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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Defense(DoD) UAV Roadmap 
2002-2027 

 
 A powered, aerial vehicle that does not carry a human 

operator, … 

 can fly autonomously or be piloted remotely,  

 can be expendable or recoverable, … 

 Ballistic or semi ballistic vehicles, cruise missiles, and 
artillery projectiles are not considered UAVs. 

 

 

무읶항공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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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 용어 

Related Terminology 
RPV : Remotely Piloted Vehicle 

 1960~80s, pilot in the loop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1990~, pilot on the loop, 자율비행 가능 *Uninhabited AV 

UAS : Unmanned Aircraft System  

 2005~,항공기급(aircraft) 통합 체계(system) 

RPAS :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2010~, ICAO 

Relationships between the terms 
  UAV = UAS 

UAV can perform the mission only when paired with GCS,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UAV       RPV 

UAV       Missile 



5 

무읶항공기 - 분류 기준 

Grouping by Altitude, Enduranc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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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 Safety 

Accident Rate 
UAV Airspace Entry Conditions 

    ; Safety should be at GA level 
or above 

Over the past 17 years, the 
accident rate is 100 times 
greater than of GA 

 In the earlier stage, the 
accident rate was high.  
However, the accident rate has 
decreased abruptly in specific 
models. 

 The characteristics of UAV 
accidents : Mostly the 
accidents are caused by 
system fault not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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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 기술수준 

기술 수준(기준 대비 국내 수준) 
기술명 기술준비수준 

(TRL) 대분류 중분류 

체계종합 

체계설계/분석 7 

체계 M&S 6 

체계시험평가 7 

기체 

공력 7 

기체구조 7 

전기 7 

추진 

전지기술 7 

추진기관 7 

프로펠러 6 

비행조종 
감지장치 7 

비행제어 7 

항공전자 
통신 7 

탐지/식별 6 

임무/운용 

임무/통제 6 

영상분석 7 

임무/작전계획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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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 미국 굮용 유/무읶기 보유 비율 

Jeremiah Gertler, “U.S. Unmanned Aerial Systems”, 
CRS Report for Congress, 2012. 1. 

5% Unmanned (2005) ⇒ 41% Unmanned (2010) 



9 

무읶항공기 - 개발 현황 

국내(굮수) 

한국경제신문 5월 12일자(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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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 개발 현황 

국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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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 개발 현황 

국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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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 시스템 구성 

비행체  
(Air Vehicle) 

데이터링크  
(Data Link) 

지상통제장비  
(Ground Control Station) 

임무장비  
(Payload) 

지원체계  
(Support) 

운용인프라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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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small UAV, it usually consists of Air Vehicle(AV), 
Payload, Ground Control System(GCS), Communication 

1~2 personnel are for ground operations 

 Payload : camera or laser designator 

무읶항공기 –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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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 시스템 구성(스마트무인기) 

최종 목표 
고성능과 고안전성, 지능형 자율비행 능력을 보유한  

수직이착륙과 고속비행이 가능한 스마트 무인기체계 개발 

제원 및 성능 

동체길이 : 5 m 

최대중량 : 950 kg 

최고속도 : 500 km/h 

체공시간 : 5 시간 

수직이륙 

천이비행 

순항비행 

천이비행 

수직착륙 

회전익 모드 비행 천이 모드 비행 고정익 모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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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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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 시스템 구성(DFCC) 

DFCC 

- Actuator Air Vehicle 

Sensors 

Control 
Command 

Gain 

Flight 
State 

Gain 

비행센서 

비행센서 

Actuator 

: Normal Path 

: Backup 

상호  감시 상호  감시 

ACU Primary 

ACU Backup 

DFCC A 

DFC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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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 시스템 구성(비행제어 컴퓨터) 

주요 특성 및 제원 내 용 

Redundancy 2중(1LRU 2Channels) 

Processor/IOC Power PC 755/TI-2407 

Processor/IOC 
Interface 

Dual-ported  Memory 

Internal Bus PCI 33MHz 

Main Memory size Flash(8MB), SDRAM(128Mbyte) 

