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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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항공기 - 정의 



4 

무인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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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Drone) = 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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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V       Missile 



5 

무인항공기 – 시스템 구성 

비행체  
(Air Vehicle) 

데이터링크  
(Data Link) 

지상통제장비  
(Ground Control Station) 

임무장비  
(Payload) 

지원체계  
(Support) 

운용인프라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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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 분류 

Grouping by Altitude, Enduranc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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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합 

• 태양전지 
• (수소)연료전지 
• 액체수소 
• 레이저 추진  
• 전송용 Cable 
• 공중급유  

Power Source 

항법, 통신 

이/착륙, 운영 

• 항법(유도)시스템  
• 충돌회피/ 자율비행 
• 영상을 활용 Target 명중 
• 빅 데이터 송/수신 
• 원격 데이터 전송  

• 함상 운영(Net, 하푼) 
• 시뮬레이터  
• 다기종/복수 무인기 통제 

무인항공기와 IT 융합 



8 

태양전지 

친환경,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기/비행선에 적합 

(수소)연료전지 

미 해군 연구소 2010년 11월, 실험용 무인기로 26시간 연속비행 

 Aero Vironment사, Puma AE 소형무인기(SUAS)에 장착 

액체수소 추진 시스템 

보잉 Phantom Eye (HALE) – 2012년 초도 비행 

 Aero Vironment사 Global Observer (ULE) – 1주일 연속비행 성공 

레이저 추진 시스템 (무선전력전송) 

지상에서 레이전 빔 전송, 무인기에 광 수신 장비 탑재 

록히드마틴, 전기모터추진 소형무인기로 기술검증 시험 수행(2012) 

무인항공기와 IT 융합 – Power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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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와 IT 융합 – Power Source 

2대의 Global Hawk 무인기, 공중급유 성공 

NASA와 DARPA의 AHR (Autonomous High-Altitude Refueling) 

프로그램으로 수행. 3,300만불 

 2012년 1~5월, 비행시험 

이륙 단계에서 가장 많은 연료 소모  공중 급유를 통해 체공시간

을 1일에서 7일까지 확장 가능. 

약 2.5시간 동안 2 대의 무인기가 wingspan에 해당하는 30m 이내

의 거리에서 편대 비행. 

안전상의 중요 요소인 편대 이탈 비행을 수동/자동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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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와 IT 융합 – Navigation  

항법(/유도) 시스템 

센서 퓨전을 통한 GPS/INS 통합항법시스템의 정확도/신뢰성 향상 

상대항법시스템 개발 

 영상 처리, GPS/INS, 센서 퓨전 

 함상 운용을 위한 정밀상대항법 시스템 

 편대비행/군집비행 활용을 위한 무인기간 상대항법 시스템 

 GPS의 취약성(interference, jamming, spoofing) 개선 기술 

대체항법기술 

 영상 기반, GPS 이외의 전파를 이용한 항법, 태양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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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와 IT 융합 - 충돌회피 

Collision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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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와 IT 융합 – 함상 운용 

함상 이/착륙 유도 시스템 

Net, Skyhook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회수  

 

하푼-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착륙 

 Camcopter (S-100) – Schiebel, 오스트리아 

    3.4ⅹ1ⅹ3 (m), 유상하중 50 kg, 한국해군 도입 

  MQ-8B Fire Scout – Northrop Grumman 

    최대이륙중량 1,430 kg, 상승고도 203km 

 

 Ship-board Relative GPS: 수직 30cm 이내의 상대위치 정확도 

     미국 JPALS (joint precision approach & landing system) 

     영국 SAILS (ship aircraft integrated lan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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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 
 The study of pilot human factor 

 Assuming various accident scenarios  such as aircraft 
malfunctions 

 Develop a troubleshooting manual 

  Pilot training 

무인항공기와 IT 융합 –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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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와 IT 융합 – 자동 착륙  

Auto Lan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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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와 IT 융합– 다기종/복수 무인기 통제 

Common Groun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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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공유 가능 

하나의 GCS로 다 기종 / 복수의 무인기 및 임무장비 통제 

다른 형상의 GCS로 무인기 및 임무장비 공유 가능 

One operator, man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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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AG 4586 기반 G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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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개발 동향 – NAV 

NAV (Nano Air Vehicle) 

날개 길이 7.5cm 이하  

 Birds, insects-like UAV 

Hummingbird (AeroVironment, Inc.) 

