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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1. 개요
가. 일반적 정의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무선 전파를 이용해 지상 또는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무선 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 또는 조종이
가능한 비행체로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추진체
▪ 과거의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지상의 조종센터에서 제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드론에 탑재된 센서와 인공지능 등으로 자율적으로 판단, 스스로 외부환경을 인식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진보

 드론은 과거 군사용 목적의 무인항공기를 표적 드론(target drone)이라고 명명하던 것에서
유래하며, 최근에는 보다 넓은 범위로 개념이 확장
▪ 드론은 크게 무인항공기를 뜻하나, 무인기, 드론, RPV, UAV 등이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며 다양한
표현과 세부 의미가 혼용
▪ 제1차 세계대선 당시 레이더 및 미사일 포격, 정찰 등 군사용 목적에서 드론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드론 ‘스카우트(scout)’를 통해 미사일 발사를
유도, 레이더 및 미사일 기지 위치를 파악하는 등 군사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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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의 다양한 정의 ]
구분

정의

ㆍ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하거나 무선전파 유도 등 사전 프로그램
무인기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작용 형식으로 자율주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형태 비행체
ㆍ인공지능 탑재를 통해 자체 환경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와 지상 통제장비, 지원장비 등
전체 시스템을 통칭

Drone

RPV

ㆍ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
ㆍRemote Piloted Vehicle
ㆍ지상에서 무선통신 원격조종으로 비행하는 무인체
ㆍ실제 조종사(human pilot)가 탑승하지 않은 채 비행할 수 있는 기체(비행체)이다. 지상에서

UAV

원격조종하는 기기,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자율비행하는 기기,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환경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와 지상통제장비(GCS) 및
통신장비(데이터 링크) 지원장비 등의 전체 시스템을 통칭한다.

ㆍUnmaned Aircraft System
UAS

ㆍ무인기가 일정하게 정해진 공역뿐만 아니라 민간 공역에 진입함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항공기임을 강조(Vehicle → Aircraft)

RPAV

Robot
Aircraft

ㆍRemote Piloted Air/Aerial Vehicle
ㆍ2011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 쓰이기 시작

ㆍ지상의 로봇 시스템과 같은 개념에서 비행하는 로봇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자료: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http://kodipa.org) 활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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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군사정찰임무, 산업시설점검·정비, 재난재해 구호, 상업분야 활용, 취미목적 등 광범위한
목적에서 활용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다목적 임무 수행
▪ 인간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범위에 대한 다양한 임무 수행으로 군사·산업·개인 등 활용목적에 따라
발전 가능성과 적용 범위가 확대 가능

 (타 산업 융·복합 및 파급효과) 인공지능, 통신, 빅데이터, 소재, 건설, 물류/유통, 제조업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드론 산업은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융·복합 미래 선도산업
- (후방산업) AI, MEMS, VR, AR, 3D 프린팅, 연료전지, 5G 통신, 탄소섬유 등
- (전방산업) 자율자동차, 극지인터넷 공급, 물류/택배, 건설, 보안 등
▪ 향후에는 조종사가 필요 없이 스스로 이착륙, 모니터링, 배달, 드라이브 등이 가능한 무인기 개발이
가능함으로 군사부문에 더불어 취미용·상용·공공용 등 민수시장 내에서도 응용 분야가 확대 전망
- 현 시장규모는 작으나 IoT·빅데이터·무인모빌리티와 연계한 신시장 창출을 선도하며 산업분야의
활용과 임무수행 등에 적용되며 지속적 성장 예상
- 군수용 드론(중대형 위주)과 민수용 드론(소형 및 초소형 위주) 혁신의 시너지 효과 확대 전망
▪ IT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IT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에 유리하고 IT 산업 파급효과가 높음
- 핵심역량 기반 자율 무인수송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실시간 유연서비스, 원격 응급서비스 등
미래사회 혁신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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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축 범위
(1) 가치사슬
 드론분야의 가치사슬은 후방산업에서 부품 및 SW 공급업과 전방산업의 드론 임대·활용
부분을 포함하여 드론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구성
▪ (후방산업) 드론 제작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 부품, 재공품, 부분품을 중간재로 공급하는 제조업 全
분야
▪ (전방산업) 드론을 활용하는 공공·행정·국방 분야는 물론 최근 부상하는 민수용의 산업부문,
개인·취미용 드론을 임대하는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드론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부문
▪ (드론산업) 부품 및 SW를 활용해 드론을 제작하는 기체 제조업과 드론과 관련된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드론 관련 보안서비스 중심
[ 드론산업 가치사슬 ]
후방산업

드론산업

전방산업

드론 부품 및 부분품 제조업
드론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드론 기체 제조업
드론 교육서비스업
드론 보안서비스

개인용 드론 임대 및 활용 서비스업
민간 산업분야
공공·행정·국방분야

* 본 기술로드맵에서는 드론산업의 기체 제조업 및 드론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루되, 이들이 특정한 분야에 활용되거나,
어떤 부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관된 전·후방산업을 함께 다룰 예정

 신규 벤더의 등장으로 시장경쟁이 유발되며 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발생
▪ 과거 군사 목적의 중·대형 무인기 위주의 시장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완성체 제조사 중심의
수직적 공급시장 형성
▪ 반면, 민수 분야로의 확대와 더불어 소형 드론시장이 성장하면서 센서, 카메라 벤더 등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관련 사업자가 기술-부품-완성체 제조를 모두 담당
▪ 특히, 마이크로칩, 센서 등 기술발전과 더불어 부품 가격 하락 등으로 기존의 항공기 제조업체가
아닌 타 분야 업체에서도 접근가능성이 증가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짐
- 과거 대형 무인기의 경우 부품, 완성체, SW, 하위시스템 등 모든 구성요소를 공급하기 어려워 세부
분야별로 공급자가 나뉘어졌던 것과 달리, 소형 드론의 경우 기체가 작고 하위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단순, 적은 부품이 필요해 관련 사업자가 고유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치사슬 전반을
관리
- DJI, Parrot, GoPro 등 민간분야의 소형 드론 선두기업은 물론 카메라 업체, 센서 벤더, 항법장치
기업 등이 각자의 경쟁우위 및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완성체 단위의 드론 제조

 국내 드론 시장은 부품(모터, 기체, 센서 등), 소프트웨어(항법 제어 등), 임무장비(카메라 등)
업체 등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점차 IT·SW 등의 영역으로 확대 중
▪ 범용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을 수입하며 소프트웨어는 국산·외산이 경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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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는 있으나 부품 전문 업체는 없으며 무인기 응용사업에 필수적인 3D
모델링, 영상분석 등의 획득정보처리 소프트웨어는 일부 업체가 있지만 초보적 수준
▪ 새로운 무인 항공기 시장을 개척하고 수요자의 요구도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기 활용 기반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소형드론이 시장에 등장하며 높은 관심도를 경험하던 시기(거품기) 이후 현재는 몇몇의
실패사례와 성공사례가 나타나는 시기(버블 제거기)로 판단
▪ 이후 5-10년 이내 시장 안정기에 진입할 전망(가트너, 2016)이며, 혁신기술이 시장에 수용되어
주류시장으로 안착하기 위해 Chasm 극복을 위한 기술·경험·규제·가격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
- Chasm : 신기술에 호의적인 소수 초기시장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실용적인 성향의 다수
수용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장 간극으로, 초기 제품과 안정적인 제품 사이의 소비시장 성장
정체기를 이름
[ 드론의 신기술 Hype Cycle과 혁신기술 수용주기(S-Curve) 비교 ]

* 출처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06),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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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 분류방법
 드론은 최초 공공/군사용 대형 무인기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 레저, 산업용, 개인용 등
민간분야로 확장되며 크기 역시 중/소형 무인기로 외연 확대 중
▪ 과거 대공포 훈련용, 정찰, 미사일 공격 등 군사 목적으로 고정익 항공기 형태의 무인기를 개발하던
것에서 시작되어 최근 유통, 시설 정비, 농업 등 산업용 목적과 취미 및 레저 등 민간 분야의
개인용 소형 드론으로 범위가 확장
- DHL, Amazon, Google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상업 목적 활용으로 드론 분야 시장 규모 확대 및
활용 범위, 가치 증대
▪ 고정익 항공기 형태에서 수직 이착륙 멀티콥터 등으로 형태 역시 다양화
▪ 차세대 드론은 다양한 IT 기술, 서비스, 콘텐츠를 활용해 제조·서비스 융합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 특히, 기상관리,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율제어, 센서,
AI 등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도구로 부각
[ 드론의 활용 범위 ]
구분
군사

정의
•정찰·감시, 미사일 폭격 등 대잠 공격 용도
•표적 드론(target drone), 감시 드론(surveilance drone), 다목적 드론(multi-roles drone) 등으로 구분

물류
운송

•Amazon, Google, DHL 등 글로벌 기업의 중·소형 드론 도입

농업

•살충제 및 비료 살포, 원격 농장관리, 정밀농업 등 농업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드론 활용

정보
통신

•인터넷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오지·극지 등에 대한 인터넷 보급에 활용

재해
관측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재해 현장, 탐사보도 등 안전상 한계점 극복

환경
교통

•기상관측, 태풍 관측 등 기상변화 및 환경오염 실시간 감시

•도서·산간지역 등 인편 배송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신속·정확한 화물운송 목적으로 드론 택배 서비스 추진 중

•드론을 활용한 무선 인터넷 중계(relay) 및 서비스 제공

•인간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시설 점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촬영 등

•고속도로 운행상황, 교통상황 점검 등 활용

자료: 융합연구정책센터(2017), 드론 시장 및 산업 동향, 융합 Weekly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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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드론은 크게 항공기의 형태, 기능, 목적, 운용 방식에 따라 그 세부종류가 다양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형태, 분야, 비행고도, 크기에 따라 분류하여 다룰 예정
▪ 비행 반경에 따른 분류
- 근거리 무인 항공기, 단거리 무인 항공기, 중거리 무인 항공기, 장거리 체공형 등
▪ 비행 고도별 분류
- 저고도 무인 항공기, 중고도 무인 항공기, 고고도 체공형 무인 항공기 등
▪ 크기에 따른 분류
- 초소형 무인 항공기, 소형 무인 항공기, 중소형 무인 항공기, 대형 무인 항공기 등
▪ 활용분야에 따른 분류
- 군사임무용 드론, 전투용 드론, 농업용 드론, 정찰용 드론, 재해관측용 드론, 교통용 드론, 물류용
드론, 촬영용 드론, 개인/취미용 드론 등
[ 드론의 다양한 형태와 범위 ]

* 출처 : 윤광준(2016), 국내·외 드론 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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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의 다양한 분류와 내용 ]
분류

명칭
무인항공기

무인항
공기
체계
분류

무인 지상 차량

무인 함정 / 잠수정

고정익 무인 항공기

회전익 무인 항공기

비행체
형태
분류

개요
•UAV / UAS / RPVS 등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는 데이터 링크 기반의 원격
조정 항공기 및 운용 시스템

•UGV 등 운전자가 직접 탑승하지 않는 데이터 링크 기반의 차량체

•UMV, UUV 등 항해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는 데이터 링크 기반의 함정 또는
잠수정
•일반적인 비행기 형태의 고정익 무인 항공기 시스템으로 정지 비행이 불가하여
저고도에서 표적 추적이 어렵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음

•헬리콥터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여 좁은 공간에서 운용이
가능하나, 연료 효율이 낮아 체공 시간이 짧음

틸트 로터형 무인
항공기

•로터 / 프로펠러 시스템이 가변형으로 이착륙시 수직 양력을 이용하고 비행 시에는

동축 반전형 무인
항공기

•테일 로터형 회전익의 단점인 반토크 현상을 상쇄시켜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동력

다중 로터형 무인
항공기

•3개 이상의 다중 로터를 탑재한 비행체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비행 시간과

Mini
UAVs
STUAVs
군수
용

TUAVs
MALE

분야/목
적별
분류

HALE
상업용

고정익 비행체 형태로 비행하는 시스템

효율이 높으나 고속 비행 진입 소요 시간이 김

비행 거리가 짧으나 조종이 용이하고 소형화가 가능
•중량 55파운드 이하의 소형 무인항공기로, 비용 효율성과 규제 완화 이점
•Small Tactical UAVs로 송유관 철도 시설관리 등 비가시권 비행이 필요한 영역을
비행 가능한 드론
•Tactical UAVs로 수 시간 또는 200km 이내 반경 비행이 필요한 목적에 사용되는
기체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 UAVs로 정찰, 국경가밋 등 24시간 가량의
비행이 필요한 목적 달성에 활용하는 드론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AVs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같은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초장기 비행이 가능한 기체
•Construntion,

Energy,

Agriculture,

Photography/Real Estate

Consumer

•개인용 드론의 총칭

Prosumer

•취미용 드론 중 고사양의 High-end 제품

취미용

10

Leisure

•개인의 레저활동용 드론으로 중/소형 드론 위주

Hobby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한 드론으로 소형 드론 위주

Communications,

Insurance,

드론

(3) 기술로드맵 전략분야의 범위
 드론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핵심요소들은 드론 부품 및 관련 운항 시스템을 포함하여
드론분야 발전을 위한 기술로드맵 작성을 위해 기체뿐만 아니라 운용, 보안, 교육·훈련까지
포함한 총체적 관점에서 기술 범위를 포함
▪ (탑재컴퓨터) 드론의 두뇌역할을 수행하는데, 항법센서, 모터/배터리 등을 통한 드론의 상태 확인,
인공위성 및 지상조종국 등으로부터의 통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주요 적용기술은
AI(자율기능), 소프트웨어, 경량 초고성능컴퓨터 기술
▪ (프로펠러/프레임) 드론의 비행을 수행하고, 드론의 뼈대를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
적용기술은 탄소섬유, 3D 프린팅, 최적화설계 기술
▪ (임무장비) 드론의 하늘로 띄우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싣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요
적용기술은 전자광학센서, 초분광센서, 적외선센서, LIDAR센서 기술
▪ (모터/배터리) 드론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핵심 기능이며, 주요 적용기술은 연료전지, 차세대전지,
BLDC모터 기술
▪ (항법센서) 인공위성으로부터 위치신호를 받아 현재의 위치 및 목표 위치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요 적용기술은 위성항법, MEMS,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
▪ (지상조종국/통신) 지상의 조종사가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치와 드론 간의 통신을 책임지는
부분으로, 지상조종국 적용기술은 AR/VR, 가상시뮬레이션, 인간공학 기술이며, 통신 적용기술은
5G, 네트워크, 디지털보안 기술
▪ (개인·취미용 드론) 영리목적 또는 공공분야 활용을 제외한 일반 개인소비자의 드론 활용으로서
영상촬영, 레저 등에 활용되는 소형 드론 위주
▪ (산업용 드론) 농업, 건설업, 에너지, 교통환경, 재난재해, 시설안전, 방송촬영, 물류운송 등
민수분야의 다양한 산업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한 중·대형의 드론으로서 다양한 카메라, 짐벌, 적재함,
살포제 등 임무수행장비를 탑재하는 중·소형 드론
▪ (군수용 드론) 군사목적의 정찰, 정보수집, 전투 등 전술·전략적 운용이 가능한 중·대형의 무인항공기
▪ (드론 보안) 외부에서의 드론 위협 및 방해로부터 드론을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
▪ (드론 교육·훈련) 드론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훈련 과정, 자격증 발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업
▪ (드론 임대) 개인소비자 및 민간 기업,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드론을 임대하거나 활용을 촉진하는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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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분야의 전략적 범위 ]
분류
탑재컴퓨터

프로펠러/프레임

세부기술
•AI(자율기능), 소프트웨어, 경량 초고성능컴퓨터 등

•탄소섬유, 3D 프린팅, 최적화설계 등

부품
임무장비*

모터/배터리*

항법센서*

•전자광학센서, 초분광센서, 적외선센서, LIDAR센서 등

•연료전지, 차세대전지, BLDC모터 등
•위성항법,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 등

SW
지상조종국/통신

드론
제조

드론
서비스

•5G, 네트워크, 디지털보안 등

개인·취미용
소형드론*

•개인용 1인 운송수단으로서 무인이동체

산업용
중소형드론*

•농업, 건설업, 에너지, 보험, 금융, 재난재해, 구조, 교통·환경, 산업안전, 시설점검,

•경주(racing), 촬영, 레저 등 개인 취미용 소형드론

물류운송 등

군수용
중대형드론

•무인전투기, 군사정찰, 정보수집 등

드론 보안*

•드론 신뢰성 테스트, 시험인증 평가, 보안 솔루션 등

드론 임대

•드론 임대업

드론 관련
교육·훈련*

•드론 자격증 교육 및 발급, 드론 전문가 인력 양성 등

*: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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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R, 가상시뮬레이션, 인간공학 등

드론

2. 시장 분석
가. 세계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1)
◎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로 시장 급속 성장
 (드론 시장 전반) 2016년 기준 약 51억 1,8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후 지속적 성장을
거듭해 2025년에는 약 220억 1,200만 달러 규모로 예상
▪ 현재 군수 분야의 드론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후 상업용 드론 시장의 폭발적
성장 전망
[ 드론 시장 규모  시장규모전망(좌) / 규모별 전망(우)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Teal group(2015)

▪ 드론이 역사적으로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어온 만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군수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래에도 일정 수준의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취미 목적의 개인용 드론은 소형 드론을 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민간 분야 드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민수 분야의 드론 시장이 부각되나, 상업용 드론의 경우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현재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규제 해소 등 여건의 뒷받침이 필요
▪ 향후 규제 완화 등으로 상업용 드론 시장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개인용 드론 시장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1) 드론 시장규모 예측을 위해 항공산업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Teal group corporation의
market report 기반으로 시장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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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임무수행 및 산업분야 활용 확대 추진) 차세대 혁신모델을 통해 산업분야 임무수행
상용화 추진 및 민수용 분야에서 시장 확대 도모
▪ (농업) 1차 산업인 농업에서 드론은 농작물 분석, 농약 살포, 생육 상황 점검, 농경지 경작 등에
활용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무인기를 이용하여 매년 약 1억 ha의 경지를 경작
- Yamaha는 무인헬기를 통해 농업용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GPS, IoT, AI 등의 기술 융합을
통해 드론 응용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모색 중
- 1회 비행으로 15분 동안 1헥타르의 농지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YMR-08을 출시하며 농업용
무인기 시장에서의 보이던 전통적인 강세를 유지
▪ (물류/운송) 운송용 무인기 분야에서는 배송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고,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테스트로 스마트 물류 추진 모색
- (Google) 핀란드에서 드론을 이용한 시범 배송을 성공하며 유럽에서 첫 드론 배송 서비스 시작하여
이미 호주에서 55,000건의 주문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였으며 최대 1.5kg 중량의 물품을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개량 진행 중으로 드론 제작업체인 ‘Titan Aerospace’를 인수하여 드론을
통한 무선인터넷 보급망 확장을 도모 중으로 태양 빛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태양광 드론(Solar
drone)을 사용하여 5G 인터넷 연결 프로젝트 ‘Skybender’ 추진
- (Jingdong) 2016년 시범 배송사업 이후 2017년 중반까지 30대를 운용하였으며, 향후 1t 이상
운송할 수 있는 무인기 개발계획으로 확장 중
- (Amazon) 무인기로 30분 이내에 배송하는 프라임에어 서비스를 시행 중
- (DHL) 자사 소형 무인기 파슬콥터를 통해 자율배송 시범사업을 진행
▪ (촬영) 기존의 영상촬영 분야에서 보다 확장되어 특수 목적 시장으로도 다변화 진행 중
- (DJI) 취미·촬영용 드론 세계 시장에서 보유한 약 70%의 점유율을 기반으로 감시·보안 등의 분야로
영역 확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CES 2019에서는 화면이 달린 전용 조종기를 공개하며 취미·촬영용
드론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
- 데이터 통신 없이 드론을 운용하는 ‘로컬 데이터 모드’, 비행중인 드론의 소유자 및 기체 정보를
확인하는 ‘에어로스코프’ 등 드론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모색

 (드론 보안관련 이슈 부각) 드론의 활용분야 및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보안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증가함과 동시에 드론 보안 공급업체 동반 증대
▪ 드론실드는 자사의 카운터 드론 제품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하여 영공위협보호기능을 공급

 (중국 드론시장의 폭발적 성장)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시장 상업용 드론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세계 최대의 무인기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시장 선도
▪ 중국의 다국적 드론업체들은 기존의 미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이 점유하던 군수분야 이외의
산업용/개인·취미용 드론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성장
▪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년’ 전략을 발표하면서 드론을 포함한 10대 중점 육성 영역을 발표
▪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를 추진하며 이른바 ‘드론 굴기’를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과거 군사 분야에서 정찰용 등으로 이용되던 드론을 민간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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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중국 드론 제조업체인 DJI는 3년 만에 매출이 300만 위안에서 10억 위안까지
증가하였고, 중국 대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에서 드론의 활용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

◎ 용도별 드론 시장
 (군수용 드론2) 시장규모, 제조) Teal group의 market report에 따르면 군수용 드론 시장은
2015년 약 25.3억 달러이며 이후 2024년까지 약 115.9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 전망
[ 군수용 드론 시장 규모  시장규모전망(좌) / 규모별 전망(우)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Teal group(2015)

▪ 2015년 군용 드론 시장은 중고도 무인항공기(MALE UAV)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고고도 무인항공기(HALE UAV) 및 무인전투기(UCAV) 비중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무인 전투기의 경우 2015년에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4년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군사 목적 드론의 궁극적 목표로 볼 수 있음
▪ 중고도 무인항공기는 2015년 기준으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두
번째로 큰 비중 차지

[ 규모별 군수용 드론 시장 비중  2015년(좌) / 2024년(우) ]
(단위: %)

자료: Teal group(2015)

2) 정찰·감시·전투 등 군사용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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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드론3) 시장규모, 제조) 2016년 기준 약 3억 달러의 매우 작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나 폭발적인 성장세로 2025년에는 약 65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판매 대수로는 2016년 약 7만대에서 2025년에는 약 77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운용규모
측면에서 역시 크게 성장
▪ 상업·산업분야의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로 시장이 비활성화 되어왔으나, 이후 상업 드론의 활성화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상업용 드론 시장 규모  시장 및 판매량 전망(좌) / 규모별 전망(우) ]
(단위: 백만 달러, 개)

자료: Teal group(2016), World Civil Unmanned Aerial Systems  Market Profile & Forecast 2016

▪ 현재 농업분야에서의 활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건설, 통신, 보험 분야에서의
활용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16년 주요 활용분야 : 농업(45%), 촬영 및 부동산(20%), 건설(17%), 에너지(14%)
- 2024년 주요 예상 활용분야: 건설(25%), 통신(23%), 농업(21%), 에너지(14%)
[ 분야별 상업용 드론 시장 비중  2016년(좌) / 2025년(우) ]
(단위: %)

자료: Teal group(2016), World Civil Unmanned Aerial Systems  Market Profile & Forecast 2016

3) 건설, 에너지, 농업 등 산업분야에 활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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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 드론4) 시장규모, 제조) 개인용 드론은 2016년 약 22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에는
약 39억 달러 규모의 시장 형성 예상
▪ 개인용 드론은 비군사적·비상업적 목적의 드론 중에서도 대량생산, 보급형 시장(low-end)의 특징을
갖는 개인/취미용 무인항공기(comsumer/hobbyist UAV)로 정의
▪ 개인용 드론 시장 역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나, 낮은 시장단가와 보급형 제품의 한계로 군사용 및
상업용에 비해 적은 규모 형성
- Consumer/Hobbysist UAV의 평균 단가는 1(억달러)가 적용되었으며, 용도별로 달리 구분될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규모가 미비해 단일 시장으로 조사

 (드론 활용 시장)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은 관련 서비스 제공, 정보획득 및 가공
등 부가가치가 높아 제작시장 대비 큰 규모로 성장 예상
▪ 영상, 농림어업, 건설분야 중심으로 초기 시장 형성되고 있으며, 이후 통신, 에너지, 보험, 수송
등으로 다변화 전망
[ 드론활용 시장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CAGR

시장규모(운영)

2,800

5,000

8,000

13,000

21,000

27,000

59.8

자료: 국토부(2017),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4) 비군사적·비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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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시장 핵심플레이어 동향
 (미국, Google) ICT 기술 기반에 드론 제조업체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드론 시장에 진입
▪ 태양광 작동 드론 Start-up ‘Titan Aerospace’를 인수했으며, 날개에 탑재된 태양광 패널로
충전하는 드론 ‘Solar 50’을 개발
- ‘Titan Aerospace’는 Facebook 역시 인수를 시도했던 바 있으며, 인수가 무산된 뒤 영국 드론업체
Ascenta를 인수
- Solar 50은 Boeing 767보다 큰 대형 무인기로서 20km 상공에 최대 5년까지 체공이 가능한
고고도 장기체공 드론
▪ Google은 차세대 미래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Google X’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것의 일환으로
‘Project Loon’을 추진하는 등 드론의 상업적·산업적 이용에 박차
- Project Loon 프로젝트는 항공에 이동체를 띄워 인터넷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전파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유선을 매립하는 기존 기술에 비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업에서 주목
[ Google의 드론 활용  Solar 50(좌) / Project Loon(우) ]

자료; techbakbak.com(좌) / hardwarezone.com/my(우)

 (미국, Amazon) 전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Amazon은 드론을 통해 자사의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 계획
▪ 드론을 활용해 미국 전역에 신속·정확하게 배송하기 위한 ‘Amazon prime air’ 추진 계획을 2013년
발표하고 이후 드론 비행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캐나다에서 시험비행을 진행, 드론
배송기술 관련 특허를 점유하는 등 적극적 추진
▪ 2019년 6월 아마존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리마스 콘퍼런스에서 신형 배송용 드론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해 소포를 배달하겠다는 계획을 공표
▪ 아마존의 배송 드론은 30㎞ 이내에 있는 고객에게 5파운드(2.3㎏) 이하의 소포를 배달할 수 있으며
최대 15마일(24㎞)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착륙 때는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을 이용해 사람, 전선,
심지어 마당에 있는 작은 동물이나 빨랫줄까지 감지하고 회피
▪ 다만, Amazon prime air 구현의 가장 큰 걸림돌은 美 규제당국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적, 법적
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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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의 드론 활용 ]

자료; amazon.com(좌) / techmalak.com(우)

 (미국, Facebook) Google과 유사한 목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확대 등 상업적 목적에 드론
활용 계획
▪ 자사의 ICT 기술과 영국 드론 기업 ‘Ascenta’인수를 통해 확보한 드론 제조기술을 결합해
‘Internet.org’ 프로젝트를 추진
▪ ‘Ascenta’ 인수 후 미 항공우주국(NASA) 출신 직원들을 채용해 ‘Connectivity Lab’을 구성하는 등
인력투자에 적극적
- ‘Internet.org’ : Google의 ‘Project Loon’과 유사한 프로젝트로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거나 유선
투자가 난이한 지역에 드론 등 비행체를 통해 전파를 공급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확산
▪ 탄소섬유를 활용한 경량화와 태양광 패널 전력공급방식을 채택한 드론 ‘Aquila(아퀼라)’를 개발,
시험비행 성공
▪ 날개너비가 보잉737과 같으면서도 기체 무게가 가벼워 체공에 유리하며 태양광 패널을 통해 20km
상공에 약 3개월 간 체공 가능
[ Facebook의 드론 활용  Aquila(좌) / Internet.org(우) ]

자료; etinow.me(좌) / msnbc.com(가운데) / alphr.com(우)

 (중국, DJI)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민간 분야 취미·레저용 드론 시장에서 최대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선두업체
▪ 창업자 Frank Wang이 2006년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시절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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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성장 전망이 높은 상업용·취미용 드론을 보급하고 민간 분야 드론 시장의 성장을 촉발
▪ 취미용 드론 시장의 60~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급형 제품인 ‘Phantom series’와 고급형
제품인 ‘Inspire’가 주력
- Phantom series: DJI 성장의 분기점이 된 모델로서,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장착하면서도 보급화 된
수준의 가격을 통해 항공촬영을 원하는 소비자를 적극 공략
- Inspire: 360도 촬영이 4k 화질로 가능하며, 비행과 카메라를 원격 컨트롤러로 제어하는 등 고급
촬영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High-end 제품으로 접근
▪ 임무장비, 무인기 본체 등의 장치 기술 외에도 충돌감지 회피, 위치 파악 등 비행제어/관제기술,
무인기 활용 서비스 기술을 비롯한 드론 전반에 다양한 기술개발과 특허를 출원 중
▪ 2019년에는 물체 식별 및 운동 분석 등 인공지능 임무의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적용한 '매니폴드2'를 출시
- 전기탑, 태양광발전패널 등 인프라에 대한 지능적 순검이 가능하며 농작물의 상태 식별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차량 동선 예측

 (프랑스, Parrot/SenseFly) 항공촬영 기능이 강점인 유럽의 대표적 드론 기업으로서 스위스
Start-up ‘SenseFly’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 시장 확대
▪ Parrot은 본래 무선통신, 블루투스 기술에 기반 한 자동차 Hands-free 기기를 개발하던 기업으로서,
무선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시장에 진입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개인용 IT 기기와 연동하는 한편 비행 중 사진, 녹화 등 기능을 통해 개인
소비자를 공략하고 취미용 드론을 보급하며 성장
▪ 스위스 Start-up ‘SenseFly’와의 제휴를 통해 ‘eXom’, ‘eBee’ 등 전문가용 드론을 출시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보와 표적 확대를 노리는 전략적 행보

 (미국, 3DRobotics) 2009년 Chris Anderson이 창업한 미국의 드론기업으로서 DIY(Do It
Yourself) 방식의 드론을 제안해 일반 소비자에게 접근하며 성장
▪ 드론 커뮤니티 ‘DIY 드론 닷컴’을 운영해 요소부품, 제작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판매하는 등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노력
▪ 보편적이고 대중적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적 기업으로 민간 분야 드론 시장에서 Top 3
기업으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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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시장 분석
(1) 국내시장 동향 및 전망
 (국내 시장 전반) 국내 드론 분야는 태동기로서 글로벌 시장에 비해 규모가 매우 적거나,
활용분야가 제한적
▪ 국내 시장은 최근 민간 분야에서의 상업·취미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군사 분야에서의
수요에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

 국내 상업용 드론은 콘텐츠 제작, 농업, 일부 대여업에서만 허용되고 있었으나 최근 측량
탐사, 건설 등으로 다양화·세분화되는 추세
▪ 국내 드론 서비스 분야는 영상촬영과 같은 콘텐츠 분야와 비료, 농약 살포와 같은 농업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
▪ 무인 항공기는 IT분야와 접목되어 다양하게 개발·활용 중이며 새로운 3D(Difficult, Deploy,
Diversity) 임무 수행으로 진화
[ 드론 시장 이슈 요약 ]
대분류

드론
가치사슬

군수용
드론

민수·공공
드론

소분류

현시장규모

시장전망

주요이슈

기체 완제품

B

C

•규모의 경제 및 생산원가 절감

드론 부품·SW

B

B

•드론 관련 전장부품 및 SW 적용 범위 확대

유통·대여·활용

B

A

•조종, 임무수행, 적용 분야 증대

드론 교육

C

C

•드론 관련 교육의 규모 한계

소형 전술드론

B

C

중대형 전략임무

B

B

무인 전투기

C

A

농업용 드론

B

B

물류/운송용 드론

A

A

촬영용 드론

B

A

취미/레저용 드론

B

C

•상업, 산업 분야 드론에 비해 작은 시장규모 한계

재난재해/치안

B

A

•3D 임무 등 인간 수행 어려운 분야의 드론 활용 및

산업시설 점검

C

A

•궁극적으로

중/대형

무인전투기

중심

개발

및

다목적 임무수행 목표

•농업분야 드론 활용 유지 및 소폭 확대
•운수/물류분야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드론활용 및
비즈니스 모델 확산
•촬영용 드론의 다목적·특수임무 수행 등 다변화
모색

위험 선제 대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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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드론 산업 SWOT 분석 ]

내
부

긍정적

부정적

< 강점(Strengths) >

< 약점(Weakness) >

•공공수요 창출 등 정책 의지

•기업 경쟁력 미흡

•군용무인기 제작 및 사업화 경험

•업체 영세, 세계적 선도기업·제품 부재

•지속적 기술·인프라 투자

•센서, S/W 등 전문 부품업체 부족

•미국 대비 85% 수준의 기술력 보유

•민수 드론시장 후발주자

•글로벌 수준의 IT 경쟁력

•종합계획 부재·인프라 부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BM 연계 부족

< 기회(Opportunities) >

외
부

< 위협(Threats) >

•세계 사업용 시장 성장 추세( ’16, 65억불 → ’26,
820.6억불)

•중국(가격)과 선진국(기술력) 약진
•경쟁국의 적극 투자 및 지원

•제작보다 큰 운영·서비스 시장

•기술표준 등 선진국의 주도

•미래비행체(PAV) 등 첨단 수요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 위축

자료: 관계부처합동(2017),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국내 시장 규모)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704억원으로 추정되며, 드론 제조
부문에서 약 231억원(32.8%), 활용 부문에서 약 473억원(67.2%)으로 구성
▪ (제조 부문) 아직 군수요 드론 분야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수용 드론 시장은
운용성·적합성 부족, 규제 등으로 인해 잠재력을 보유한 정도에 그침
▪ (활용 부문) 저가·소형 드론 보급으로 신고대수, 활용 사업체, 자격 취득 등 드론 활용 부문의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나 주로 소규모 운영에 그침
[ 국내 전체 드론 제조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1,754

2,198

3,354

3,661

4,158

5,497

32.2

* 출처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06),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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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용드론 활용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CAGR

활용시장

1,707

2,986

5,791

8,223

12,142

20,435

68.3

* 출처 : 관계부처합동(2017),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2019년 8월 말 기준 등록된 국내 무인기 대수가 1만 대를 넘었으며, 드론 관련 수입액은
670억 원에 달함
▪ 미국에 등록된 드론 조종사 수만 약 16만 명에 달하며, 등록된 드론 수는 150만대를 넘는 것에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5)

 국내 드론 시장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20년까지 군사 부문 무인 항공기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산업 부문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
▪ 정부는 2017년 12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가
공통적으로 갖춰야할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 개발과 5대 용도별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드론 관련 기술경쟁력 세계 3위, 세계 시장점유율 10%, 수출액 160억 달러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 국내 내수시장은 세계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나 국내 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은
상황
[ 국내 드론 인증현황 ]
(단위: 개)

