 있다. 모빌리티 시장동향에 주시하면

서, 다종 다수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파블로항공은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연결

하겠다는 혁신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그림은 서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 산업계

가 만나는 거대한 시스템이 필요한 세상이다. 

파블로항공은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과정에

서, 신뢰도를 중시하는 기존 철학은 계승하면

서도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접목하는 기업으

로 거듭나고 싶다.

PAMNET-Core
PAMNET-Air

PAMNET-Sea

PAMNET-Land

Feb 23~25, 2023 | BEXCO,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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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환경을 진단한다”
환경컨설팅 전문기업,켐토피아

드
론은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되며 그 효

율성을 입증하고 있다. ㈜켐토피아는 환

경 컨설팅 전문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 환경 

분야에 적용될 드론 기술의 효용성과 전망에 대

해 켐토피아 박상희 대표이사를 만나 들어봤다.

Q 환경컨설팅 전문기업이 드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진출한 계기와 드론 사업 영역을 소개한다면?

켐토피아는 환경·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그룹

으로 다양한 고객사의 시설 안전, 유해물질 누출 

및 사고관리 스마트 서비스와 시험분석 서비스,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해 왔다. 최근 4차 산업

혁명, 탄소중립, ESG경영,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

업계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켐토피아

는 환경·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스마트한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환경 컨설

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IoT, 인공지능, 디지

털 트윈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세이프

티 사업을 의욕적 추진해 왔으며, 드론 사업도 켐

토피아가 추구하는 새로운 사업 분야 중 하나다.

켐토피아는 사람의 조작없이 정해진 시간에 

드론이 자동 비행하는 기술, 이착륙 및 배터리 자

동 충전이 가능한 드론 스테이션을 개발했으며, 

실제 산업단지에서 환경 데이터 수집 임무를 수

행하는 등 드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Q 켐토피아의 기술과 향후 발전 방향, 확장 

가능한 분야는? 

환경 분야에서의 드론은 환경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용도로 주로 활용됐다. 드론의 특성상 

비행 중 발생시키는 와류가 대기의 흐름에 인위

적인 간섭을 일으켜 측정데이터의 신뢰성에 한

계가 있다. 이에 켐토피아는 드론에 환경 센서를 

장착한 윈치를 탑재해 50m 이상 윈치를 하강시

켜 센서가 와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현재 군사·경찰·소방용으로 활용되는 

켐토피아의 EVO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업 분야에서 논·밭의 실제 면적

과 작물의 종류를 드론으로 측정해 지도상에 표

기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그 피해 정도를 측정

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독도 등 사람의 접

근이 어려운 지역의 동·식물의 생태계 관찰 분야

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켐토피아는 이미 드론을 

활용해 독도의 야생식물과 조류 생태계 관찰 프

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성과가 있다.

Q 환경 분야 외에도 산업 현장 등에서 활용 

가능한 켐토피아의 기술과 계획은?

켐토피아는 대규모 토목건설 현장에서 드

론과 로봇개(철구)를 이용한 “스마트 현장관리 

Dr.SoS” 솔루션을 갖췄다. 이는 대규모 건설현

장에서 드론으로 현장 관제 및 작업 진척률을 모

니터링하고, 로봇개(철구)는 현장 안전관리자

가 접근이 어려운 방대한 작업시설 및 위험구역

을 수시로 순찰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

한다. 드론과 로봇개에 장착된 DeepCamera와 

LiDAR 등 영상 장비을 활용해 작업자의 행동 이

상 감지 모니터링을 하고,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으로 현장 위험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알림이 가

능하다. 모바일 App을 이용한 작업전 TBM 및 

교육이 가능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콘텐츠도 제공한다. 

또한 축적된 현장의 안전 관리 데이터를 기반

으로 시설점검 시스템 및 AI기반 안전사고 예측 

기술을 접목해 종합적인 환경·안전·보건 관리를 

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대재해처

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시스템이라 

자부한다.

켐토피아는 전문지식과 첨단기술을 접목시키

고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어 다양

한 분야에서 가능성을 실현하고, 산업계 전반에 

스마트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박 상 희
켐토피아 대표이사

Chem
topia

Chem
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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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성화’ 중원대학교,
드론쇼 코리아 참가

중
원대학교 항공대학(이하 중원대)이 ‘2023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한다. 중원대는 이

번 드론쇼 코리아에서 최초로 기획한 ‘드론교육

관’에서 다양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

획이다.