 2006년 개발 시작(DARPA 지원, $4 million ), 2011.4 공개 

Wing span 16cm (tip-to-tip), 무게 19 g, 비행 속도: 18 km/h 

외부전원 없이 최대 8분 정지비행 

 2m/s 이내의 측풍에서 정지비행 가능 

 Small Cam 장착,  외부로 영상 전송 

Black hornet nano 

10cm * 2.5cm, 1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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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개발 동향 – MAV 

MAV (Micro Air Vehicle) 

날개 길이 75cm 이하  

소대용 무인기, 투척형 발사 

Wasp III (AeroVironment, Inc.) 

 DARPA 의 Micro-UAV 프로그램 지원으로 개발 

Wing span 72cm (tip-to-tip), 무게 430 g 

임무고도 300m 이하, 속도 40~65 kph 

임무거리 5 km, 임무시간 45분 

 GPS 기반 항법시스템 

전방 카메라 (광시야각), 측면 카메라 (목표물 감시) 

T-Hawk, Ducted pan,  

미군 소대용 무인정찰기 

33cm, 18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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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개발 동향 – SUAS 

SUAS (Small UAS) 

총 중량 0.5 ~25 kg 

휴대 용이, 감시/정찰 임무 

RQ-11B Raven (AeroVironment, Inc.) 

Wing span 1.4 m, 무게 2 kg 

임무거리 10 km, 임무시간 90분 

임무고도 150m 이하, 투척형 발사 

 5분내 조립, 운영요원 2명 

 EO/IR 센서 탑재, 주야 운용 가능 

두 대의 무인기간 데이터 중계를 통해 임무거리 확장 가능 

 

Shrike, 수직이착륙  

2.5 kg, 5 km, 55 K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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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개발 동향 – STUAS 

STUAS (Small Tactical UAS) 

총 중량 25 ~ 90 kg 

RQ-21 Integrator (Boeing)  

 2012년 7월 초도 비행, 육상용/해상용 

 2014년 미 해군 배치 목표로 비행 시험 중 

 Fuselage length 2.2m, wingspan 4.9m 

무게 61 kg, 임무시간 8시간, 항속속도 101 KPH 

함상운용 가능 (Sky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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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개발 동향 – TUAS 

TUAS (Tactical UAS) 

총 중량 90 ~ 450 kg 

RQ-7 Shadow 200(AAI Corporation)  

 1991년 첫 비행시험, 2002년 생산 시작 

여러 변종과 무장형 모델 있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진행 중 

민간 공역에 진입할 수 있는 감항증명을 받은 최초의 무인기 

동체길이 3.4m wingspan 4.3m 

최대중량 170 kg, 최대속도 204 kph 

임무거리 109 km, 임무시간 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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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개발 동향 – MALE 

MALE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 

총 중량 450 ~ 4500 kg 

비행 고도 4.5 ~ 15 km 

 Predator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1994년 7월 첫 비행, 1995년 7월 미공군 도입 

 2011년 3월 미 공군에 마지막 predator 인도 

동체 길이 8.2 m, wingspan 14.8 m 

최대 속도 222 kph, 순항속도 130 kph 

임무거리 740 km, 최대상승고도 7.6 km 

 Hellfire, Stinger 미사일 등 탑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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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개발 동향 – HALE 

HALE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비행 고도 15 km 이상 

 RQ-4 Global Hawk (Northrop Grumman) 

고고도 정찰기, U-2 유인정찰기 대체 

 DARPA의 ACTD(신개념기술시범) 사업으로 개발 

 1998년 초도 비행, 미 공군/해군/NASA 에서 운영 중 

 EO/IR, SAR 레이더 

최근 NASA 에서 임무시간 확장을 위해  

Global Hawk 2대를 이용한 공중급유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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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개발 동향 – ULE 

ULE (Ultra Long Endurance) 

체공시간 5일 이상 

성층권 장기 체공, 고가의 인공위성 대체 

Zephyr (QinetiQ, UK) 

초경량 태양전지 무인기, 3달간 연속 비행 목표 

태양 전지(주간) / lithium-sulphur 배터리(야간) 