구분

2015

2016

무인회전익비행장치

304

517

2017

2018

2019

-

무인헬리콥터

-

310

340

333

무인멀티콥터

-

189

214

281

7

7

13

무인비행선

8

8

ㆍ항공안전법 제정(2017.03.30.)으로 무인회전익비행장치가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됨.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자료: 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인증현황, 2019

5) FAA(2019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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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생태계 현황
 (산업 현황) 국내 드론 산업은 중대형 드론과 소형 드론이 혼재되어 있으며, 군수요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항공 제조업체가 기존의 강자이며, 이후 민수용 드론 분야 업체가 시장
개척 중이나 해외 주요기업에 열세
▪ 국내 군수용 드론은 정부주도의 R&D 및 군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탓에 국내 독자개발
능력 확보
▪ 국내 드론 R&D는 국과연, 항우연 등 정부출연연구소와 항공기업(KAI, 대한항공, 유콘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체계종합과 비행체 개발 담당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대체로 부체계 기술개발 담당
▪ 최근 성장세가 높은 민간 소형드론의 경우 촬영/정찰/감시 등 드론에 대해 국내 업체의 참여가 활발

 (산업 구조) 드론 제조 부문은 완제품 제조업체 및 부품·SW 공급업체 등으로 구성되며, 활용
부문은 유통 및 대여와 운영·서비스 제공업체로 구성
▪ (완제품 제조) 일정 수준의 기술력 및 연구인력 등 R&D 역량을 갖춘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제조업체는 규모나 기술력 측면에서 영세한 실정
- 항법제어 SW 등 기술을 보유한 국내 자체개발 가능 업체는 대한항공, KAI(군용), 유콘시스템,
네스앤텍, 휴인스, 두시텍 등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외에는 외산부품을 조립하는 수준
▪ (부품·SW 공급) 부품(모터, 기체, 센서 등), SW(항법, 제어 등), 임무장비(카메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으며, 각 요소별 업체로 생태계 구성
- 기존 HW 제작업체에서 점차 IT, SW 업체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범용부품은 중국산 활용,
SW는 우수한 선진국 제품과 보급형 국내 제품 경합
- 항법제어, 핵심센서 등 핵심부품은 자사 완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도를 자체개발하는데 그쳐
핵심부품 전문 업체가 없거나, 획득정보처리 SW, 영상분석, 3D 모델링 등 임무처리와 관련한 SW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
▪ (유통 및 대여) 전문매장, 온라인 몰 등을 중심으로 개인소비자의 취미용 드론이 유통되고,
임무용·산업용·특수목적용 드론은 대부분 주문 생산 방식으로 유통

 (기술 수준) 군수용 드론은 미국이 선두로 우리나라는 美 대비 85% 수준, 민수용 드론은
최고 시장점유율을 갖는 中 대비 65% 수준으로 평가
▪ (군수용) 오랜 개발기간과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방력이 강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높은 기술수준 보유
- 군수용 드론 기술수준: 미국(100), 이스라엘(94), 프랑스·독일·영국(90), 중국(88), 러시아·한국(85)
(국토부, 2017)
▪ (민수용) 우리나라의 경우 군수용 드론보다 짧은 개발역사로, 중국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 및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어려움
▪ 8대 핵심부품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있으나, 그럼에도 스마트폰과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부
품목에서 경쟁력 보유
- 8대 핵심부품: 로터·프로펠러, 동력장치, 추진장치, 전기식 작동기, 비행조종컴퓨터, 항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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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안테나, 통신장비
- 국내 경쟁력 보유 품목: AP, 배터리, 디스플레이, 일부 S/W 등
- 소형모터 등 범용 부품은 중국이 비교우위, 고부가가치 품목은 선진국이 우위
[ 민수용 드론 비교(중국 vs 국내) ]
촬영용

감시·정찰용

농업용

구분

Matrice
(중국)

G사
(한국)

Skyranger
(캐나다)

Inspire
(중국)

H사
(한국)

3ZL8
(중국)

Agress
(중국)

U사
(한국)

체공시간(분)

16

30

50

15

40

12

15

15

유상하중(kg)

6

5

-

-

-

18

10

10

이륙중량(kg)

15

22

2.7

3.4

5.5

48

24

25

기술경쟁력

0.11

0.11

25m/s

12m/s

12m/s

0.08

0.10

0.10

자료: 관계부처합동(2017),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세부 분야) 드론 분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3개 세부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드웨어 분야에 상대적으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영위
▪ (하드웨어) 기술 수준은 높은 편이나 군사용과 공공목적용 무인기 개발에 치중하여 경쟁력 있는
소형무인기 핵심기술 개발사례가 적음
- 하드웨어 분야 중소기업 수는 62개로 전체의 69.7%를 차지하며, 매출액은 417억 원으로 전체
분야에서 84.6% 차지
- 대한항공은 상업용 소형드론을 개발연구 중
- 메티스케이크는 해양오염감시 하이브리드형 소형무인기 개발
▪ (소프트웨어) 기존의 농업용 활용이나 영상 활용 등에서 벗어나 재난현장 활용, 공간정보 측량 등의
특수 목적으로 활용 분야가 확대되어있는 소형무인기 핵심기술 개발사례가 적음
- 네스엔텍은 서울소방방재청에 재난감시용 드론을 시범공급
- 셈코는 해안지도 구축용 소형 무인기 개발
▪ (서비스) 물류 서비스나 충돌방지 거리측정 서비스 기술 등 잠재 가치가 큰 분야이나 아직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고 연구개발에 머물러 있는 초기단계
- SK는 유멕에어와 공동으로 저고도 드론 교통관리 및 감시기술 개발
- 롯데 택배는 유콘시스템과 협업하여 드론 물류 시스템 상용화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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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 핵심플레이어 동향
◎ 드론 업체 현황
 (군수용/중대형- 대한항공) 중대형 무인기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중
▪ 항우연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해 틸트로터(TR-60) 개발 성공 및 상용화 추진
▪ 미 Boeing 사와의 MOU를 통한 무인헬기사업 추진(500MD 개조)

 (군수용/중대형- KAI) 군수요를 중심으로 한 군사임무 수행 중·대형 드론 관련 기술개발
▪ 군단급 무인기(송골매) 개발 및 軍 납품
▪ 차기 군단 정찰용 무인기 개발 중

 (산업용/중대형- 유콘시스템) 국내 드론기업 중 성장성과 유망성이 높은 기업으로 정찰/감시용
드론을 중심으로, 최근 농업 분야 드론까지 산업용 드론 시장 확대 중
▪ 정찰용 무인기(리모아이) 개발 성공
▪ 국내 최초 UAE에 지상통제장비 수출
▪ 농업용 무인방제헬기를 시판하여 농업용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한편 산업/민수용 드론시장 진출

 (산업용/중대형- 성우엔지니어링) 농업용 copter 형의 드론 개발로 민간분야 드론시장 확대
모색
▪ 농업용 무인방제헬기(REMO-H) 상용화 성공 및 국내 보급으로 민간분야 드론 시장 선도

 (상업용/소형- 한화테크윈) 군사분야 및 민수분야에서 드론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
▪ 군사분야 초소형 드론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 민수분야에서는 농업방제용 멀티콥터를 개발해 산업용 드론 사업 진출

 (상업용/소형- 휴인스) 소형드론 중심으로 기술개발 중이며 외산 드론과 경쟁 중
▪ 레저용 드론인 Blueye 시리즈 출시로 DJI의 phantom과 경쟁
▪ 드론 통제를 위한 자체 운영체제(OS) 개발 및 교육용 KIT 보급 등 드론 SW 및 교육시장 진출

 (부품/통신- LG유플러스)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드론 활용 시장 진출
▪ LTE 망을 이용한 드론 제어기술 확보 등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드론 활용 사업 진출

 (부품/통신- 마이크로인피니티) 항법센서 등 드론 관련 SW 개발 중심
▪ 항법센서 및 드론 관련 SW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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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드론업체 현황 ]
업체명

모델명

용도

홈페이지

그리폰 다이나믹스

XD-1700SP, HD-2400SP

물품수송, 촬영, 국토조사,
감시정찰

http://www.gryphondynami
cs.co.kr

네스앤텍

SWID series, STINGRAY

촬영, 감시정찰, 경비

http://www.nesnt.com

네온테크

ND-810, ND-820,
ND-FW2H

물품수송, 감시정찰, 촬영,
국토조사

http://www.neontech.co.kr

두시텍

KnDrone 480S,
KnDroneX

촬영, 수색/구조, 경비, 기타

http://www.dusi.co.kr

베셀

SCANNER-MC1

물품수송, 안전진단, 경비,
수색/구조, 하천감시

http://www.vessel21.com

샘코

듀오드론, 폭스레이

국토조사, 촬영, 경비,
수색/구조, 기타

http://www.samcokorea.co
m

세이프어스드론

Volt Spider

농업활용, 재난/재해, 수색/구조,
안전진단

http://www.safeusdrone.co
m

성우엔지니어링

REMO-H, SWAN

농업활용, 기타

http://www.swerc.com

숨비

V-100, S-200, V-60

재난/재해, 수색/구조, 경비,
기타

http://www.soomvi.com

쓰리에스테크

3ST-MOD-A

촬영, 환경감시

http://www.3stech.kr

억세스위

디스커버, 알바트로스,
아이언맨

촬영, 국토조사, 감시정찰, 기타

http://www.accesswe.co.kr

에스아이에스

BlueSky

기타

http://www.sisinc.co.kr

엑스드론

XD-X8U, XD-I4, XD-P4

물품수송, 촬영, 기타

http://www.xdrone.co.kr

유시스

TB-303, TB-501

촬영, 환경감시, 수색/구조,
해안관리

http://www.usis.kr

유맥에어

UM-D12, CERES

촬영, 농업활용

http://www.umacair.com

유콘시스템

RemoM,
Remocopter-700

촬영, 통신망활용, 기타

http://www.uconsystem.co
m

자이언트드론

GD-1430, GD-M6

농업활용, 기타

http://www.giantdrone.com

국토조사, 촬영, 기타

http://www.keva.kr

케바드론

KD2 Mapper,

Narsha

휴인스

Blueye-1K, Blueye-Police

재난/재해, 수색/구조, 경비

http://www.huins.com

Tricell
International /
TRLab

TFW-007,TFW010,TFW-0
20,TFW-030

수색/구조, 재난/재해, 감시정찰,
안티드론, 중계, 치안,
안전진단,국토조사

http://www.tricell-intl.com/ /
http://www.rdnews.co.kr/

*자료: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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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활용 현황
[ 국내 주요 기관별 드론 활용 현황 ]

중
앙
행
정
기
관

기관명

활용분야

국토교통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소방청
조달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감시
감시
농업
감시
감시
감시
교육,재난
수색,순찰
감시
감시
수색,감시
감시
국토조사,순찰
국토조사,순찰
시설 안전진단
시설 안전진단
해안,접경지
역 관리

하천 시설물관리,조사,불법단속
교도소 공중 순찰
산간오지,위험우려지역 등 접근곤란지역 현장조사
해양오염 예방순찰 및 유류유출 사고 대응업무
미세먼지 농도 측정,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단속
산불 감시, 병충해 감시, 산사태 조사 등 (준비중)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드론 교육 및 재난현장 업무 지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실종자 수색
농작물 감시, 배수로, 저수지 등 시설 감시 등 (준비중)
고건물, 시설물 점검, 병해충 예찰, 산불감시
해양안전, 해양오염 감시 및 관리
관세국경 우범지역 감시 및 순찰
사업진행지구 현장(공정, 안전 등) 관리
정사영상 구축, 국토정보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항행안전시설 성능측정, 공항주변 전파혼신발생원인 정밀 추적
터널, 교량, 댐, 항만, 비탈사면, 옹벽 등 시설물 상세 외관조사

한국수자원공사

공
공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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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발생 감시, 주요 행사 및 보도관련 항공영상 촬영

한국철도공사

시설 안전진단

철도시설점검 및 시설물(낙석, 교량, 방음벽, 옹벽), 전기(송전선로, 철탑) 안전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생태원

국토조사,순찰
감시
감시
감시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순찰
시설 안전진단
교육,연구

영농현황 조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사용허가, 수질관리 등)
항로침범 선박 단속, 장기계류 부선, 방치폐선 단속
인천항 건설 공정 기록, 인천항 입출항 미신고 선박 촬영 및 계도, 시설물 안전 점검
부두 감시, 외각 침입 감지
송전선로 감시 및 점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시
순찰
감시
감시조사연구

해양부유쓰레기 모니터, 관리사각지대 관리감독 및 소재파악
무인도서지역, 접근이 불가한 위험지역 순찰
해양부유쓰레기 모니터, 관리사각지대 관리감독 및 소재파악
사고현황 파악, 방사능 측정, 안전한 주민대피로 확보

서울특별시

감시조사연구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시범

부산광역시

감시

부산항(북항)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입체적 측정시스템 구축(운용,관리 포함)

대구광역시

감시

산불감시 및 피해 조사, 산림연접지 속각 단속, 산사태 피해조사, 산림병해충 예찰

인천광역시

감시조사연구

광주광역시

농업

대전광역시

시설진단

울산광역시
감시조사연구
세종특별자치시
조사
경기도
조사
강원도
농업
충청북도
농업
충청남도
조사
전라북도
재난
전라남도
시설진단
경상북도
농업,감시
경상남도
농업
제주특별자치도
조사
*자료: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

송전선로 감시 및 점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위치한 가짜석유 제조장 등 불법행위 단속
다중이용시설 점검
드론을 활용한 생태관찰, 기후변화와 생태계 조사
부지 식생 유지관리, 모바일앱 악취감시시스템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시범
농약‧비료 살포, 종자 파종 등 농작업 및 농업용 드론 방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건설,도로 등 시설물 관리, 하천,산림 등 자연자원 관리, 재난현장의 실시간 파악
행사, 관광지 홍보 영상 촬영,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지적재조사 측량 및 건축물 구조물 위치파악
과학적 환경감시 차량 활용, 지붕 및 상부 배관 시설물 점검
병해충 드론방제
지적재조사 사업, 농약살포
주거 밀집지역, 산지 등 측량이 불가한 지역 지적측량
소나무재선충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
농업용 저수지 제방, 물넘이, 취수시설 결함 및 노후화 점검
농업방제,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산림병해충예찰, 산불현장조사
장애물로 인한 방제 사각지역 방제
공간정보 구축, 무단 점유 의심지역 측량, 무단 적치

드론

◎ 주요 드론 제품 현황
업체명

크기

최대이륙
/자체중량

주요 활용분야

듀오드론
(DuoDrone)

샘코

전장(1.4m)
전폭(2.2m)

4.2kg
3.2kg

국토조사, 촬영,
경비

폭스레이
(Foxray)

샘코

프로펠러대각
(1,130mm)

12.5kg

경비, 감시정찰,
수색/구조

REMO-H

성우엔지니어링

전장(3.4m)
전고(1.0m)

100kg
60kg

농업활용, 기타

SWAN

성우엔지니어링

전장(1.9m)
전고(0.6m)

40kg
22kg

농업활용

V-100

숨비

전장(1.0m)
전고(0.7m)

13.9kg
13.1kg

재난/재해,
수색/구조, 경비

S-200

숨비

프로펠러대각
(2,272mm)

41kg

재난/재해,
수색/구조

XD-X8S

엑스드론

전장(1.1m)
전고(0.8m)

15kg
13.5kg

물품수송

RemoM-002

유콘시스템

전장(1.4m)
전폭(1.8m)

3.5kg

촬영, 기타

Remocopter-0
04

유콘시스템

전장(0.5m)
전폭(0.5m)

4.5kg

통신망활용, 촬영

Blueye-1K

휴인스

전장(0.3m),
전고(0.6m)

1.2kg

재난/재해,
수색/구조, 경비

DAMO AR-X8

AR웍스

동체길이(1m)
날개폭(1m)

16kg
10.2kg

재난/재해,
수색/구조

LOBIT
300GT

드론젠

동체길이(0.3m)
폭(0.2m)

0.85kg
0.85kg

촬영 및 기타

TFW-007

Tricell

동체길이(1.3m)
폭(2m)

6.8kg

정찰, 재난/재해,
공간정보, 농업

TFW-010

Tricell

동체길이(1.6m)
폭(2.6m)

11.9kg

정찰, 재난/재해,
공간정보, 치안

TFW-020

Tricell

동체길이(1.8m)
폭(3.2m)

24.9kg

정찰, 공간정보,
안티드론

TFW030

Tricell

동체길이(2.1m)
폭(4m)

34kg

공간정보, 정찰,
안티드론

이름/사진

*자료: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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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분석
가. 해외 기술 동향
(1) 해외 기업 주요기술 R&D 현황
 (체공시간 확대를 위한 배터리 개발) 연료전지 및 태양광 등 추진체 배터리원 다변화를 통한
무인기의 짧은 비행시간을 극복 및 체공시간 확대 노력
▪ 체공시간 확대는 개인/취미용 드론의 협소한 활용범위를 벗어나 산업용의 임무수행 및 중/대형
드론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
▪ 중국의 DJI는 ‘매트리스 100(Matrice 100)’에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하여 인텔리전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행시간 1시간 달성
▪ 미국의 ICT 기업 Facebook은 2014년 드론 전문업체 어센타(Ascenta)를 인수하고 커넥티비티
랩(Connectivity Lab) 설립하며 중/대형 무인항공기를 IT 서비스 제공에 활용 추진
- 2016년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90일 이상 비행하며 레이저 데이터링크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퀼라(Aquila)’의 시험비행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지에 인터넷을 공급 계획

 (항법 및 상황인지 기술 향상) 지상에서의 유인 조종을 벗어나 무인기 스스로의 위치 파악 및
상황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탐지, 인지, 항법 기술 개발
▪ 위치를 인식하고 안전하게 비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충돌회피(Sense and Avoid)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으로 드론이 대상을 인식하고 스스로 운항경로를 결정하는 단계까지
개발이 진행
▪ 미국의 Intel은 충돌회피 알고리즘과 depth-sensing system을 통합하여 드론의 장애물 및 충돌회피
능력 향상을 꾀하며, 2016년 1월 독일의 어센딩 테크놀로지를 인수하여 R&D 역량 강화
- 드론 원천 기술 및 응용기술을 개량하여 슈팅스타에 탑재하였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해당 드론 1,218대를 이용하여 편대비행 성공
▪ 미국의 Skydio는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는 완전 자율비행 드론을 추구
- 멀티콥터 무인기 R1은 AI 장착으로 사용자의 제어, 조종기 없이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
- 내비게이션 카메라 12대와 주위 환경 촬영 카메라 1대를 장착하며 수집된 정보는 사람의 움직임과
장애물, 예상 이동 경로 파악에 활용
▪ 무인기의 항법제어 기술 개발 협업을 위해 3D로보틱스, 인텔, 퀄컴 등이 주축이 되어 전 세계
1,2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플랫폼 공유
- 국내에서는 수박아이오, 유비파이 두 회사가 회원사로 참여 중

 (통신기술 적용 확대 추진) 5G+ 시대와 더불어 무인기 본격 상용화를 위해 드론 통신기술
개발 대비하여 통신 네트워크, 위성통신 등의 통신기술 개발과 적용방안 모색
▪ 드론에 대한 통신기술 적용은 드론의 임무수행을 통해 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해외 각국 주요사는 통신 네트워크, 위성통신 등 R&D 추진과 드론에 적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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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 미국은 데이터링크 기술 시행 및 검증을 위해 2013년부터 노스타코타 지역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 및 운영 중
▪ 고고도, 중/대형 드론에 주로 강점을 보이는 미국의 Aerovironment 社는 2016년 8월 태양광
무인기 스카이타워 등 고고도무인기들을 이용한 통신 중계, 적대적 관측 및 통신위성 차단 등에
대한 특허 취득
▪ Intel은 AT&T와 공동으로 LTE를 이용한 드론을 개발 중
- 배터리 및 모터 기술 개량을 통한 드론 비행 안정성 증대하는 동시에 고도의 장애물 감지 기능 및
셀룰러 통신 기능을 통해 제어 효율을 증대
- 5G 상용화에 맞춰 농업에서 상품 배송까지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원천 기술 개발 목표

(2) 기술적용 기반구축 동향
 (인증·시험·평가·표준 구축) 기술표준, 시험평가, 인증체계 구축 등 안전인증체계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 진행
▪ 미국은 2013년부터 운영 안전기준 개발을 위해 알래스카에 실증 테스트 베드를 운영 중이며,
중국은 36개 연구소·센터로 구성된 CAE에서 무인기 시스템 표준 및 감항, 기술기준 연구 등을 추진
▪ 영국은 West Whales 공항을 활용하여 무인기 전용 비행시험장을 운영 중
▪ 보잉은 자율 비행, 스마트 시티, 차세대 추진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잉넥스트 창설
- 드론 개발뿐만 아니라 AI와 블록체인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교통 관리 시스템과 지상 기반 시설
구축을 진행할 계획으로 관련 업체와 협력을 통해 드론 시장 선점 도모

 (인프라 구축) 드론 관련 사회 시설, 공간정보 플랫폼 등 정보시스템과 국토인프라 구축
필요성 증대
▪ 대형 사회 인프라 시설 관리, 3차원 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는 국토인프라 기술의 필요성 증대
▪ 비상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의 버라이즌, AT&T 등은 무인기를 이용한 공중 이동통신 중계
시스템 구축을 시험
- 버라이즌: 2016년 허리케인 메튜로 인해 손상된 캘리포니아의 통신망 점검에 무인기를 사용, 응급
시 통신 제공용으로 Airbone LTE 시스템을 시험 중이며 2017년 4월 불명의 재해 등으로 전력이
끊긴 상황을 가정하여 시스템을 시험
- AT&T: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로 재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에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
대응하는 통신 무인기 Flying Cellon Wings를 파견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
▪ 도시바는 소형드론 제조업체 알파인과 제휴해 송전선, 철탑 등 전력설비 점검 서비스 제공
▪ Aerovironment 社는 영국의 정유 회사인 BP사와 2014년 6월 계약을 체결하여 알래스카 주의
노스슬로프에서 소형 무인기를 활용한 지형지물, 송유관 등의 3차원 지도 생성 및 분석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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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리체계 연구)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인기 운용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무인기
교통관리체계를 연구
▪ 미항공우주국과 연방항공청은 저고도 무인기 교통관리 체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안하고 상세한
운용개념 수립 및 필요기술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항공교통관제를 위해 2013년부터
네바다에서 테스트베드를 운영
- 미항공우주국이 제시한 초기 무인기교통관리체계 운용개념은 비관제공역에서의 운용에 해당되며
추후 관제 공역이지만 Controlled Air Traffic과는 분리된 무인기 운용으로의 확장 또한 고려
▪ 유럽은 유럽항공당국의 주도하에 무인기 공역 통합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미항공우주국의
무인기교통관리체계 개념을 유럽에서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

 (개인 이동수단으로서의 드론 개발) 사람이 탑승가능한 개인용 항공기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단순히 인간이 조종하고 드론은 추진체로서 임무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용 이동수단으로서의
드론을 통해 활용 영역 확대 도모
▪ 우버는 2018년 5월 비행택시 프로토타입을 공개하였고 에어버스는 2016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바하나를 연구 중에 있으며, 이항은 2016년 CES에서 자율 비행 택시 ‘이항 184’를 공개함
▪ 무인기 기술은 PAV(Personal Air Vehicle) 등 미래형 항공기의 기반 기술로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 팔-브이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헬리콥터와 자동차를 결합한 현태인 플라잉카 ‘리버티’ 판매를
시작하였고, 이항은 휴대폰 자동화 간이조종과 VR안경을 결합한 무인기를 세계최초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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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기술 동향
(1) 국내 기술수준 현황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술수준 평가에서 최고기술국 미국 대비
75%로 평가되었으며 3.8년의 기술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고부가가치
부품은 선진국에, 범용부품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열세인 실정
▪ 무인기 기술 및 체계 종합능력, 부품공급처 확보, 가치사슬 구축 등 전반적인 드론 산업의 기반과
독자적 개발기반을 구축한 것에 높은 평가
- 세계에서 2번째로 틸트로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체공 기술개발 추진 등 지속적 R&D와
선도기술 확보 추진 중
- 한국은 스마트폰&무인기 공통 부품인 AP, 배터리, Display, 카메라, 일부 SW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보유해 비교우위를 보유
▪ 로터 및 프로펠러, 동력전달장치, 추진장치, 전기식 작동기, 비행조종 컴퓨터, 위성 관성항법장치,
탑재 안테나, 통신장비 등 드론 관련 핵심부품에서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격차 존재
-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중 유·무인 통합 자율 비행체 기술, 유·무인 자율 비행체 통합 관제시스템
기술, 초고속·대용량·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드론에 필요한 기술로 판단

 (군수용 분야 기술력 보유) 대한항공, KAI, 항우연, 유콘시스템 등 주요 업체/기관을 중심으로
중/대형 군수용분야 드론을 개발하며 수준급의 기술역량 확보
▪ 대한항공은 중대형 드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며 군수 사업을 선도하는 등 무인항공기 개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높은 경쟁력 보유
- 항우연과 공동으로 틸트로터 개발(TR-60) 성공 및 상용화 추진 중
- 미국 Boeing와 MOU를 통한 무인헬기사업 추진 중(500MD개조)
- KUS-7에 이어 악천후 및 야간에서도 자동이착륙이 가능한 사단급 무인기 KUS-9를 개발하였고
차세대 무인기로 고려되고 있는 MALE, KUHS, UCAV의 개발도 선점하여 기술력을 확대
▪ (유콘시스템) 드론 전문업체로 드론기체 및 지상/항공 통신 및 제어 시스템을 개발
- 상업용 무인항공기 “리모-H(Remo-H)”를 헝가리 항공산업 기업 로보트-에어(Robot-Air)에 4만달러
규모 수출하는 등 드론과 관련된 통신 및 제어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핵심역량 보유
- 경찰용 드론(리모아이) 개발 및 민간시장 진출 추진 중
- 국내 최초 UAE에 지상통제장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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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급 무인기 KUS-9 ]

* 출처 : 대한항공, ADEX

 다양한 기업에서 각자 경쟁우위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산업에 진출 중
▪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대, 고 위험 작업 대체 등 상업용 드론의 활용가치에 주목하고 다양한
실증 및 활용 보급 촉진 노력
- 기존의 방산기업 및 항공기 업체 등 제조사는 완성체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한 군사목적 및
중·대형의 드론에서 강세
- 기존의 방산기업 및 항공기 업체 등 제조사는 완성체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한 군사목적 및 IT,
전기·전자 등은 센서, 촬영 등 SW 중심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상업, 개인용의 중·소형 드론
분야에서 부각
▪ 기존의 방산기업 및 항공기 업체 등 제조사는 완성체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한 군사목적 및
개인용·취미용 소형드론은 성능과 용도의 한계가 있으며, 군사용 대형 드론은 고가로 인해 일부
대규모 기업에서 제한적으로 개발 가능
▪ 기존 완성체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기업은 군사목적 및 상대적으로 혁신기업의 시장
진퇴(進退)가 용이하며 활용 범위가 넓은 상업 드론의 성장 잠재력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
- 상업용 드론 시장은 저가·소형 중심의 단순 촬영용 드론으로 태동하여 점차 농업·감시·정비·측량·배송
등 사업 임무 수행을 위한 고가·중형 중심으로 변모 중
-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무인항공기와 개인형 비행 드론 운송수단 등 교통 분야가 개척되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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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핵심기술 관련 국내 기술수준 및 해외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 ]

핵심부품

주요 비교 기술

해외
최고수준

한국
수준

주요 기술
(경쟁력) 격차

로터 및
프로펠러

프로펠러 설계/해석 탄소섬유
성형/제작

100%
(미국 KDE)

90%

고성능 설계 기술, 생산공정 안정화
기술, 저비용 생산단가

동력
전달장치

소형 경량화 고정밀 기어박스 및
드라이브 샤프트 기술

100%
(독일 ZF)

35%

고효율 기어박스 설계,
정밀가공/특수공정, 항공용
인증시험평가

추진장치
(소형엔진)

소형/경량 100마력급 터보 샤프트
엔진 개발기술

100%
(체코 PBS)

60%

개발 표준 및 프로세스, 시스템
레이아웃 설계, 고수명 소재가공,
평가

전기식
작동기

소형 경량화 고효율 선형작동기

100%
(미국 CK
design)

50%

모터, 정밀 기어, 위치/속도 센서,
서보 제어, 작동기 정밀 시험평가

비행조종
컴퓨터

초소형/초경량/고신뢰성 및 운영
S/W 통합 개발

100%
(미국 Airware,
Honeywell)

75%

고신뢰성 및 소형/경량화, 제품 가격
경쟁력

위성관성
항법장치

초소형/초경량/고신뢰성 항법장치

100%
(호주
Advanced
Navigation)

75%

고정밀/고신뢰성 센서 융합기술,
소형/경량화 설계

탑재
안테나

저손실 패치형 컨포멀 소형 안테나
기술

100%
(미국 Allen)

60%

소형/경량화 메타재질 패치 안테나
설계/제작, 빔조향 배열 안테나

통신
장비

소형/경량화 기술

100%
(이스라엘 IAI)

60%

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술, 위성
데이터 링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2016), 무인기산업 국내외 현황조사 및 수요기반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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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기업 주요기술 R&D 현황
 (드론의 SW 적용 및 전장화 모색) 드론의 전장화·첨단화로 차세대 항공기(UAV 등) 개발을
모색 중이며 드론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및 IT기술과의 융합 강조
▪ (KAIST) 여러 대의 드론이 정보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드론 무선
네트워킹 시스템을 개발
- 드론 간 정보 중계 및 전송 시 정보 손실이 미미해 드론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마이크로인피니티) 항법센서 및 연관 SW 자체개발
- 주로 민수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무인항공기, 지능형 유도무기 등 첨단 방위산업을 위한
항법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투입하여 MEMS(자이로, 가속도계, 압력센서)와 관성측정장치(IMU) 개발 중

 (유통·물류·공공·교통 분야로의 드론 활용 확대) 유통·물류 분야에서 드론 활용 배송서비스와
공공분야에서의 치안유지 및 재난구호 활용 등 임무수행 범위 증대 모색
▪ (유통·물류) 유통·물류분야 기업과의 협업 및 산업현장 적용, 우편사업자들의 드론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시험을 진행
- (우정사업본부) 2018년 8월 무인기를 활용해 강원도 영월 산악지형에 우편물을 배송하는데
성공하였고, 롯데택배는 유콘시스템과 무인기 택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 중
▪

(공공분야) 치안 유지, 재난재해 현장 지원 등의 서비스를 위해 2017년 6월부터
소방청·해양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재난·치안 임무용 무인기 기체 개발 및 현장
활용 통신·운항·관리 기술 개발 연구 중

- 공공분야 드론 활용은 재난재해, 범죄 등 위급상황에서 사람과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고립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통한 골든 타임 확보가 목표
- (KT) 편대 비행방식 및 드론 스테이션 기술 개발을 통해 넓은 지역에 장기간의 통신 커버리지
확보를 통해 재난 상황 시 신속하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드론 시스템 개발 중
- (두시텍) 자동항법 기능을 갖춘 감시정찰 및 3D 공간정보 구축용 소형 드론 개발하는 한편,
비용절감을 통해 출고가 수 천 만원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100만원 수준의 가격으로
원가우위 경쟁력 확보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점검 및 감시 카메라(1.5kg, 30배줌, 주야간 거리측정 기능)를 탑재한 소형
드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시설점검 및 감시용 하이엔드 소형드론 개발을 검토하는 등
감시 및 식별 드론 사업 선도 모색
▪ (교통분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을 중심으로 2017년 4월부터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해 교통관리체계 개념 및 체계 개발과 운영 기준 등을 연구 중

 드론 산업의 안정화에 따른 추가성장 한계와 이를 위한 급진적, 와해성 기술개발 필요성 증가
▪ 대량생산 산업체계로의 전환과정에서 한계성장률이 정체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추가 성장과 잠재력 추구
▪ 드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요 주체는 대학, 창업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들은 인공지능 등 여러 핵심기술 주제에 집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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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국내 기업의 R&D 방향
 드론의 활용분야와 임무수행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확대
▪ 드론의 궁극적 목적은 자율지능을 통한 스스로의 판단과 임무수행으로서 이를 위해 학습S/W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접목이 필수
▪ 기계학습 및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드론의 운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연구에 집중하는
분야 존재

 드론의 실질적 현실 활용과 규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충돌감지 및 회피 기술
▪ 드론을 기존의 항공교통관제시스템에 통합해 궁극적으로 교통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충돌감지 및 회피기술 개발 필요
▪ 일부 선진기업에서는 드론에 자동으로 장애물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신제품에 구현

 제어 및 통신(C2: Command and Control) 기술 분야는 드론 생산기업이 기술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 드론분야의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과제 중 하나로서, 드론 제어능력 및 장거리
상황에서 드론 간 통신, 소통할 수 있는 제어·통신기능을 강화하는 것
▪ 이동통신망을 드론에 적용하여 비행 중 획득한 정보, 사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통신기능이 제어에 연동되도록 하는 시도 진행 중
▪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제안적인 송신거리와 높은 전력 소모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전 시도 중

 드론의 추가적 임무수행 및 산업분야 적용 확대를 위한 이미지 처리 기술 강화 필요
▪ 공중에서 확보한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을 의미하는 분야로, 결과물의 정밀도 및 처리시간의 감소가 관건

 배터리 용량 증대 기술 역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요소
▪ 배터리의 무게는 드론 비행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가장 일반적으로 드론에 적용되는
리튬-이온 폴리머(LiPo) 타입 배터리는 40-50분 비행 가능
▪ LiPo 배터리 제약사항으로는 제한된 용량,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주위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 및
성능향상에 대한 잠재성 부족 등이 있음
▪ 따라서 배터리 관련 기술개발의 주요 이슈는 상기의 제약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배터리
타입을 발견하는 것
- 2015년 3월 말, 한국의 배터리 생산기업 Kokam은 통상적인 드론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50% 높은 드론 전용 배터리 제품 발표
-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새로운 동력원을 찾기 위한 연구 지속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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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분석
가. 해외 정책 동향
◎ 세계 주요국 전반
 (동향 전반) 전 세계 드론 시장은 크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며, 방산기업 및
항공기 제조업체와 더불어 IT, 전기·전자, 통신업체 등이 진출
▪ 미국, 중국 이외에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드론 분야에 적극 투자 중
▪ 군수분야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개척 영역이자 유망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상업용 드론 시장에 대해 미국, 중국, 유럽 등 경쟁