올해 드론쇼 코리아의 중원대 행사 부스에서

는 항공대학 특성화 안내 및 항공 관련학과 교육

과정, 장학제도 안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

담이 이뤄진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다

루고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중원대는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

정비학과, 무인항공기계학과 등 전공 세분화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는 항공우주산업 특

성화 대학이다. 일례로 항공정비학과의 경우, 졸업 

후 제주항공, 하이에어, 에어로케이항공 등 항공

사는 물론 샤프테크닉스케이, 산림항공본부, 항공

우주산업융합원, 군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등 다

양한 직업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이 밖에도 중원대는 드론을 비롯한 항공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상생 협

력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원대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대의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베셀에어로스페

이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항공우주산업과 연계

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교육과

정 개발, 인적교류, 시설 및 기기의 공동 활용 등

에 대해 적극 논의 및 추진 중이다.

박상용 중원대 항공대학장은 “최근 드론이 

군용, 취미, 농업, 측량, 재난 대응, 운송 수단 등 

쓰임이 다양해지며 그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며 “드론 분야를 비롯해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이 

절실한 항공우주산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는 매년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지

역인재 양성과 지역 맞춤형 항공촬영 및 농업방

제용 드론 운용 기반 조성을 위한 ‘드론 제작 및 

운영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정비학과 무인항공기계학과

중원대학교

중
원

대
학

교
Vessel Aerospace

2021년 10월 25일 베셀에어로스페이스㈜와의 산학협력 
MOU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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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검증된
산업용 드론, 한국 상륙”

리베라웨어
• 일본제철, 도쿄전력, JR동일본 등 日대기업의 선택을 받은 설비점검용 드론

• 2023년 상반기, 한국 사업 진출 본격화…한국 시장을 교두보로 미국, 유럽 등 세계화 목표

산
업용 소형드론의 활용은 세계적인 추세

다. 소형드론을 활용한 산업 현장 점검, 

드론으로 수집한 영상 자료의 다양한 활용성 및 

효과는 이미 검증을 마쳤다. 사회 인프라(SOC)

의 예방 점검, 노후화된 시설 점검 등에 활용되

는 산업용 소형드론은 사회 안전에 기여함은 물

론 점검 업무 전반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보이지 않는 위험의 가시

화’라는 비전으로 2016년 8월 일본 치바현에서 

설립된 리베라웨어(Liberaware)는 ‘누구나 안전

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산업용 소형드론 분야에

서 그 역량을 펼쳐나가고 있다. 

검증된 기술력

리베라웨어는 천정 내부나 배관 내부 등 협소

한 공간을 점검할 수 있는 20㎝급의 산업용 소형 

드론을 자체 개발·생산한다. 90% 이상의 부품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높은 기술력을 갖췄으며, 하

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취

득 데이터를 가공 활용하는 솔루션을 보유했다. 

특히 소형드론을 통해 수집한 3차원 데이터

를 디지털화하는 리베라웨어의 기술력은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

다. 일본에서 일본제철, JR동일본, 도쿄전력 등

의 선택을 받았으며, 일본 최대 철도기업인 JR동

일본과 지난 2021년 7월 철도, 인프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위해 합작회사 CalTa를 

설립해 일본 철도업계의 DX를 주도하고 있다. 

리베라웨어는 “소형 드론을 통해 취득한 3차

원 데이터를 용도에 맞춰 가공하고, 영상분석 기

술을 접목했다”며, “기존 사람이 직접해야 했던 

산업 현장의 점검 및 시공관리 등을 드론 기반의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어, “이는 아날로그 방식의 점검을 디지털화하여

고도의 현장관리 솔루션을 가능케하는 리베라웨

어의 기술력”이라며, “중장기적으로 CalTa의 성

공사례를 토대로 타사의 솔루션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원스톱서비

스에 대한 니즈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도의 현장관리 솔루션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리베라웨어의 

김태홍 부장은 “한국은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을 포함한 중후장대 산업이 오래전부

터 발달했다”며, “주요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리베라웨어 드론 서비스의 효과

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리베라웨어는 국내 다수의 기업과 맞춤형 드론 

활용에 대한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PoC)

을 진행해 검증을 마쳤다. 

김태홍 부장은 “일본 내 철도/제철/건설/전

력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설비, 실내 공

간 내부 점검 서비스 및 드론 렌탈 서비스를 통

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드론으로 점검

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설비 가동률을 높여 생산

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자체 개발·생

산한 소형드론 IBIS를 활용한 점검 서비스, 촬영 

영상을 독자 시스템을 통해 3차원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 시장에 제안한

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

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져 있는 환경에

서 리베라웨어의 증명된 설비 점검용 드론의 수

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beraw
are

Liberaw
are

Liberaw
are

리베라웨어는 전시장부스

#F01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장소도사람이대신드론이점검
방진성이우수하기때문에먼지나모래
아스베스트등이날려도

사람이들어가지못하는
온도에서도점검가능
동작가능온도 약 도 도
※환경에 따라서는 비행이 불가한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점검보고서는이제그만
점검데이터관리를 로실현
점군화 정사영상화로문제개소를
감지하고간단하게공유가능

인프라 실내 점검 드론 「IBIS」로

점검시간을 대폭 단축!

