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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이슈

주요이슈
무인기는 항공우주산업 전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군용무인기 중심의 고성
장 시장이나, 최근 민수시장 본격성장 임박
* 항공산업 연평균 시장성장률: 전체 4%(’14년 4,700억불 → ’23년 6,700억불), 무인기 10%(’14년 53억불 → ’23년 125억불) / (Teal Group 2013)
** 전체 무인기 중 민수 비중 : ’14년 1% → ’23년 7%(연평균 성장률 35%)
*** DHL, UPS, Amazon, Domino Pizza 등이 택배용 무인기 계획 중이며, Facebook(Ascenta), Google(Titan Aerospace)이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기 업체를 인수하며 인터넷 접속 기지국, 항공지도 제작 등에 활용 추진 중

150kg 이하의 소형 무인기는 레저/촬영용에서 감시용, 농업용, 택배용 등 산업용으로 급격히 용
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외에서 제정된 산업표준은 없고 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대응필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EASA), 국제표준기구(ISO) 등에서 무인기
관련 교범과 기술기준 등을 정립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국가차원의 무인기 표준화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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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가장 다양한 무인항공기를 개발하고 운용함으
로서 무인기 분야 기술 선도
●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과 중국,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국가적 지원 하에

자국 수요의 무인항공기 개발을 우선하면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준비 중
● 특히 중국은 최근 들어 전술급 무인항공기로부터 고고도무인항공기 및 무인전투기, 일반 촬영용 쿼드콥터 드

론까지 자체 개발하면서 무인항공기 수출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음.

우리나라도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한 분야인 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에 대한 R&D 연계형
표준화 추진 제시
● 국제·국가표준, 단체표준, 사실상 표준의 활동 및 표준화 수요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완료(’16. 4.)하였고, 국제

및 국가 표준화 추진 로드맵 작성(’16. 7. ~ 11.) 중임.

그림 1 실용화 개발 및 표준 선도 계획

실용급고속무인기개발
-실용화 체계개발
-해상시연/국내외마케팅
-선도형무인기해심기술

국내 시장 글로벌 무인기
수요 대응 산업 선도국 실현

-선도형무인기개발/수출

실용화 개발 및 표준 선도

·기술시연사업을 ·선도기술개발 ·국내 민/군
통한 시장 분석 ·획득정보
수요대응
처리기술 개발 ·재난감시체계
·전용주파수 확보
구축
·인력양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도형
무인기 개발
·지상/비행
시험시설

·글로벌 수직
이착률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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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무인기 동향
주요국가 민간용 무인기 관련 정책 현황

미국
● 미국연방항공청(FAA) 주관 무인항공기(드론) 연구 담당기관 선정 및 기술연구 지원(2015년까지 상업용

드론 관련 기술연구 수행)
● 최대이륙중량, 고도 및 속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등급 분류
* 무게 25kg, 고도 122m 이하 비행시 소형, 그 이상이면 대형으로 분류하고 대형은 일반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항로를 정해 운영 예정

● 무인기는 반드시 해당 정부기관에 등록하고, 조종사는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토록 추진
* 안전 적합성 분석 및 검토를 통해 무인기 운영금지 지역 지정 예정

● 무인항공기 인증 관련 Guidance 운용 중(법 규정 미제시)

EU
● 유럽 집행위원회(EC)는 2014년 드론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2015년 규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
● 스웨덴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관련법을 만들어 시행 중
● 드론 사용이 국경을 오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유럽전역에 해당하는 무인기

안전 기준을 만드는데 착수
● EU가 만드는 규제안은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지침과 개인정보보호 등

의 문제를 두루 포함할 예정

영국
● EUROCAE Working Group 73에 따라 이륙중량을 기준으로 분류
● 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시 케이스별로 검토 후 비행허가 승인
● 무인기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CAP722 : “Unmanned Aerial Vehicle Operations In UK”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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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을 가장 먼저 제도화
* CASR Part 101 : 무인기 운용, 조종사/운영자 자격인증 기준 제시

● 무인항공기가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마련한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 입증시 상업용 드론

사용 가능
● 운용고도, 무게 기준 등급 분류, 무인항공기 형식승인 설계기준 준비중

한국
● (민간무인기 인프라) 민간 무인기의 인증기준, 운용시설·운용 방안 등 민간무인기 실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착수(국토부)
● (무인기 전용 주파수) 5,030～5,091MHz 대역은 연구 목적의 무인기용 주파수를 실험국으로 허가 가능 (ITU-R