 (규제 및 인프라) 세계 주요국은 소형드론 위주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거점구축 등 인프라를
마련해 빠르게 보급·상용화 하려는 노력 중
▪ 세계 각국의 규제수준은 크게 편차 없이 유사한 수준이며, 위험도·성능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소형드론 위주로 제도 정비 중
- 대부분 비행 고도제한, 야간비행 금지, 공항 등 일정 지역 반경 비행금지, 조종자 가시권 내 비행
허용, 무게 및 용도별 등록·신고제 운영 등
▪ 드론 시험비행장과 업계 지원 및 인증 등을 추진 중이며, 중소형 위주 특화 비행시험장 구축·운영
- 드론 시설은 시험비행을 포함하여 장비구축 및 회의·운영, 조종·정비 등 교육, 창업·기술지원, 이동식
통제센터 등을 함께 갖추어 거점화 시설로 구축
▪ 국내 규제 수준은 고도제한, 조종자격 등은 美·中·⽇ 등 주요국 대비 완화된 수준이거나 유사한 수준
- 일부 항목은 오히려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규제 수준 보유
[ 국가별 드론 규제수준 비교 ]
구분
고도제한

300m 이하

120m 이하

120m 이하

150m 이하

구역제한

서울 일부(9.3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19km),
휴전선 일대

워싱턴 주변(24km)
공항(9.3km)
원전(5.6km)
경기장(5.6km)

베이징 일대
공항 주변
원전주변 등

도쿄 전역
인구 4천명/㎢ 이상
지역
공항(9km), 원전주변

속도제한
비가시권야간비행
군중 위 비행
기체 신고·등록
조종자격
사업범위

제한 없음

161km/h 이하

100km/h 이하

제한 없음

원칙불허, 예외허용

원칙불허, 예외허용

원칙불허, 예외허용

원칙불허, 예외허용

원칙불허, 예외허용

원칙불허, 예외허용

원칙불허, 예외허용

원칙불허, 예외허용

사업용 또는 12kg 초과

사업용 또는 250g 초과

7kg 초과

200g 초과

12kg 초과 사업용

사업용

7kg 초과

200g 초과

제한 없음
* 국민 안전·안보에
위해를 주는 사업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출처: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관계부처합동, 2019.10.16.)자료 일부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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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계 최고의 드론 기술력 보유국으로
군용/민수용까지 폭넓은 드론 개발 중

고고도

장기체공형부터

초소형

드론까지

▪ 기존의 방산기업 및 항공기 업체 등 제조사는 완성체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한 군사목적 및 체계
소요기술 및 모든 하위 시스템까지 핵심기술 보유로 중/대형의 고고도 장기체공부터 초소형까지,
고정익에서 회전익까지 전 분야의 무인항공기 개발 및 운용
▪

보잉(Boeing), 노스롭 그루먼(Northrop
방산업체의 군사용 드론 중심

Grumman),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등

▪ 최근에는 Google, Amazon, Facebook, Qualcomm 등 글로벌 ICT 기업이 제조, 유통, 물류,
정보통신 분야의 드론 도입으로 패러다임 변화 추진 중
▪ 대표적인 소형 드론 제조사인 3DR(3D Robotics)를 중심으로 민간 분야의 상업, 취미용 드론에서도
시장 점유율 확보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드론 시장( ’16 기준, 전 세계 31.8%)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도정비와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 활성화 도모
▪ 군사목적 및 연방항공청(FAA)내에 드론관련 교육·시스템 관련 안전팀(UAST)를 신설( ’16.8)하는
한편, 유·무인기 통합 로드맵을 통해 기술개발과 안전증진 촉진
▪ 소형 드론 위주의 제도정비를 통해 드론 등록제, 운항기준 등을 마련하고 가시권 밖 비행 금지 등의
제한과 더불어 기술혁신 실증 추진
▪ 자문위원회(DAC) 신설로 민관협력 강화 한편, 무인기 시험 및 안전기준 연구 등 테스트베드 운영

 세계 최대 드론 시장과 최고 기술 보유를 바탕으로 2013년 유·무인기 통합 로드맵 하에 안전
증진과 함께 기술혁신 추구
▪ 연방항공청(FAA) 내에 드론 관련 교육 및 시스템 개발 등 안전팀(UAST)을 신설하고 무인기
사고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감소를 위한 조종자/운용자 교육시스템 툴을 개발
▪ 비관제공역은 교외지역부터 비가시권 운영 등을 우선 도입한 후 시내 지역에 교통관리체계와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제공역은 고고도 계기비행 영역에서 우선 도입하고 중고도 시계비행
영역에서 도입 추진

[ 미국의 소형드론 분류기준 권고안 ]
등급

Cat 1

Cat 2

분류
기준

무게 250g 이하

AIS 3등급 가능성
1% 이하

성능
기준

산업계 자체적
기준

Cat 3

Cat 4
AIS 3등급 가능성 30% 이하

충격에너지 시험, 노출된 회전부품 충격 분석
제작사의 운용교범 제공

Ca2 성능기준을 적용, 추가적으로 2차
사고를 고려, 사람 위 비행 시
위험경감계획 요구

* 출처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http://www.faa.gov/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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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DJI, 이항 등 기업 중심으로 세계 최대의 소형드론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2016기준
전세계 소형드론 90%), 드론 10대 중점분야 R&D 로드맵 마련(2015)
▪ 무인기 분류체계에 따른 비행범위, 조종자격 등 구체화하여 드론산업의 체계를 구축하고 소유주
등록제(250g 이상) 도입 추진을 통해 안전문제 동시 제고
▪ 비행시험장 운영, 상용통신망 기반 위치 식별, 드론 공유,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등 실증연구 추진

 최근 상업, 취미, 개인용 드론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아직 항법/항공기
제조, 항법시스템 등 분야에서 취약점 노출
▪ 중국은 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드론개발, 민간 제조사 규제 완화와 적극 투자 통해 기업 육성하고
중국 기업들이 세계 민간분야 드론 시장 주도에 큰 영향력 행사
- 선(先) 허용·후(後) 보완 형태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적용해 R&D 활성화 유도
▪ 세계 민간분야 상업드론 기업 중 1위는 중국의 DJI(⼤疆⾰新, Da Jiang Innovation)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5, 7, 10위에 위치한 기업 역시 중국 국적의 기업
- DJI(1위), XIRO(5위), XAIRCRAFT(7위), 베이징항공항천대학연구소(10위) 등 중국 기업이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 주도
▪ 다만, 기존의 항공기 제조, 항법 시스템, 항공전자 등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형/중형 드론에 제한된 강점을 보유하는 한계점 노출
- 한계 극복 위해 군사용 전술급 무인기 다수 개발 및 운용 중이며, 최근 중고도 장기 체공형 무인기
Yilong과 고고도 장기 체공형 Xianglong 개발 중

 중국은 2015년부터 10대 중점분야 기술 로드맵에 무인기를 포함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무인기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
▪ ‘중국제조 2025’ 중점분야 기술로드맵 내 10대 중점산업에 무인기 산업화 포함하여 무인기
상용화를 위한 R&D와 더불어 무인기 활용 확산을 위해 전력망 점검, 보조금 지금 등 지원책 추진
▪ 무인기 분류 체계에 따른 비행범위, 조종자격 등을 구체화하고 공항 주변 불법 비행 등 소형 드론
안전문제에 따라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 소유주 등록제 도입을 추진

 민간 드론 운용에 대한 제도 마련 및 지속적인 지원
▪ 소형 무인기 관련 법규 정비하여 무게, 용도, 비행범위, 안전기준, 조종자격, 준수사항 등 구체화
▪ ‘일반항공업 발전 촉진 관련 지도의견’에서 전문가급 드론 및 엔진 등의 연구개발과 응용 지원
발표하여 민간 드론 생산표준 규범 제정 및 민간 드론 무선주파수 계획 관리

 CAE(Chinese Aeronautical Establishment)를 통한 R&D
▪ 중국 내 36개 연구소 및 연구센터로 구성된 항공분야 전문 연구기관, 무인기 시스템 개념·표준,
무인기 방어 시스템, 무인기 상황인식 및 충돌회피 등 드론 산업 원천기술 등 지속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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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2019년까지 14개 분야의 핵심기술 R&D 추진과 더불어 유·무인 항공기 공역 통합을 위한
2028 단계적 구축 로드맵으로 제도 정비 추진
▪ (1단계) 무인기 공역의 제한적 운용 ⇨ (2단계) 일부 예외부터 전체적 확대 ⇨ (3단계) 유·무인기
공역 완전 통합(full integration)
▪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도 개인 취미용 소형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시장이 활성화

 ’19년까지 14개 분야 핵심기술 개발계획 및 유·무인 항공기 공역 통합에 대해 ’28년까지
단계적 구축 목표로 로드맵 제시
▪ 단계적 진행 : (1단계) 무인기 공역의 제한적 운용 → (2단계) 일부 예외부터 전체적 확대 →
(3단계) 유·무인기 공역 통합(Full Integration)

 (프랑스) 미국, 영국에 이어 드론을 가장 많이 띄운 국가로 세계 3위에 위치( ’15년 기준)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규제 구체화 및 테스트베드 운영으로 드론 활성화 추진
▪ 위험도 및 비행범위에 따라 작성된 4개의 시나리오 기반의 규제 구체화와 더불어 보르도 서쪽 2개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지정
- 800m 활주로, 지상통제센터, 기상측정장비, 실시간 추적기, 감항증명 지원, 각종 시험 지원, 실내외
시험장소 제공, cm 단위 위치 감시데이터 제공 등
- Parrot은 세계 민간분야 드론 기업 중 2-3위에 위치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카메라 장착
드론에 특화되어 있어 영상촬영, 시설점검, 환경, 교통 등 분야에서 활용범위 확대
- AirBus는 Vahana 프로젝트(2016.02∼)를 통해 사람 탑승 가능한 자율비행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함

 (영국) 자국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법령개정 등 제도정비와 더불어 상대적 우위를 가진
장기체공 드론 분야 활성화 추진
▪ 세계 최초로 무인기 전용 비행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2011~), 5G 통신 시험환경 제공,
창업보육,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거점으로서 Westcott 센터 구축
▪ 독자적 드론 기체, 엔진, 탑재장비 개발 기술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체공 드론 분야에서 우위 확보
- 태양광 이용 장기체공 드론인 Zepher 개발을 통해 고고도 장기체공 드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 전술급 무인기 Phoenix, 무인전투기 Taranis, 중고도 장기체공형 무인기 Mantis 등 다양한 드론을
개발 및 운용 중
▪ 영국은 자국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등록제 도입, 교통관리체계(UTM) 개발, 보험
적용 확대 등 법령개정 입법을 예고
- 세계 최초로 무인기 전용 비행시험장을 운영 중이며 5G 통신 시험환경 제공, 창업교육, 기술개발을
위한 Westcott 센터 구축 중
- 100여 개의 드론 관련 프로젝트에 2,40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Innovate UK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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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드론을 사회문제 해결 방안의 일종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기반 정비를
통해 산업 활성화 및 기술개발 추진 중
▪ 드론 등 무인항공기 정의 및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2015.12)하고 공공발주 건설사업에
드론 등 IT 기계 의무사용화 시행(2017년~)하는 등 제도기반 정비

 총리 주재의 민관협의회로 범국가적 산업육성 노력(2016.04)
▪ 소형 무인기 활용 및 기술개발 로드맵(∼2030년)을 마련하고 R&D 및 상용화 적극 추진 중
- 2018년 무인지대에서의 가시권 밖 비행 운영체계 구축 시작, 2020년 이후 유인지대로 확장 목표
▪ 드론특구 지정을 통한 산림감시, 인프라 관리, 드론택배 등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드론 전용시험장
운영, 연구시설 구축 등 인프라 지원
- 드론특구: 센보쿠시(산림감시, 조난구조 등), 치바市(드론 택배), 이마바리시(인프라 관리)
▪ 송전선 점검 센서(전력시스템+탑재기기), 시설점검 드론(센서+로봇), 정밀농업 지원(영상+드론),
드론 배송(IT서비스+드론), 농작물 작황 분석(농업기기+영상해석) 등 분야 간 융·복합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비즈니스 창출 모색

 일본은 소형 무인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드론 특구를
지정하고 20개 지자체와 43개 민간단체가 함께 드론 관련 프로젝트 진행
▪ 무인기에 대한 정의와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 및 건설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공공발주 건설 사업에 무인기 등 IT 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시행
▪ 일본 내 3곳을 드론 특구로 지정하여 산림감시(센보쿠), 인프라 관리(이마바리), 드론 택배(치바) 등
실증 추진 및 드론 전용시험장 운영, 연구시설 구축 등 인프라를 지원
▪ 1983년 무인헬기(RCASS) 개발을 시작, 1987년에 세계 최초로 산업용 무인헬기 R50의 판매를
개시, 지속적으로 개량형 발표하여 현재 세계 농약살포용 무인헬기 시장의 약 85%를 차지
▪ “소형무인기의 안전한 비행 확보와『하늘의 산업혁명』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논의는 무인기에 대한
일본의 진흥전략과 연계하여 국가전략분야로 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주요 부처별 드론 활용방안 검토 및 운영
▪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은 드론 활용 의약품 및 생활필수품 배송과 보육가정, 노령자 편익 도모
▪ 소방청은 정보수집에서 소방활동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소방로봇시스템을
및 개선·고도화하는 계획을 수립 및 진행

’19년까지 현장 배치

▪ 농림수산성은 ’18년 ‘공중살포 등에 있어서의 무인항공기 이용기술 지도지침’ 마련
▪ 국토교통성지리원은 ’25년까지 건설현장 생산성 20% 향상 밑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17년부터 국토교통성 및 지자체 발주 모든 공공사업에 드론 및 IT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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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정책 동향
 정부는 2019년 10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고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도출하여 드론산업 발전에 대책 수립
▪ 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하여 5단계 시나리오 도출
▪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활용과 안전의 균형 도모)
-

(국민안전 : 19건) ‘하늘길 신호등’(드론교통관제시스템, UTM) 도입, 드론공원 확대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 성능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기준･기체 등록기준 개선 등

및

- (활용 : 16건) 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및 드론항공촬영 절차 완화, 시설 점검･측량 드론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등, 드론택시 대비 사람탑승 안전기준 마련
[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

* 출처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범부처, 2019.10)



정부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시행계획(2018.05.28.)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로드맵(2018.01.),

혁신성장동력

▪ 차세대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반드시 확보해야할 6대 기술(탐지·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이동, 인간-이동체 인터페이스, 시스템 통합)을 제시
▪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에서 야간·가시권 밖 무인기 비행 허용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및 승인
면제 기관 확대 등의 규제 개선 추진 전략을 발표

43

전략분야 현황분석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12), 무인이동체의 혁신성장 일정표 나오다, 보도자료

 2018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무인기 포함 항공기의 안전성 및 성능 시험을
위한 활주로 및 인프라 확충 등 국가 비행종합시험장의 확대 구축을 추진
▪ 무인기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전남지역에 활주로, 성능·적합성·인증시험 등 관련 인프라를 집적시킬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17.12)’을 발표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의 공통적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과 5대 용도별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발표
▪ 2017년 1월 산학연 연구자로 구성된 ‘무인이동체 기술로드맵 기획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장 및
관계부처(국토부, 산업부 등 5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로드맵 수립
▪ 6대 공동핵심 기능기술개발 중 통신분야가 하나의 큰 분야로 대두되면서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항공전자 통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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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전략제품
가. R&D 추진전략
 (로드맵 주요 범위) 군수용 제외한 민간 산업용·개인용 드론과 드론 관련 서비스업, 이에 필요한
일부 부품과 장비, SW를 포함하여 주요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기회요인

위협요인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중기부 등 부처별 정책의

•정부의 신성장동력 및 핵심 R&D 추진분야로서
정
책

드론을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의지
•소형 비사업용 드론 위주로 규제완화 및 특례 마련
추진으로 R&D 및 드론 산업화 촉진

각개추진으로 R&D 사업 참여 및 기술개발 파편화
•드론산업 육성 주도 및 주축 구심점, 기본계획 부족
•군수분야의 미국, 민수분야의 중국 등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국의 적극적이고 탄력적 정책추진으로 국내 기업들
위축 우려

•농업, 재난재해, 시설안전, 교통, 운송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드론 활용 기회 및 범위 확대 추세
산
업

•드론사업 뿐만 아니라, 통신, 소재, 건설, 물류유통,
제조업, 농업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및 파급효과
가능성

시장 성장세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활용을 확대하고
운송, 농업 분야에서 산업 임무수행 드론 시장 확대
•높은 ICT 수준 및 통신기술, ICT 인프라 보급
등으로 드론 통신 및 보안 관련 기술개발 유리
•스마트폰

글로벌

기업의

시장장악력

점차

확대

(물류-Amazon, ICT-Facebook, 농업-Monsanto 등)
•드론의 활용분야 및 적용범위 확대로 외부에서의 드론

제조국으로서

•중국 드론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국내 시장 및 기업에
대해 기술적·경제적으로 위협(기술수준 높아지고 있으며,
원가우위에서 압도적)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드론 제조업체

있는 재난재해 구호 및 대응, 감시·정찰·점검·보안,

기
술

해외

위협 및 악용사례 발생, 드론 보완 이슈 증가

•민수분야의 산업용, 개인용 드론의 수요 확대 및

시
장

•산업용 드론의 주 수요처인 물류, ICT, 농업 분야에서

AP,

배터리,

Display,

카메라 등 드론과 무인기에 공통 적용되는 일부
부품과 SW에서 글로벌 경쟁력 보유

•민수분야

드론에서

중국,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후발주자로서 시장 격차 존재
•전문 부품/SW 업체 부족 및 영세성, 글로벌 시장 선도
기업·제품 부재
•항법, 제어, 알고리즘 등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은 미국,
이스라엘,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존재
•모터 및 프로펠러 등 범용 부품에서 중국의 원가우위
위협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표준 등 선진국이 드론분야 기술

•세계 7위권, Tier 1 수준의 기술역량 보유

주도

중소기업의 시장대응전략
➜ 재난구호 및 재해 대응, 시설안전 점검 등 공공분야에서 활용가치 높은 드론에 대한 시장 기대치 대응
➜ 드론 교육, 보안, 임대 등 드론 비즈니스의 서비스업 적극 연계를 통한 산업 기반확보 및 저변 확대
➜ 비교우위를 가진 카메라, Display, 배터리 등 주요 부품에 대해 집중전략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 통신, 로봇, AI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으로 드론의 고부가가치화, 첨단화, 전장화 도모하여 글로벌 선도 제품 창출
➜ B2B, B2C의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및 조달, 제조, 판매, 유통 등 가치사슬 강화로 드론 보급 및 활용 촉진

45

전략분야 현황분석

나. 전략제품 선정 절차
전략제품
후보군 도출

전략제품 선정위원회

전략제품 확정

- ’16년~’18년 중기부 신청과제
- ’18년~’19년 기술수요조사
- 관련 협회･조합 기술수요조사
-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 수요조사
- 산학연 전문가 추천

è

-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

è

- 스크리닝(중복, 전략범위, 내용 고려)
- 평가기준 수립

- 전략제품선정 워크샵
- 제품 선정결과 검토 및 조정 전략
제품 확정

- 타부처 정책 및 문헌 조사

 전략제품 후보군 도출
▪ (최근 신청 과제)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 사업 ’16년~’18년 3개년 신청과제
▪ (기술수요조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SMTECH(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및
관련 협회 ’18년~’19년 기술수요조사 결과
▪ (대기업 의견) 전략분야 관련 대기업의 중소기업 유망 제품 관련 인터뷰
▪ (산학연 전문가 추천) 분야별 전문가 대상 후보 추천 의뢰 의견수렴
▪ (타부처 정책 및 문헌조사) 타 부처 정책사항 및 문헌조사를 통한 품목 발굴

 전략제품 선정위원회
▪ (위원회구성) 중소기업 적합형 기술로드맵 수립 및 전략 강화를 위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분야 내 전략제품 평가 및 검토 진행
▪ (적합성검토) 해당 전략분야의 범위에 포함 여부, 중소기업 시장 대응전략 부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적합성 검토
▪ (평가항목) 기술성, 시장성, 정부정책 적합성, 중소기업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

 전략제품 확정
▪ (선정위원회) 산･학･연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략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통해
전략제품을 선정
▪ (검토 및 조장) 선정된 전략제품들에 대해 최종적인 타당성 검증 및 분야 간 전략제품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전략분야별 전략제품 확정

46

드론

다. 전략제품 선정결과
◎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 인적 자원의 투입이 매우 어렵고 열악한 분야인 화재진압에 특화되어 재난 재해대응
현장에서의 초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드론
▪ 방재 분야의 드론은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아 정부에서 드론 독자개발·국산화를 위해 ’22년까지
사업예산 1,995억 원 투자 지원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 기존의 인력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고비용·고위험이 수반되었던 시설안전점검을 드론이
수행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드론
▪ 설·교통·시설점검 등과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도 증가하고 교량, 철도, 도로, 용적, 건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도 드론 활용 범위가 많아 높은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 드론에 대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고 비인가자의 원격제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 드론 사업의 급성장세에도 드론보안에 대한 관심과 산업 형성은 미비한 상황임, 안티드론(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 산업은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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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정의 및 범위
▪ 인적 자원의 투입이 매우 어렵고 열악한 분야인 화재진압에 특화되어 재난 재해대응 현장에서의
초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드론
▪ 화재현장의 초기대응, 화재발생시 생존공간 확보, 산불현장 야간잔불 진화 기능을 갖추고 경량화,
장시간 비행, 방재 및 고내구성 기체를 가진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드론
▪ 원격제어 투하장치, 소화제 투하 및 발사장치, 정밀투하 및 발사 목적 자동제어 기능, 소방드론의
기체와 조종 및 통신시스템 포함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 공공분야·소방현장에서의 드론 활용 요구 및 수요 • 열감지, 소화제 투하 등 임무수행 범위 증가 중이나
증가
•

상용화 검증 완료 된 외산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
세계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6%

성장 • 소방드론과 소방인력과의 협업 및 골든타임 확보 등

예상되며 2023년 기준 약 8.8억 달러 규모 전망

인력 협업 모델 증가

• 국내 시장은 초창기 군수요 중심에서 산업분야로 • 소방드론 국산화 및 임무수행 범위 확장을 위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소방드론 역시 높은 성장 예상

공공분야 투자 확대 가능성

정책 동향

기술 동향

• 드론 운용 및 적용을 위한 항공법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필요
• 항공법, 기존 소방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GPS, 기체 제작 등 일부 국내 기술수준 글로벌 수준
• 배터리, 열감지, 항법 Software, 엔진모터, 센서 등
핵심 기술은 외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
•

화재진압과 관련된

소화제

살포

및

발사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높은 요구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 드론 탑재 가능 초경량 소화제 기술

•(해외) SKEYE, Flyability, Falck

• 고온 극복(방염·방열·방수 및 형상) 소재 기술

•(대기업) 없음

• 소화장치 제어 기술

•(중소기업) 엑스드론, 네스엔텍, 한서대학교

•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
• 전파증폭·잡파극복 통제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드론탑재 소화제 투하기술, 소화장치 제어기술, 열감지 센서, 자동추적기술 등 소방드론에 적용
가능한 주요 기술 위주로 기술 선점 필요
➜

고온

극복

소재기술(방염,

방열,

방수소재

및

형상),

전파증폭·잡파극복

통제기술(항재밍

anti-jamming) 역시 기술 집중도가 낮은 분야로 차후 중소기업이 특허전략 수립 집중
➜ 산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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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화재 진압용 소방드론은 골든타임 확보 등을 위한 화재현장 초기대응, 화재발생시 생존 공간
확보 그리고 산불현장 야간잔불을 진화할 수 있게 하는 소화제 투하 및 발사장치가 부착된
소방 목적 드론
▪ 화재현장은 재난·재해 현장 중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함에도 인적 자원 투입이 매우 어렵고 열악한
분야로, 소방드론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다수의 임무장치와 기능을 탑재한 소방임무 특화 드론
▪ 화재현장의 초기대응, 화재발생시 생존공간 확보, 산불현장 야간잔불 진화 기능을 갖추고 경량화,
장시간 비행, 방재 및 고내구성 기체를 가진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드론

 원격제어 투하장치, 소화제 투하 및 발사장치, 정밀투하 및 발사 목적 자동제어 기능,
소방드론의 기체와 조종 및 통신시스템을 포함

(2) 필요성
 화재 진압용 소방드론은 일반 국민의 평균수명(78.5세)보다 20년이나 적은 평균수명
(58.7세)6)을 보이는 소방관들의 극도로 위험한 근무환경을 완화 정상화하고 소방관
스스로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긴급히 필요
▪ (내부침투) 구조가 필요한 대상의 존재여부를 확인 후, 신속한 구조활동 전개 및 소방관 안전 확보
▪ (구조선제대응) 정기적 순찰을 통한 화재 확산·재난사고 방지와 산불의 조기발견과 즉각 대응을 통해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
▪ (구급활동) AED 제공 및 신속한 1차 처치 지원으로 구조자 및 소방관의 생존율 상승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직접 출동 및 관측·대응 시 현장진압과 인명구조 필요 상황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 소요
▪ 화재현상에서 소방관의 상황정보 수집 소요 시간은 전체 재난대응 시간의 절반 이상 차지
▪ 특히, 대형·고층건물이 많은 도심지 또는 산·바다 등 광범위한 화재현장에서 유인작업의 효율이
감소하며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
▪ 지역별 화재현장 대응 소요시간 편차가 커 소방작업의 평준화 어려움
- 골든타임(5분) 이내 현장 도착률 및 평균 도착시간: (서울 등 7개 광역시) 75.5%, 4분 19초 /
(경기 등 9개 광역단체) 48%, 7분 20초(산업통상자원부, 2018.03, 보도자료)

6) 민중의 소리, “한국인 평균수명 보다 20살 짧은 소방관 수명” 충격적인 소방관 관련 통계 6가지, 2017.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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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저비용 고효율 화재 진압용 소방드론 개발 기술은 원격제어 투하장치 기술, 소화제 투하 및
발사장치 기술 그리고 정밀투하 및 발사 목적 자동제어기술 등으로 세부 기술 구분
▪ 원격제어 투하장치 기술의 경우 원격제어 통신 기술, 자동 투하장치 기술로 분류
- 원격제어 통신기술은 투하장치 통신모듈 설계, 송수신기 개발 및 제작을 목적으로 개발
- 자동 투하장치 기술은 투하장치 설계, 설계된 자동투하장치를 개발 및 제작
▪ 소화제 투하 및 발사 기술의 경우 자동발사장치 단일기술로 분류
- 자동발사장치 기술은 투하장치 발사장치 설계/개발/제작 및 통합을 목적으로 함
▪ 정밀 투하 및 발사목적 자동제어 기술의 경우 정밀제어 알고리듬 단일기술로 분류
- 정밀제어 알고리즘 기술은 자동 Target 투하 시스템 개발, 자동 Target 투하/발사시스템
통합개발을 목적으로 함
▪ 정밀 원격제어 투하/발사 장치 기술 확보의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 투하장치 통신모듈 개발, 자동투하장치 개발, 발사장치 개발 및 통합, 자동 Target 투하/발사
시스템 개발
▪ 발사용 기술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적용
- 화재시 소방관 진입이 어려운 장소(PIT층, 지하공동구, 고층빌딩 등)
- 화재의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위험물 저장소, 공장, 차량기지 등)
- 금속파편,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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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진압용 소방드론 개발 제품분류 관점 기술범위 ]

기술명
드론 탑재 소화제 투하장치
기술

•드론에 탑재 가능한 소화제 투하 장치

드론 탑재 가능 초경량
소화제 기술

•초경량으로 소화성능이 우수한 소화제(소화탄, 소화분말 등)

소화 장치 제어 기술

•소화제가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소화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

열 감지센서 기술

현장 실시간 Mapping 기술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

•화재현장에서 연기 및 열 탐지를 하여 화재를 진압할 목표지점을 탐색하는 기술

•공중 촬영을 통해 사건현장 지도를 만들어 위험요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화재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생존자 열화상 동영상)를 관리자(통제센터)에게
무선 송신하는 기술

드론 통제 시스템 기술

•드론의 비행, 임무를 제어하는 시스템

자율 비행 시스템 기술

•드론이 자율비행 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술

고온 극복 소재(방염, 방열,
방수소재 및 형상) 기술

전파증폭·잡파 극복
통제기술(항재밍,
anti-jamming)

출력저하대비 응급
자세제어(fail safe)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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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비행 유지 가능한 소재 개발

•통신 단절 상황 최소화 위한 극한 상황 대응용 통신 기술

•프로펠러 이상이나 배터리 출력 감소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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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가치사슬)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드론의 경우 산업시설 운용 제조업 및 건축물 관리,
공공행정분야에서 많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소방관과의 협업을 통한 소방업무 효율 향상
기대
▪ 소화탄 탑재 및 방염·방열 가능 기체를 통한 화재현장 조기진압 가능
▪ 화재현장 투입으로 소방관 지원 및 진입·퇴로 확보, 생존확률 증가 기대
[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소방드론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소방드론 분야

전방산업

IoT 통신, 고내풍·방염·방열 기체
제조, 소화제 및 소화탄
제조업체, 무인체 배터리
제조업체

화재현장 인명탐지 및 구조 시스템,
소화탄 탑재 및 자동발사 시스템,
재난현장 복잡환경 자율비행 시스템 등

소방, 공공행정, 부동산 및 건축,
제조업, 산업시설 등

◎ 용도별 분류
 (용도별 분류) 산업시설 운용 중화학 공업 및 제조업과 건축물 관리 사업시설 서비스업,
공공행정 분야에서 널리 활용 가능하며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안전가치 확보에 큰 기여 가능
[ 용도별 분류 ]
용도

세부 내용
•산불, 홍수, 화학제품 유출 등의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재난 발생 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투입되어 사고 현장을 조사해 사고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빠른

공공행정 및 소방

의사결정 지원
•재난 지역에 긴급 구호 물자 보급
•화재진압과 화재탐지 및 감시, 긴급구조 통합형 소방드론 개발로 시장 대응

•공장 화재현장 조기대응 및 화재 진압
•산업시설 관리요원의 관리업무 및 진입·퇴로 확보
산업시설, 제조업

•공장시설 열 탐지 및 화재 선제 관리
•공장 화재 발생 시 5분 이내에 현장 도착으로 진입로 및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
•정밀 실내 자율비행 기술 및 실내투하 기술 활용한 소형기체로 공장 내 효율적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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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재난·구조 분야의 드론 활용도 및 공공분야 투자 가능성 확대
 방재 분야의 드론 활동과 제작 수익은 전체 드론 시장 중 작은 부분을 차지하나 활용 빈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
▪ (재해 영향구역 지도)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지도 제작으로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시공간적 정보 수집·제공
▪ (위험평가)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위험과 피해 규모를 신속히 평가
▪ (인도적 구호 활동) 재해지역의 피해대상을 신속히 이동시키고 구호

 정부는 드론 독자개발 및 국산화를 위해 ‘22년까지 사업예산 1,995억 원을 투자할 계획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에서 현재 관련
기술 연구 진행 중

 특히, 산림보호·화재현장·재난구호 분야 업무는 다양한 이용자들에 의해 활용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잠재 가치를 가짐
▪ 산불, 홍수, 화학제품 유출 등의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재난 발생 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투입되어 사고 현장을 조사해 사고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빠른 의사결정을 도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진행
- 소형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조정하며 촬영한 영상을 관제센터로 전송
▪ 강원도 정선군 노추산 산불현장에서 잔불 수색을 하고 위치를 현장에 전파하여 화재 확산 방지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한국타이어 화재 시 드론을 투입하여 상공에서 화재상황을 파악

 화재 발생 시 5분 이내에 현장 도착 가능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며, 관할 범위의 확대, 진입로
확보 문제, 장비의 부재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 준수가 어려움
▪ 드론은 신속성과 안전성을 통해 위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좌) 화재성장곡선 (우) 심정지 후 시간대별 생존율 ]

* 출처 : 박경록 외(2015), 한국 맞춤형 소방드론 도입방향 연구, LG Global Challeng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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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 기술 확보 및 R&D 필요
 IoT 기술에 기반한 사회 안전망 구축 시도 등 통신 기술 연구 개발에 힘입어 소방드론
시스템 도입 및 발전 가능성 증대
▪ 드론 전용 주파수 배분을 통한 드론 안전성 확보, 재난 지역 및 서비스에 적합한 근거리, 장거리,
고속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을 적용 및 확장하는 기술 개발이 시도되고 있음
▪ 비행범위 및 비행시간문제 해결을 위한 무인충전 스테이션 기술 개발이 필요

◎ 드론 운용 및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전파법은 크게 제약이 되지 않으나 드론이 항공기로 분류되어 항공법 조항 개선 필요
▪ 핵심 법규인 항공법, 시행령, 시행 규칙, 세부 운영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방드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유관기관 사이의 협약이 필요
▪ 서울지역은 대부분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즉각 비행이 힘들어 국방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와 업무 협의 진행 중

 기술 정책지원, 규제 완화 등 정부 주도의 관련 산업 성장이 필요
▪ 단순 촬영 외에 보다 기술 집약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소방드론의 도입이 정책 기조가 필요
▪ 공공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해 정부의 R&D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할 필요 증대

 드론 양산 및 현장 보급 후 드론 운용을 위한 현장 매뉴얼 필요
▪ 기술 수준과 활용도에 따라 관련 매뉴얼을 개조하여 현장 지휘체계 혼란 및 중복 활용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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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재난안전 드론 시장규모는 ’23년 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시장 비중은
’14년 1%에서 ’23년 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무인기 생산기반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 중

 재난안전 드론 생산규모는 ’12년부터 ’21년까지 24억 달러 규모로 전체 생산 규모의 5%로
예상되나, 점차 증가폭이 커져 ’21년에는 6.5%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재난안전 드론 관련 분야별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통신
영상
재난구조