족장설치나점검전의안전확보 냉각이필요한보일러
탱크 소각로등설비내부점검에점검드론 「 」를
활용해서점검시간을대폭단축할수있습니다

점검드론「IBIS」가 설비점검의 가지 과제를 해결!

점검에따른
설비의정지시간단축

위험한장소에서도
작업가능

천장내부등도면이없는곳도
차원화가능

실내 협소공간 점검드론 「 」 가지 특징!

업계최소형직경
좁은곳도점검가능

독자적방진구조모터로
모래나먼지등이있어도
안심하고비행가능

벽에부딪혀도자세를
유지하는비행제어능력

좁고어둡고
더럽고위험한
공간의점검을
위해만들어진
드론 「 」

으로매우가볍기
때문에만에하나추락해도
설비손상을최소화

℃ ℃까지비행가능※

사람이들어갈수없는
온도에서도점검을
※환경에따라비행이어려운경우가 있습니다

암흑속에서도고화질로
선명한영상촬영이가능

<Contact> https://liberaware.co.kr/         https://liberaware.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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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석준(모델심 대표, 전 세종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드론기술, 개방형 소스 등 확대 … 업체별 기술 차별화 약화 

• 다양한 오픈 소스·플랫폼 일반화 … 미 나사, 공군 등도 활용

드
론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항공기에 

비해 형태가 보다 다양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하지만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드론은 멀티콥터 형태가 일반적이다.

멀티콥터 구조는 기존 항공기에 비해 매우 단

순하다. 모터와 팬이 일체형으로 돼 있어 동력전

달 구조가 단순할 뿐만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멀티콥터들은 팬들이 대칭 형태로 배치돼 제어

도 훨씬 용이하다. 즉, 제작상의 기술적 난이도가 

기존 항공기에 비해 훨씬 낮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고정익 드론이나 하이브리드 형태의 콥터

플레인(Copterplane)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유인항공기에 비해서는 설계의 난이도가 비교되

지 않는다. 

자율비행기술, 개방형·저가 상용제품 확대 

무인드론의 임무상 중요한 것이 자율비행

이다. 이 기술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기체

에 탑재된 FCC(Flight Control Computer),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 항법과 관

련한 센서, 통신장비, 오토파일럿(Autopilot) 소

프트웨어(SW) 등이 조합돼야 하는 매우 난이도 

높은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개방형 또는 저가의 상용 시

스템들이 등장함으로써 드론 제작업체로서의 기

술 차별화가 어렵게 됐다(여기서 모터, 배터리, 

연료전지 기술들은 항공우주산업과 직접 관련성

이 낮으므로 논외로 한다). 원천기술보다는 하드

웨어(HW) 생산기술이 강한 중국의 DJI가 이미 

세계 민간 드론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이 이를 증

명한다. 즉, 민간 드론 시장에서 이미 선진국 반

열에 오른 국내의 인건비로는 중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의 인건비와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군이나 민의 특수한 수요를 중국에서 

제작된 드론들이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들이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고가의 제작비용

을 감수하고라도 국내 드론 제작업체로부터 발

드론 산업의 현재와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Free Stoc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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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격은 차치하고라

도 성능상의 우위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자체 시스템 개발,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

2023년 2월 현재, 수십 개의 드론 관련 협회

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명목상의 드론 제

작업체들도 수천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 등의 국가에서 부

품들을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직수입해 도장만 

바꿔 국산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행제어와 관련해서는 공공라이센스

(Public License)인 아듀파일럿(Ardupilot)

의 미션플래너(Mission Planner)나 PX4의 

QGC(QgroundControl) SW를 PC에 설치해 

GCS(Ground Control Station)로 연동해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FCC는 이들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개방형 

설계도로 제작하거나 상용제품을 구매해 활용한

다. 일부 고집스러운 드론 제작업체들은 여전히 

자체개발 FCC와 오토파일럿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나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개방형 커뮤니티에는 전 세계 

수천, 수만의 개발자들이 뒷받침하고 있고, 국내 

중소기업이나 설혹 대기업이라 해도 소수의 개

발자들만이 내부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

기 때문이다.