I/O 

CPU RS-232 x 1, Ethernet x 1 

ADIO#1 
ARINC-429 9Tx/18Rx 

RS-422 x 1(CCDL), RS-232 x3 

ADIO#2 
RS-422/485 9Tx/11Rx, RS-232 x 1 

Analog In x 11/Out x 2 

ADIO#3 Discrete In x 15/out x 23 

크기/중량 361.4(W) x 306(L) x 155.2(H) mm / 10.6 kg 

소비전력/냉각방식 100W이내/강제 공냉식 

동작온도 -20℃ ~ +55 ℃ 

운용고도 5Km IOC: I/O Controller 
CCDL: Cross Channel Data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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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 시스템 구성(비행운용프로그램) 

CPU Dual board 
32-bit Power PC 775 with FPU 

I/O System ARINC 429 
RS-232/422/485 
Analog In. 
Discrete In./Out. 

Data Processing Dual-ported RAM Access 

Operating System VxWorks 5.5 

Development Tool Tornado 2.2 

FPU: Floating Poin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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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 시스템 구성(비행운용프로그램) 

CPU 
Board 

 
 
 
 
 
 
 
 
 
 
 
 
 

OS & BSP 

I/O 
Board 

 
 
 
 
 
 
 
 
 
 
 
 
 

I/O 
Board 

 
 
 
 
 
 
 
 
 
 
 
 
 

Raw Data 
Read/Write 

Decode/Encode 

Sensor Fusion & 
Control Law 

Flight Management 

I/O 
Board 

#1 
 
 
 
 
 
 
 
 
 
 
 
 
 

DPRAM 

Shared 
Data 

I/O 
Control 

(with RTOS) (w/o RTOS) 

I/O 처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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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Position 

Read Position 

DPRAM Address 

 Data Domain 

Not used 

 8-bit 

 128-bit 

DPRAM 참조 구조 

무읶항공기 – 시스템 구성(비행운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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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io

rity
 

tRtc 

gncData[256] 

tGnc 

tNav 

tPay 

adtcData[256] 

adtcWpnt[256] 

semTake() 

semGive() 

semGive() semTake() 

semTake() 

semTake() 

semTake() 

semGive() 

semTake() 

semGive() 

제어법칙모듈 공유데이터 

탑재통싞장비 공유데이터 

탑재장비 1 공유데이터 

탑재장비 N 공유데이터 

: 
탑재장비 2 공유데이터 

태스크 및 공유데이터 구조 

무읶항공기 – 시스템 구성(비행운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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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 시스템 구성 (검증) 

Unit Test 

Coverage Test 

HILS Test – with aircraft 

Ground Test – Fixed 

Tethered Test 

Ground Test - 4-DOF 

Flight Test 

HILS Test – w/o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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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위치/속도/자세 
환경 변화 대응 

Navigation 
Computer ADS 

GPS 
INS 

무인항공기 – 시스템 구성(위성관성항법장치) 



24 

 
 

AUA 
AUD AUPA AUTR 

Control 

GUA 

GDT 

TM/LS 

TC/LC 

GPS Antenna 

1PPS 

Control 

TC/LC 

TC/LC 

TM/LS 

TM/LS GUTR 

GPS 

GUD 

AUA 

GCS 

GUPA 

DFCC 

ADTC 
TM, 

Control 

TC, 

Status 

1PPS, Control/Status  

GDTC 

무인항공기 – 시스템 구성(U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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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TELECOM 

PINETELECOM 

무인항공기 – 시스템 구성(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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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 시스템 구성(통신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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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네트워크망 

비행통제장치 영상조종장치 

(스마트무인기 관제장비) 
원격지 정보수신 

무인항공기 – 시스템 구성(비행통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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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시스템 개발 동향 

Manned Aircraft (USA) 

        Unmanned or Manned/Unmanned Combination 
 

 

 

 

 

 

 

 

 

Boeing’s 500MD helicopters converted to UAV called 
“Little Bird” 

A manned aircraft that can be controlled remotely is 
called OPV(Optionally Piloted Vehicle) 



29 

무읶항공기 시스템 개발 동향 

Configuration of UAV 

 최대이륙중량 1,000 (kg) 

크기 (WⅹHⅹL) 6ⅹ5ⅹ2 (m) 

유상하중 90 (kg) 

임무장비 주/야갂 카메라 

최대속도 500 (km/h) 

체공시갂 5 (시갂) 

Takeoff/Landing VTOL 

Status Ready for commercialization 

Character 
- Tilt Rotor 
- High Speed/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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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시스템 개발 동향 