’18

’19

’20

’21

제작

3

활용

17

10

35

123

61

240

961

제작

131

173

234

274

활용

727

1,072

1,623

2,148

제작

83

104

196

245

활용

137

212

506

708

’22

’23

CAGR

229

677

195.6

1,975

6,484

228.3

306

384

25.6

2,639

3,795

43.8

237

351

48.3

861

1,533

78.1

자료: 관계부처합동(2017),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EuroConsult는 치안‧방재활동 분야에서 사용되는 드론 대수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56%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드론 활용 일수는 2015년 대당 40일 대비 2025년 대당 90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이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용자 증가와 드론 활용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드론 활용에서 오는 전체 시장가치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65%씩 성장하여 2025년 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생산자 수익은 연평균 46%씩 성장하여 2025년 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 방재 분야 드론 시장 전망 ]

* 출처 : EuroConsult(2016), Prosepcts for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Market Analysis &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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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국내 드론 시장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20년까지 군사 부문 무인 항공기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산업 부문으로도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방드론 시장
역시 높은 성장 가능성
▪

정부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2017.12)’ 및 육·해·공 무인이동체가
공통적으로 갖춰야할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 개발과 5대 용도별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드론 관련 기술경쟁력 세계 3위, 세계 시장점유율 10%, 수출액 160억 달러 달성
목표 제시

▪ 국내 내수시장은 세계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나 국내 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은
상황

 제작시장은 2016년 기준 약 231억 원으로 추정되며, 군수시장이 훨씬 크며 응용 시장은
2016년 기준 약 473억 원으로 추정
▪ 재난안전 시장에서는 기술 성숙에 따른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적용분야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소비자의 관심증가에 따라 소형드론의 판매가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국내 드론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1,754

2,198

3,354

3,661

4,158

5,497

32.2

* 출처 : 관계부처합동(2017),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활용 재가공

 국내 재난안전 드론시장은 ’2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
▪ 현재는 민간 드론 활용이 농업 및 항공촬영에 편중되어 있으나 향후 공공용으로 시작하여 활용
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상용 드론 활용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시장예측

’18

’19

’20

’21

’22

’23

CAGR

활용시장

1,707

2,986

5,791

8,223

12,142

20,435

68.3

* 출처 : 관계부처합동(2017),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활용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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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 화재진압과 관련된 소화제 살포 및 발사 관련 기술개발 집중
 해외 소방드론 기술개발은 산불진압과 소화제 투하 및 소화제 대량발사 기술에 집중
▪ 산불진압용 맞불용 fireball 투하 기술 및 실내 및 산업시설 소화제 대량발사 기술(유무선, 유무인
결합) 포함

 국내 역시 소방드론 관련 기술개발은 화재진압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소화제 살포 및 발사
기술에 집중
▪ 2015~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드론과 소방로봇을 포함한 무인소방시스템(UFS: Unmanned
Firefighting System) 국내 특허 신청 분류 결과 화재진압 기술 관련 특허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선 인명구조나 화재감시 및 탐지보다 화재를 직접 진화하는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무인소방시스템 국내 특허 신청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화재진압

화재감시 및 탐지

인명구조

소방드론

29(54.7)

17(34.0)

6(11.3)

소방로봇

34(72.3)

8(17.0)

5(10.6)

* 출처 : 아웃소싱뉴스(2018.11), 화재진압하는 드론·로봇.. 관련 기술특허 크게 증가, 관련기사

◎ 드론의 단독 화재진압보다는 소방대원 등 인적자원과의 협업이 가능한 모델 개발
우선
 정부 화재 진압용 소방드론 개발 정책은 소방대원보다 화재현장 선 투입 후 화재현장
초기대응 및 생존 공간 확보, 화재현장 및 출동경로 영상 전송 그리고 화재진압을 중시7)
▪ 소방대원보다 화재현장 선 투입 후 화재현장 초기대응 및 생존공간확보 : 터널, 대형물류창고
등에서 사고ㆍ화재가 났을 때 먼저 소방ㆍ구조대원에 앞서 투입, 현장 상황을 파악해 구조ㆍ진압
대원의 안전 확보ㆍ신속한 후속 대응을 지원할 계획
▪ 화재현장 및 출동경로 영상 전송: 화재현장(1대) 및 출동경로 교통상황 영상(1대) 및 데이터 현장
소방대원과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 또 화재,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 즉시 드론을 먼저
출동시켜 현장 상황을 출동대원들과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 만약 화재 사고의 경우, 총 2기의
드론이 출동해 1기는 대형소방차 출동 지원을 위해 소방차량이 사고현장까지 가는 경로의
교통상황을 촬영하고, 다른 1기는 화재현장의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
▪ 화재진압 : 필요시 소방장비 투입 화재진압 필요시 소방장비 투하 등 특수임무 수행
7) 아시아경제신문, 화재·재난용 국산 드론 독자 개발…"세계 시장 개척",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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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제 발사 및 투하, 열감지 및 실시간 탐지,
통신기능을 통한 통제센터와의 협업 기능 강화
 화재 진압에 드론이 활용되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제 투하 및 발
사, 임무수행장치 탑재, 열 감지, 내연성 및 방화성 등 드론 강화 기술개발 주력
▪ 화재 진압용 소방드론 자동투하장치 기술 이슈
- 목표 위치(고도)에 따른 투하 위치와 시점 선정기술
- 잔불소화8)를 위한 화재 확산 시뮬레이션과 차단 맞불용 fireball 최적 투하 좌표획득 알고리듬
▪ 화재 진압용 소방드론 자동발사장치 기술 이슈
- 레이저 가이드 유도 및 GPS 유도 방식 Target 부여 및 추진로켓과 조향날개 조정에 의한 Target
명중률 확보 기술
- 건물내 소화제 발사(유리창 개방)를 위한 포탄형 발사장치
- 레이저 가이드 유도 및 GPS 유도 방식 유도와 조향날개 조정에 의한 Target 명중률 확보 기술
▪ 페이로드 증가 및 화재중심 접근 필요성 증가에 따른 내연성 강화 기술
- 화재중심 소화제 정밀발사를 위한 가스압축분말소화제 정밀살포장치
▪ 드론에 탑재 가능한 소화제 투하 장치 기술
- 소방 드론의 페이로드와 비행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투하장치 정확성 증가 예상
▪ 초경량으로 소화성능이 우수한 소화제(소화탄, 소화분말 등) 기술
- 소화제 성능은 화재종류와 화재발생환경에 지배되기 때문에 투하장치 정확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화재진압능력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문제 극복 기술 이슈
- 소화제가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소화 장치를 제어하는 소화 장치 제어 기술
- 화재 환경(고온고열, 시계제한, 난기류) 하 비행안정성 및 투하/발사 장치 안정적 제어기술
▪ 열감지 센서 기술
- 화재현장에서 연기 및 열을 탐지하여 화재를 진압할 목표지점을 탐색하는 기술
- 적외선 열화상 센서 탐지, 인지, 식별, 추적, 생존 공간 확보기술
▪ 현장 실시간 맵핑 및 통신기술
- 공중촬영을 통해 사건 현장 지도를 만들어 위험요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위치정확성, 비행안정성, 탐지, 인지, 식별, 추적, 생존공간 확보기술
-

화재현장에서 수집한
무선통신 및 송신

다양한

데이터(생존자

열화상

동영상)를

관리자(통제센터)에게

데이터

- 공중무선중계 및 무선망 점검9), 데이터 압축 송신, 보안기술
- 잡음내구성 확보를 위한 전파증폭·잡파 극복 통제(항재밍, anti-jamming) 기술
8) 박경록 외 3, 안전은 드론을 타고-한국 맞춤형 소방드론 도입방향연구, LG Global Challenger 2015, pp6-51.
9) 경찰청, 치안업무에 드론활용을 위한 경찰항공 운영규칙 연구, 2017, 12, 25, 경찰청, pp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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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단절 상황 최소화 위한 극한 상황 대응용 통신 기술
▪ 출력저하대비 응급 자세제어(fail safe) 기술
- 프로펠러 이상이나 배터리 출력 감소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여 안정성을 확보
- 배터리 이중화, fail safe
[ 화재 진압용 소방드론 탑재 연속정밀살포용 분말형소화제 발사장치 GCS SW 사용자 인터페이스 ]

출처: Cameron Peterson & 3, Fire Containment Drone(2016),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Worcester, MA, April
27, 2016, pp. 51-59.

◎ 화재현장에서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방염 및 방열 등 물리적 내구성 강화
 고온 극복 소재(방염, 방열, 방수소재 및 형상) 기술 이슈 :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비행 유지
가능한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
▪ 방염10), 방진, 방수를 위해 기체의 소재를 재구성하여 안정적인 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기체구조
형상 설계
- 기존 무인 비행체로는 내환경(방수, 방진, 방염)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방수, 방진을 위한 기체
형상을 설계하고 방염을 위한 소재 변경으로 재구성하여야 함
- 방수와 방진은 밀페형 구조를 설계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방염 소재는 아라미드를 적용하는
방안과 방염도료를 고려할 수 있음. 방염 도료는 현실적으로 200℃/20min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방염에 특화되어 있는 아라미드 소재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구성해볼 수 있음
- 아라미드는 직물과 형상물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직물을 사용할 경우는 일반 소재를 진공 층을
포함한 2중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형상물을 사용할 경우 2차 가공이 불가능하여
초기 금형이 설계의 실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소재를 검토함
▪ 내환경 설계를 반영한 기체 설계
- 비행 제어기를 비롯한 내부 유/무선 통신, 센서(광학캠, GPS, 안테나, Gyro, GCSC, GUIDANCE,
베터리, 냉각펜, FCC 보드, UART, lightbridge) 들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

10) 방염 환경의 조건인 500℃/1min 을 견디기 위한 방염소재 검토, 레인보우, 복합 재난상황에 사용가능한 실내
정찰용 로봇시스템 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서, [미래성장동력사업(기술개발)], 2016. 11. 30, pp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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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환경 소재 적용에 따른 로터와 프롭의 서로 상호간의 인자 분석을 통해 추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
상호 교류 영향을 주는 교호작용 인자 수준을 파악하여 최적의 조합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금형
제작 기체 구현
▪ 페이로드와 비행시간 증가를 위한 동역학 기반 프롭/로터 설계
- 기체, 로터, 프롭 등을 인자로 선정, 내환경 소재로 형상을 제작하는 인자로 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체 제작
- 인자인 프롭의 실질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3차원 CAD 프로그램을 통한 프롭 모델링
형상화를 바탕으로 금형 제작
- 또 하나의 인자인 로터의 실질적인 성능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의 축척된 데이터를 토대로
제품상의 제원과 비교한 안정성 확보
- 내 환경 무인 비행체의 운용조건 및 환경조건에 맞는 기체 형상 금형 제작
- 실험 계획법을 통한 로터-프롭 인자 수준 조합 실험점 배치
- 제어인자(control factor : 기체, 로터, 프롭 등), 외부인자(Noise factor : 운용조건, 외부영향(방수,
방진, 방염 등)) 선정
- 간이 실험기를 통한 로터-프롭 조합간의 추력 성능 실험
- 간이 실험기를 통하여 인자, 수준의 조합에 따른 공력성능 실험 분석
- 프롭 제원에 따른 모터의 전력량, 전력 소모량 분석
- 내환경 운용조건에 맞는 방수, 방진, 방염 성능 분석
- 위의 방법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무인 비행체의 비행조건, 사양에 따른 선택적 형상 구축
- 드론의 운용조건, 외부 영향에 따른 로터-프롭 선정에 있어 전문가적 지식, 경험을 토대로한
노하우가 반영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연구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및 운용조건에 맞는 로터-프롭 선정
▪ 실험 제품 제작
- 간이 실험기를 통한 로터-프롭의 성능 및 효율 데이터를 토대로 실제 기체 적용 비교 검증
- 무인 비행체의 호버링(안정도) 성능 확인
- 기존의 로터-프롭 조합간의 비행성능(호버링, 운용시간 등)과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로터-프롭 간의 최적 조합의 비행성능 비교 검증
- 방수, 방진, 방염 성능 자체 실험 및 검증
- 지상 정찰 로봇 수송을 위한 짐벌 설계 및 투하용 엑추에이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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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SKEYE) 네덜란드 기업으로 드론을 통해 촬영, 수집한 영상을 그래픽하여 소방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픽 기술 개발
▪ 드론이 화재현장을 촬영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입체적으로 3D 그래픽하는 기술 개발
▪ 화재로 인해 사람이 볼 수 없는 현장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 3D 맵핑(Mapping) 알고리즘
지도를 생성하는 SLAM 기술 개발
- 심하게 손상된 건물에서 생존자를 발견하고 붕괴 우려가 높은 위험 지점 탐색
- 3차원 지도 생성 기술을 소방 드론에 탑재하기 위한 시도
- RGBD(RGB 및 깊이 이미지) 카메라로 두 개의 연속적 프레임 사이의 움직임을 통해 생성
▪ 생성된 지도는 생존자 탐색 후 구출 작업에 활용

 (Flyability) 구 형태의 소방 드론을 개발함으로써 외부 충격을 견디고 소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화 드론 개발
▪ 소방현장 특화 임무수행을 위해 구 형태의 드론으로 외부 충격을 강하게 견디고 건물 내부 침투 및
인명 수색에 유리한 소방 드론 Gimball 드론 개발
▪ 열화상 카메라 탑재로 소방관 위험 감경 및 소방 현장에 빠르게 침투하기 위한 탐지 기술 개발

 (Falck) 엠뷸런스 드론, 튜브 드론 등 소방현장에서 필요한 크고 작은 개별 임무 수행 드론
기술 개발
▪ 엠뷸런스 드론을 통해 AED를 비롯해 각종 응급 처방 키트를 화재현장 및 환자 존재 장소까지
신속하게 운반
▪ LTE 통신을 이용해 드론 통제하는 통신기술을 개발해 기존 통신방법의 전파혼선문제 및 전파
수신거리 문제 해결 노력

 (네브라스카 대학교) 소화제 투하, Fireball 투하 형태의 소화장치 탑재 드론 개발
▪ 소화제를 직접 투하하는 임무수행장치를 개발해 드론에 부착
▪ 맞불을 놓아 산불을 진압하는 Fireball 투하 기술 개발
[ 탑재 맞불 fireball 투하형 산불진압 드론 ]

* 출처 : Sebastian Elbaum, Dirac Twidwell and Carrick Detweiler, U. of Nebraska Linc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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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진압용 소방드론 플랫폼(비행체) 비교 분석(국외) ]

업체

DJI

Freefly System

Prodrone

Microdrone

S1000+

Matrice
600 PRO

Alta 6

Alta 8

PD68-AWARM

md4-3000

md4-1000

모터 축간 크기

1,045mm

1,133mm

1,100mm

1,300mm

1,620mm

1,352mm

1,030mm

PROP 장착시
크기

1,420mm

1,668mm

1,550mm

1,750mm

2,300mm

2,052mm

1,730mm

송수신거리

5km

5km

3km

3km

3km

4km

4km

운용속도

65km/h

65km/h

60km/h

60km/h

60km/h

70km/h

43km/h

운용시간
(payload제외)

30분

38분

45분

34분

30분

45분

45분

기체무게
(배터리제외)

4.4kg

6kg

4.5kg

6.2kg

18.8kg

6kg

2.9kg

Payload

4.5kg

5.5kg

6.8kg

9.1kg

20kg

5kg

1.2kg

최대이륙중량

11.0kg

15.5kg

13.6kg

18.1kg

42kg

15kg

6kg

바람저항

8m/s

8m/s

8m/s

8m/s

10m/s

8m/s

12m/s

운용최저온도

-10℃

-10℃

-20℃

-20℃

-10℃

-10℃

-10℃

운용최고온도

40℃

40℃

45℃

45℃

40℃

50℃

50℃

사이트주소

www.dji.c
om

www.dji.c
om

freeflysyst
ems.com

freeflysyst
ems.com

www.prod
rone.ip

www.micr
odrones.c
om

www.micro
drones.com

모델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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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진압용 소방드론 플랫폼(비행체) 비교 분석(국외 1,000mm 이하) ]11)

업체
모델명

DJI

Yuneec

Sensefly

Matrice 100

Inspire 1

Typhoon 4K

Typhoon H

Albris

모터 축간 크기

650mm

581mm

594mm

520mm

565.68mm

PROP 장착시
크기

980mm

911mm

923mm

980mm

960mm

송수신거리

3.5km

5km

0.8km

1.6km

2km

운용속도

60km/h

79.2km/h

30km/h

70km/h

43.2km/h

운용시간
(payload제외)

28분

18분

25분

25분

22분

기체무게
(배터리제외)

2.2kg

2.365kg

1.13kg

1.695kg

1.2kg

Payload

1kg

1kg

0.5kg

1kg

0.3kg

최대이륙중량

3.4kg

3.5kg

1.7kg

1.95kg

1.8kg

바람저항

10m/s

10m/s

10m/s

10m/s

10m/s

운용최저온도

-10℃

-10℃

-5℃

-5℃

-10℃

운용최고온도

40℃

40℃

50℃

50℃

40℃

사이트주소

www.dji.com

www.dji.com

us.yuneec.com

us.yuneec.com

www.sensefly.co
m

이미지

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차(단계)실적·계획서-무인검사장비 기반 교량구조물 신속진단 및 평가기술 개발-, 2019.
1. 30, pp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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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엑스드론) 국내 소방드론의 한계를
배터리·엔진모터 기술 위주로 개발 중

극복하기

위한

IR(열감지)

카메라,

산불탐지,

▪ 국내의 경우 항로통제 GPS 기술은 상당한 수준을 달성했으나, 배터리·엔진모터 기술이 해외 주요
선진국 대비 부족한 수준
▪ 국내 부족한 기술을 위해 충분한 1회 비행시간 확보를 위한 배터리 개발 및 기체 안정성 향상을
위한 센서 기술 개선 (배터리 대용량 소형화 기술)



(한서대학교) 국내 소방드론의 한계를
배터리·엔진모터 기술 위주로 개발 중

극복하기

위한

IR(열감지)

카메라,

산불탐지,

▪ 산불 탐지를 위한 IR(열감지) 카메라 탑재 시도 및 열기 누적 상황에서의 공기밀도 저하 극복, 양력
향상 기술 개발
▪ 산불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산불 자동 탐지 Software 개발 및 이동 중 다양한 지형 감지 기술
개발
▪ 해상구조 시 전파수신 개선 및 운용거리 제약 향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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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진압용 소방드론 플랫폼(비행체) 비교 분석(국내) ]12)
업체

XDRONE

자이언트 드론

네스엔텍

근접형

부착형

XD-X8U

XD-I4T

옥토콥터
GD1200

옥토콥터
GD1000

ARIS
BEETLE-OC
TO

모터 축간
크기

1,535mm

1,300mm

1,300mm

1,150mm

1,200mm

1,000mm

1,140mm

PROP
장착시 크기

1,730mm

1,530mm

1,950mm

1,800mm

1,580mm(
추정)/
15" 장착

1,500mm(
추정)/
20" 장착

1,520mm(
추정)/
15" 장착

송수신거리

3km

2km

3km

3km

2km

2km

2km

운용속도

65km

65km

65km

65km

50~60km/
h

50~60km/
h

25km

35분

15분

40분

35분

12분

12분

20분

7kg

12.5kg

11.5kg

7.5kg

4.4kg

4.4kg

8kg

Payload

10kg

5kg

15kg

10kg

11kg

11kg

2kg

최대이륙중량

23kg

22.5kg

29kg

23kg

15kg

15kg

10kg

바람저항

10m/s

5m/s

10m/s

10m/s

8m/s

8m/s

8m/s

운용최저온도

-10℃

-10℃

-10℃

-10℃

-10℃

-10℃

-10℃

운용최고온도

40℃

40℃

40℃

40℃

40℃

40℃

40℃

사이트주소

http://ww
w.xdrone.c
o.kr

http://ww
w.xdrone.c
o.kr

http://ww
w.xdrone.c
o.kr

http://ww
w.xdrone.c
o.kr

www.giant
drone.com

www.giant
drone.com

www.air-g
ate.co.kr

모델명

이미지

운용시간
(payload제외)

기체무게
(배터리제외)

1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차(단계)실적·계획서-무인검사장비 기반 교량구조물 신속진단 및 평가기술 개발-, 2019.
1. 30, pp1-155.

68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드론 분야 주요 연구조직 현황 ]

기관

소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무인이동체 연구단
스마트이동체 연구실
지능형시스템 연구실
기술상용화센터
R&D사업화부

파인텔레콤

-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글로벌IT대학
컴퓨터SW학부
임베디드IT학부
전자로봇공학과

연구분야
•붕괴 잔해물 투과 인명탐지 센서 및 시스템
•미션컴퓨터용 개방형 SW 프레임워크
•디지털 트윈 기반 능동대처 화재재난 지원 플랫폼

•고내풍성 드론 시스템

•지능형 초고층 화재방호시스템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비가시, 붕괴잔해물/벽을 투과 인명탐지 및 구조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 휴대/부착형 인명탐지
센서 및 시스템 개발(2019~)
▪ 무인이동체 미션컴퓨터용 개방형 SW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2016~2018)
▪ 디지털 트윈 기반 예측 및 능동대처 가능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기술 개발(2018)

 파인텔레콤
▪ 최대 13㎧ 풍속조건 하에 안전비행이 가능한 고내풍성 드론시스템 개발(2016)

 레인보우
▪ 복합 재난상황에 사용가능한 실내 정찰용 로봇시스템 개발(2016)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능형 초고층 화재방호시스템 개발(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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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리움산업
▪ 무인이동체용 액화수소 연료전지-이차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2016~2018)

 유엔이
▪ 영상정보 기반의 재난 훈련 및 대응을 위한 재난통합관리 시스템 개발(2018~2019)

 코리아테스팅
▪ 자동소화구를 탑재한 투척 목표 지정형 화재진압로봇 개발(2019~)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난현장 스마트 스쿼드 시스템 개발(2016)

 유시스
▪ 긴급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탄 발사기 및 소방용 드론 시스템 개발(2018)

 지식융합원
▪ 지능형 초고층 화재방호시스템 개발(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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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동향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의 지난 22년(’98~ ’19) 간 출원동향13)을 살펴보면
’15년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임
▪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이 전체의 46%의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
출원국으로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42%, 유럽은 9%, 일본은 3% 순으로 나타남
[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연도별 출원동향 ]

13)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공개되는 특허제도의 특성상 실제 출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데이터가
존재하여 2018, 2019년 데이터가 적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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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현황
 한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5년 말부터 해당 기술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한국의 경우, 내국인의 특허 출원이 큰 비중을 차지함. 한국은, 미국과 함께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기술의 출원 증감 흐름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0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완만하게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내국인의 비중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한국에 비해 외국인의 비중이 큼
 유럽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01년도 이후부터 최근까지 미미하게 출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절대적인 출원 건수가 한국 및 미국에 비해 적은 편임.
 일본의 출원현황은 출원수가 매년 5건 이하로,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가별 출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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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집중도 분석
 전략제품에 대한 최근 기술 집중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기술 키워드 분석 진행
▪ 전체 구간(1998년~2019년)에서 도출된 키워드는 크게 무인이동체 기기에 대한 키워드와 화재진압
관련 키워드로 구분 가능
- (무인이동체) 제어장치, 통신모듈, 탐지센서, 제어신호, 제어유닛, 자세제어, 정보파악구조 등과 같은
무인이동체의 기체 유지 및 제어, 운용과 관련된 모듈, 부품, 요소단위의 키워드 도출
- (화재진압) 화재현장, 재난감시, 재난현장, 화재발생, 재난상황, 공공 기관 등 화재진압 드론의
임무수행상황, 현장, 목적 등에 관련된 키워드 도출
▪ 구간별 키워드 분석 결과 1구간(2011-2014년) 대비 최근 5년인 2구간(2015-2019년)에는
키워드의 종류와 범위가 보다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술분류나 임무수행 범위가 보다 구체화
- 최근 5년의 키워드 분포는 통신모듈, 자율운항장치, 영상정보, 무선충전, Navigation Control,
센서노드, 무선통신, 자율비행 등 키워드는 적은 키워드 빈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기술 및 모듈을
특정함으로써 화재진압 드론의 안정적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기능과 기술, 기반을 함의
[ 특허 키워드 변화로 본 기술개발 동향 변화 ]
전체구간(1998년~2019년)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화재 현장, 화재 진압, Unmanned Vehicle, 재난 상황, 재난 현장, 재난
지역, 화재 발생, 영상 정보

최근구간(2011년~2019년)
1구간(2011년~2014년)

•Unmanned

Aerial

Vehicle,

Fire

2구간(2015년~2019년)

Event,

Fire

Suppressant, Fire Risk, Missile Defense, Aircraft
Equipped, Designated Zone, Conductive Material,
Vertical Launch, Ballistic Missile Defense

•무인 항공기, 화재 현장, 화재 진압, Unmanned Aerial
Vehicle, 재난 상황, Unmanned Vehicle, 재난 지역,
화재 발생, 재난 현장, Naviga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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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의 전체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및 유럽 국적의
출원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1 출원인으로는 미국의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및 ‘Minimax
GmbH’로 나타남
▪ 주요출원인 대부분이 자국 시장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관련하여 드론 제조 및 화제 진압이 접목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
▪ 국내에서는 특히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짐
[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주요출원인 ]
전체 주요출원인 동향

해외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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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출원인 기술집중도 분석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해외 주요 출원인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의 화재진압 분야에 적용 가능한 주요 기술키워드 도출
▪ 기체 통제, 원격 조종, 지상통제 및 협응, 주변지형 탐지 및 인식, 안전지대 등 기체의 운용과
비행통제와 관련된 주요 기술특허들 역시 화재진압 드론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이며, 카메라
이미지 처리, 데이터 처리기술, 상황인지 데이터 처리, 데이터 송수신 등은 임무수행에 있어 자료의
수집 및 획득과 처리에 관련된 기술
▪ 기간 1(2011-2014년)에 Vehicle Flight, Quad Copter Vane, Tri Copter, Global Positioning,
Remode Delivery 등 기체와 관련된 기술이 중점을 이루었다면, 기간 2(2015-2019년)에는
Receive Data, Response Programming, Stored Database, Area Surrounding, Plan Program,
Decision Support, Sensor Output 등 데이터 입출력과 처리 등 SW 요소 부각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Army 기술집중도 ]

전체구간(1998년~2019년)

•Unmanned Aerial Vehicle, Expansion Chamber, Ground Control Station, Muzzle Adapter,

스마트
클라우드

Ambient Water, IExplosive Warhead Package, Munition Set, Situational Awareness Data

1구간(2011년~2014년)

•Vehicle Flight, Quad Copter Vane, Tri Copter,
Global Positioning, Remode Delivery

2구간(2015년~2019년)

•Receive Data, Response Programming, Stored
Database,

Area

Surrounding,

Plan Program,

Decision Support, Sensor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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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는 미국의
정부 기관으로,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과 관련하여, 무인항공기 제어를 통해 상황
인식 서비스에 특화된 특허를 다수 출원함. 그 중 등록된 특허는 7건
▪ 드론 기술은 ’15년부터 급격한 출원 증가세를 보이는 기술로, 아직까지 등록수가 저조함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주요특허 리스트]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10474144
(2017.03.10)

Remote information
collection, situational
awareness, and adaptive
response system for
improving advance threat
awareness and hazardous
risk avoidance

무인 항공기를 통해 획득한
센서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기술

US9410783
(2014.08.20)

Universal smart fuze for
unmanned aerial vehicle or
other remote armament
systems

무인 항공기의 비행동안
모니터링되는 정보를 통해
무인 항공기의 제어를
수행하는 기술

US9939239
(2014.05.01)

Stackable collaborative
engagement munition

발사체를 목표 지점에
투하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를
제어하는 기술

US7876224
(2008.03.27)

Airborne deploye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ensing system to detect
an analyte

분해 물질을 탐지하기 위한
무인항공기를 제어하는 기술

Low cost rapid mine
clearance system

무인항공기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광산
정화를 위한 태그 입자를
발포하도록 제어하여 광산을
중화시키기는 기술

US6766745
(2002.10.08)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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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ax GmbH & Co. KG
 해외 주요 출원인인 Minimax가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도메인 분야에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한 Minimax는 Stationary Fire Detector, Target Location,
Fire Parameter, Vehicle Sensor, Fire Protection Structure, Fire Detector Sensor, Initiating
Fire Extinguishing 등 화재진압에 필요한 탐지, 인식, 제어, 소화 등 주요 임무기술에 주로 집중
▪ 기간 2(2015-2019년) 들어 기술시장에 진입하며 활발히 특허출원하며 주요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
[ Minimax 기술집중도 ]
전체구간(1998년~2019년)

•Unmanned Vehicle, Navigation Control, Vehicle Sensor, Target Location, Vehicle Monitoring

스마트
클라우드

Region, Verification Fire Parameter, Stationary Fire Detector, Instruction Signal, Fire Parameter,
Fire Protection Structure

1구간(2011년~2014년)

2구간(2015년~2019년)

-

•Unmanned Vehicle, Navigation Control, Vehicle Sensor,
Target

-

Location,

Vehicle

Monitoring

Region,

Verification Fire Parameter, Stationary Fire Detector,
Instruction

Signal,

Fire

Parameter,

Fire

Protection

Structure

 Minimax는 영국의 소화기 제조 기업으로,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미국 및 유럽에 출원
▪ Minimax GmbH는 무인항공기를 제어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특허에 대한 출원을
7건 진행함. 다만, 해당 7건의 특허 모두 2017년도에 출원된 것으로, 최근까지 심사중임에 따라
등록 특허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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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kheed Martin
 해외 주요 출원인인 Lockheed Martin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군수용 대형항공기에 기반해 드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Lockheed Martin은 기체 제작 및 운용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Fire Retardant, Onboard Sensing, Decision Making Process, Unguided
Projectile Accelerator, UAV Structure 등 기술 확보
▪ 2010년 이후 산업용 임무수행 드론 시장 성장에 맞추어 Particular Mission, Fire Fighting
mMission, Controlling Treat UAV 등 요소기술 확보에 투자
[ Lockheed Martin 기술집중도 ]
전체구간(1998년~2019년)

스마트
클라우드

•Fire Retardant, Aerial Vehicle, Onboard Sensing, Decision Making Process, Unmanned Aerial
Vehicle,

Fire

Fighting

Mission,

Autonomously

Picking,

Threat

Uav,

Recoil

Absorbing

Mechanism, Rigid Housing

1구간(2011년~2014년)

•Threat Uav, Rigid Housing, Penetrator Rod,
Injector Device Configured, Non Destructively
Disabling, Controlling Threat Uav, Hollow
Interior, Predatory Uav, Housing Opening,
Conduit Cou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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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2015년~2019년)

•Fire

Retardant,

Aerial

Vehicle,

Sensing,

Decision

Making

Fighting

Mission,

Autonomously

Unmanned Aerial Vehicle

Onboard

Process,

Fire

P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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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kheed Martin은 미국의 전투기 제작사이자 첨단 기술 기업으로,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과 관련한 특허를 6건 보유함. 그 중 등록된 특허는 4건
[ Lockheed Martin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10131429
(2016.10.18)

Method and systems of
autonomously picking up
water in support of fire
fighting missions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수분을
살포하여 소방 임무를
지원하는 기술

US9175934
(2012.11.19)

Auto-injector
countermeasure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무인항공기에 인젝터 장치를
구비하여 타 무인항공기를
제어하는 기술

US7984581
(2008.01.11)

Projectile accelerator and
related vehicle and method

발세체를 운반하기 위한
무인항공기의 제어 기술

US7699261
(2007.03.05)

Small unmanned airborne
vehicle airframe

무인항공기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통해 공중 감지를
수행하는 기술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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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출원인 기술집중도 분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무인기 탐지, 연계 분석, 영상 데이터 처리, 기계학습 기반의 자율비행 및 예측, 기체 제어 등 관련
드론기술 확보
▪ 기간 1(2011-2014년)에 비해 기간 2(2015-2019년)에 드론 관련 특허 출원 및 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방재, 재난상황 예측, 화재 발생 판단, 화재 정보, 재난 상황 등
공공분야에서의 화재 대응 수요에 기반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특허 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무인항공기를 제어하여 초기 화재를 감지하거나, 진압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특허에 대한 출원을 4건 진행했으나 해당 4건의 특허 모두 2016년도에 출원된
것으로, 최근까지 심사 중임에 따라 등록 특허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집중도 ]
공동
출원인
관계

•공동출원 없음

전체구간(1998년~2019년)

스마트
클라우드

•무인 항공기, 센싱 데이터, 영상 데이터, 분석 결과, 예측 결과, 비행 제어부, 기계 학습 기반, 결합
분석, 연계 분석, 예측 모델

1구간(2011년~2014년)

2구간(2015년~2019년)

-

•무인 항공기, 센싱 데이터, 영상 데이터, 분석

-

결과, 예측 결과, 비행 제어부, 기계 학습 기반,
결합 분석, 연계 분석, 예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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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역시 2015년 이후 특허출원이 활발하며, 화재진압 관련 기술로는
화재건물에서의 드론 운용, 데이터베이스 모듈, 요청 신호의 송수신 모듈, 구동제어 및 운용장치
등이 있음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기술집중도 ]

공동
출원인
관계

•공동출원 없음

전체구간(1998년~2019년)

스마트
클라우드
•화재 건물, 드론 로봇, 데이터베이스 모듈, 화재 현장, 원격 제어 장치, 드론 로봇 임무, 로봇 운용
장치, 통신 모듈, 정보 획득 모듈, 센서 모듈

1구간(2011년~2014년)

2구간(2015년~2019년)

-

•화재 건물, 드론 로봇, 데이터베이스 모듈, 화재

-

현장, 원격 제어 장치, 드론 로봇 임무, 로봇 운용
장치, 통신 모듈, 정보 획득 모듈, 센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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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기술과 관련하여 등록된 특허는 2
건으로 파악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1959299
(2017.12.04)

재난 환경 내 환경 가시화 및
로봇 운용 장치 및 그 방법

화재 대처용 드론/로봇에 관한
것으로, 재난 환경 내 환경 가시화
및 로봇 운용 장치에 관한 기술

KR2041139
(2017.12.04)