드론 SW 측면을 살펴보자. GCS, UTM(UAS 

Traffic Management), 매핑(Mapping), 비전

(Vision), 시뮬레이션 등으로 대별될 수 있는

데 전문적인 영역이니 기술적으로 더 깊게는 들

어가지 않겠다. 오토파일럿 또는 자율주행이라

는 관점에서 출발한 오픈소스 아듀파일럿 커뮤

니티는 오픈소스 로봇공학 시뮬레이터 가제보

(Gazebo)와도 연결되고, 오픈 GIS 플랫폼인 세

슘(Cesium) 세계와도 호환된다. 게임엔진인 유

니티3D(Unity3D)나 언리얼(UnReal)은 물론 매

스웍스(Mathworks)의 매트랩(Matlab), 시뮬링

크(Simulink)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C++, 자바

(Java) 등 무수한 컴퓨터 언어들로 만들어진 함

수들도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깃

허브(Github)에는 매력적인 드론 관련 리소스들

이 이미 많이 저장돼 있다.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

는 인공지능(AI)도 오픈소스가 일반적이고, 드론 

SW와 접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간다. 

오픈 소스·플랫폼 적극 활용 필요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드론 관련 SW

를 새로 개발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오픈소스, 오

픈플랫폼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오픈소스와 오픈플랫폼을 활용하

는 실제 사례로 필자가 대표로 있는 모델심의 경

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드론조종자자격

취득용부터 탐색구조, 농약살포, UTM 등 다양

한 교육용 시뮬레이터들과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다수의 드론과 지적재산권 저촉 없이 호환될 

수 있는 4D GCS SW들을 오픈소스, 오픈플랫

폼, 상용 게임엔진들을 적절히 조합하고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해 효과적으로 드론 SW들을 개발

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들의 경우 

보안이나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오픈소스, 오픈

플랫폼 사용을 꺼리는 경우를 간혹 마주치곤 하

는데 필자는 이들에게도 오픈소스, 오픈플랫폼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그 이유는 적어도 드론 

분야에서 5년 이상 아듀파일럿 계통의 오픈소스

들과 세슘 오픈플랫폼을 직접 사용해본 경험에

서, 그리고 10년 이상 이 계통의 사업자들을 관

찰해 본 간접 경험에서 최소치의 신뢰성은 검증

됐다는 것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나 공군연구소에서

도 이러한 환경들을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이 더욱 신뢰를 갖게 한다. 문제는 지적재산

권 문제다. 오픈소스, 오픈플랫폼을 통해 최소한

의 비용으로 신속히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성과

를 얻었다면 절감된 비용을 이를 해결하는 노력

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완성도에서 충분하지 못

할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어차피 해결해야 하

는 숙제다. 

G
ithub

Free Stock Im
age

▲ 아듀파일럿의 미션플래너

▲ 가제보 드론 시뮬레이터

Ardupilot



28 | 

NEWS 2023 Issue

D
eD

rone
Tw

itt
er

막오른 드론시대,
중요성 커진 안티드론 기술

글 | 김상돈(스타버스트 코리아 대표)

• 드론, 비대칭전력화 증가 … 안티드론 기술도 다양화

• 안티드론 시장 확대 전망 … 다양한 기술개발 독려 필요

지
난해 말, 북한의 드론이 대한민국의 수도

권 상공까지 침투하면서 크게 화제가 됐

다. 최근에는 중국의 무인기구(풍선)가 미국 상

공을 날아다니다가 격추된 사건은 세계적 화제

가 됐고,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5

년에 한 개인이 조종한 드론이 방사성 흙을 실은 

채 일본 수상 관저 옥상에서 발견된 예도 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침략

국인 러시아나 방어국인 우크라이나 모두 드론

을 정찰 및 공격/방어 등 여러 방면에서 요긴하

게 쓰고 있다.

드론의 특징은 ‘값싸게, 빨리, 쉽게’ 만들 수 있

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작은 비

행체인데다,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탐지되더라도 민간인 거

주지역 부근에서 함부로 요격하기도 어렵다. 부

수적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드론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주 요긴

한 무기가 되며, 방어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관련 분

야에서는 드론 못지않게 드론탐지와 대응수단도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질 것이 확실하다.

중요성 커진 적아식별 능력

드론 탐지 기술은 현재는 크게 두 가지로 분

류된다. 하나는 레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광

학적 탐지/추적이다. 레이다도 물리학적 관점에

서는 전자기파의 일종이지만, 드론 관련 기술로

는 레이다와 (전자광학) 망원경으로 분류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장거리 탐지는 레이다

가 맡고 이후 어느 정도 거리로 들어오면 전자

광학장비가 맡는 것이다. 드론 전용 탐지 수단으

로 이 둘을 결합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사

례와 기능 개선 제품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탐지 이후는 탐지된 드론이 과연 아군인지 적

인지를 구분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드

론의 형상과 소리로 적아를 식별해내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형 기술 제품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상용 드론이 순식간에 무기로 개조될 수 있

는 시대인 만큼 적아식별장비가 중요해졌다. 