SG5회의 - ’14. 2. 12)
● (산업육성) 항공기술과 ICT를 연계한 무인기산업 육성 전략 제시

-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사업’을 창조경제 4대 분야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포함
하여 추진
* 제6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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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동향
NATO STANAG(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협정)
● 고정익/회전익 군용 무인기 감항인증기술 및 표준화 기구로 무인기 중량 150kg을 기준으로 4개의 표준기

술 카테고리 구축
● 중량에 따른 충돌에너지 기준 적용 및 최대이륙중량(MTOW)에 따른 가변형 위험기준체계(Hazard

Reference System) 적용
표1

NATO STANAG 표준기술 분류

기술기준

적용대상

비고

STANAG 4671

150kg~20,000kg급 중량을 갖는
고정익 군용무인기 : 399개 요구도
- Book 1 : 비행체 인증기준에 두
가지 항목 추가
·Subpart H : Data Link
·Subpart I : UAV 통제소
- Book 2 : 수용가능한 충족방법

- NATO 개발
- 2009. 9. 3 공표
- 사단, 군단, MUAV 등의
군용무인기 사업에 적용 중
- Part 23급(Normal, Utility,
Acrobatic and Commuter
Category) 기준

STANAG 4702

150kg 초과~3,750kg 이하의 회
전익 군용무인기
- 297개 요구도
- STANAG 4671과 동일한 구조

- NATO 개발 중
- Draft 초안 상태
- CS-27급 기준
- 2013년 개발 시작

STANAG 4703

150kg 이하의 고정익 군용무인기
- 69개 요구도 및 8개의 추가사항 - Draft 상태
- Hybrid approach
·an UAV of lower kinetic
energy(66J) certification
- 초경량 UAV를 위한 최저 사망 에너지 기준(66J) 적용
guideline 등

STANAG 4746

150kg 이하의 경량/초경량 회전익
- NATO 개발 중
군용무인기
- Draft 상태
- 69개 요구도 및 10개의 첨부
- 2013년 개발 시작
- STANAG 4703과 동일한 구조

ICAO Cir 328(국제민간항공기구)
●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는 2007년부터 무인항공기시스템 연구그룹인 UASSG을 결성하여 무인항공기 관

련 업무에 대한 국제적 상호협력, 무인기 관련 규정 및 매뉴얼 개발, 기술적 세부사항과 SARPs의 개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 무인기 운용에서의 기술적 세부사항은 RTCA와 EUROCAE의 연구 결과를 준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RTCA의 기술 표준화 결과는 ICAO의 UAS 관련 SARPs에 반영하여 전세계 무인항공기 상호 운용성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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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ICAO 무인기 정책서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ICAO
법률적 기준

- 무인 항공기(Pilotless aircraft) ‘당사국(조약국)의 특별 허가 없이 조종사 없는 어떤
비행기도 영공을 비행할 수 없음’(조약 제8조)
- 최소한 유인기와 등가의 안전수준(Equipment of Safety Level)을 유지하여야 함.
- 충돌방지 ACAS 교범 (Doc 9863)에는 무인기에 특화된 자동 충돌 방지 시스템 즉, 유인
기의 See-And-Avoid 능력이 있어야 함을 규정.
- 기상서비스 : 기상서비스가 무인기 운영자에게 전달되어 안전 운항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함.

운용

비행체 및
시스템

- 비행체 인증 : 무인기는 비행체 외에 지원시스템(원격통제소, C2 데이터링크 등) 없이는
운영 될 수 없으며, 이들이 인증에 새로운 난이도를 더함.
- 부속서 8(Airworthiness of Aircraft)에 따라 해당 무인기 감항 당국이 해당 감항 요구도에
따른 설계 측면의 인증서 발행
- 원격통제소 인증 : 원격통제소 및 C2 데이터링크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나 아직 인증기
준이 개발되지 않은 무인기 형상들이 있음.
- 이외에도 무인기 시스템 내의 중복여유도를 요하는 많은 지원 시스템들에 대한 인증기
준도 개발되어야 함.(예, 비행체와 원격 통제소 모두의 비행기록 장치, 감시 장비, 항공
통신장비 등)

ISO TC20/SC16(항공우주기술위원회/무인기분과)
● 2014년도 SC16(Unmanned Aircraft System) 설립하여 3개의 WG 구성
* WG Stage Code : 20.00(New project registered in TC/SC work programme)

● 범용적인 무인 비행시스템의 일반사양, 생산체계, 작동절차에 대한 표준화 초기 단계

구분

내용
Unmanned Aircraft Systems
SC 16

ISO TC20

참가국

(P)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미국(간사국)
(O) 한국, 이란,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페인