드론을 이용한 중계기 설치 및
로봇 위치 인식 시스템과 그
방법

화재 건물 내부에서 로봇과 드론이
외부의 원격 제어 장치의 제어에
따라 화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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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레이더 센서, 재난관리, 정보파악구조, 통신시스템, 무인항공기, 화재산불, 재난현장, 재난재해지역,
재난환경, 탐지장비 등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기술키워드로 볼 때,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중규모의
화재진압 드론 개발과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임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집중도 ]
공동
출원인
관계

•공동 출원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전체구간(1998년~2019년)

스마트
클라우드
•레이더 센서, 무인 항공기, 재난 관리, 재난 현장, 화재 산불, 발생 했을때, 통신 시스템, 기반 시설,
현장 접근, 부상자 조난자

1구간(2011년~2014년)

2구간(2015년~2019년)

-

•레이더 센서, 무인 항공기, 재난 관리, 재난 현장,

-

화재 산불, 발생 했을때, 통신 시스템, 기반 시설,
현장 접근, 부상자 조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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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은 한국의 연구기관으로,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기술과
관련하여 등록된 특허는 3건으로 파악됨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1926557
(2018.06.01)

무인기를 이용한 재난현장에서의
실종자 탐지 장치 및 그 방법

드론을 통한 영상 촬영 및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실종자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KR1888012
(2017.06.30)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재난
현장에서의 조난자 탐색 방법

지진, 화재 또는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무인 항공기를 매개로
부상자 또는 조난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여 재난 관리를 수행하는 기술

KR1889816
(2017.06.30)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재난 구조
시스템

지진, 화재 또는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무인 항공기를 매개로
부상자 또는 조난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여 재난 관리를 수행하는 기술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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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진입장벽 분석
(1) 기술 집중력 분석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관점의 기술독점 현황분석을 위해
집중률 지수(CRn: Concentration Ratio n, 상위 n개사 특허점유율의 합) 분석 진행
▪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0.09로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분야에 있어서 독과점
정도는 낮음 수준으로 판단
▪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 분석결과 0.69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주요출원인의 집중력 및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분석 ]

주요
출원인
집중력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주요출원인 출원인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n

Minimax GmbH

7

2.5%

0.03

1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Army

7

2.5%

0.05

2

Lockheed Martin

6

2.2%

0.07

3

노미 방재

4

1.4%

0.09

4

Parrot

4

1.4%

0.10

5

Jeffrey David Mullen

4

1.4%

0.12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1.4%

0.13

7

한국로봇융합연구원

3

1.1%

0.14

8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3

1.1%

0.15

9

김용원

3

1.1%

0.16

10

전체

278

100%

출원인 구분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중소기업(개인)

88

69.3%

0.69

대기업

8

6.3%

연구기관/대학

31

24.4%

전체

127

100%

CR4=0.09
n

CR중소기업=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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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소송 현황 분석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관련 기술진입 장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특허소송을 이력
검토
▪ 2015년 4월 펜실베니아 서부지방법원에 원고 DRONE TECHNOLOGIES.와 피고 Parrot간의 드론
제어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됨
▪ DRONE TECHNOLOGIES는 다양한 드론 제어 기술과 관련된 특허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등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관련 특허소송 현황 ]
명칭

1

86

US8106748
(2012.01.31)

출원인

원고 v. 피고

Remote-controlled motion apparatus
with acceleration self-sense and remote
control apparatus therefor

Yu-Tuan Lee

DRONE
TECHNOLOGIES
v.
Parrot

대상제품명

소제기일

소송종료일

Parrot FreeFlight app

2014.01.24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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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가. 특허 기반 토픽 도출
 279개의 특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이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픽을 도출

[고층건물_화재_진압용_소방_드론에 대한 토픽 클러스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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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DA14)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키워드 도출 ]
No.
클러스터
01

클러스터
02

클러스터
03

클러스터
04

상위 키워드

대표적 관련 특허

drone, data, include,
device, signal, system,
locate, receive, secure,
configure
system, control, drone,
lock, camera, package,
provide, include, delivery,
vehicle

요소기술 후보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and methods for
무선통신 및 통제
시스템

use
•Bug eater
•Method and apparatus for identifying, locating

자율 비행 및 충돌
회피 기술

and scaring away birds
•Drone defense system
•Securitization of transportation units

transport, image, speaker,
•Price based navigation
client, system, inform,
드론 위협 대응 및
•Methods and apparatus for secure device pairing
control, construct,
보안 기술
for secure network communication including
package, device
cybersecurity
•Transponder for doppler radar, and system for
locating targets using such a transponder
uav, system, locate,
•System and methods for unobtrusively and 전파 증폭 및 잡파
provide, flight, user, path,
극복 기술
relocateably extending communication coverage
device, base, drone
and supporting unmanned aerial vehicle (uav)
activities
•Web server based 24/7 care management system

클러스터
05

inform, system, include,
drone, network, data,
monitor, social, device,
check

for

better

quality

of

life

to

dementia,autistic and assisted living people using
artificial intelligent based smart devices
•A

system

and

method

for

managing

analyzing multimedia information
•Digital token system for physical
클러스터
06

alzheimer,
데이터 통신 및
드론 제어 기술

and

medium

digitalization and physical store optimization
data, control, aerial,
사용자 인증 및
vehicle, identify, module, •Flight control device, 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 통제 시스템
signal, posit, audio, inform flight control method, and computer-readable
recording medium
•Deployment criteria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클러스터
07

클러스터
08

클러스터
09

image, uav, object, system, to improve cellular phone communications
device, aerial, vehicle,
드론 통제 시스템
•Process
and
system
to
register
and
regulate
method, identify, flight
unmanned aerial vehicle operations
•Method for detecting errors of an unmanned
vehicle, unman, uav,
system, control, aerial,
energy, include, operate

flight and 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 통제 시스템

•Method and vehicle for distributing electronic

advertisement messages
control, system, module, •Smart unmanned aerial vehicle for home
vehicle, device, remote,
•Methods and apparatuses for remote control of
operate, authent, secure,
vehicle devices and vehicle lock-out notification
configure

14) Latent Dirichlet Allocation

88

aerial vehicle connected to a carrier plane in

자율비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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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기술 관련 특허의 주요 IPC 코드는 총 12 그룹이었으며, 각
그룹의 정의를 기반으로 요소기술 후보를 아래와 같이 도출

[ IPC 분류체계에 기반한 요소기술 도출 ]
IPC 기술트리
(메인그룹) 내용

(서브클래스) 내용

(B64C)
비행기; 헬리콥터

요소기술 후보

•(B64C 15/00) 젯트 반동에 의한 자세, 비행 방향 또는 고도 극한환경 극복 드론 소재 및 기체
부품 기술
제어
•(B64C 17/00) 항공기의 안정에 관한 것이며 달리 해당
드론 출력저하 대비 응급
자세제어 기술
분류가 없는 것
•(B64C 19/00) 항공기의 조종에 관한 것으로서 달리 해당 드론 자율주행 및 비가시권 비행
기술
분류가 없는 것
•(G06Q

90/00) 특별한 데이터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현장 Mapping 기술, 고화질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실화상 및 열화상 촬영 및 전송
기술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G06Q)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관리용, 상업용, •(G06Q 99/00) 이 서브클래스의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지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않는 주제사항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

•(A62C 2/00) 화재 예방 또는 억제
(A62C)
소방

•(A62C 3/00) 특정한 대상 또는 장소에 특히 적합한 화재
예방, 억제 또는 소화
•(A62C 37/00) 소방설비의 제어

•(G08B 17/00) 화재경보; 폭발에 반응하는 경보
(G08B)
신호 또는 호출시스템;
•(G08B 19/00) 둘 이상의 상이한 바람직하지 못한 또는
지령발신장치; 경보
이상한 상태, 예. 도난과 화재, 이상온도와 유량의
시스템
이상변화에 응답하는 경보

-

드론 탑재 가능 소화제 기술
소화장치 제어 기술
폭발 감지 및 대응 기술

열 감지 센서 기술

(B64D)
항공기의 장비; 비행복; •(B64D 1/00) 항공기에서 물품, 액체 등의 투하, 발사, 해방, 임무수행 탑재 설비 및 소화제
패러슈트(parachute
분사 기술
수입
낙하산); 항공기내의
동력 장치 또는 추진
전달 기구의 설비 또는 •(B64D 3/00) 견인하거나 또는 견인되는 것을 용이하게
드론 탑제 소화제 투하장치 기술
장치
하기 위해 항공기에 대응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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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분야 요소기술 도출 ]
분류

통신·SW

부품·소재

요소기술

출처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현장 실시간 Mapping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타부처 로드맵

드론 통제 시스템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소화장치 제어 기술

특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타부처 로드맵

드론 탑재 가능 초경량 소화제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열 감지 센서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드론 탑재 소화제 투하장치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고온 극복(방염, 방열, 방수소재 및 형상) 소재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무인 배터리 충전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초고성능 카메라 기술(실화상, 열화상카메라)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자율 비행 시스템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타부처 로드맵

출력저하 대비 응급 자세제어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전파증폭·잡파극복 통제 기술(anti-jamming)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장애물 회피
기술(지형지물 인식 및 고도 자동변경)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비행·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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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② 핵심기술
선정위원회 개최

① 요소기술 도출

③ 핵심기술
검토 및 보완

④ 핵심기술 확정

•전략제품 현황 분석

•선정된 핵심기술에 대해서
→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선정 →
→ •확정된 핵심기술을 대상
중복성 검토
•LDA 클러스터링 및 특허
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으로 전략제품별 로드맵
IPC 분류체계
•미흡한 전략제품에 대해서
요소기술 중 핵심기술 선정
구축 개시
핵심기술 보완
•전문가 추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분야 핵심기술 ]
분류

부품·소재

핵심기술

개요

드론 탑재 가능 초경량
소화제 기술

•화재를 신속 진압할 수 있는 기능의 분발형, 살포형, 발사형 등

고온 극복(방염, 방열, 방수
및 형상) 소재 기술

•화재진압 현장에서 드론의 안정적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고온,

소화장치 제어 기술

통신·SW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

비행·운용

전파증폭·잡파극복 통제
기술

다양한 소화제로 드론 화재진압 임무수행장비 개발

고압, 고열 등 극한환경 대비 드론 기체 제작 기술

•드론이 화재현장에서 적절하게 소화제를 살포할 수 있는 제어기술

•화재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조종사 및 통제시설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술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통신 방해환경 극복하기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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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은 특허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라 판단되고, 해외에서는 이미
대기업이 많은 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상황
▪ 다만 국내의 경우 아직 대기업이 특허출원을 증가하려는 듯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차후
중소기업이 특허전략을 수립하는데 해외특허를 회피하여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 필요

 드론탑재 소화제 투하기술, 소화장치 제어기술, 열감지 센서, 자동추적기술 등 소방드론에
적용 가능한 주요 기술 위주로 기술 선점 필요
▪ 드론 탑재 소화제 투하장치 기술, 드론 탑재 가능 초경량 소화제 기술, 소화장치 제어 기술, 열
감지 센서 기술AI 기반 열 감지 자동 추적 기술은 대기업에서 출원을 시작하긴 하였지만, 아직 기술
집중도가 낮은 분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특허 출원 필요

 고온 극복 소재기술(방염, 방열, 방수 및 형상), 전파증폭·잡파극복 통제기술(anti-jamming)
역시 기술 집중도가 낮은 분야로 차후 중소기업이 집중할만한 기술분야로 판단
 또한, 전반적으로 대기업, 산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산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분야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드론 탑재 가능
초경량 소화제
기술
고온 극복(방염,
방열, 방수 및
형상) 소재 기술
소화장치 제어
기술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
전파증폭·잡파극복
통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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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장비 및 드론 기체 기술개발의 공진(共進)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10kg 이하 무게로 90㎡ 면적 소화 가능 한
소형 소화재 개발 및 양산
일반 화재현장 1㎡이내에서 20초간 안정적
비행 가능한 방염/방열/방수 소재 개발 및
양산
화재 진압 대상 면적에 대한 소화제
투입성공률 목표치 달성 된 원격 자동제어
엑추에이터 HW 및 SW 개발
소방미션에 동시 참가하는 다수 드론 그룹 간
다중동시접속 환경 5km 이내에서 드론 별
최소 데이터통신 속도 측정
100m 이내 1w 재밍 전자파에 견디는
항전장비 개발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2) 기술개발 목표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
[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분야 핵심요소기술 연구목표 ]

핵심기술

기술요구사항

연차별 개발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최종목표
10kg 이하
무게로 90㎡
면적 소화
가능 한 소형
소화재 개발
및 양산
일반 화재현장
1㎡이내에서
20초간
안정적 비행
가능한
방염/방열/방
수 소재 개발
및 양산
화재 진압
대상 면적에
대한 소화제
투입성공률
목표치 달성
된 원격
자동제어
엑추에이터
HW 및 SW
개발
소방미션에
동시 참가하는
다수 드론그룹
간
다중동시접속
환경 5km
이내에서
드론별 최소
데이터통신
속도 측정

드론 탑재
가능
초경량
소화제
기술

소화탄 부피 및
무게를 경량화 한
고성능 임무수행
페이로드

소화재의
초소형/초경량
화 및 소화탄
유리창
관통방법 개발

소화탄 시험
후
성능보완으로
관통률 50%
확보

소화탄 시험
후
성능보완으로
관통률 75%
확보 및
양산화

고온
극복(방염,
방열, 방수
및 형상)
소재 기술

고온 및 극한
환경에서 장기
비행 가능한
비행체/프롭/가드
소재 및 형상

기존 소재 및
형상 분석
통한 고온
환경 비행내성
확보 된
신소재 형상
개발

고온환경
시험비행 후
성능 보완개발
통해 비행내성
50% 확보

고온환경
시험비행 후
성능 보완개발
통해 비행내성
75% 확보 후
양산화

소화장치
제어 기술

고층건물
화재상황에서
안정적 자세제어
통해 소화제를
정확히 투하할 수
있는 엑추에이터
기술

원격 제어장치
최초 개발 후
투하정확도(R
MSE) 0.5
또는 명중률
75% 확보

원격
제어장치
성능보완 및
개선으로
투하정확도(R
MSE) 0.85
또는 명중률
85% 확보

원격 제어장치
성능보완 및
개선으로
투하정확도(R
MSE) 0.95
또는 명중률
95% 확보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

위험 환경에서
다수 드론 간
고신뢰 협업을
위한 안정적
텔레메트리/동영
상 송수신
무선통신 기술

대용량 초소형
데이터통신
모듈 최초
개발 후
통신속도
5Mb/s 확보

대용량 초소형
데이터통신
모듈 시험 후
개선으로
통신속도
10Mb/s 확보

대용량 초소형
데이터통신
모듈 시험 후
개선으로
통신속도
20Mb/s 확보

전파증폭·
잡파극복
통제 기술

anti-jamming
통해 유사 주파수
대역의 강한
주파수 또는
잡파에 견디고
목표대상 위치
파악 위한 RF 기술

항 재밍
항공전자 부품
개발 후
고성능 RF 0.5
확보

항 재밍
항공전자 부품
개선 후
고성능 RF
0.85 확보

항 재밍
항공전자 부품
개선 후
고성능 RF
0.95 확보

100m 이내
1w 재밍
전자파에
견디는
항전장비 개발

연계R&D
유형

상용화

기술혁신

산학연 연계
R&D
및
상용화

상용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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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정의 및 범위
▪ 기존의 인력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고비용·고위험이 수반되었던 시설안전점검을 드론이 수행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드론
▪ 시설물 안전점검 임무 수행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방향 시야각 확보,
임의 촬영 상방향 각도 한계 해결을 위한 전방 payload 장착한 H형 프로펠러 배치 드론을 설계 및
제작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 시설점검 분야의 드론 활용은 유인작업에 비해 장점이
부각되어

향후

적용범위

확대

및

드론의

주요

• 구조물 및 시설물의 증가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증가

임무수행 분야로 부각 전망
• (세계) 2016년 기준 1억 7백만 달러에서 2025년

•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 필요성에도 불구 관련 인력
감소 및 부족으로 드론의 활용도 높은 상황

기준 25억 5,200만 달러로 증가 전망
• (국내) 건설 분야 2019년 460억원에서 2026년
4,652억원

전망,

에너지

분야

178억원에서

1,521억원 전망

•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드론의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가치 향상에의 드론 활용
확대 가능성

정책 동향

기술 동향

• 관련 시장의 유망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 선진
기업에 비해 국내 시장과 업체가 부족한 실정이며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구조물 내부의 탐지 및 정밀 점검을 위한 충돌감지 및
회피 기술과 고화질의 이미지 처리 및 관제센터 전송
기술 향상을 위한 R&D 주력 중

• 하도급금지 등의 규제해제로 정책적 지원을 해야
경쟁력 있는 기업의 고용확대가 가능하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안정적 임무수행을 위한 장거리 비행에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 증대 기술 개발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 시설물 구조 3D 모델링 기술

•(해외) Intel, Google, SNCF, Network Rail, TTCI &
Bentley
• (대기업) KORAIL, 국토교통부, KAIST
• (중소기업) 엑스드론

• 충돌 방지 기술(Liar, Optical Flow 등)
• 시설 좌표값 측정 및 설계자료 대비 잔차량 계산 레이저 기술
• 비가시권 비행 위한 장애물 자동회피 및 자율주행 기술
• 드론 원격제어 및 안전점검 현장 운용 상황분석 시스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센서, 구조물 모델링, 시설물 점검 및 상황분석 기술을 활용한 구조물 유지관리 핵심기술 개발 필요
➜ 고고도 체공, 내풍설계, 배터리 용량 증가, 자율주행 및 충돌 회피 기술 개발로 드론의 안정적 임무
수행 지원 및 신뢰성 확보 필요
➜ 산·학 연계 및 테스트베드 확보를 통한 개발기술 검증으로 국내시장 개척 및 선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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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기술의 일환으로 유지관리 인원들이 접근하기 힘든 대형 및
일반 구조물(교량, 원전, 댐 등)의 외관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무인체 기술 기반의 시설물
점검 전용 드론
▪ 기존의 인력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고비용·고위험이 수반되었던 시설안전점검을 드론이 수행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드론
▪ 시설물 안전점검 임무 수행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방향 시야각 확보,
임의 촬영 상방향 각도 한계 해결을 위한 전방 payload 장착한 H형 프로펠러 배치 드론을 설계 및
제작
- H형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범용 컨트롤러 함께 개발

 타워, 송전탑, 지붕, 교량, 댐, 철도 등과 같은 대형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서 항공/지상, 360도 등 광범위한 시각적 범위를 포함해 정밀한 자료를 수집해
유지·보수·개량에 지원
▪ 건설현장 등과 같은 CCTV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고화질 실시간 자료 수집 및 제공으로
정확하고 세밀한 공정관리 지원

(2) 필요성
 구조물 및 시설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검검 및 유지관리 기술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증가
▪ 국민 안전 의식도는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개선여지가 많으며, 건물 및 교량 붕괴, 공장화재 등
시설물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79.2%에 불과

한국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

수준은

 구조물 수량의 급격한 증가
▪ 국내 구조물의 전체 수량을 살펴보면 2014년 9,180개소에서 2025년에는 3,142개소 (41%)
증가한 12,986개소가 될 것으로 전망
▪ 안전등급은 현재 대부분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를 뜻하는 B등급 이상이나 보수가
필요한 C등급 구조물이 전체 9,180개소 중 178개소(1.9%) 정도 상존
▪ 늘어나는 관리 구조물 수에 비해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점검 소홀의 우려가 있으며, 향후 구조물
성능저하로 대규모 보수가 필요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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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이상 노후화 구조물 급증 및 구조물 유지관리 비용 증가
▪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화 구조물은 2014년 239개소 (전체 구조물 중 2.6%)에서
2025년에는 지금보다 7배 증가한 1,681개소 (전체 구조물 중 12.9%)가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10년간 관리수량이 1.6배 증가하였고, 제설제 사용 증가로 구조물 노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 높은 관심이 요구되는 B, C등급의 구조물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구조물들에 대한 점검과 진단, 개량 및 보수 등 구조물 유지관리 비용은 2014년 1,119억원에서
2020년에는 2,461억원으로 연 평균 14%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특히 점검 대상 구조물이 늘어남에 따라 점검 및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존 로봇팔 차량 등이 교량하부에 암을 내려 근접 점검을 하기도 하였으나 교통을 방해하고
충분히 근접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이를 극복할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의 필요성 증가
[ 30년 이상 노후화 구조물 수적 증가 ]

출처: 한국도로공사(2014);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6), 무인 검사
장비를 활용한 대형구조물 진단 및 원격관리 시스템 개발 기획

[ 구조물 유지관리비 증가 추이 ]
(단위: 억 원, %)

비용
비고

CAGR

비고

2,461

14.0

2.2배 증가

172

493

19.4

2.9배 증가

전면걔량비

273

430

8.1

1.6배 증가

보수보강비

674

1,538

14.9

2.3배 증가

2014년

2020년

합계

1,119

점검진단비

*출처: 한국도로공사(2014);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6), 무인 검사 장비를 활용한 대형구조물 진단 및 원격관리
시스템 개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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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업무환경이 열악하고 3D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력 감소 및 부족 현상
▪ 검사 및 진단을 수행해야 할 구조물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검사인력 1명이 점검을 담당하는 구조물의 수는 약 25개로, 이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19개에 비해 약 30% 가량 많은 수치
▪ 유지관리 업종이 이른바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의 기피가 심각해, 유지관리 인력의 평균
연령(43.8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숙련된 인력들이 대거 은퇴할 경우 구조물 유지관리
산업의 공백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구사항에 맞추어 드론의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가치 향상에의 드론 활용 확대
▪ 기술적 파급효과
- 무인체와 비접촉 센싱을 활용한 주기적/자동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높은 신뢰도의 구조물
자동진단 및 관리 가능
- 교량, 댐/원전, 노후건물, 공장과 같은 대형구조물과 유인검사가 제한되는 장소 및 극한 환경 등
활용범위 확대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은 기체 진행방향 전면전체와 기체하부방향 전체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 방향을 촬영할 수 있어 시설물 안전점검, 국방, 교통, 국토정보, 스마트 건설 시스템에서
활용 가치가 큼
▪ 경제적 파급효과
- 소수의 드론을 이용해 다수 구조물을 주기적/자동적으로 검사하여 구조물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시스템을 구축하면 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할 수 있어도
고위험/고비용이 수반되는 복잡 고난도 시설점검 시행착오에 따른 오류와 비용을 절감
- 세계적으로 고령화 구조물 급증에 따른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고, 이에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선점할
경우 경제적 이익 기대
▪ 사회적 파급효과
- 사회에 팽배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주기적 계측을 통한 교량 사고 방지로
국민의 안전요구 충족
- 고위험 단순직, 저임금 낮은 일자리 대신 전문성/고임금 등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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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구조물 검사를 위한 무인체 기술
▪ 무인체 플랫폼/운영체계 설계 및 구성 기술
- 대상 구조물 내외부 검사를 위한 단일 무인체 플랫폼 설계/구성 및 다개체 연계 매커니즘 개발
- 무인체 통합 관리 시스템 및 운영체계 구성 및 개발
▪ 대상 구조물 맵핑 및 검사 위치 추정 기술
- 무인체 운영을 위한 구조물 3차원 정밀 맵핑 및 검사 위치 정밀 추정 기술(영상, SLAM, GPS, INS 등)
▪ 자동 항법 및 운행 기술
- 무인체의 고정밀 운행 (이동, 도킹, 착륙 등) 기술
- 구조물 검사 최적 경로 생성 및 제어 기술
- 무인체와 대상 구조물 또는 무인체간의 충돌 및 추락 방지 기술
- 이종 무인체간 통합 운행 기술

 무인체 연계를 통한 구조물 진단 기술
▪ 비접촉 센싱 기반 구조물 외부상태 진단 기술
- 무인체 탑재가 가능한 비접촉 센싱 (영상, 열화상, 레이저, 초분광 카메라 등) 기반
▪ 내장형/부착형 센서와의 연계를 통한 구조물 진단기술
- 무인체와 연계가 가능한 내장형/부착형 센싱 기술
- 구조물 내장형/부착형 센서(가속도계, 변형률계, 압전소자 등)와 무인체간의 연계를 통한 구조물 진단 기술
▪ 유/무선 전력 및 데이터 송수신 기술
- 유/무선으로 무인체간 또는 무인체와 센서간 전력 및 데이터 송수신 기술(광섬유, 자기공진, 자기유도, RF 등)

 무인체 연계를 통한 시설물 평가 및 유지관리 기술
▪ IoT/BIM/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및 가시화 기술
- 무인체, 내장형/부착형 센서, 기 구축 DB와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 저장 및 관리 기술
- BIM 기반 통합 데이터 가시화 기술
▪ 기존 상시계측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구조물 평가 및 유지관리 기술
- 무인체와 상시계측 데이터, 육안검사 결과와의 연계 (빅데이터 분석 등)를 통한 구조물의 상태,
안전성 평가 및 유지관리 기술
▪ 무인체 기반 구조물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체계 정립 및 무인체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

101

전략제품 현황분석

(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가치사슬)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드론의 경우 산업시설 운용 제조업 및 건축물 관리,
공공행정분야에서 많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소방관과의 협업을 통한 소방업무 효율 향상
기대
▪ 소화탄 탑재 및 방염·방열 가능 기체를 통한 화재현장 조기진압 가능
▪ 화재현장 투입으로 소방관 지원 및 진입·퇴로 확보, 생존확률 증가 기대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분야

전방산업

빅데이터 처리 전문 서비스업,
고화질 이미지 촬영 카메라
부품제조업,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서비스업, 드론 기체
제조업, 고신뢰 OS 및 SW

고화질 이미지 데이터 처리 및 3D 매핑
기술, 이미지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시스템, 지능형 자율
제어기술, 산업 네트워크 기술

부동산, 국토 점검, 공공행정,
발전소 및 공공기관, 건설업,
항공기 MRO, 자동차 및 철도,
해운 토목, 엔지니어링, 에너지

◎ 용도별 분류
 시설물 안전점검의 주요 분야로는 상기 분야에서 교량, 철도, 발전소 점검 및 조사 등의
용도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과 에너지 분야로 가정
▪ (건설 분야) 향후 10년간 가장 잠재성이 높은 분야로서 대형 건설업체의 무인기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가능성 유망
- 사업 설계 : 3D 레이저 스캐너 기술과 결합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건물 및 지형에 대한 정밀한 3D
모형을 구축하여 활용
- 자동 측량 : 드론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측량작업을 수행
- 사업 진행 관리 : 사업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평가를 수행하여 발주자와의 원활한 정보공유
- 해당 사업장의 진척을 지체하는 병목요인을 쉽게 판별
- 사업진행을 총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향후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에 활용
-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건물 단열시공 시의 문제점 등을 파악
- 위험한 지역에 인력 배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
▪ (에너지 분야) 높은 신뢰도를 갖는 고성능 시스템이 요구되며, 거대한 에너지기업의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시추탑, 송전탑 등에 대한 수직적인 검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며 이후 파이프라인 등 수평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활용범위 확대 전망
- 무인기의 활용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시거리 밖 비행에 대한 규제 변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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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석유, 가스 및 전력 분야 등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국가 단위의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Aero Vironment의 Puma와 Shrike 등 군수용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고성능 기체도 사용
-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은 환경보호 등과 관련하여 느리게 성장하고 있으며, 가시거리 밖 비행을
금지하는 현재의 규제 정책과 기존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저가의 중고 세스나기 사용)이 시장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존재
- 사고 발생 시 송유 정지에 따른 막대한 손실 및 복구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들은 파이프라인
점검 빈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관련 보험수가도 절감됨
- 송전설비 사고의 파급효과는 송유관 사고에 따른 영향보다 크고 중대함
- 헬리콥터가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규제에 정한 것 외에도 폭풍, 강설 등의 후에도 수시로
시설 점검을 수행
[ 용도별 분류 ]
용도

세부 내용
•교량 및 댐 조사

건설 분야

•철도 조사
•건설 조사
•송유관 조사

에너지 분야

•연안 굴착장지 조사
•핵발전소/발전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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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건설·교통·시설점검 등과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도 증가
 시설물점검 및 안전에 대한 개념이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제적인
정보수집과 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활용도와 필요성이
더욱 부각
▪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점검은 수시·주기적 점검을 통해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유인점검에 비해 효율적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는 선제적 개념이 강화되어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비책들이 강구
▪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극한 지역, 위험지역에서의 정보수집과 탐색을
통해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활용

 시설점검 분야의 드론 활용은 최근 크게 증가했으며 유인작업에 비해 드론을 활용할 경우의
장점이 부각되어 향후에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드론의 주요 임무수행 분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
▪ 3차원 레이저 스캔 기술을 활용하여 지형, 주변 건물을 3차원 모형으로 만들어서 건설 계획 및
미래의 재개발 등 계획
- 작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기록하여 비용 청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품질 관리에 도움
- 작업 기록을 남겨서 향후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
- 천장이나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가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작업현장의 위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안전 향상
▪ 기존 유인작업을 통한 지형탐사 및 측량, 시설점검에 2주 기간이 소요되었다면, 드론을 통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1-2일 소요 예상
▪ 유인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오차범위 감소

 교량, 철도, 도로, 용적, 건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 범위와 높은 시장잠재력
▪ (교량 및 댐 점검) 비디오카메라 또는 열화상 이미지 센서 활용해 점검
▪ (철도 및 도로 점검) 역 구조, 열 진단, 철로 안전, 초목 및 암석 등 점검
▪ (통신망 점검) 셀룰러 타워 점검, 라디오 플래닝 및 가시선 검사 등
▪ (건설현장 활용) 건설현장의 상황을 고해상도 사진·비디오 촬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점검
- 3D 지도 활용 건설 진행상황 및 건축물 품질 점검
▪ (용적 탐사) 토양 및 시멘트의 용적 및 움직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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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구조물 탐사·감시) 접근이 어려운 고고도의 구조물을 열화상 센서 활용해 점검
- 전력 네트워크, 발전소 등의 비정상 상황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

◎ 발전소, 송유관, 누유 점검 등과 같은 에너지 분야 역시 시설물 안전점검 드론
활용의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
 발전소 비상대응, 자산점검 등과 같은 에너지 분야 역시 시설물 안전점검의 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초기 활용의 확산과 더불어 드론의 산업임부 수행의 주 적용 대상으로 전망
▪ 자산점검, 발전소 비상대응, 수송관 점검 등과 같은 분야에 적용
▪ 기존에 유인작업이 어려운 거대하고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 높은 접근성과 이동성을 가지고
HD급, 열화상 이미지를 수집하는 작업을 수행
- 기존의 인력을 이용한 작업에 비해 더욱 안전하며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
▪ 지형적, 환경적 이유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지질학적 탐사 및 지도 작업이 가능
-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피해 범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적절한 방재작업 가능
▪ 배출가스 연소탑, 수송관, 연안 리그(Rig), 석유 굴착 플랫폼, 원자력 발전소, 풍력 발전용 터빈
블레이드, 송전선, 발전소, 태양관 패널 등의 점검은 에너지 분야의 시설점검에 있어 드론 활용의
대표적 예시
- 300피트 이상 높이의 굴뚝 및 방사능 오염지역과 같은 위험구역 점검
- 점검에 따른 운영 중단시간 단축
- 사각지대가 없는 유리한 위치에서의 HD·적외선 이미지 촬영
- 긴급 상황 시 빠른 대처 가능
▪ 플레어스택(Flare Stack)은 높이가 보통 수백 피트인데다 온도도 화씨 1500~2,000도로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나, 헬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대부분의 화학공장이나 정유 시설은 비행금지
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소형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 절감 및 안전 확보 가능한 장점
- 송유관 순찰, 누출 검사, 해상부유 저장 탱크 내부 검사, 무선 기지국‧송전탑 검사 등의 경우, 비
가시권 비행 허용이 요구

◎ 수직 방향 검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초기 활용으로 빠른 시장확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수평 방향 검사로 활용 범위를 넓힐 전망
 수직방향 검사가 먼저 개발되어 활용될 전망이며, 수평방향 검사는 장기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
▪ (수직방향 검사) 석유 굴착 장치·송전탑·무선 기지국 검사 등에 호버링이 가능한 멀티로터가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 (수평 방향 검사) 송유관·송전선 점검 등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고정익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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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시장의 유망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 선진 기업에 비해 국내 시장과 업체가
부족한 실정이며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은 SOC, 운송, 에너지, 국방,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점검은 물론 시설 운송 등 임무·적용분야 확대 중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이 제조업, 건설업 등의 기존 산업 및 운송·물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용되는 만큼 드론 적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직·간접적 부가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글로벌 업체에 주도되는 시장) 시장의 유망성과 범위 확대에도 불구, 세계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의 주요업체 인텔(Intel), 구글(Google) 등은 세계최고 기술기업이면서
세계최대 기업이기도 한 데 비해 국내업체는 전무한 실정
[ DJI의 시설물 점검 드론 M200 ]

출처: DJ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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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시설물 점검 분야 드론은 주로 건설과 에너지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 기준
1억 7백만 달러에서 2025년 기준 25억 5,2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건설분야에서 2016년 6,50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16억 5,400만달러로 보다 큰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건설분야에서는 주로 Mini UAS와 Prosumer UAS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활용대수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이 약 4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건설시장은 세계 시장의 10% 이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미국보다 무인기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
- Prosumer UAS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지붕 검사 등의 작업에 활용될 것임
▪

에너지분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나 2016년
9,800만달러로 시장 성장률은 유망할 것으로 전망

4,200만달러에서

2025년

기준

8억

- Prosumer UAS가 주류를 이루는 한편, 전체 무인기 중 5% 가량은 Small UAS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시설물 점검 분야 드론 세계시장가치 전망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건설분야 드론
시장가치

356

524

888

1,128

1,310

1,366

49.8

에너지분야 드론
시장가치

138

215

342

425

536

648

44.9

합계

494

739

1,230

1,553

1,846

2,014

48.1

출처: Teal Group(2016), World Civil Unmanned Aerial Systems  Market Profile & Forecast 2016.