반대로 아군 드론이 적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호 해킹 등에 확실히 대비할 수 있는 

방호 및 보안 기술도 꾸준히 개발돼야 한다. 수

단(measure)과 대응수단(countermeasure)의 

싸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굳이 국가 간 

전쟁이나 특정 목적을 지향하는 테러 집단이 아

니더라도, 단순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

는 해커 수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시대가 됐음

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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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의 안티드론 기술

탐지 이후에는 제압을 위한 대응 수단도 필요

하다. 사람이 탄 적기라면 경고 신호 등을 통해 

그만 물러나라는 교신이라도 할 수 있지만 드론

은 그게 안 된다. 날리지 말라고 한 지역에 뭘 날

리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없다. 분명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드론을 비행시켰거

나,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의도치 않게 불법적

으로 비행하는 경우다.

어느 경우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

해서는 일단 탐지된 무인 드론을 일 초라도 빨리 

제압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의도치 않은 불법에 

대한) 가벼운 경고 내지 (분명 의도한 비행에 대

한) 무거운 처벌은 그다음 순서다.

오늘날 고정익형, 멀티콥터형, 기구형 등 드

론 종류 못지않게 그 대응(제압) 수단도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거나 연구되고 있다. 전자

기파를 이용한 신호 방해, 레이저나 탄을 이용한 

직접 파괴, 그물이나 새를 이용한 물리적 포획 

등 ‘안티 드론(Anti-drone)’ 기술도 나날이 새로

워지고 있다.

최근 카이스트(KAIST)는 협대역 전자기파 신

호를 목표 드론에 주입해 무력화하는 신기술을 

발표했다. 드론에 사용되는 제어 보드의 전자파 

민감도를 분석한 후, 목표 드론의 제어 보드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해 신호를 원격 주입함으로

써 아군과 적군의 드론이 뒤얽힌 상황에서도 적

군의 것만 특정해 제압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적군 드론이 가진 장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및 분석해야 한다는 전제 조

건이 있긴 하나, 이런 종류의 기술은 더 발전시

킨다면 궁극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 위에서도 적

군 드론을 안전지역으로 유도한 후 포획하거나 

추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출력 레이저나 재래식 탄환으로 드론을 직

접 타격하는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스라

엘의 한 스타트업의 경우, 기존 보병용 소총에 

지능형 디지털 조준경을 장착해 날아다니는 드

론도 일반 보병 수준에서 손쉽게 맞출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형 환경을 생각

한다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유탄이나 파편 피

해 우려는 여전히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고출력 레이저는 레이저 에너지 출력을 

올리고 이를 정확한 타격 지점에 밀집시킨 후 상

대 드론이 고출력 에너지에 무력화되는 순간까

지 조준을 정밀하게 유지하는 등 여러 첨단기술

이 집약된 대응책이다. 고출력 레이저 역시 드론 

특유의 저고도 침투를 고려하면 인구 밀집 지역

에서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단점이 지적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일 레이저가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목표 지점 하나로 에너지를 모으는 대안 기술도 

등장하고 있으니 안티드론의 주요 기술 중 하나

로 손꼽을 만하다. 이 외에도 아군 드론을 빨리 

출격시킨 후 그물을 던져 상대 드론을 무력화하

거나, 덩치가 있는 맹금류를 훈련시켜 드론을 잡

는 등의 기술도 계속 연구 중이다.

드론 자체가 비록 만들기 쉽다지만, 사실 드론

은 21세기 첨단기술과 산업이 낳은 전형적인 비

대칭전력 중 하나다. 은밀하고 조용하게 상대 진

영에 침투해 공중에서 수류탄이나 포탄을 투하할 

수 있어 당하는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한 무기

다. ‘이러한 21세기형 무기를 새로 잡는다고?’ 이

렇게 비웃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있지만, 비대

칭을 비대칭으로 대응하는 것도 매우 유효한 전

략이며 대응책임은 분명하다. 첨단기술을 꼭 첨

단기술로만 대응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새도 좋고 레이저도 좋다. 그 효과가 어느 정

도 기대된다면 굳이 기존의 복잡한 무기체계 개

발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매사냥 전문가든, 

레이저 개발자든 필요한 분야에서 필요한 정도

의 결과만 내놓으면 된다. 마침 방위사업청도 무

기체계 도입기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 최근 신속

시범사업을 통합공모하기도 했다.

다양한 기술개발 독려 필요

10여 년 전, 필자가 영화 ‘최종병기 활’을 보면

서 ‘화살을 곡선으로 날린다고? 말도 안 돼’라고 

속단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 동영상을 

보니 장애물을 피해서 화살을 곡선으로 쏘는 기

법이 실제로 있었다. 필자의 선입견이 어설픈 비

웃음을 지레 만들어낸 것이다.