WG 01

USA Part 1 : General Specification

WG 02

USA Part 2 : Product Systems

WG 03

USA PART 3 : Operational Procedures

EASA CS-LURS V1.0 (유럽연합항공안전청 회전익무인기 기술기준)
● CS-LURS는 JURUS Working Group – 3(WG-3)에 의해 개발된 경량급 무인 회전익항공기에 적용되는 감

항인증 기술기준으로 2013년 말 Version 1.0 발간
* CS-LURS : Certification Specification for Light Unmanned Rotorcraf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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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EASA CS-LURS V1.0 표준기술 분류

기술기준

CS-LURS V1.0

적용대상

비고

750kg 이하의 증명된 최대이륙 중
량을 갖는 무인 회전익기
- EASA 개발 중
- STANAG 4671과 유사한 구조이나 - 2013.10.30 발행
Detect and Avoid를 위한 항목을 - JARUS 개발
예비(Reserve)로 남겨놓음.

*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for Unmanned Systems) : EASA 주관의 감항인증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Working Group으로 ICAO 표준 및 권고사항(SARP,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에 반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uropean RPAS Roadmap Annex I page.37 (2013. 6)

FAA Order 8110.4C & 8130.34(미연방항공청 무인기 감항인증절차)
● FAA의 경우는 별도의 무인기 감항인증 기준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감항인증 신청 및 특별 감항인증서

발행을 위한 절차적인 내용 발행
* 운영 공역 제한, ATC 응답기(Transponder) 및 고도보고 시스템 요구도 설정
** See-And-Avoid 방법, Lost link 절차 설명 등 사례별로 검토 및 적용

기타(무인기 통신분야)
● ITU-R, FAA-RTCA, EUROCAE 등에서 무인기용 주파수, 제어용 통신, 탐지-회피, IMA 등 표준화 추진 중
● 국내 전파연구소에서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준 제정(’15.12), 무인기 지상제어전용 주파수 할당

(5,030~5,091MHz)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특수통신 PG903(Project Group)에서 항공-해상통신 실무반에서 표준기획 단계

표준화 항목
무인기 탐지 및 회피, 무인기 IMA,
항공기내 무선통신(WAIC), 무인기
제어용 통신

표준화 기구

완료시점

ITU-R, FAA/RTCA. EUROCAE,
ARINC

2020

국내 표준화 동향
국내 항공법에 따라 자체중량 150kg이하 무인기에 대해 안전인증을 하고 있으며(국토부),
150kg초과 무인기에 대한 표준 전무한 상황
● 150kg 이하의 무인기에서도 안전운용적합성에만 정부인증이 부여되고 있으나, 기술 및 제작 표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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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산업 전망과 표준화 동향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산업용 무
인기에 대한 표준화 기반 마련 (’16.3월)
● 용어 및 분류에 대한 표준 개발 착수 및 동북아 협력 추진 등

국가기술표준원에서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150kg이상(STANAG
4671급) 무인기(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 착수(’16.7월)
● 중형 무인기 분야 표준화에 대한 일부 여건 형성

시사점
일부 분야(틸트로터 등)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 그러나, 엔진, 항법, 통신, 이착륙, 운영기술, 표준화 기술 등 주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
*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추진 보류중(예산확보 실패)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 재원 등 인프라 부족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에 한계
● 군사용 무인항공기 위주의 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여건 취약)

기술 표준화 미비로 국제 규격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화 체계 구축,
국제시장 진입을 위한 표준화 로드맵 구체화 필요

대응방안
산업용 무인기 표준화 로드맵 개발
● 표준화 기술 우선항목 평가 및 설정,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해당 표준화 기구(ICAO, ISO 등) 참여 전략 등

로드맵 수립
* 핵심내용 : 표준화 대상기술 선정, 국제표준 개발·제정 전략, 연도별 표준화 계획 등

산업용 무인기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 선제적인 KS 및 ISO 표준 제정으로 국제표준화 선도
● 표준과 연계한 KS 인증체계 구축으로 국내 산업용 무인기 산업 육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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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A “Policy Statement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Doc.E
Y013-1(2009)
무인항공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설계 방안(항공운항학회 / 2014)
2022년 세계 시장 10% 점유를 위한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 방안(다부처 공동 49팀[드론] /
2014)
특허기반 무인항공기 기술경쟁력 분석(KISTI / 2013)
군용 무인기 비행 안정성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연세대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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