 항공·무인체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Teal Group은 건설·시설물·인프라 분야 드론 시장을 향후
10년 간 상업화 가능성과 유망성이 가장 높은 시장으로 전망
▪ 주요 건설사, 발전소, 공공분야, 건설장비 회사 등의 관심으로 산업화 적용 가능성이 높고 고도로
자동화 된 고급 시스템의 일환으로 대량 구매 및 적용 가능성
- 2025년까지 미국의 건설 관련 회사 22,000개가 소형드론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Teal Group,
2016)
- 세계 7대 건설사 중 Vinci( ’12), Bechtel, Balfour Beatty, Bouygues(’11), Kiewit은 이미
소형드론을 실제 현장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건설사도 소형드론을 테스트 중
▪ 건설현장에서의 드론 활용은 가시권 내 운용으로 비행 허가를 받기에도 용이하고 신속하게 현장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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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도의 대형 구조물 점검 드론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 충족 요건 등이 있으나, 유인작업 대비
드론 활용의 장점이 뚜렷한 분야로 향후 잠재력 큼
- 경력이 풍부한 인력의 부족 현상, 작업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 디지털 설계 모형 같은 기술의
도입, 건설용 소형드론의 개발이 건설 분야의 소형드론 활용 촉진
▪ 건설분야에서는 주로 Mini UAS와 Prosumer UAS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활용대수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이 약 4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건설시장은 세계 시장의 10% 이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미국보다 무인기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
- Prosumer UAS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지붕 검사 등의 작업에 활용될 것임

 건설분야의 드론 시장은 2016년 6,500만 달러에서 20215년 기준 16억 5,4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 사용되는 드론 대수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3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EuroConsult, 2016)
- 이러한 성장세는 센서 성능 향상과 드론의 배터리 효율 향상 및 멀티 페이로드와 같은 기술적
향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도심 내의 건설현장과 시설 점검업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드론의 도심 내 활용에 대한
규제가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생산설비 대량화로 드론 생산 비용은 향후 10년간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드론의
운영과 자료 분석 사업에서 오는 총 시장가치는 연평균 40%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68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
▪ 2025년에 아웃소싱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총 시장 가치의 43%인 29억 달러이며,
건설현장의 3D 모형화 및 증강 현실은 데이터 분석기술 측면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건설·인프라 분야 드론 시장 규모 전망]

출처: Teal Group(2016), World Civil Unmanned Aerial Systems  Market Profile & Foreca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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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분야의 드론은 비교적 빠르게 현장에서 활용될 분야로 초기에 활용 시장이 클 것으로
전망(Teal Group, 2016)
▪ 에너지 분야는 신기술을 받아들이려는 회사가 많을 뿐 아니라 소형 드론을 활용한 검사가 필요한
곳이 매우 많음
- AeroVironment사(mini UAS 최대 생산사)는 BP사(세계 3대 정유 회사)와 2014년 6월 계약을
체결하여 알래스카의 Prudhoe Bay oil field에서 소형드론을 활용하여 지형지물, 송유관 등의
3차원 지도 생성 및 분석을 제공
▪ 소형드론에서 검사하는 자료를 암호화하여 전송할 수 있고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도 지속해서 운용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고급 기체가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임

 2016년 4,200만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5년에는 8억 9,8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EuroConsult는 석유·에너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드론 대수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제조수익은 2025년에 4.5억 달러에 달할 것 으로 예상
▪ 제조수익은 2023년부터 시장이 성숙하고 드론의 평균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드론 제작사들은 또 다른 인프라에 활용할 수 있거나, 원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이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의 전문성 확보 요구
▪ 시장가치는 연평균 41%의 성장률로, 2025년 27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30%는 아웃소싱 서비스가 차지하고, 풍력발전지역, 오일리그와 같은 지역의 드론을 활용한 점검은
특히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나,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
▪ 드론을 활용한 시설 점검은 아직 제한적이나 노후화된 연소 탑, 리그 플랫폼, 수송관, 터빈 등과
같은 시설의 정기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산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큼
[에너지 분야 드론 시장 규모 전망]

출처: Teal Group(2016), World Civil Unmanned Aerial Systems  Market Profile & Foreca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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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국토부·항공우주연구원(2017)에 따르면 건설 분야 드론 시장규모는 2019년 460억원에서
2026년 4,652억원으로 전망되며, 동 기간의 에너지 분야 드론 시장규모는 178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성장 전망
▪ 건설·에너지 분야의 드론 도입시장 및 활용시장 가치는 2019년 기준 각각 159대(도입시장)와
479억원(활용시장)이며, 2026년까지 749대(도입시장) 및 5,423억원(활용시장)으로 전망
▪ Teal 그룹 및 EuroConsult 자료 기반 국내 민간 분야별 수요, 도입시장 및 활용시장 가치
예측(국토부·항공우주연구원, 2017)
- (도입시장) 국내 분야별 도입시장은 ’16년 기준 약 231억원에서 ’26년 4,840억 원으로 성장
전망(연평균 33.6% 성장)
- (활용시장) 국내 분야별 활용시장은 ’16년 기준 약 473억원에서 ’26년 38,994억 원으로 성장
전망(연평균 48.4% 성장)
[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 드론 시장규모 예측 ]
(단위: 억 원, %)

구분

도입
시장

활용
시장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건설

52

92

186

226

280

276

52

에너지

47

67

116

126

149

159

39

소계

99

159

302

352

429

435

47

건설

170

368

892

1,246

1,717

1,849

77

에너지

68

111

222

332

439

519

64

소계

238

479

1,114

1,578

2,156

2,368

73

건설

222

460

1,078

1,472

1,997

2,125

72

에너지

115

178

338

457

587

678

55

총합계

337

638

1,416

1,929

2,584

2,803

67

출처: 국토부·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Teal Group & EuroConsult 시장분석 및 전망 중
건설과 에너지 분야 전망 활용하여 예측

 한편, 건설 및 에너지 분야의 국내 드론 수요는 2017년 기준으로 약 287대이며, 2026년까
지 약 5,326대까지 수요 확장될 것으로 전망(국토부·항공우주연구원, 2017)
▪ 분야별 수요 비중으로는 건설 분야가 에너지 분야에 비해 다소 높으며, 향후 수요 증가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규모별로는 에너지 분야의 드론이 상대적으로 소형급 수요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산업용 임무수행
장비 탑재 등으로 최소한의 물리적 규모를 요구하는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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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급(small) 수요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일부 발생하나,
중소형(mini-prosumer)급의 드론 수요가 주요 비중을 차지

그

비중이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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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 드론 수요 예측 ]
(단위: 대수,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건설

-

-

-

-

-

-

-

-

에너지

1

3

3

3

3

5

6

35

소계

1

3

3

3

3

5

6

35

건설

36

88

164

311

370

463

447

52

에너지

24

51

78

155

170

185

193

42

소계

60

139

242

466

540

648

640

48

건설

142

269

365

1,017

1,356

1,619

1,704

51

에너지

84

198

391

579

691

856

810

46

소계

226

467

756

1,596

2,047

2,475

2,514

49

건설

178

356

529

1,328

1,726

2,082

2,150

51

에너지

109

251

472

738

864

1,046

1,010

45

총합계

287

607

1,001

2,066

2,590

3,128

3,160

49

구분

Small

Mini

Prosume
r

합계

출처: 국토부·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Teal Group & EuroConsult 시장분석 및 전망 중
건설과 에너지 분야 전망 활용하여 예측

▪ 주요 공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은 건설‧시설물 안전, 국토조사, 수자원,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분야 약 850대 및 농업‧경찰‧소방‧해경‧산업‧산림‧해양 등 약 2,230대, 지자체 약 660대
- 향후 17년부터 21년까지 총 약 3,700대정도가 추가적으로 활용될 예정
- 시설점검 및 관리와 관련된 수요로는 주로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조달청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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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시설점검 및 안전분야 드론 수요]
(단위: 대수)
부처

활용분야

현재 보유
( ’17.09)

국토부

도로분야, 철도분야, 건설분야, 하천분야, 국토조사

78

21

835

856

법무부

시설 내·외부 감시, 안티드론시스템

0

0

159

159

경찰청

실종자 수색, 치안 및 방법 등

0

181

999

1,180

산림청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자원조사·조성

62

0

58

58

국방부

정찰/감시, 드론탐지, 보안 등

0

25

6

31

농림부

병해충 예찰, 역학조사, 농지관리·조사·측량,
농업경영 점검

22

9

121

130

미래부

우정사업

0

0

27

27

환경부

화학사고 대응, 환경관리·단속, 생태계 조사·연구 등

14

45

60

105

해수부

해양생태조사, 항로시설관리, 불법어선단속,
무인도서조사

16

3

391

394

산업부

전력설비 관리, 석유관리, 발전소 관리 등

0

11

62

73

행안부

실시간 재난치안

10

1

6

7

소방청

소방분야

0

0

37

37

기상청

기상관측

0

2

0

2

통계청

농업통계 조사·연구

0

0

39

39

조달청

국유재산 실태조사

1

4

0

4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2

0

8

8

권익위

행정심판 증거조사

0

0

2

2

농진청

농경지 관측, 농지 영상활용, 작물 자료수집,
항공방제 등

0

16

47

63

시설물 점검, 해양감시 등

0

3

15

18

산림보호, 토지·건설관리 등

1

1

42

43

경기도

환경감시, 교육, 방제 등

40

32

141

173

울산광역
시

시설물 점검·관리 등

11

15

3

18

강원도

산림재해, 순찰 등

11

7

186

193

충청남도

국토조사 및 촬영 등

7

1

7

8

경상북도

병해충 방제, 산림보호 등

8

9

48

57

경상남도

문화재 관리, 산림감시 등

11

14

33

47

전라남도

소방, 홍보물 제작 등

6

3

3

6

제주도

국토조사 감시, 방제 등

1

0

2

2

301

403

3,337

3,740

부산광역
시
대구광역
시

합계
출처: 국토부·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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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요(A)

2018-2021년
수요(B)

예상 수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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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 구조물 내부의 탐지 및 정밀 점검을 위한 충돌감지 및 회피 기술과 고화질의 이미지
처리 및 관제센터 전송 기술 향상을 위한 R&D 주력 중
 통제·관제 시스템과 드론을 통합하기 위해 충돌감지 및 회피기술 중요
▪ Aireware와 PixiePath 등 기업을 중심으로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자동비행 제어
시스테모가 지상 제어 S/W 개발 중
▪ 자동으로 장애물을 탐지하는 시스템 개발

 공중으로부터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결과물의 정밀도 보정, 통제센터로의 안정적 전송으로
데이터 취합 기술 개발
▪ 공중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으로 결과물의 정밀도 제고와 이미지 데이터 처리 시간의 감소를
중심으로 해결하는데 집중
▪ 스위스의 Pix4D 사는 수천 개의 드론 촬영 항공사진과 경사도 사진을 지리정보에 기초해 2D
모자이크 및 3D 표면모델·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할 수 있는 주문형 측량 및 3D 맵핑 솔루션 개발
▪ 알프스 마테호른산의 3차원 지리정보 구축에 드론을 활용해 5시간 40분 동안 263.6km 비행한 뒤
2,188장의 사진을 획득해 빅데이터 처리 SW로 30억개 지점의 3차원 지리정보 구축 성공
[ Pix4D 사의 드론 데이터 활용 3차원 모델 생성 ]

*출처: 국토부·한국교통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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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임무수행을 위한 장거리 비행에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 증대 기술 개발
 대형 구조물의 정밀 탐지를 위한 장거리 비행은 필수적으로, 드론이 비행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한사항인 배터리 용량 확보 R&D 집중
▪ 배터리의 무게는 드론 비행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경량화에 노력 중이며 제조사들
역시 주요 도전항목으로써 R&D 집중 중
▪ 현재는 리튬-이온 폴리머(LiPo) 타입을 활용 중이며 약 1시간 내외 비행 가능하나, 리튬-이온
폴리머(LiPo) 타입의 배터리는 제한된 용량과 주위 온도 변화에 대한 내구성의 민감도, 성능 향상에
대한 잠재성 부족과 명확한 상향 한계성 등이 있음
▪ 이 같은 제약사항 극복을 위해 리튬-이온 폴리머(LiPo) 타입의 배터리 성능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타입의 배터리를 찾는 R&D 작업을 병행 중
▪ 대표적인 새로운 배터리 타입으로는 수소연료전지가 있으며, 그 밖에도 새로운 동력원을 찾기 위한
지속적 연구 진행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관련 기술동향은 리튬폴리머배터리의 비행시간 제한(20~30분)으로
약간의 정체기를 맡고 있으나 각종 센서의 경량화와 가격인하 지속, 그리고 하이브리드 추진기술이
일반화할 경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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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미국, Intel, Google) Payload 탑재 기반 드론이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운수 및 배송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나 관련 임무수행 장비는 시설물 점검에도 폭넓게 활용 가능
▪ 인텔, 구글 등 세계최고, 세계최대 기업이 각각 현 시점에서 가장 고등적인 드론 디자인으로 H자형
드론을 선정 개발 중인 것은 항공우주산업 세계최고기술이 이 H자형 프레임 멀티콥터와 직결되어
있음을 암시

 (프랑스, SNCF) 드론 기반의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수행 기술개발 추진 중
▪ 철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드론 적용을 위해 자회사 ALTAMETRIS를 설립( ’17)하고 영상 및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처리를 위한 IT 자원 기술 개발
▪ 전차선, 역사시설물, 철도교량 등 시설물 대상으로 원격점검하기 위한 철도시설물 자동점검 및 결과
자동해석 등 시설물 점검 자동화 시스템 개발
▪ 현장실증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유지보수에 드론 적용 추진

 (영국, Network Rail) 드론을 이용한 전차선 검사 및 유지관리 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 Bow/Tie 위험도 평가 틀을 통해 시설물 위험도를 분석하고 선도 표식 모델(PIM)을 통한 위험도
평가 및 자동 관리로 시설물 영향 평가에 드론 활용 추진 중
▪ DESTination RAIL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철도 관련 인프라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진단 및
해결에 드론 적용
[ Bow/Tie and ELCA platform 개념도 ]

출처: 박순응 외(2018), 코레일 드론 운영사례 및 연구방향

 (미국, TTCI & Bentley) 시설물 상태평가 및 유지보수 최적화를 위한 드론 기술 개발
▪ 구름접촉 피로(RCF) 평가기술과 같은 시설물 상태평가 기술을 개발/적용
▪ AssetWise Operational Analytics를 개발해 각종 시설물 자산 데이터를 동시에 참조해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기계학습 및 시뮬레이션 분석기법 활용한 시설물 생애주기 고려 붕괴예방·선제적 유지관리 기반기술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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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엑스드론) 공공분야 특화 임무수행 드론 집중 개발 및 제품 생산하고 있으며 H자형 드론
개발로 시설물 점검 및 건축물 관리 분야 드론으로 시장 확대
▪ 산불진화, 산림감시, 해양환경은 물론 시설물 감시 및 대형 건축물 관리 등 공공·산업시설분야
임무수행을 위한 안전 방재용 드론 제작으로 관련 시장 개척
▪ 초기 군사분야 드론 제작으로 시작하며 기체 안정화 및 위험요소 감소로 경쟁우위 확보 후
산업·민간분야 드론으로 확대
▪ 기존 취미·개인용 드론에서 감시정찰, 진압, 야간운행 등 산업분야의 임무수행 성공률과 기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특화 요소 개발
- 기체의 적재가능 중량, 내풍 안정성, 비행 및 체공시간 확보 등 집중

 (KORAIL) 드론을 활용한 철도시설물 점검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과 시간절감 및 체계적
유지관리 도모
▪ 시설물 점검에 대한 드론 운용을 위해 전차선 고전압, 열차풍 등 시설물 운용환경 특화 철도시설물
맞춤형 드론 개발
▪ 기존 인력점검에서 드론 활용 점검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점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접근 취약 시설물의 자동점검 및 점검결과 해석 등 자동화 시스템 실증 연구
▪ 기존 드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근접촬영으로 고화질 사진·영상 정보 분석,
시설물 균열·손상 등 변상개소 조사, 진행성 및 추적관리, 전차선로 및 변전소 주변 GPS 수신상태
개선, 시설물 충돌위험 및 상부방향 촬영 개선, 기상조건 극복 개선 등 중심으로 기술개발
[ KORAIL 철도시설물 점검 드론 R&D 개념도 ]

*출처: 박순응 외(2018), 코레일 드론 운영사례 및 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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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KAIST) 열화상 카메라, 초분광카메라 활용기술 및 임무수행 무인검사장비 시스템
개발로 기존 시설물 점검 드론의 임무수행 범위 및 성능 향상
▪ 기존 영상카메라 의존 드론 기술에서 열화상 카메라, 초분광 카메라 등의 활용으로 임무수행 기능
향상하고 비행시간, 기반하중,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인검사장비 시스템 개발로 임무수행 범위 확대
▪ 무인 검사장비 자율주행을 통한 실질적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진단 비용 절감 추진
[ 국토교통부 시설점검 드론 R&D 과제 ]

*출처: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과학기술원(2016), 무인 검사장비를 활용한 대형구조물 진단 및 원격관리
시스템 개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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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분야 주요 연구조직 현황 ]

기관

소속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계공학부
건축학부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본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기술연구본부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
개발사업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스템검증센터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유디코

-

연구분야
•교량관리 및 점검
•시설물 멀티스케일 모니터링 시스템

•무인이동체 탐지 및 센서 기술
•장애물 회피 및 소혐 무인기 조종기술

•공공분야 임무수행 가능 무인이동체 관리기술
•드론 시험평가체계 개발
•드론 데이터 활용 이미지 처리·분석기법
•전자기파 기반 비파괴 검사 및 시설 건전성 평가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호남지역 중소형 교량 통합관리를 위한 멀티스케일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2016~20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 DMM 기반 장애물 회피 및 소형 무인기 조종 장치 기술 개발(201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통합기술관리 및 시험평가체계 개발(2019)

 유디코
▪ 드론과 이미지 분석기법에 의한 외부 점검기술과 전자파기반의 내부결함 NDT 장비를 활용한
격납건물 건전성 평가(2015~2016)

 한국과학기술원(KAIST)
▪ 무인검사장비 기반 교량구조물 신속진단 및 평가기술 개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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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Built-in non-contact 비파괴 검사 기능 탑재 무인체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기반 구조 건전도
모니터링 기술 개발(2017~2019)

 태명이씨엔씨
▪ 인공신경망 알고리즘과 디블러링 기법을 이용하여 40km/h 주행속도로 터널의 균열을 검출할 수
있는 촬영 장비 및 균열 분석, 작도 자동화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2016~2018)

 이에스피
▪ 드론과 이미지 분석기법에 의한 외부 점검기술과 전자파 기반의 내부결함 NDT 장비를 활용한 원전
격납건물 건전성 평가(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감시 업무의 첨단기술(드론, 로봇 등) 적용 및 통합관리 기술(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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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동향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의 지난 22년(’98~ ’19) 간 출원동향15)을 살펴보면
급격한 성장을 보임

’15년부터

▪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의 45%의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
출원국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37%, 유럽은 12%, 일본은 6% 순으로 나타남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연도별 출원동향 ]

15)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공개되는 특허제도의 특성상 실제 출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데이터가
존재하여 2018, 2019년 데이터가 적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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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현황
 한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4년 말부터 해당 기술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한국의 경우, 내국인의 특허 출원이 큰 비중을 차지함. 한국은, 미국과 함께 화재 진압용
소방 드론 기술에 특허 동향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시설물 안전점검 드론 기술 특허 전체 흐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미국의 경우,
내국인의 비중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한국에 비해 외국인의 비중이 큼
 유럽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01년도 이후부터 최근까지 출원 증가세를 유지함. 하지만,
절대적인 출원 건수가 미국 및 한국에 비해 적은 편임. 유럽의 경우, 출원 건수 대비 타
국가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출원현황은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부터 미미하게 출원을 지속해오다가 15년 이후
다소 증가세를 유지함. 다만, 출원 건수가 타 국가 대비 미비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술
분야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가별 출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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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집중도 분석
 전략제품에 대한 최근 기술 집중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기술 키워드 분석 진행
▪ 구동 모터, 무인비행, 지오 펜싱(Geo Fancing), 회전날개,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통신모듈 등
구조물 진단 및 감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요소기술 위주의 키워드 도출
- 지오 펜싱(Geo Fancing)은 위치정보 솔루션 기반으로 반경 내 특정 대상을 감지·탐지하는
것으로서 구조물 진단 임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이며, 그 밖에 원격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건설현장, 착륙지점, 상태정보 등 진단·감시와 관련된 키워드 식별
- 그 밖에는 리튬 금속, 구동 모터, 리튬 이온 등과 같은 동력장치, 배터리 관련 기술이 있으며
사용자 식별 정보, 기체 안전, 인증시스템 등 보안 관련 키워드는 산업현장에서의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 시사
- 관제 센터, 제어 시스템, 관제 서버 등 드론과 산업인력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system) 요소
기술 키워드 역시 도출
[ 특허 키워드 변화로 본 기술개발 동향 변화 ]
전체구간(1998년~2019년)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Unmanned Vehicle, Aerial Vehicle, 영상 정보, Computer Program
Encoded, Remote Control, 무선 통신, 제어 신호, Flight Path

최근구간(2011년~2019년)
1구간(2011년~2014년)

2구간(2015년~2019년)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Unmanned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Unmanned

Vehicle, Unmanned Underwater Vehicle, Remote

Vehicle, Computer Program Encoded, 영상 정보,

Control, Control Data, Underwater Vehicle, Aerial

제어 신호, 무선 통신, Flight Regulation, Uav Safety,

Vehicle, 무인 비행체, 비행 제어

Confirm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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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의 전체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및 유럽 국적의
출원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1 출원인으로는 중국의 ‘SZ DJI
TECHNOLOGY‘로 나타남
▪ 주요출원인 대부분이 자국 시장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중국의 무인항공기 및 촬영 장비를 제조하는 SZ DJI TECHNOLOGY는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외국
시장에 중점적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관련하여 드론 제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접목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
▪ 국내에서는 특히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짐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주요출원인 ]
전체 주요출원인 동향

해외 주요 출원인

국내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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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출원인 기술집중도 분석
◎ SZ DJI TECHNOLOGY
 해외 주요 출원인인 SZ DJI TECHNOLOGY가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민수용 분야 드론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DJI에서 가장 많은 특허키워드를 도출
▪

Geo Fancing은 산업구조물 진단을 위해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구조를 인식하는 핵심적인
기술키워드로 판단되며, 비행 규제, Regulation, 사용자 식별, UAV Safety, Confirm UAV,
Provide Secured Communication 등은 산업분야 드론 운용에 필요한 규제, 사회적 기반, 안정성
확보 등을 함의

▪ 특히, 범용적이고 일반적인 드론 관련 부품, 요소기술이 부각되었던 기간 1(2011-2014년)과 달리,
기간 2(2015-2019년)에는 Geo Fancing, User Identity, UAV Safety, Regulation, 보안보호 등
임무수행, 안전확보,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기술키워드로 외연 확대
[ SZ DJI TECHNOLOGY 기술집중도 ]
전체구간(1998년~2019년)

•Flight Regulation, Uav Safety, Confirm Uav, User Identity, Provide Secured Communication,
Geo Fencing Device, 비행 규제, 인증 시스템, 사용자 식별 정보, 지오 펜싱

스마트
클라우드

1구간(2011년~2014년)

•Control

Terminal,

•Flight Regulation, Uav Safety, Confirm Uav, User

Feedback

Identity, Provide Secured Communication, Geo

Data, Power Supply, Controlled Terminal,

Fencing Device, 비행 규제, 인증 시스템, 사용자

Feedback Data, Preventing Interference

식별 정보, 지오 펜싱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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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onitoring

2구간(2015년~2019년)

Terminal,

Tran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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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Z DJI TECHNOLOGY는 중국의 무인항공기 및 촬영 장비 제조기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과 관련하여, 무인항공기 제어를 통해 상황 인식 서비스에 특화된 특허를 다수
출원하였으며, 그 중 등록된 특허는 36건
[SZ DJI TECHNOLOGY 주요특허 리스트]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9789969
(2016.11.11)

Impact protection
apparatus

군사 및 민간 용도의 다양한
환경에서 감시, 정찰 및 탐사
작업을 수행하는 무인항공기의
원격 제어 및 자율 운전 기술

US10029789
(2016.11.01)

Context-based flight mode
selection

군사 및 민간 용도의 다양한
환경에서 감시, 정찰 및 탐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무인
항공기 제어 기술

EP3140710
(2015.03.31)

Systems and methods with
geo-fencing device
hierarchy

소비자 및 산업 응용 분야
등에서 사진/인구 촬영, 감시,
또는 데이터 전달을 위한 무인
항공기 제어 기술

US9397782
(2014.11.14)

Remote control methods
and systems

무인 항공기를 통해 감시 및
추적, 원격 감지, 수색 및
구조, 과학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원격 제어 기술

JP6174258
(2014.09.30)

비행 지시 방법, 비행 지시
장치 및 항공기

기상 정보에 기초하여 비행
모드 제어 가능한 무인 항공기
제어 기술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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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IBM)
 해외 주요 출원인인 IBM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굴지의 IT 기업 답게 드론 기체보다는 SW, 부품, 칩셋, 프로그램 등 소프트 역량을 중심으로
기술투자 진행
▪ Drone Device Control, Monitoring Device, Determine Location, Indication Operation
Determined, Defined Region, Multiple Route, Mobile Device User, Recieves Routing
Information, Ad Hoc Charging, Geographic Area, Charge Supply Profile 등 드론 운용과
관련된 세부 부품, 탐지, 인식, 충전, 제어 관련 요소기술이 돋보임
▪ 기간 2(2015-2019년)에 들어 드론 관련 기술 확보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기체 자체보다는
요소, 부품, 모듈, SW 중심의 기술 투자 특징
[ IBM 기술집중도 ]
전체구간(1998년~2019년)

•Unmanned

스마트
클라우드

Aerial

Vehicle,

Computer

Program

Product,

Monitoring

Device,

Implemented, Drone Device, Drone Device Control, Unmanned Vehicle, Defined Condition,
Technique Includes Monitoring, Condition Associated

1구간(2011년~2014년)

2구간(2015년~2019년)

•Unmanned
•Computer
Detection,

Processor

Determine,

Hazard

Computer

Processor

Deploy,

Unmanned Aerial Vehicle, Hazard Associated

Program
Computer

Aerial
Product,

Vehicle,
Monitoring

Implemented,

Drone

Computer
Device,
Device,

Drone Device Control, Unmanned Vehicle,
Defined

Condition,

Technique

Monitoring, Condition Asso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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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은 미국의 다국적 기술 및 컨설팅 기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미국 및 유럽에 출원
▪ IBM은 무인항공기를 제어하여 영상 감지 및 관측을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술에 관련한
특허에 대한 47건의 출원을 진행
▪ 해당 47개의 특허 중 등록 특허 29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IBM 주요특허 리스트]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10228704
(2017.01.16)

Unmanned vehicle for
servicing equipment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상 여부를
감지함에 따라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무인 항공기
기술

US10424138
(2016.11.23)

Detachable drone for
monitoring a moving vessel

항공기에 결합 가능한 탈착식
드론을 통해 해당 항공기의
운항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기술

US10372127
(2016.07.18)

Drone and drone-based
system and methods for
helping users assemble an
object

사용자가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식별하여 조립 작업에 업무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드론
기술

US9734684
(2016.01.04)

Perimeter monitoring using
autonomous drones

주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드론 기술

US9463875
(2016.03.03)

Unmanned aerial vehicle
for hazard detection

주변 환경을 탐지하여 시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검출하는 드론 기술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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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eing
 해외 주요 출원인인 Boeing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다국적 항공기 제조사인 Boeing은 기체 제조기술과 보완자산을 활용해 중·대형, 고고도 체공 드론을
중심으로 기술 확보
▪ Managing Flight, Autonomous Operation, Large Distance, Cooperatively Form Swarm,
Controlling Flight, Received Location, Monitoring Utility, Rechargeable Battery 등 주요 기술
확보
[ Boeing 기술집중도 ]
전체구간(1998년~2019년)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Unmanned Vehicle, Unmanned Air Vehicle, Unmanned

스마트
클라우드

Mobile Vehicle, Managing Flight, Observation Platform, Flight Management, Target Point, Fire
Event

1구간(2011년~2014년)

•Unmanned

Aerial

Vehicle,

2구간(2015년~2019년)

Unmanned

Vehicle, Fire Event, Fire Suppressant, Fire
Risk, Mission Plan, Short Vertical, Designated
Zone, Provides Distributed Agent, Computer
Infrastructure Config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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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Flight
Management,

Controlling

Communication

Control

Flight,
Component,

Receives Command, Mission State, Mission
Control
Module,

Module,

Safety

Stat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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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eing은 미국의 전투기 제조사이자 첨단 기술 기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과
관련한 특허를 42건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등록된 특허는 21건
[ Boeing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10197392
(2015.06.23)

Automated resin ridge
reduction system

복합 구조물을 탐지하여 시간
및 비용 증가 문제,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무인
항공기 기술

EP2963519
(2016.09.28)

Mobile unmanned aerial
vehicle infra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 and
related method

무인 항공기의 작동 시간을
연장하여 모니터링 가능
시간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US9833647
(2013.07.09)

Wildfire arrest and
prevention system

지정된 구역을 모니터링하고,
모니러팅된 정보를 통해
재난을 감지하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기술

US8392045
(2008.09.05)

System and methods for
aircraft preflight inspection

하나 이상의 센서를 포함하는
무인 항공기를 통해 비행기의
결함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

US8060270
(2008.05.21)

system and method for
inspection of structures
and objects by swarm of
remote unmanned vehicles

구조물의 주위를 관측하여
구조물에 대한 안전 감지를
수행하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기술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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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출원인 기술집중도 분석
◎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가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시험 패널, 모니터링 장비, 시험 비행, 시험 계기, 통신 채널, 설정 모듈, 운용 안정, 음성 신호,
비행조종장치, 비행 제어, 지상 통제 장비 등 드론 관련 주요 기술 인식
▪ 산업용 구조물 안전점검 및 진단과 관련된 임무수행 기술은 특별히 식별되지 않음
▪ 기간 1(2011-2014년)에 비해 기간 2(2015-2019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기술투자 보임
[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집중도 ]
공동
출원인
관계

•픽소니어와 공동출원 한 것으로 조사

전체구간(1998년~2019년)

스마트
클라우드

•무인 항공기, 시험 기준치, 설정 모듈, 통신 채널, 시험 시행, 시험 계기, 시험 회로, 시험 패널, 시험
패널 부상, 현재 시험 상황,

1구간(2011년~2014년)

•시험 기준치, 설정 모듈, 통신 채널, 시험 시행,
시험 계기, 시험 회로, 시험 패널, 시험 패널
부상, 현재 시험 상황, 디지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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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2015년~2019년)

•지상 통제, 조종 신호, 통신 신호, 네트워크
스위치, 무인 항공기, 장비 점검 시스템, 추락
측정 모듈, 비행 통제, 정상 작동 여부, 비행 조종
장치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의 최대 방산 업체로,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한국에 출원
▪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무인 항공기를 제어하여 영상 감지 및 관측을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술에
관련한 19건을 출원
▪ 해당 19건의 특허 중 17건의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1891231
(2016.06.23)

Arp spoofing을 이용한
무인항공기의 지상통제 장비
점검 시스템

무인 비행체의 비행 통제를
수행하는 지상 통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기술

KR1472392
(2013.08.01)

정밀위치추적기능이 구비된
무인기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정찰, 관측, 시설 관리 등에
활용되는 무인 항공기의 비행
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기술

KR1472390
(2013.07.31)

무인비행체시스템의
지상중계장비의 통신채널
이상유무 측정장치 및 그
측정방법

실시간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공중 정찰, 장비에 대한 정보
획득 등을 수행하는 무인
비행체의 운용안정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술

KR1418488
(2013.03.26)

무인기용 통합 비행제어
컴퓨터시스템 및 그 검증방법

정찰, 관측, 시설 관리 등에
활용되는 무인 항공기의 제작
및 유지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기술

영상기반 무인항공기 비행시험
시스템 및 방법

정찰, 관측, 시설 관리 등에
활용되는 무인 항공기의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영상
기반 무인항공기 비행시험
기술

KR1083128
(2010.05.28)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131

전략제품 현황분석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완충 배터리, 회수 케이블, 무인 헬리콥터, 조작기술, 구동제어, 지리정보, 제어 스테이션,
착륙시스템, 모터 전기, 로터 동체, 비행 범위, 배터리 충전 마운트, 회수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주요 기술키워드 도출
▪ 한국항공우주산업 와 달리 2015년 이후 최근까지 기술특허 출원이 활발하며, 특정 분야보다는 넓은
범위의 R&D를 수행하며 기술 확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집중도 ]
공동
출원인
관계

•공동출원 없음

전체구간(1998년~2019년)

스마트
클라우드
•무인 항공기, 무인 헬리콥터, Connecting Portion, Generate Thrust, Hole Formed, Provided
Inside, 무인 비행기, 배터리 충전 마운트, 태양광 발전부, 회수 케이블

1구간(2011년~2014년)

2구간(2015년~2019년)

-

•무인 항공기, Connecting Portion, Generate

-

Thrust, Hole Formed, Provided Inside, 무인
비행기, 배터리 충전 마운트, 태양광 발전부, 보호
영역, 드론 착륙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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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기술과 관련하여 등록된 특허는 2건으로
파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인항공기를 제어하여 영상 감지 및 관측을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술에 관련한 14건 출원을 보유함. 해당 14건의 특허 중 11건의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1965362
(2017.12.11)

송전선 이착륙 기반 송전선
점검용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에 송전선에
끼워지도록하는 걸림 고리를
구비하여 송전선 점검하는 기술

KR1880580
(2016.11.02)

무인 항공기의 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무인 항공기의 비행과정에서 획득한
환경 데이터에 기초하여 무인
항공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KR1687120
(2015.12.09)

드론 배터리 자동 교환 충전
장치

정찰, 관측, 시설 관리 등에 활용되는
무인 항공기의 배터리 사용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

KR1700536
(2015.11.17)

무인비행기 점검 장치 및 방법

도심 환경에서 정찰, 감시, 수송 등을
수행하는 무인비행기의 센서
데이터를 통해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KR0850896
(2006.12.26)

무인 헬기의 비행 데이터 획득
시스템 및 방법

무인 헬기의 데이터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무인 헬기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는 기술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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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송수신 동작, 영상 데이터, 센싱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결과, 주변환경 인식, 무인 항공기 장치 등
드론 관련 부품과 요소기술에 대한 특허기술 보유
▪ 재난 경보 정보, 재난 감시 장치, 가스 측정 데이터, 재난 상황 예측, 주변 환경 인식 등 산업분야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술키워드가 기잔 2(2015-2019년) 들어 식별됨으로써 최근에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개발(R&D)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집중도 ]
공동
출원인
관계

•공동출원 없음

전체구간(1998년~2019년)

스마트
클라우드
•무인 항공기, 센싱 데이터, 무인 비행체, 영상 데이터, 분석 결과, 예측 결과, 센싱 정보, 비행 제어부,
기계 학습 기반, 결합 분석

1구간(2011년~2014년)

•무인 하이브리드, 제어 시스템, 주변 환경, 감시
정찰, 무인 하이브리드 이동체,, 임무 할당부,
센싱 정보, 주변 환경 인식, 이동 모드, 이동 모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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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2015년~2019년)

•무인 항공기, 센싱 데이터, 무인 비행체, 영상
데이터, 분석 결과, 예측 결과, 비행 제어부, 기계
학습 기반, 결합 분석, 연계 분석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성과 관련 융,복합 기술 분야의 연구
기관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한국에 출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무인 항공기를 제어하여 영상 감지 및 관측을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 11건을 출원
▪ 다만, 해당 11건의 특허 대부분이 2016년도 이후에 출원된 것으로, 최근까지 심사 중임에 따라
등록 특허 1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KR2035693
(2010.12.23)

명칭

기술적용분야

대기 오염 관리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대기가스 측정센서를 이용하여 특정
지상 영역(도시 지역 또는 공업
지역)에 대한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여 오염 농도를 관측하는 드론
무인 항공기에 관련한 기술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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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진입장벽 분석
(1) 기술 집중력 분석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관점의 기술독점 현황분석을 위해 집중률
지수(CRn: Concentration Ratio n, 상위 n개사 특허점유율의 합) 분석 진행
▪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0.11로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분야에 있어서 독과점 정도는
낮음 수준으로 판단됨
▪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 분석결과 0.61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주요출원인의 집중력 및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분석 ]

주요
출원인
집중력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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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출원인 출원인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n

SZ DJI TECHNOLOGY

69

3.9%

0.04

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47

2.7%

0.07

2

Boeing

42

2.4%

0.09

3

Amazon Technologies

28

1.6%

0.11

4

Unmanned Innovation

21

1.2%

0.12

5

한국항공우주산업

19

1.1%

0.13

6

Alarm.com

16

0.9%

0.14

7

Walmart Apollo

15

0.9%

0.15

8

Honeywell International

15

0.9%

0.15

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

0.8%

0.16

10

전체

1763

100%

출원인 구분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중소기업(개인)

381

61.1%

0.61

대기업

91

14.6%

연구기관/대학

152

24.4%

전체

624

100%

CR4=0.11
n

CR중소기업=0.61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2) 특허소송 현황 분석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관련 기술진입 장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특허소송을 이력 검토
▪ 2019년 5월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원고 Weserve Drone와 피고 SZ DJI Technology간의
드론 제어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됨
▪ SZ DJI Technology는 다양한 드론 제어 기술과 관련된 특허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등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관련 특허소송 현황 ]
명칭

1

US9352834
(2016.05.31)

출원인

원고 v. 피고

Micro unmanned aerial vehicle and
method of control therefor

BCB International

Weserve Drone
v.
SZ DJI Technology

대상제품명

소제기일

소송종료일

Matrice 100 UAV- Unmanned aerial
vehicles

2019.05.2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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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가. 특허 기반 토픽 도출
 1736개의 특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이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픽을 도출

[시설물_안전점검_H자형_드론에 대한 토픽 클러스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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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DA16)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키워드 도출 ]
No.