누구나 드론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당하는 

쪽에서는 이게 골치 아픈 비대칭 전력이 된 시대

이니만큼, 그게 말이 되는 대응수단이냐고 미리 

속단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대응기술을 공개 

시범의 장에 내놓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Monitor EMI
Scanner

Target
Board

Spectrum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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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개요

  전시장 가는 길

명칭 2023 드론쇼 코리아 (Drone Show Korea 2023)

기간 2023년 2월 23일(목) ~ 2월 25일(토) / 3일간

장소 벡스코 제 1전시장 / 컨벤션홀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부산광역시

주관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지하철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하차(①번 출구) → 벡스코(도보 50m)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 하차(⑨번 출구) → 벡스코(도보 100m)

동해선 [벡스코역] 하차(①번 출구) → 벡스코(도보 280m)

자동차

서울방면 : 경부 고속도로 → 부산 톨게이트 → 수영강변로(석대분기점
우측차로 이동) 원동IC → 해운대 방면 → 올림픽교차로 → 벡스코

마산방면: 남해 고속도로 → 서부산 톨게이트 → 동서고가도로 →
황령터널 → 광안대로 → 벡스코

열차

택시(소요시간 : 30분)

연계버스 : 1001(소요시간 : 30분)

지하철 1호선 → [서면역] 2호선 환승 → [센텀시티역] 하차 (①번 출구) (소요시간: 45분)

※ 부산역 출발 시

비행기

택시(소요시간 : 45분)

공항리무진버스(2번) : 벡스코에서 하차(배차간격 : 20분)

일반버스 307번 타고 벡스코에서 하차(배차간격 : 18분)

지하철 부산김해선 [공항역] → [사상역] 2호선 환승 → [센텀시티역] 하차 (①번 출구) (소요시간 : 55분)

※ 김해국제공항 출발 시

NEWS 2023 Show Guide

  컨퍼런스 프로그램

Day 1 | Program
구분 시간 내용

오전

08:30
~

10:00
출입증 발급 및 현장등록/Conference Registration

10:00
~

11:45

[기조연설: 드론과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과제]
좌장 :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신상준 교수

Mark Moore, CEO, Whisper Aero/Electric Aviation’s Current Challenges and Forthcoming Success

Soon-Jo Chung, Bren Chair Professor, Control and Dynamical Systems, Caltech
(Safety and Stability of Drones and UAVs Using AI and Machine Learning)

오후

11:45
~

13:30
점심 / Lunch Break

13:30
~

15:15

개막식

[통합세션#1 - K-드론의 글로벌 무대]
좌장 :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최기영 교수/교학부총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박형돈 차장
/효과적인 K-드론 해외진출전략의 수립

Mr. Hendrik Boedecker, CFO & Co-Founder, Drone Industry Insights
/The Commercial Drone Industry

Mr. Malik Fida A Khan, Executive Director, CEGIS
/UAV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in Bangladesh

Bahati Joel Sanga, Acting Director/CIO,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Use of Drones and Mobile Devices for Remote Management of 
Development Projects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15:15
~

15:45
네트워킹 브레이크 / Networking Break

15:45
~

17:00

[통합세션#2 – Young Pioneers]
좌장 :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미래항공연구본부장

니어스랩 최재혁 대표이사/안전에서 안보까지 드론으로 세계를 연결한다

메이사 최석원 창업자/드론으로 건설현장을 혁신하다

호정솔루션 이문석 대표이사/최신드론기술을 활용한 세계시장 도전기

유비파이 임현 대표이사/드론 라이트쇼로 혁신하는 엔터테인먼트

17:00
~

17:10
한국드론학회 발대식

컨벤션홀 205호 Drone Night(네트워킹 리셉션)

※ 상기 프로그램은 개별공지 없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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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드론축구 e스포츠

· 일시 : 2.23(목)/24(금) - 10~12시/13~16시(상시 체험)

 2.25(토) - 10~12시/13~15시(상시 체험)

·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1, 2홀 내부 드론체험 및 이벤트존

드론 라이트쇼

· 일시 : 2.23(목) - 19시~19시 10분

· 장소 : 벡스코 야외광장(국기게양대 인근)

드론 군집비행 코딩 교육

· 기간 : 2023년 2월 23일~25일

· 내용 :  1)  S/W - 스크래치(블럭코딩)을 활용한 군집비행 코딩

 2)  H/W - 군집 드론 세팅 및 군집 비행 시연

팝드론 배틀

· 일시 : 2.23(목)/24(금) - 10시~17시(상시 체험)

 2.25(토) - 10시~15시(현장 신청)