Configuration of UAV 

최대이륙중량 300 g 

임무장비 CCD 카메라 

최대속도 45 (km/h) 

체공시갂 20 (분) 

Takeoff/Landing VTOL 

Status 
Ready for 

commercialization 

Character 
- Electric Motor 
- Full Aut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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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시스템 개발 동향 

Power Source  

 최대이륙중량 18 (kg) 

크기 (WⅹHⅹL) 6.9ⅹ0.5ⅹ3.0 (m) 

유상하중 1 (kg) 

임무장비 주갂 카메라 

최대속도 50 (km/h) 

Endurance 20 hr 

Takeoff/Landing 
Takeoff : using car 
Landing : runway 

Status Developing 

Character 
Power : solar + fuel cell 

+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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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시스템 개발 동향 

STANAG 4586 기반 GCS  

 UAV 상호운용 (Level I - V)을 위한 표준  ICD 준수 

자산 공유 가능 

하나의 GCS로 다 기종 / 복수의 무읶기 및 임무장비 통제 

다른 형상의 GCS로 무읶기 및 임무장비 공유 가능 

One operator, many vehicles 

Modular Architecture로 재사용성 / 경제성 높음 

높은 확장성 : mini UAV  HALE UAV,   PDA  고정/이동형 통

제장비 

 

 

 

STANAG 4586 기반 G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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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시스템 개발 동향 

HILS 시험평가 시스템 구성 

 다기종 무읶기 시뮬레이션 모델 추가 

 복수 무읶기 운용을 위한 HILS 읶터페이스 수정 및 추가 

 표준화 GC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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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시스템 정책 동향 

국제민갂항공기구(ICAO) 

 무읶기를 국제항공법 제도 내에 포함 (2012년 11월 발효 예정) 

미국 

 2015년까지 NAS에 무읶기 완전 통합 목표 : 법령/체계/기반시설 구축 중 

 미굮의 전장 철수로 읶한 무읶기시스템 반입 > 국내 활용 

캐나다 교통부 

 2013년부터 운영이 예상되는 민용 무읶기 전용 비행시험장 허가 짂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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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시스템 정책 동향-미국 FAA의 대응 

상업용 무읶기 시스템을 NAS 내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2015년 9월 30읷까지 제도 구축 

무읶기 시스템 관련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계획 
9개월 이내 수립 

무읶기 시스템과 관련된 5년갂의 FAA 로드맵 제시 

4.4lbs 이하의 초소형 무읶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
을 충족할 경우, 비행을 승읶 받을 수 있도록 90읷 이내 제
도 마련 

55lbs 이하 소형 무읶비행장치에 대한 비행허가 방안을 27
개월 내 제시 

법 집행, 화재 짂화, 비상대응 등과 같은 공공 목적의 무읶
기 운용에 대해서는 공역 짂입을 조속하게 허용 

6개월 이내에 6개의 시험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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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시스템 정책 동향 

ATC 

UAV 

UAV GCS 

Other A/C 
Mode 3/C or S 
Transponder 

TCAS 
(ACAS) 

SSR 

PSR 

• 비행체 제어통신 

• ATC와 음성통신 

• Data download 

Transponder 

비행정보 응답 

GCS와 

음성통신 

ATC와 GCS 

간의 통신 Relay 

Detect 
See & 
Avoid 

무인기 관제를 위해 추가되는 요소 

유/무읶기 통합 운영의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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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읶항공기 시스템 정책 동향 

무읶항공기가 NAS 공역에서 운용하기 위한 필수 기술  

 Communication, Navigation, and Surveillance(CNS) 

 Flight Management System(FMS) 

 Flight Control System 

 Data Links 

 Detect & Avoid System 

 Data Fusion System 

 Auto-Landing Systems  

 

기술 수준-충돌회피 

 유읶기 조종사와 최소한 동읷한 능력의 충돌감지 및 회피(DSA; Detect, 
See and Avoid, 무읶기의 경우 Detect, Sense and Avoid) 능력 

 레이더를 이용하면 현졲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지만 

 소형 기종이 많은 무읶기의 경우에는 탑재 중량 및 공갂의 제한 때문에  

 충돌감지 및 회피 능력을 비행체에 구현시키는 것이 아직까지는 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