상위 키워드

대표적 관련 특허

요소기술 후보

•Solar rechargeable unmanned vehicle systems and

클러스터
01

power, control, system,
uav, provide, vehicle,
electric, motor, include,
aerial

지형지물 탐지
기술
드론 충전 및
전력유지 기술

클러스터
02

methods to monitor a geographic area
•Contactless charger and battery management
•A method for monitoring fugitive gas emissions

from
the
soil,
via
vertical
concentration
inspect, system, include,
structure, method, vehicle, measurements
locate, unman, sensor, •Work convey system, unmanned convey vehicle
surface
system, unmanned convey vehicle, and work

드론 측량 시스템

convey method
•Method for detecting errors of an unmanned
클러스터
03

클러스터
04

클러스터
05

aerial vehicle connected to a carrier plane in flight
vehicle, weapon, charge,
임무수행장비 탑재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learance, appliance,
시스템
device, inter mode
•Method for monitoring by means of remotely
image, vehicle, unman,
aerial, system, monitor,
device, capture, data,
sensor
vehicle, control, unman,
communicate, system,
data, aerial, include,
monitor, receive

controlled drone
•Image processing method for unmanned aerial
vehicle
•Fitting method and fitting device for fitting in
virtual
•Method

for

controlling

an

ammunition

or

이미지 촬영 및
데이터
처리·전송기술

a

submunition, attack system, ammunition and target 드론 항법 및 제어
designator for carrying out such a method
기술
•System for helping navigation of a drone

클러스터
06

•Unmanned aerial vehicle, and flight state
uav, flight, vehicle, aerial,
supervising method and monitoring system thereof
control, unman, method,
inform, determine, system •Formation flight path coordin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클러스터
07

drone, device, system,
•Securitization of transportation units
data, include, user,
•Price based navigation
monitor, compute, inform,
•Strategy game layer over price based navigation
sensor

클러스터
08

module, system, mission, •Anode for lithium metal secondary battery
including mxene thin film, method for producing
node, vehicle, fuel,
provide, local, operate,
the anode and lithium metal secondary battery
data
including the anode

클러스터
09

object, method, target,
detect, sensor, signal,
determine, vehicle, data,
drone

•Vertical

take-off

multienvironment,
compensatory

and

landing

gyropendular

propulsion

and

collimation

경로설정 및
자율주행 기술

드론 보안 및 인증
기술

드론 동력 향상
기술

multimodal,
craft

fluidic

with
gradient

탐지 및 장애물
회피 기술

•Method for launching a missile

16) 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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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기술 관련 특허의 주요 IPC 코드는 총 12 그룹이었으며 각
그룹의 정의를 기반으로 요소기술 후보를 아래와 같이 도출
[ IPC 분류체계에 기반한 요소기술 도출 ]
IPC 기술트리
(서브클래스) 내용

(메인그룹) 내용

요소기술 후보

•(B64C 11/00) 프로펠러, 예· 덕트형 프로펠러; 회전익

H자형 드론 기체 설계 기술 및
부품

항공기용 회전익에 공통된 사항
•(B64C 17/00) 항공기의 안정에 관한 것이며 달리 해당
(B64C)
항공기; 비행; 우주공학
분류가 없는 것
•(B64C 19/00) 항공기의 조종에 관한 것으로서 달리 해당
분류가 없는 것
(G05D)
비전기적 변량의 제어
또는 조정계

•(G05D 1/00) 육용, 수용, 공중용, 우주용 운행체의 위치,
진로, 고도 또는 자세의 제어, 예. 자동조종
•(G05D 3/00) 위치 또는 방향의 제어
•(G08G 5/00) 항공기에 대한 교통제어시스템

(G08G)
교통제어시스템

•(G08G 7/00) 둘이상의 상이한 종류의 항행체의 동시제어를
위한 교통제어시스템
•(G08G 9/00) 종류에 무관하거나 또는 불특정한 종류의
항행체를 위한 교통제어시스템

장애물 회피 및 자율주행 기술
지형지물 인식 기술
드론 낙하 및 추락 대비 기술

드론 정밀 항법 기술
드론 원격제어 및 안정성 향상
기술
드론 군집비행 및 네트워크 기술

자율주행 및 충돌방지 시스템

(G06Q)
•(G06Q 50/00) 특정의 업종에 특히 적합한 시스템 또는
측량 드론 시스템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방법, 예. 공익 사업 또는 관광업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관리용, 상업용, •(G06Q 90/00) 특별한 데이터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시설점검 임무장비, 구조물 모델링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기술, 촬영 및 데이터 전송기술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적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

(B64D)
항공기의 장비; 비행복; •(B64D 31/00) 동력 장치의 제어, 동력 장치의 설비
패러슈트(parachute
낙하산); 항공기내의
동력 장치 또는 추진 •(B64D 3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력 장치의 부품 또는
전달 기구의 설비 또는
보기의 항공기내에 있어서의 배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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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동력장치 관련 기술

드론 배터리 및 비행·운용 관련
부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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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분야 요소기술 도출 ]
분류

촬영·
영상처리

비행·운용

분석·진단

요소기술

출처

고화질 촬영 및 영상 데이터 전송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초고성능 카메라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시설물 구조 3D 모델링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타부처 로드맵

충돌 방지 기술(Lidar, Optical flow 등)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저전력 시 드론 충전소 자동 귀환 및 충전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비 가시권 비행을 위한 장애물 자동 회피 및
자율주행 기술(지형지물 인식 및 고도
자동변경)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cm급 정밀비행을 위한 RTK-GPS 항법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현장에서 레이저 거리측정기로 시설과의
좌표값 측정 및 설계자료 대비 잔차량 계산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장시간 비행을 위한 배터리 대용량화·소형화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드론 낙하 및 추락 대비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타부처 로드맵

드론 원격제어 및 안전점검 현장 운용 상황분석
시스템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촬영 자료 분석 및 상태 평가를 위한 AI기반
진단 알고리즘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드론 검사데이터 및 기구축 DB 연계를 통한
구조물 안전평가 및 유지관리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추천,
타부처 로드맵

2D/3D 영상 및 열화상·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한
비접촉식 구조물 상태 진단 기술

전문가추천,
기술수요, 타부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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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② 핵심기술
선정위원회 개최

① 요소기술 도출

③ 핵심기술
검토 및 보완

④ 핵심기술 확정

•전략제품 현황 분석

•선정된 핵심기술에 대해서
→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선정 →
→ •확정된 핵심기술을 대상
중복성 검토
•LDA 클러스터링 및 특허
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으로 전략제품별 로드맵
IPC 분류체계
•미흡한 전략제품에 대해서
요소기술 중 핵심기술 선정
구축 개시
핵심기술 보완
•전문가 추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분야 핵심기술 ]
분류

핵심기술

개요

촬영·영상처
리

시설물 구조 3D 모델링
기술

•점검대상 시설·구조물을 3D Scanning하여 변위량 측정, 점검지점

충돌 방지 기술(Lidar,
Optical flow 등)

비행·운용

시설과의 좌표값 측정 및
설계자료 대비 잔차량 계산
레이저 기술
비 가시권 비행을 위한
장애물 자동회피 및
자율주행 기술

분석·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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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원격제어 및 안전점검
현장 운용 상황분석 시스템

안내, 설계구조 등을 시각화함으로써 유지보수 기반 제공
•Lidar 센서 이용한 드론 주변 장애물 탐지 및 회피 시스템
•optical flow 기반의 드론 자율비행 및 충돌방지 기술
•레이저 발사 및 반사 감지를 통한 시설물 거리측정 및 좌표 계산
기술

•원거리 임무수행을 위한 드론의 비가시권 자율주행 기술

•원격 제어를 통해 유인접근 어려운 험지에서의 드론 운용으로
시설물·구조물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작업 진행 지원 시스템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센서, 구조물 3D 모델링, 시설물 점검 및 상황분서 기술을 활용한 구조물 유지관리 핵심기술
확보로 드론 임무수행의 기술적 기반 마련
 고고도 체공, 내풍설계, 배터리 용량 증가, 자율주행 및 충돌 회피 기술 등 개발하여 드론의
안정적 임무수행 지원 및 신뢰성 확보 필요
 산·학 연계 및 테스트베드 확보를 통한 개발기술 검증으로 국내시장 개척 및 선점 필요
▪시설물 안전점검 등은 공공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임무범위로서 국내 시장을 먼저 개척 및 선점하여
기반시장 확보

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분야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드론 지능화를 통한 임무수행 기능 및 협업 강화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시설물 구조 3D 모델링
기술

사전 확보 된 3D 모델정보와 측정된
3D 모델링 결과와의 오차율 최소화

충돌 방지 기술(Lidar,
Optical flow 등)

시설물과의 일정 거리 내에서 드론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행유지시간 최대화

시설과의 좌표값 측정
및 설계자료 대비
잔차량 계산 레이저
기술

레이저 이용 측정값 및 설계자료 대비
시설물 잔차량 최소화

비 가시권 비행을 위한
장애물 자동회피 및
자율주행 기술

운영개념 설계 기술 및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자동 장애물 회피 절차 및
매뉴얼 구축

드론 원격제어 및
안전점검 현장 운용
상황분석 시스템

드론 제어 신호 전송 지연 시간 측정 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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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목표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
[ 시설물 안전점검 H자형 드론 분야 핵심요소기술 연구목표 ]

핵심기술

기술요구사항

연차별 개발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Lidar 및 위치정확성
활용하여 확보 된 시설물구조
점군데이터 기반 시설물 구조
3D 모델링

드론탑재
카메라
영상촬영
기반 구축된
모델링
정확도 70%
확보

드론탑재
카메라
영상촬영
기반 구축된
모델링
정확도 80%
확보

드론탑재
카메라
영상촬영
기반 구축된
모델링
정확도 90%
확보

충돌 방지
기술(Lidar,
Optical
flow 등)

자율비행 시 Lidar, 초음파,
Optical sensor, TCAS를
활용하여 주변시설물
탐지하고 충돌 회피

TCAS
영상/Lidar
활용 센서
개발 후
장애물
회피율 50%
달성

충돌회피
센서의 시험
및 개선을
통해 회피율
85% 달성

충돌회피
센서의 시험
및 개선을
통해 회피율
98% 달성

시설과의
좌표값 측정
및 설계자료
대비 잔차량
계산 레이저
기술

시설물 거리 측정 및 잔차량
최소화를 위한 레이서 센서
및 측정 시스템

레이저 이용
시설물 측정
시스템 구축

잔차량 대비
계산 시스템
개발

잔차량
최소화
레이서 센서
실증 및
양산화

비가시권비행 운영개념 우선
정립 후 불가피한 장애물
고도 비행 시 자동 회피
자율주행하는 절차 정립 필요

비 가시권
비행에 대한
운영개념 및
매뉴얼 구축
후 회피율
90% 달성

불가피한
저고도 비행
상황 도출
및 회피
절차 및
매뉴얼 구축
후 회피율
95% 달성

실증 시험
및 비가시권
비행 자격
부여 절차
구축 후
회피율 99%
달성

드론 원격제어, 안전점검 현장
운용 상황분석·관리 위한
무선통신 및 GCS 기술

드론 상황
정보 확보
지연 시간
500ms 달성

드론 상황
정보 확보
지연 시간
200ms 달성

드론 상황
정보 확보
지연 시간
100ms 달성

시설물 구조
3D 모델링
기술

비 가시권
비행을 위한
장애물
자동회피 및
자율주행
기술

드론
원격제어 및
안전점검
현장 운용
상황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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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사전 확보
된 3D
모델정보와
측정된 3D
모델링
결과와의
오차율
최소화
시설물과의
일정 거리
내에서
드론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행유지시
간 최대화
레이저
이용
측정값 및
설계자료
대비
시설물
잔차량
최소화
운영개념
설계 기술
및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자동
장애물
회피 절차
및 매뉴얼
구축
드론 제어
신호 전송
지연 시간
측정 후
최소화

연계R&D
유형

기술혁신

상용화

기술혁신

산학연
R&D

상용화

전략제품 현황분석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정의 및 범위
▪ 드론에 대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고 비인가자의 원격제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 드론 식별을 통해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데이터 무결성 보장, 드론과 객체 간 통신보안을
보장하는 솔루션
▪ 생체정보 기반 사용자 인식기술, 드론 인증 및 암호화 모듈, 식별 인증 모듈, 악성코드 탐지 및
대응,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무선인증 취약점 개선, 드론 객체 간 통신보안을
포함하여 드론의 고신뢰성 보장을 위한 보안 패키지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공공수요 중심으로 ‘24년에 227억 달러까지 성장할 •드론 산업의 급성장세에도 불구,
것으로 전망

•불법·위협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Anti-Drone 시장 •오픈소스
역시 꾸준히 동반성장 전망

기반

드론

항공법

페지,

기술의

취약점

극복을

위한

안티드론 산업 성장세

정책 동향
•(국내)

드론보안에 대한

관심과 산업 형성은 미비

항공안전법,

기술 동향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세분화된 무인기 규정 발표 등 안정성
위주 규제
•(세계) 주파수, 항법, 관제 시스템의 법제화, 안전한
드론 민간 상용화, 활용 확산 위한 기술로드맵 발표

•LTE 네트워크 및 C대역 기반 통신, Wi-fi 등 통신
기반의 보안기술 개발
•암호화 보안체계 등 무인기 식별 위한 기술 표준화
작업 진행 중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드론 인증 및 암호화 모듈 기술

•(해외) DJI, IBM, Skylark, Boeing, Lockheed Martin,
Citadel Defense company, DeDrone

•드론 객체 간 통신 보안 기술
•무선 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

•(대기업) 없음
•(중소기업) eWBM, ICTK, 한국테러방지시스템, STX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생체정보 기반 인식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생체정보기반 인식 기술, 드론 객체 간 통신 보안
기술, 악성코드 탐지 및 대응기술 및 무선 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 중점 공략
➜ 전반적으로 산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산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외부혁신 및 기술확보 전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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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드론의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이란 비인가자의 원격제어가 불가능하며 드론식별을 통한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규명이 가능하며, 드론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드론과 객체(드론 또는 지상관제장비)간 통신보안을 보장하는 기술
▪ 대표적 무인 조종기인 RC(Remote Control)와 달리 드론은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체의
위치와 속도, 자세를 측정하여 스스로 외부환경을 인식 후 최적의 경로로 이동하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비행이 가능한 독립적 개체로서 보안과 안정성 확보가 필요
▪ 드론 보안은 드론 간 통신, 드론의 비행설정 SW, 사용자-드론 간 정보 송·수신 등에 대한 암호화,
식별처리, 악성코드로부터의 보호, 불법탈취 방지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2) 필요성
 불법탈취, 드론 무력화,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제3자에 의한 드론 위협이 가해질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취미/레저용 드론의 경우, 드론제어신호 및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을 위해 WiFi 및 LTE/5G와
같은 상용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하며, 제3자에 의한 드론 조종기가 해킹될 경우 강제 추락 등 테러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에 대한 원격해킹 제어 및 수집된 데이터 탈취/변조
등과 같은 드론 원격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필요
[ 드론 보안 취약점 ]
종류

보안 취약점
•비행 중인 드론을 불법탈취한 후 메모리 분석, 부채널 분석 등을 통해 비밀키

불법탈취 및 암호키 해킹

해킹 가능
•드론의 비밀키가 노출될 경우 비행정보, 수집정보, 드론 운영시스템 정보 노출
위험 증가
•GPS 신호 수신방해, 통신전파 재밍, 자이로 센서 동작 방해 등으로 드론의

드론 무력화 공격

비행 또는 통신 무력화 가능
•공격자는 드론의 비행 자체를 무력화하여 추락시킬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충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
•저장 정보, 전송 정보, 처리 정보에 대한 보안기술이없는 경우 무단도청, 비인가

정보 유출

접근을 통해 정보 유출 위험 증가
•개인정보인 경우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로 이어짐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제어권한 탈취는 드론의 대부분 기능을 오작동시킬 수

악성코드 감염

있는 위험 존재
•드론의 비행정보 조작으로 목적지 변경, 공격자에게 수집정보 전달 등의
사이버/물리 공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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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드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은 80%이상 거의 알려진 오픈소스(Open Source)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으며, 약간의 기술만 가지면 드론의 제작도 매우 용이하나 이와 같이
기술적 공개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성과 특히 보안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특히, 군수용 드론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존 육상보안 기술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화된 공중보안 패러다임이 필요



드론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모델은 크게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유효성(availability) 공격으로 구분되며, 이 3가지 공격모델에 대한 보안기술과 드론의
불법적, 악의적 이용을 막기 위한 불법 행위 억제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
▪ 기밀성에 대한 위협은 주로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중간에 정보를 탈취하려고 하는 공격으로 주로
GCS나, 드론, 통신링크,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
▪ 무결성에 대한 위협은 기존 정보나 새로운 정보를 조작하려고 하는 공격으로 전송되고 있는
데이터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변경
▪ 가용성에 대한 위협은 드론의 통신을 방해하는 공격으로 무결성 위협과 같이 주로 자연재해나
악의적인 공격을 통해 위협

 특수임무공역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드론에 의한 불법·위협 범죄 행위 억제 및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보험처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드론의 고유정보(등록번호, ID 등)를
식별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또한 비허가자의 드론의 임의사용을 방지하는 사용자인증 기술
구현이 필요
▪

추가적으로 향후 군집비행기술에도 활용될 수 있는 드론 객체(드론 또는 지상관제장비)간
통신링크에 대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통신 암호화 모듈의 개발 또한 필수적

▪ 드론용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 기술개발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드론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보안기술의 산업발전 및 선도적 시장 지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 및 정부 지원이 필요
[ 드론의 보안 위협 ]

* 출처 : IITP(2017), 무인기 기반의 IoT 통신구조와 보안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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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드론용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은 생체정보기반 인식 기술, 드론 인증 및 암호화 모듈
기술, 식별 인증 모듈 기술, 악성코드 탐지 및 대응기술,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무선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 드론 객체간 통신보안 기술, 등으로 세부기술 구분
▪ 사용자 인증 기술은 생체정보기반 인식 기술, 드론 인증 및 암호화 모듈 기술과 식별 인증 모듈
기술로 분류
- 생체정보기반 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지문을 컨트롤러에 입력을 한 뒤 사용자를 한정시킬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 기술
- 드론 인증 및 암호화 모듈 기술은 드론의 인증 및 암호화를 위한 모듈 기술
- 드론 식별 인증 모듈 기술은 공역관제센터가 드론의 식별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 기술
▪ 데이터보호 및 악성코드 탐지/대응 기술은 악성코드 탐지 및 대응기술과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로 분류
- 악성코드 탐지 및 대응기술은 네트워크에 침입한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
-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은 수집된 영상정보의 기밀성이 보장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 드론 통신보안 기술은 무선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 및 드론 객체간 통신보안 기술로 분류
- 무선 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 및 드론 통신보안 기술은 수학적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 암호키를
특정 시간이나 일정 크기의 패킷 전송 후 자동으로 변경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여 해킹을 통한
취득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 또한, 드론과 GCS(Geographic Coordinate System) 통신마다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키를
이용하여 암복호화 해야하며, 암호키 탈취방지를 위한 키관리 기술을 포함할 수 있음

 (드론 객체 간 통신보안 기술) 통신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관제센터 간 및 드론-드론 간
임무수행을 위한 통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기술
▪ 대칭키/비대칭키 기반 암복호화 기술
▪ 암호키 관리 기술

 (식별 인증 모듈 기술) 식별 인증 모듈을 개발하여 공역내 비인가 드론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 드론 식별정보 위/변조 방지 기술
▪ 드론 운용특성 고려된 식별정보 송수신 기술
▪ 드론 식별 인증 및 관리 기술

150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드론 인증 및 암호화 모듈 기술) 인가드론의 인증 및 인증 또는 드론보안을 위한 암호화
기반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기술
▪ 범용 암호화 프로토콜 기반 암복호화 기술
▪ 경량 HSM(Hardware Security Module)기반 암호화 기술
▪ 암호키 관리 및 키교환 기술
▪ 다중인증 기반 드론인증 기술
▪ 드론 컨트롤러SW 보안 기술

 (악성코드 탐지 및 대응 기술) 제3자에 의한 드론 해킹 및 악성코드 침투 위협을 탐지하여
이에 대응하고 침입자에 대한 방어기능 탑재 기술
▪ 공격패턴 및 침입탐지 기술
▪ 모빌리티 드론용 IDS/IPS 기술
▪ 인공지능기반 적응적 공격대응 기술
▪ 비행제어SW 검증 기술

 (생체정보 기반 인식 기술) 생체정보기반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드론 탈취를 예방하는 기술
▪ 다중 생체정보(지문, 얼굴, 홍채 등) 융합 사용자 인증 기술
▪ 고인식률 보장 생체인식모듈 기술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드론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의 악의적 탈취 및
변조를 예방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
▪ 데이터 무결성 보장기술
▪ 영상 보안전송 기술 (암호화, 영상보정 등)
▪ 암호화기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 DB보안 기술

 (무선 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 Wi-Fi 등 기존 상용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조정 시 무선 인증
취약점을 보완하는 기술
▪ 고보안성 보장 망컨트롤러 설계 기술
▪ SW기반 취약점 동적 분석/검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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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후방산업으로는 기존 ICT산업에서 활발히 개발된 IoT 보안, 하드웨어 보안칩, 사용자 인증용
생체인식모듈과 관련된 정보보안 파생산업들이 존재
▪ 이미 스마트폰, IoT 등 정보보안 업체들이 다수 있어 자체솔루션을 활용하여 드론 보안솔루션
개발에 자연스럽게 접목 가능

 전방산업으로는 보안 드론 및 안티 드론 등이 있음
[ 드론용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개발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드론용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개발 분야

전방산업

생체정보 인식모듈 개발 업체,
HSM(hierarchical storage
management) 보안칩 제조업,
식별 인증기술 개발 서비스업, SW
관리 및 개발업, IT 서비스업

생체정보기반 인식 기술, 드론 인증
및 암호화 모듈 기술, 식별 인증
모듈 기술, 악성코드 탐지 및
대응기술,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무선 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 드론 객체간
통신보안 기술

보안 드론, 안티 드론, 국방 및
공공행정, 법무 분야 등

◎ 용도별 분류
[ 용도별 분류 ]

용도

세부 내용
•RC Spoofing을 위한 Time injection 기법을 활용한 RSMx 계열 RC
대상 보안

RC/Telemetry 대응

•드론 탐지 및 대응 시스템
•위치파악

후

Jammer를

이용한

통신방해

대응

Aaronia

Drone

Detection System
•외부의

승인불가한

위협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안디

드론(anti-drone) 기술 적용
안티&보안 드론

•Radar, RF sensor, 자동전파교란 jammer, Multisensor 통합 솔루션을
통한 자동공중방어 시스템
•드론과 GCS의 취약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Hacking에 대응
•Wi-fi 등 기존 통신방식을 이용한 드론 제어의 MAC Spoofing 방어

Wireless NIC & Networking 대응

•GCS와

드론

간

송수신

불능상태를

Denial-of-Service) 공격에 대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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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드론 산업의 급성장세에도 불구, 드론보안에 대한 관심과 산업 형성은 미비한 상황


오픈소스 기반 드론개발이 대부분이여서 보안기술
드론보안기술의 표준화 역시 아직 미비한 실정

적용

드론

개발은

초기단계이며,

▪ 국내에서는 별도의 무인기 ICT에 특화된 보안 기술 개발이 걸음마 단계
▪ 드론산업 내 보안 시스템 표준화 부족 등으로 드론 기체 제작 등 일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산업을
형성하고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과 달리 드론보안은 여전히 매우 시장규모, 기술수준 등에서 미흡한
수준

◎ 오픈소스 기반 드론 기술의 취약점 극복을 위한 안티드론 산업 성장세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산업이 급성장
▪ 오픈소스 기반의 드론 보안 취약점 극복을 위한 인티드론(anti-drone)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크게
증가

 드론보안과 관련된 국가RnD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술이전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보안 솔루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 드론보안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기반 보안칩 정도 개발
▪ 드론 사이버보안은 무인비행이라는 특성과 디지털 디바이스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드론
탐지와 안티드론 기술 형태의 보안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이 진행 중

◎ 해외 각국 및 우리나라는 최근의 드론 시장 성장세에 맞추어 관련 규제나 관련
기술개발 등을 통해 안정성 확보에 노력
 (주요 선진국) 드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 항법, 관제 시스템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안전한 드론 민간 상용화, 활용 확산을 위한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 미래형 항공기 기술개발로드맵(2014)에서 2023년까지 시장 점유율 확대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무인항공기 관련 4대 기술 분야를 도출, 2035년까지 46개 세부기술 개발 목표
▪ (중국) 2015년부터 10대 중점기술 분야 기술 로드맵에 무인기(드론 포함)를 포함하여 정책 추진 중
- 농업용, 물류 및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 확산을 위해 전력망 점검, 보조금 지금 등의
지원책을 추진 중
- 비행범위 조종자격 구체화, 소형 드론 소유주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의 법제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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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항공법 폐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세분화된 무인기 규정(2017.3)
발표 등 국내에서도 안정성 위주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는 2019년 10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를 통해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도출
- 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하여 5단계 시나리오 도출
-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활용과 안전의 균형 도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10개년 로드맵(2018.1)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무인기 항공기의 안정성 및 성능 시험을 위한 활주로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비행종합시험장을 확대 구축을 추진하는 정책(2018)을 발표
▪ 12kg 이하 비사업용 소형 드론의 경우, 비관제공역에서 국가안보 및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비행은 가능하고, 야간 및 비가시권은 비행 금지되는 규제 완화 및 특례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 중

◎ 드론 전용 보안 솔루션에 대한 개발은 부족하나 타 분야에서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참고하여 드론에 적용해 초기 시장 확보
 타산업 분야에서 이미 확보된 보안솔루션 적용을 통해 드론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자생 가능한
시장 확보
▪ 원격해킹 제어 및 수집된 데이터 탈취/변조 등과 같은 드론 원격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 타산업
분야에서 이미 확보된 보안솔루션 적용을 통해 드론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자생 가능한 시장 확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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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최근 소형드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공공 목적을 가진 무인기
시장이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드론 보안 역시 시장규모가 이에 비례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공공용 및 소비자용 무인항공기시장 전망 ]

* 출처 : Teal group(2015)

 드론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국내외 드론 이용량 증가에 따라 세계 드론 시장은 공공수요
중심으로 ’24년에 22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불법·위협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 드론(Anti-Drone) 시장 역시 꾸준히 동반성장할 것으로 전망
▪ 안티 드론 시장의 성장은 드론을 활용한 국경 침범, 밀수, 첩보 등 드론을 이용한 범법 행위의
증가로 인해 촉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안티 드론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8

’19

’20

’21

’22

’23

CAGR

세계시장

499

642

827

1,065

1,372

1,766

32.2

* 출처 : MarketsandMarket(2018), UAV Drones Market

 아·태 지역 시장의 안티 드론 시장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 안티 드론은 사용되는 주요 기술에 따라 전자기, 레이저, 키네틱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전자기 활용 방식에 대한 시장 점유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레이저 활용 방식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여 향후 레이저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 안티 드론은 기반 플랫폼에 따라 지상장비, 개인장비, 공중장비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지상장비가 ’17년 기준 아·태 안티 드론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나,
향후 공중장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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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 지역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으로,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17년 기준 35%의 시장 비율을 차지하고

- 최근 중국 정부가 드론 원천 기술 및 드론 응용 국방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전세계
상위 20개의 방산업체 중 7개가 중국에 자리한 것으로 조사됨
▪ 아·태 지역 안티 드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는 SZ, DJI, 보잉, S.A., DRS, Saab AB, 에어버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라팔 등이 포진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

(2) 국내시장
 드론 활용시장의 증가로 드론 위협에 대한 사이버보안 이슈가 동반 증가함에따라 국내 드론
시장은 2018년 2,600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1억 1,6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드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에 대한 외부 위협과 보안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안티
드론 시장 역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안티 드론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260

330

520

580

690

1160

34.5

* 출처 : MarketsandMarket(2018), UAV Drones Market 활용하여 재추정
주1) 국내 안티 드론시장 규모 자료 부족으로 해외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기반으로 국내 시장규모 추정
주2) 해외시장 대비 국내시장 점유율은 드론 활용시장 기준으로 산정 (5.3%, 5.2%, 6.3%, 5.5%, 5.0%, 6.5%)
주3) 해외시장과 국내시장 규모 비교에는 환율 1,156원/달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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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 LTE 네트워크 및 C대역 기반 통신, Wi-Fi를 이용한 보안
 LTE 네트워크 내에 있는 다중 드론 및 조종사를 연결해 다중 드론 운영관리시스템(Operation
Management System; OMS) 통신 보안 관리
▪ 다중 드론을 이용한 효율적 임무수행과 다중 드론 운영관리시스템(Operation management
System; OMS)를 통해 모니터링 관리
▪ 이 때 다중 드론 운영관리시스템(OMS)를 보안·방어하기 위해 LTE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설관리 및
재난대응 통신 보안 관리 기술 개발 중
▪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와 같은 종단간 통신보안기술을 사용해 보안 기술 개발 중

 C대역 기반의 통신 및 보안 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 개발
▪ 드론과 조종기 모두 LTE 음영지역에 존재하는 경우 C대역 GRS(Ground Relay Station)를 통해
조종기가 직접 드론을 제어하는 통신 기술 개발
- GCS에서 드론으로 전달하는 제어 정보는 GCS와 드론 간 상호인증을 수행하고, 키 설정을 통해
생성된 키(key)를 이용해 암복호화 실시
- 드론의 자세와 위치정보 등은 GCS를 통해 LTE 네트워크 종단에 있는 OMS로 전달

 LTE 음영지역이면서 C대역 GRS 배치가 불가한 경우 WiFi 통신 중계를 활용한 보안 기술
활용
▪ WiFi 통신과 LTE 네트워크가 결합된 통신 및 보안 을 보여준다. 드론에 대한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GCS는 제어 메시지를 중계 드론 을 통해 임무수행 드론에 전달
▪ 메시지를 LTE 네트워크를 통해 OMS에 전송
▪ GCS와 중계드론, 그리고 임무수행 드론은 FANET(Flying Ad-hoc NETwork)를 형성하므로, FANET
보안기법들을 이용하여 해당 구간의 통신을 보호
▪ FANET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 주체 간에 인증서 기반의 상호 인증 수행
▪ 이러한 인증서 교환은 통신 주체 간의 RREQ(Route REQuest) 및 RREP (Route REPly) 메시지의
교환 시에 첨부되어 교환
▪ 상호 인증 완료 후 통신 주체 간에 데이터를 전달해 줄 정상적인 노드들로만 구성된 안전한 경로를
설정

157

전략제품 현황분석

[ LTE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 및 보안]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9), 시설 관리 및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통신 및 보안 기술 동향

[ C대역 통신을 이용한 통신 및 보안]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9), 시설 관리 및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통신 및 보안 기술 동향