·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1, 2홀 내부 드론체험 및 이벤트존

Feb 23~25, 2023 | BEXCO, BUSAN

Day 2 | Track 1 | Program
구분 시간 내용

오전

08:30
~

10:00
출입증 발급 및 현장등록 / Conference Registration

10:00
~

11:45

[세션#1 – 드론과 전쟁]/좌장 : (前) 육군 방종관 기획관리참모부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 강왕구 단장/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활용

경찰대학교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 이병석 교수
/세계 테러 동향 분석 및 드론테러의 대응

Paul Anthony Burton, Managing Director, Asia-Pacific, Aviation Week Network
/UAS Technologies and Market Trends

방위사업청 조용진 기술정책과장/한국군 무인기용 항공엔진 개발계획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하영석 책임연구원/국방 핵심기술 설명 및 연구동향

오후

11:45
~

13:15
점심 / Lunch Break

13:15
~

15:00

세션#2 – 미래 공간정보기술/좌장 :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이임평 교수

국토교통부 오성익 공간정보진흥과장/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Akiko Yamakawa, Technical Sales, amuse oneself Inc.
/Introduction of Hybrid Drones and Green Lasers

Niels Delore, Managing Director of Asia Pacific, FLYABILITY
/Indoor Inspection Drones and Lidar

MBC 방송IT센터 신홍기 차장/드론을 위한 RTK 기술동향과 UAM 하늘길 발굴

클로버스튜디오 최태인 대표이사/CLOUD 기반 UAM 자율주행 3D 지상관제플랫폼

15:00
~

15:30
네트워킹 브레이크 / Networking Break

15:30
~

17:15

[세션#3 – 드론의 활용]/좌장 :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드론시큐리티연구원 원장

이노팸 박찬혁 부사장/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활용(공공기관 중심)

아쎄따 김형준 대표이사/국내 농업용 드론 시장과 활성화 방안

파블로항공 임승한 최고기술경영자/드론을 통한 하늘과 바다의 만남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권희춘 협회장/박사
/국제 공동 불법작물(마약성 양귀비) 드론 수색 시스템

17:15
~

17:45

[방위사업청 특별사업설명회]
방위사업청 박애서 드론사업팀장/드론 및 안티드론 사업설명회

Day 2 | Track 2 | Program
구분 시간 내용

오전

08:30
~

10:00
출입증 발급 및 현장등록/Conference Registration

10:00
~

11:45

[세션#1 – 차세대 동력원]
좌장 :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장목 교수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 박준우 책임연구원
/리튬-황 전지 개발동향 및 이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동조 상무
/항공 모빌리티용 수소전기추진 시스템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 김동석 선임연구원
/질화물 베타전지 기술, R&D 동향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에너지공학과 인수일 교수
/지속가능한 전원 : 차세대 원자력 전지 R&D

오후

11:45
~

13:15
점심 / Lunch Break

13:15
~

15:00

[세션#2 – 심해에서 우주까지]
좌장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 강왕구 단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로봇실증센터 장인성 센터장
/대수심용 수중건설로봇 실용화 현황 및 향후 계획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손남선 책임연구원
/다중 무인선 군집 자율운항 기술

한국기계연구원 스마트산업기계연구실 김지철 선임연구원
/육상-공중 복합 자율협력 무인이동체 기술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이관중 교수/화성탐사 무인기 개발 동향

15:00
~

15:30
네트워킹 브레이크 / Networking Break

15:30
~

17:15

[세션#3 – 미래모빌리티 생태계]
/좌장 : 울산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손흥선 교수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김동현 과장/부산 UAM 산업생태계 조성 및 육성 추진전략

한국공항공사 IAM 사업단 정민철 단장/UAM 그라운드 인프라스트럭처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김재우 부장/UAM 운항과 교통관리

카카오모빌리티 김민선 UAM서비스팀장/이사
/지상과 상공을 잇는 UAM Platform의 역할과 비전

※ 상기 프로그램은 개별공지 없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프로그램은 개별공지 없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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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대한민국 육군

A02 대한민국 해군

A03 대한민국 공군

A04 Aviation Week Network

A05 월간항공

A06 에이빙뉴스

A07 스타버스트 코리아

A08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A09 ㈜메타파스

A10 엔플러스솔루션스㈜

A11 주식회사 지구를구하는인간

A12 ㈜에코아이

B01 LIG 넥스원

B02 디브레인

B03 ㈜두시텍

B04 성우엔지니어링

B05 주식회사 아쎄따

B06 태경전자 주식회사

B07 영풍전자㈜

B08 에스아이오티㈜

B09 국방과학연구소

B10 하이리움 산업주식회사(강원TP)

B11 이노팸

B12 ㈜효원파워텍

B13 ㈜에어로디제이컨설팅

B14 ㈜에어센스

B15 디에이치코퍼레이션

B16 ㈜지에스엔시스템즈

B17 플라나

B18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C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C02 ㈜풍산