[ WiFi와 LTE 통신을 이용한 통신 및 보안]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9), 시설 관리 및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통신 및 보안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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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 식별을 위한 기술 표준화 작업 진행 중
 암호화 보안체계에 대한 표준화가 ’21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드론에서 취득한
정보의 전송/분석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도 진행 중
 드론의 비행 목적과 소유자 식별을 위한 국제표준 ISO 22460 제정을 위한 워킹그룹
WG12가 ’21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
▪ 표준화된 드론식별모듈(DIM)을 바탕으로 드론에도 고유 번호와 비행 목적, 드론 소유자를 쉽게
파악 가능하며, 드론 사고시 책임규명 및 보상과 관련하여 드론 보험산업 등 전방산업과의 연관된
비즈니스모델도 파생될 것으로 기대
▪ WG12의 의장국이 한국으로 결정되는 등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

 국내표준화의 경우, 무인기 국제표준화 상황에 발맞춰 국내 표준화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무인기 제어/임무 통신, 무인기 탐지 및 회피, 무인기 ICT 보안, 소형 무인기
교통관리 등 4개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설정하여 진행 중
▪ 무인기 ICT 보안 : 드론 운용에 필수적인 무인기 식별, 상호인증 기술 및 통신/저장 데이터에 대한
보호 기술에 대한 표준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8년에 신규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며, 안전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된 무인기 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별, 인증, 데이터 보호, 정보 무결성
보장, 악성코드 대응,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과 같은 ICT 관점에서의 보안기술 표준화가 요구
[ 국내 무인기 ICT 표준화 활동 체계 ]

* 출처 : TTA(2018), 표준화전략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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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을 드론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 개발 활발히 진행 중
 드론의 인공지능 접목으로 자율비행은 물론 기체 보안 및 복잡한 임무 수행, 승인되지 않은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구상
▪ 인공지능에 대한 복잡한 알고리즘은 주로 대학, 창업기업 및 대기업 위주로 진행 중
▪ 기계학습 및 딥러닝 SW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드론에 접목하는 것은 향후 드론분야에서 가장
기대되는 R&D 분야 중 하나
▪ 인간의 두뇌가 학습을 통해 복잡한 임무를 풀어내는 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드론의 운용능력을
배가하고 외부로부터의 방해나 위협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연구

◎ 드론의 기체제어 및 통신기능 강화
 드론 기체를 조종사가 제어하는 것은 물론 드론 자체적인 기체 제어와 통제센터 및 타
드론과의 통신기능을 점차 강화하기 위한 노력 중
▪ 드론이 자동적으로 기체를 제어하고 장거리에서도 안정적으로 타 드론 및 통제센터와 즉각적으로
통신하기 위한 무선통신 기능 강화
▪ 드론의 통신분야에 기술개발 중인 대표적인 기업은 Intel 사로 Airware 및 Yuneec, Acending
Technologies 등에 투자하는 한편, AT&T 와의 협업을 통해 드론 미래기지에 크게 투자
▪ 드론에 4G LTE 및 5G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안 모색 중
▪ 드론의 무선통신 기술개발은 외부의 침투나 위협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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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DJI) 드론 식별 인증 기술을 확보하여 제품에 적용하여 출시
▪ DJI는 비행 중인 드론의 식별정보를 파악하는 ‘에어로스콥’ 솔루션을 개발
- 기체와 조종자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로 드론과 조종기 사이 통신 링크를
사용해서 드론의 위치, 고도, 속도 및 방향뿐만 아니라 기체 식별 정보를 원격으로 알려주며,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구역에서 드론이 발견될 경우 미연에 사고를 방지
- 드론 불법 탈취 시에도 해당 기기의 모델번호, 비행속도, 위치 등을 파악 가능

 (IBM)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정보의 무결성 제공 및 드론 인증 기술 개발 진행
▪ IBM은 드론 관련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
▪ 드론 운행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블록으로 저장 후 드론 비행 시 다양한 환경변화 및 위험요소들을
제어하며, 제한 지역 내로 진입하는 드론을 통제 가능
▪ 비상 의료 공급품을 운반하는 드론의 경우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고 일반 드론과 구분할 예정

 (Skylark) 불법 드론을 탐지해 격추하고 정지 비행을 유도하여 강제착륙 시키는 기술 보유
 (Boeing·Lockheed Martin) 레이저 기반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 중
▪ 안티 드론 관련 기술에는 운동 에너지, 전기 방식 등도 존재하나 레이저 시스템은 속도와 융통성,
고정밀도,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다른 기술보다 효율적

 (Citadel Defense Company) 와이파이와 무선 조종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드론 탐지 및
간섭 시스템을 개발
▪ 감독된 머신러닝 모델과 신경망을 사용해 재밍 신호를 생성하는 기술로, 간섭 현상은 표적물에만
제한되며 지역 무선 주파수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DeDrone) 보호 영공에 불량 드론이 존재함을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솔루션을 제공
▪ 도이치텔레콤 같은 통신사부터 군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추적과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2) 국내 플레이어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현재 국가 R&D사업으로 드론 식별 인증 모듈 기술, 드론 인증
및 암호화 모듈 기술, 악성코드 탐지 및 대응기술, 수집 영상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등을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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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BM은 드론 해킹 및 탈취를 예방하는 보안칩 ‘MS500’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드웨어 보안 모듈 기반 실시간 암호화, 사용자 인증,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
▪ SK텔레콤, 차이나텔레콤 등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안 시장에서 성과 창출

 전자부품연구원(KETI)은 OTP를 활용한 대칭키 기반 데이터 보안전송 프로토콜 기술과 수집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및 부인방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드론-지상관제센터간 통신
보안을 위한 D2I (Drone to Infrastructure) 보안 시스템 기술을 확보 중
 순천향대학교는 드론 인증 기술과 관련하여 PKI방식을 활용하여 인증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는 LTE모듈 및 별도의 보안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드론 인증 프로토콜을 개발
 ICTK에서는 물리복제 불가능한 PUF(Physical Unclonable Function) 기반 HW 보안칩을
활용하여 드론 통신보안 기술을 개발 중
 한국테러방지시스템은 우발적 드론사고, 테러 악용 등에 대비한 드론 방어체계 솔루션인
MESMER 장비 시연
▪ 적대적 드론의 주파수 신호를 감지해 제어권을 탈취, 원하는 장소에 드론을 착륙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최첨단 시스템
▪ 드론과 컨트롤러 사이에는 표준화된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감지하여 불법 드론의 제어권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2.4~2.5GHz, 5.725~5.875GHz 대역의 주파수 범위를 최고 2km, 최장 4km
반경 내에서 탐지 가능

 STX는 단일드론 탐지 솔루션을 통합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통합솔루션 제공
▪ 라디오주파수 탐지기, 레이더, RF 센서 등 복합적인 탐지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
▪ 완전 자동화/무인화 시스템으로 인력 운용이 수월하며 기존 시스템 및 하드웨어에 비해 연동이 쉬움
▪ 신규 드론 정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로 하드웨어 추가 없는 지속적인 경보 신뢰성 확보
[ STX 안티드론 통합솔루션 활용 안 ]

* 출처 : STX corporation, STX 안티드론 통합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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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분야 주요 연구조직 현황 ]
기관

소속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산학협력단

단암시스템즈

-

유엠로직스

-

연구분야
•고밀집 네트워크 계층 보안 연구
•국가 재난통신망 보안성 향상 전략 연구

•드론 스푸핑 방지
•독립형 드론 데이터링크 대칭형 암호화 기술

•무인이동체 통합 보안솔루션 기술 개발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단암시스템즈
▪ 스푸핑 방지를 위한 독립형 무인기 데이터링크 대칭형 암호화 시스템 개발(2016~2019)

 한국과학기술원(KAIST)
▪ 고밀집 무선 네트워크의 PHY 및 MAC 계층 보안 연구(2017~2019)
▪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장기간 보안성을 보장하는 산업발전 전략(2015)

 전자부품연구원
▪ 보안용·안전용 비가시 레이저 센서 모듈 개발(2018)

 유엠로직스
▪ 무인비행체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융합 보안시스템 개발(2018~2019)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가기간망 사이버공격 사전 예방을 위한 지능형 5G 코어망 비정상 공격 탐지 및 대응 기술
개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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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동향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의 지난 22년(’98~ ’19) 간 출원동향17)을 살펴보면
급격한 성장을 보임

’14년부터

▪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의 62%의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
출원국으로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1%, 유럽은 11%, 일본은 6% 순으로 나타남

[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연도별 출원동향 ]

17)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공개되는 특허제도의 특성상 실제 출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데이터가
존재하여 2018, 2019년 데이터가 적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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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현황
 한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4년 말부터 해당 기술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한국의 경우, 내국인의 특허 출원이 큰 비중을 차지함. 한국 기술의 양적 흐름은 미국과
상당히 유사함
 미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4년부터 최근까지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술 분야 전체 특허 출원 증감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미국의 경우, 내국인의 비중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한국에 비해 외국인의 비중이
큼
 유럽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미미하게 출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1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소폭 출원 증가세를 유지함. 유럽의 경우, 출원 건수 대비
타 국가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출원 건수가 타 국가 대비 미비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술
분야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가별 출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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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집중도 분석
 전략제품에 대한 최근 기술 집중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기술 키워드 분석 진행
▪ 전체 구간(1998년~2019년)에 있어 무인이동체와 인증시스템, 보안 관련 키워드가 다수 도출된
가운데 기간 1(2011-2014년)과 기간 2(2014-2019년) 간 차이보다는 키워드 내 분야별 구분이
두드러짐
- 무인항공기, 드론 제어 시스템, UV, UAV, Remote Control 등 드론 기체의 제어와 비행, 운용 등
보편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증시스템, 통신모듈, Wireless Network, 보안 보호, UAV Safety,
Include Receiving, 통신 모듈, Input Data, Provide Secured Communication 등은
통신환경에서 데이터 송수신 및 사용자 인증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 강화 강조
- 그 밖에는 사용자 인증, 사용자 식별 정보, 비행 규제, 인증시스템, Coverage Area 등 인증
체계와 규제, 보안 등 사회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함의하는 키워드 도출
[ 특허 키워드 변화로 본 기술개발 동향 변화 ]
전체구간(1998년~2019년)

•Unmanned Aerial Vehicle, Unmanned Vehicle, 무인 항공기, 인증 시스템, 비행 규제, 사용자 식별 정보, 지오
펜싱, Computing Device, Flight Regulation, Uav Safety

최근구간(2011년~2019년)
1구간(2011년~2014년)

•Unmanned Aerial Vehicle, Satellite Device, Aerial

•Unmanned

Aerial

Vehicle,

Unmanned

Vehicle,

Image, 무선 통신, 무인 항공기, Insured Property,

무인 항공기, 인증 시스템, 비행 규제, 사용자 식별

Aerial

정보, 지오 펜싱, Flight Regulation, Uav Safety,

Image

Captured,

Large

Concentration,

Particular Insurance Provider, Entire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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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의 전체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및 유럽 국적의
출원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1 출원인으로는 중국의 ‘SZ DJI
TECHNOLOGY로 나타남
▪ 주요출원인 대부분이 자국 시장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중국의 무인항공기 및 촬영 장비를 제조하는 SZ DJI TECHNOLOGY는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외국
시장에 중점적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 관련하여 드론 제조 또는, 네트워킹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
▪ 국내에서는 특히 연구기관의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짐

[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주요출원인 ]
전체 주요출원인 동향

해외 주요 출원인

국내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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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출원인 기술집중도 분석
◎ SZ DJI TECHNOLOGY
 해외 주요 출원인인 SZ DJI TECHNOLOGY가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사용자 식별 정보, Confirm UAV, UAV Safety, 인증 시스템, 입력 신호, Provide Secured
Communication, 보안 보호, 관리 인증, User Identity 등 드론 보안 관련 주요 키워드가 도출
[ SZ DJI TECHNOLOGY 기술집중도 ]
전체구간(1998년~2019년)

스마트
클라우드
•비행 규제, 인증 시스템, 사용자 식별 정보, 지오 펜싱, Flight Regulation, Uav Safety, Confirm Uav,
User Identity, Provide Secured Communication, Geo Fencing Device

1구간(2011년~2014년)

2구간(2015년~2019년)

•비행 규제, 인증 시스템, 사용자 식별 정보, 지오
•애완 동물, 행동 동작, 무인 항공기, 사용자 장치

펜싱, Flight Regulation, Uav Safety, Confirm
Uav,

User

Identity,

Provide

Communication, Geo Fenc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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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Z DJI TECHNOLOGY는 중국의 무인항공기 및 촬영 장비 제조기업으로,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관련하여, 무인항공기 제어 기술에 특화된 특허를 다수 출원. 그 중 등록된
특허는 18건
[SZ DJI TECHNOLOGY 주요특허 리스트]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9711054
(2016.07.20)

Authentication systems and
methods for generating
flight regulations

무인항공기의 보안을 위해
무인항공기 및 사용자 각각의
식별정보를 확인하여 사용자와
무인 항공기 간의 보안 통신을
제공하는 기술

EP3140710
(2015.03.31)

Systems and methods with
geo-fencing device
hierarchy

무인항공기 및 사용자 각각의
식별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자와 무인 항공기 간의
보안 통신을 제공하는 기술

JP6431186
(2015.03.31)

무인 항공기

인증시스템을 통해 무인
항공기의 제어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술

JP6450021
(2015.03.31)

Ｕａｖ 상호 인증을 위한
시스템, 방법, 및
컴퓨터가독매체

무인 비행기를 제어하는
사용자와 무인 비행기 각각의
인증 정보에 기초하여 제어를
위한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기술

JP6535382
(2015.03.31)

무인 항공기의 위치를
판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

사용자와 무인비행기 각각의
인증 정보를 통한 인증을 통해
무인 비행기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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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Technologies
 해외 주요 출원인인 Amazon Technologies가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다국적 유통기업인 Amazon은 최근 유통사업의 확장과 비즈니스 모델 강화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며 관련 기술 확보
▪ 드론 간 통신 및 협업, 데이터 입출력과 송수신, 주변 탐지 및 인식 등 드론의 기체 운용 및 비행과
관련된 기술과 더불어, 인간 동작(gesture)에 대한 인식과 연계를 통한 드론 보안성 강화 노력
▪ 비인가 신호에 대한 식별과 대응, 신호 입출력, 망(mesh) 통신 기술 등을 통해 보안과 안티 드론
분야에 대한 기술적 기회 확보
[ Amazon Technologies 기술집중도 ]
전체구간(1998년~2019년)

스마트
클라우드

•Unmanned Aerial Vehicle, Aerial Vehicle, Intermodal Vehicle, Technique Pertaining, Container
Ship, Road Tractor, Past History, Inspection Equipment, Conduct Repair, Servicing Operation

1구간(2011년~2014년)

•Unmanned

Aerial

Vehicle,

2구간(2015년~2019년)

Trajectory

Envelope, Technique Pertaining, Uav Flight,
Detectable Signal Emitted, Detectable Signal,
Received

Signal,

Characteristic
Curs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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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n

Source

Performance

Signal,

Parameter,

•Intermodal

Vehicle,

Aerial

Vehicle,

Unmanned Aerial Vehicle, Container Ship,
Road

Tractor,

Equipment,

Past

History,

Inspection

Conduct

Repair,

Servicing

Operation, Mesh Network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Amazon Technologies는 미국의 다국적 기술에 관련한 기업으로,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미국 및 일본에 출원
▪ Amazon Technologies는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통해 무인항공기를 제어하는 기술에
관련한 특허에 대한 20건의 출원을 진행. 해당 20개의 특허 중 등록 특허 18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출원 건 수 대비 많은 등록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mazon Technologies 주요특허 리스트]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US9718564
(2017.03.16)

Ground-based mobile
maintenance facilitie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상 여부를
감지함에 따라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무인 항공기
기술

US9924579
(2016.07.18)

Human interaction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

사용자의 제스처에 따른
제어신호에 기초하여
무인항공기를 제어하는 기술

US9903952
(2015.03.18)

Gps error correction via
network of fixed point
ground stations

복수의 위치 시스템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정보와
무인항공기에서 수신한 정보에
기초하여 무인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변화 정밀 감지 기술

US9646502
(2015.02.27)

Universal unmanned aerial
vehicle identification system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
기관에서 특정 지역 내
활동하는 무인 항공기 자동
식별에 관한 기술

US10073449
(2014.11.18)

Unmanned aerial vehicle
data services

무인항공기와 사용자 단말 간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교환을 통해 무인항공기 제어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술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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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eing
 해외 주요 출원인인 Boeing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Valid Security Credential, Compromise Security, Secure Data Link, Data Messaging
Technique 등과 같은 데이터 보안, 신뢰성, 위협 대응, 안정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키워드
확보 중
[ Boeing 기술집중도 ]
전체구간(1998년~2019년)

•Unmanned Aerial Vehicle, Unmanned Air Vehicle, Network Node, Data Packet, Base Station,
Rfid Tag, Computer Processor, Network Communication Interface, Valid Security Credential,

스마트
클라우드

Include Receiving

1구간(2011년~2014년)

•Emergency
Vehicle,

Condition,
Dynamic

2구간(2015년~2019년)

Unmanned
Image

Aerial

Masking,

Collaborative Routing, Constant Bank Angle,
Remote Sensing Platform, Level Security, Uas
Control

Station,

Ground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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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raft

Cross,

Intended

•Network Node, Data Packet, Base Station,
Rfid

Tag,

Computer

Communication
Credential,

Processor,

Interface,

Include

Valid

Receiving,

Location, Read Related Data

Network
Security
Rfid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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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eing은 미국의 전투기 제삭사이자 첨단 기술 기업으로,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관련한 특허를 15건 보유. 그 중 등록된 특허는 10건

[ Boeing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EP3229445
(2017.10.11)

A system and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for multi path
communication with an
unmanned aerial vehicle
during a mission

암호화를 통한 보안데이터에
기초하여 무인 항공기의
임무동안 지상과의 통신을
수행하는 기술

US9766621
(2016.01.12)

Aircraft information
retrieval using onboard rfid
tags

RFID를 통해 근접한 위치의
무인 항공기를 식별하여
제어하는 기술

US9208688
(2013.10.04)

Wind calculation system
using a constant bank
angle turn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 정보를
획득하여, 획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바람의 영향에
최적하된 무인 항공기 제어
기술

EP2781980
(2013.03.19)

A method of fly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네트워크를 통해 무인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비행
종료 지점에 대한 노티를
제공하는 기술

US8214098
(2012.07.03)

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swarm of
remote unmanned vehicles
through human gestures

사용자의 제스처에 따른
제어신호에 기초하여
무인항공기를 제어하는 기술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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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출원인 기술집중도 분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제스터 센서, 제스처 신호 등 드론 사용자의 제스처를 인식하여 보안과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기술을
개방 중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간 2(2015-2019년) 들어 활발한 특허출원 양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집중도 ]
공동
출원인
관계

•공동출원 없음

전체구간(1998년~2019년)

스마트
클라우드

•자율 주행, 사용자 단말, 주행 상황, 해당 사물, 직접 연결, 주변 전방, 영상 신호, 제어 명령 신호,
제스처 신호, 자기 주변

1구간(2011년~2014년)

2구간(2015년~2019년)

-

•자율 주행, 사용자 단말, 주행 상황, 해당 사물,

-

직접 연결, 주변 전방, 영상 신호, 제어 명령
신호, 제스처 신호, 자기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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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기간 2(2015-2019년) 사이 데이터 라우팅 경로, 움직임 인식 등을 활용한 드론 보안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집중도 ]
공동
출원인
관계

•공동출원 없음

전체구간(1998년~2019년)

스마트
클라우드
•공중 운행체, 제어 신호, 비행 장치, 운행 제어, 무선 인프라, 운행 경로, 키넥트 센서, 입체 영상
데이터, 영상 처리, 컴퓨팅 장치

1구간(2011년~2014년)

2구간(2015년~2019년)

-

•공중 운행체, 제어 신호, 비행 장치, 운행 제어,

-

무선 인프라, 운행 경로, 키넥트 센서, 입체 영상
데이터, 영상 처리, 컴퓨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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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집중도 분석 진행
▪ 삼성전자는 Memory Module, Information Indicating Region, Set Control Data, Driving Data
등 드론의 데이터 입출력과 파생 데이터의 처리 등과 관련된 기술 일부 확보
[ 삼성전자 기술집중도 ]
공동
출원인
관계

•공동출원 없음

전체구간(1998년~2019년)

스마트
클라우드

•Unmanned Aerial Vehicle, Audio Module, Movement Module, Memory Module, Driving Data,
Audio Signal, Noise Suppression Module, Minute Rpm, Processor Functionally Coupled, Set
Control Data

1구간(2011년~2014년)

2구간(2015년~2019년)

-

•Unmanned Aerial Vehicle, Audio Module,
Movement Module, Memory Module, Driving

-

Data,

Audio

Signal,

Noise

Suppression

Module, Minute Rpm, Processor Functionally
Coupled, Set Contro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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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통해 무인항공기를 제어하는 기술에
관련한 3건 출원을 보유. 해당 3건의 특허 중 1건의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KR1973174
(2016.11.25)

명칭

기술적용분야

제스처 인식 기반 무인기 제어
장치 및 방법

사용자를 식별하고, 제스처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제스처를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제스처 신호를
생성함으로써, 무인기를
제어하는 기술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은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통해 무인항공기를 제어하는 기술에
관련한 3건 출원을 보유. 해당 3건의 특허 중 2건의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KR1668416
(2015.05.14)

공중 운행체의 운행 제어 방법,
무인 공중 운행체 및 노드 장비

공중 운행체와 무선 인프라망 간의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인증을
수행하여 공중 운행체의 운행을
제어하는 기술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삼성전자는 전자 제품을 생산하며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미국 및 유럽에 출원
▪ 삼성전자는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통해 무인항공기를 제어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 3건을
출원하였으며, 등록 특허 1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삼성전자 주요특허 리스트 ]
등록번호
(출원일)

명칭

기술적용분야

EP3324260
(2017.11.20)

Electronic device and method
for controlling unmanned
aerial vehicle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사용자 단말
및 무인항공기 간 파라미터 정보 및
제어 정보를 상호 송수신함으로써,
무인항공기를 제어하는 기술

도면

* 등록특허 기준, 피인용문헌수 및 패밀리 국가수가 큰 특허를 주요특허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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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진입장벽 분석
(1) 기술 집중력 분석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관점의 기술독점 현황분석을 위해 집중률
지수(CRn: Concentration Ratio n, 상위 n개사 특허점유율의 합) 분석 진행
▪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0.13으로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분야에 있어서 독과점 정도는
낮음 수준으로 판단
▪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 분석결과 0.66으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주요출원인의 집중력 및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분석 ]

주요
출원인
집중력

주요출원인 출원인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n

SZ DJI TECHNOLOGY

33

5.5%

0.06

1

Amazon Technologies

20

3.3%

0.09

2

Boeing

15

2.5%

0.11

3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8

1.3%

0.13

4

Deere & Company

8

1.3%

0.14

5

Intel

8

1.3%

0.15

6

Alarm.com

7

1.2%

0.17

7

Honeywell International

7

1.2%

0.18

8

6

1.0%

0.19

9

6

1.0%

0.20

10

전체

599

100%

출원인 구분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n

중소기업(개인)

86

66.2%

0.66

대기업

9

6.9%

연구기관/대학

35

26.9%

전체

130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TATA CONSULTANCY
SERVICES

국내시장
중소기업
집중력

178

CR4=0.13
n

CR중소기업=0.66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2) 특허소송 현황 분석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관련 기술진입 장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특허소송을 이력 검토
▪ 2018년 12월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원고 Monument Peak Ventures와 피고 SZ DJI
Technology간의 드론 제어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됨
▪ SZ DJI Technology는 다양한 드론 제어 기술과 관련된 특허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등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관련 특허소송 현황 ]

1

US8750674
(2014.06.10)

명칭

출원인

원고 v. 피고

Remotely controllable digital video
camera system

Intellectual
Ventures Fund
83

Monument Peak
Ventures
v.
SZ DJI Technology

대상제품명

소제기일

소송종료일

Phantom 4 Pro, CineLight software and
others- Drone cameras and software

2018.03.16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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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가. 특허 기반 토픽 도출
 599개의 특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이 유사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여
대표성이 있는 토픽을 도출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 대한 토픽 클러스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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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DA18)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도출
[ LDA 클러스터링 기반 요소기술 키워드 도출 ]
No.
클러스터
01

클러스터
02

클러스터
03

클러스터
04

상위 키워드

대표적 관련 특허

drone, data, include,
device, signal, system,
locate, receive, secure,
configure
system, control, drone,
lock, camera, package,
provide, include, delivery,
vehicle

요소기술 후보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and methods for
드론 항법, 위치
탐지, 인식 기술

use
•Bug eater
•Method and apparatus for identifying, locating

드론 제어 및 인증,
충돌회피 기술

and scaring away birds
•Drone defense system
•Securitization of transportation units

transport, image, speaker,
•Price based navigation
client, system, inform,
•Methods and apparatus for secure device pairing
control, construct,
for secure network communication including
package, device
cybersecurity
•Transponder for doppler radar, and system for

드론 네트워크
기술

locating targets using such a transponder
uav, system, locate,
드론 간 무선통신
•System and methods for unobtrusively and
provide, flight, user, path,
및 사용자 소통
relocateably extending communication coverage
device, base, drone
기술
and supporting unmanned aerial vehicle (uav)
activities
•Web server based 24/7 care management system

클러스터
05

inform, system, include,
drone, network, data,
monitor, social, device,
check

for

better

quality

of

life

to

dementia,autistic and assisted living people using 드론 수집 데이터
처리 기술,
artificial intelligent based smart devices
디바이스 연동기술
•A system and method for managing and
analyzing multimedia information
•Digital token system for physical

클러스터
06

alzheimer,

medium

digitalization and physical store optimization
data, control, aerial,
vehicle, identify, module, •Flight control device, unmanned aerial vehicle,
signal, posit, audio, inform flight control method, and computer-readable

신호탐지 기술

recording medium
•Deployment criteria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클러스터
07

클러스터
08

클러스터
09

image, uav, object, system, to improve cellular phone communications
device, aerial, vehicle,
method, identify, flight •Process and system to register and regulate
unmanned aerial vehicle operations
•Method for detecting errors of an unmanned
vehicle, unman, uav,
system, control, aerial,
energy, include, operate

드론 인증 및
통신기기 연동
기술

aerial vehicle connected to a carrier plane in
flight and 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 운용 기술,
오류탐지 기술

•Method and vehicle for distributing electronic

advertisement messages
control, system, module, •Smart unmanned aerial vehicle for home
vehicle, device, remote,
드론 인증 및 보안
•Methods and apparatuses for remote control of
operate, authent, secure,
기술
vehicle devices and vehicle lock-out notification
configure

18) Latent Dirichl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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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분류체계 기반 요소기술 도출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술 관련 특허의 주요 IPC 코드는 총 12 그룹이었으며, 각
그룹의 정의를 기반으로 요소기술 후보를 아래와 같이 도출
[ IPC 분류체계에 기반한 요소기술 도출 ]
IPC 기술트리
(서브클래스) 내용

(메인그룹) 내용
•(B64C 11/00) 프로펠러, 예· 덕트형 프로펠러; 회전익
항공기용 회전익에 공통된 사항

•(B64C 17/00) 항공기의 안정에 관한 것이며 달리 해당
(B64C)
항공기; 비행; 우주공학
분류가 없는 것
•(B64C 19/00) 항공기의 조종에 관한 것으로서 달리 해당
분류가 없는 것
(G05D)
비전기적 변량의 제어
또는 조정계

•(G05D 1/00) 육용, 수용, 공중용, 우주용 운행체의 위치,
진로, 고도 또는 자세의 제어, 예. 자동조종
•(G05D 3/00) 위치 또는 방향의 제어

요소기술 후보
드론 기체 부품 제조 기술

드론 기체 안정성 향상 기술

드론 기체 관련 범용 기술

드론 비행 항법 및 제어 기술
드론 비행 항법 및 제어 기술

(G06Q)
•(G06Q 50/00) 특정의 업종에 특히 적합한 시스템 또는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임무수행 특화 드론 시스템 기술
방법, 예. 공익 사업 또는 관광업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관리용, 상업용, •(G06Q 90/00) 특별한 데이터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드론 수집 데이터 처리 기술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적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

•(G08G 5/00) 항공기에 대한 교통제어시스템
(G08G)
교통제어시스템

•(G08G 7/00) 둘이상의 상이한 종류의 항행체의 동시제어를
위한 교통제어시스템
•(G08G 9/00) 종류에 무관하거나 또는 불특정한 종류의
항행체를 위한 교통제어시스템
•(H04W 4/00)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특별히 적합한 서비스;
그 시설들

(H04W)
무선 통신 네트워크

•(H04W 12/00) 보안 장치, 예. 접속 보안 또는 부정 검출;
인증, 예. 사용자 신원 또는 권한 검증; 프라이버시 또는
익명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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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SDN 기반 드론 네트워크 기술

드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드론 인증 및 암호화 기술,
악성코드 탐지 대응 기술
무선 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 정보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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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드론용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요소기술 도출 ]

요소기술

인식·인증

생체정보기반 인식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 추천, 기술
수요

드론 인증 및 암호화 모듈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 추천, 기술 수요

식별 인증 모듈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 추천,
기술 수요

악성코드 탐지 및 대응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기술 수요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IPC 기술체계, 전문가 추천, 기술
수요

SDN 기반 드론 네트워크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 추천,

드론 객체간 통신 보안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전문가 추천,
기술 수요

무선 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

특허 클러스터링, IPC 기술체계,
전문가 추천

자료보호·악성
코드 대응

통신보안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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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요소기술을 도출한 후, 핵심기술 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검토/보완을
거쳐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 선정 지표: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② 핵심기술
선정위원회 개최

① 요소기술 도출

③ 핵심기술
검토 및 보완

④ 핵심기술 확정

•전략제품 현황 분석

•선정된 핵심기술에 대해서
→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선정 →
→ •확정된 핵심기술을 대상
중복성 검토
•LDA 클러스터링 및 특허
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으로 전략제품별 로드맵
IPC 분류체계
•미흡한 전략제품에 대해서
요소기술 중 핵심기술 선정
구축 개시
핵심기술 보완
•전문가 추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분야 핵심기술 ]
분류

핵심기술

개요

드론 인증 및 암호화 모듈
기술

•허가되지 않은 접근에 대한 비행 방지 및 드론 인증을 위한

드론 객체 간 통신 보안
기술

•드론 제어 및 정보 송수신에 활용되는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무선 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

•현 무선인증 및 암호화 방식(SSID, MAC, WEP 등)의 취약점을

자료보호·악
성코드 대응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드론과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무결성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인식·인증

생체정보 기반 인식 기술

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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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복호화 송수신 기술

불법침입 및 해킹 방지 보안 기술

개선하기 위한 인증기술

개인정보 보호 기술
•홍채, 지문, 음성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드론 제어권을
인식하고 허가되지 않은 제어에 대한 접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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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생체정보기반 인식 기술, 드론 객체 간 통신
보안 기술, 악성코드 탐지 및 대응기술 및 무선 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의 특허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라 판단되어 차후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에 중점 공략
 무선 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은 역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을 피해 특허를
전략적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술 분야
 SDN 기반 드론 네트워크 기술 분야는 이미 대기업이 충분히 진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이고, 국내 특허가 외국 특허에 비해 생체정보기반 인식 기술 및 식별 인증 모듈에 대한
특허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전반적으로 대기업보다 산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산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외부혁신 및
기술확보 전략 고려

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분야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인증 및 암호화 기술 개발을 통한 드론 보안성 강화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드론 인증 및 암호화
모듈 기술

통합 관제로 각 드론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드론 개별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 SW/HW
개발

드론 객체 간 통신 보안
기술

드론 간 상호인식보안모듈 개발 및 객체 간
통신 링크 보안 SW/HW 개발

무선 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

송수신기 모듈 개량개발 및 90%이상의
무선 인증 및 통신 무결성 확보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수집정보의 보안 관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시스템 개발

생체정보 기반 인식
기술

생체인증 기술 적용으로 드론조종권
Spoofing 및 외부위협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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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목표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
[ 드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분야 핵심요소기술 연구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핵심기술

기술요구사항

드론 인증 및
암호화 모듈
기술

드론 개별 관제를
위한 한국형
암호모듈 검증제도
인증 및 전송
데이터 전단의
식별 부호 및
데이터 암호화

드론 식별
관제를 위한
인증 신청 및
식별 암호화
개념 설계

드론 객체 간
통신 보안 기술

3차년도

최종목표

시스템 개발
후 시험 및
인증 획득

드론 장착
비행 테스트
시험 후 성능
보완 개발,
양산화

통합 관제로
각 드론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드론 개별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
SW/HW 개발

기술혁신
및
기반마련

드론 객체간
아이디, 통신링크
및 위치 보안 기술

드론 객체간
통신 보안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개발

드론 운용
시험 후 성능
보완 개발 및
멀티제어
GCS 및
상호인식
보안 개발

멀티제어
GCS 및
상호인식
보안 개발
인증 및
양산화

드론 간
상호인식보안
모듈 개발 및
객체 간 통신
링크 보안
SW/HW 개발

상용화

무선 인증
취약점 개선
기술

장거리 송수신 시
무선 인증 취약점
분석 후 무선 통신
지연 및 무결성
확보 기술

현 드론들의
무결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설계

취약점 개선
모듈 개발 및
탑재 시험 후
성능 보완
개발

시험 후 성능
보완 개발 및
양산화

송수신기 모듈
개량개발 및
90%이상의
무선 인증 및
통신 무결성
확보

기술혁신

수집정보의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아이디 및 위치
정확도 기반
수집정보의
프라이버시 위반
정도 확인 및
데이터 무결성
보안 기술

수집정보의
보안 관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
개념 설계

보안관리 및
프라이버
체계 개발

시험 적용,
보완 개발 및
양산화

수집정보의
보안 관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시스템
개발

기술혁신
및
상용화

생체정보 기반
인식 기술

생체정보기반
비행체 인식을
위한 생체인증모듈
및 지상통제장비
개발

생체정보기반
비행체 및
지상통제장비
인식 개념
설계

시스템 개발
및 시험

시험 후 성능
보완 개발 및
양산화

생체인증 기술
적용으로
드론조종권
Spoofing 및
외부위협 방지

산학연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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