C0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C04 한국기계연구원

C05 헬셀

C06 영인모빌리티㈜

C07 제이씨현시스템㈜

C08 에어로솔루션즈

C09 케이프로시스템

C10 ㈜유맥에어

C11
에스케이텔레콤㈜

㈜에어로리서치

D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02 억세스위

D03 한국전기연구원

D04 ㈜쿼터니언

D05 ㈜해양드론기술

D06 ㈜하이텍알씨디코리아

D07 ㈜시에라베이스

부스 참가업체 부스 참가업체 부스 참가업체 부스 참가업체

D08 지오소나㈜

D09 로보스텍

D10 ㈜씨랩

D11 주식회사 스마티

D12 ㈜케바드론

D13 주식회사 월드드론

D14 주식회사 볼시스

D15 ㈜니나노컴퍼니

D16 스타맨

D17 지에이치테크㈜

D18 태선

D19 ㈜프리뉴

D20 ㈜대한항공

E01 ㈜네스앤텍

E02 ㈜휴인스

E03
㈜문화방송

씨너렉스

E04 스카이루먼㈜

E05 아이지아이에스

E06 ㈜아고스

E07 ㈜제이마플

E08 ㈜에이엠시스템

E09 Shenzhen Vigorpower Battery

E10 ㈜제이엔텍

E11 썸띵바이피플

E12 ㈜MDS테크

E13 비전플러스㈜

E14 스트라타시스

E15 ㈜켐토피아

F01 Liberaware Co., LTD

F02 인투스카이

F03 ㈜이즈소프트

F04 ㈜브레인즈랩

F05 주식회사 헥사펙토리

F06 진항공시스템

F07 주식회사 천풍

F08 주식회사 보성

F09 넥스트비전㈜

F10 ㈜고려기연

F11 ㈜더피치

F12 ㈜요요인터렉티브

Dass 기반 글로벌오션시티 구축관(F13)

F13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케이텍

㈜에보션

주식회사 한국융합기술개발원

㈜코아이

주식회사 아벡스테크닉

F14

엘지유플러스

지에스건설㈜

카카오모빌리티

주식회사 파블로항공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공동관(G01-G02)

G01 ㈜한컴인스페이스

G02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아르고스다인

㈜무지개연구소

㈜엑센스

육해공 무인이동체혁신인재양성사업

과기정통부 원천기술 R&D관(G03)

G03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G04 클로버스튜디오

G05 피피솔

G06 ㈜드로미

G07 4S MAPPER

G08 제이솔루션

G09 우림텍

G10 세이프가드AI

G11 주식회사 삼정솔루션

G12 주식회사 에이엠피

G13 씨-크래프트

G14 SHENZHEN GREPOW BATTERY CO., LTD

G15 ㈜ 엠지아이티

G16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드론 인프라•활용관(H01-H12)

H01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H02 제주특별자치도

H03 영월군청

H04 울주군청

H05 김천시청

H06 써드아이로보틱스

H07 토탈측기솔루션

H08 ㈜보헤미안오에스

H09 ㈜스페이스워

H10 주식회사 메이사

H11 사단법인 대한드론축구협회

H12 ㈜나르마

공간정보 융합얼라이언스 공동관(H13-H22)

H13
국토지리정보원

(재)공간정보품질관리원

H14 새한측기㈜ / AMUSE ONSELF

H15 주식회사 공간정보

H16 유오케이

H17 올포랜드

H18 삼아항업㈜

H19 ㈜지오스토리

H20 ㈜이지스

H21 위프코㈜

H22 주식회사 신한항업

H23 ㈜웨이브쓰리디

H24 지오시스템

H25 씨엘파트너㈜

I01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I02 ㈜피앤유드론

I03 고흥군

I04 주식회사 유비파이

I05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I06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주식회사 만물공작소

㈜엔젤럭스

주식회사 드론월드

I07 주식회사 아이팝(강원 TP)

I08 엘코퍼레이션

I09 ㈜코코드론

I10 경운대학교

I11 부산대 BK21 드론 신산업 혁신인재 교육연구단

I12 ㈜드론고

I13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I14 ㈜에스엠에비앙

I15 드론디비전

I16 드론핏

I17 ㈜네온테크

I18 해운대구 일자리센터

I19 부산시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I20 티마텍 주식회사

I21 ㈜다온아이앤씨

I22

유콘시스템㈜

호정솔루션

퍼스텍㈜

부대행사 및 이벤트(J01-J04)

J01 기술발표장

J02 드론 군집비행 코딩교육

J03 드론축구 e스포츠

J04 팝드론 배틀(팝코즈)

J05 시연장

J06 카페 라운지

J07 비즈니스/컨설팅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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