농작물/재해/산불 감시, 모바일 통신중계 기능, 환경 연구 

 2010년 7월 336시간 연속비행 성공 

Wingspan 22.5 m, 최대중량 53 kg 

페이로드 2.5 kg, 최대 고도 21 km 

Global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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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개발 동향 – UCAV 

UCAV (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 

총 중량 550 kg 이상, 무장 능력 

 X-47 B (Northrop Grumman) 

 DARPA 지원으로 시작, 현재 미 해군 무인공격시범기 (UCAS-D)  

프로그램의 일부로 개발 진행 중 

 2011년 2월 초도 비행, 2013년 3월 항모 이착륙 시험 성공 

Wingspan 19m, 최대이륙중량 20,215 kg 

순항속도 마하 0.9, 임무거리 3890 km 이상 

최대 고도 12,19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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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개발 동향 - O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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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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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V : Optional Piloted Vehicle 
FCC : Flight Control Computer 

항공부품 정밀비행시험 시스템 개발 및 기본형 무인플랫폼 개발 

 비행체 (OPV) 

 비행조종시스템 : FCC, 다중화 전기식 

                           비행조종시스템 

 기본형 지상관제시스템 및 탑재시스템 

  비행시험 : 비행체 기본 성능시험  

                   + 피 시험체 성능시험 평가 

 개발기간 : ’09. 6~’14. 5 (5년) 

 주관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 목적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항공부품을 

  실제 비행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는 무인기 

  기반의 경제적인 정밀비행시험 시스템 개발 

Ground Control System 

Flight Test System 

정밀비행시험 시스템 

국내개발 항공부품 

무인기 개발 동향 - O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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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 기간  2002. 8 ~ 2012.3 

제원 및 성능 

최대중량 : 950 kg 

최고속도 : 500 km/h 

체공시간 : 5 시간 

수직이륙 

천이비행 

순항비행 

천이비행 

수직착륙 

회전익 모드 비행 천이 모드 비행 고정익 모드 비행 

무인기 개발 동향 - 틸트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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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환경 – 시장 및 활용 

■ 2012년 세계 51개국 1378종 개발, 76개국 178종 운용  
 

■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은 연평균 4%, 무인기는 연평균9% 성장 예상  
 

■ 국내에서는 재해재난방지/피해조사, 원격탐사, 기상관측, 등  
    운용 범위가 점차 확산되어 2022까지 약 1000여대의  수요가 예상 

[ 무인기 사용국 현황 ] [무인기의 민간 용도] 
* European Civil UAV Roadma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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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환경 - 국내 기술 수준  

■ 우리나라는 무인기체계 기술 세계 7위권으로 평가 
 

■ 군사용으로 1990년대 초 군단급 정찰기를 필두로 현재 사단급,  
    차기 군단급, 중고도 등 다양한 체계 개발 진행 및 완료 
  

■ 민간용으로 근접 및 스마트의 체계 개발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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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환경 – Roadmap  

■ (ICAO) UASSG 운영하며 2016~2018 국제표준제정, 2028까지  
               관련 제도, 절차, 규정, 기준 완성 예정 
 

■ (FAA) 국가공역에서 무인기 운용 법안 발효 및 예산 634억불 승인 
             (2012.2.), 유인기 공역 통합 로드맵 발표(2013.11.) 
 

■ (EASA) 무인기의 형식 기술기준을 위해 유럽공역 혼합운용을  
               위한 로드맵 발표, 15년 간(2013~2028) 단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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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환경 – FAA 감항 요건 일정  

[ FAA 혼합운용 감항 요건 일정 ] 

 ■ 목표 1(2014) :  초기 인증 절차 수립  
 ■ 목표 2(2014) :  1개 이상의 표준감항인증 초기 Issue Paper 발행 
 ■ 목표 3(2015) :  무인기 인증 규정 
 ■ 목표 4(2020) :  일상적 운용을 위한 인증 규정 개정 및 인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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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환경 – 동향 

미국 ‘상업용 무인기’ 허용 빨라진다(2013.12.31일자) 

 FAA는 31일 무인기(드론)의 연구와 테스트를 담당할 6개 지역의 

기관, 단체 선정하여 발표함 

 24개주에서 25건의 지원을 받았음 

 10개월간의 선정 작업 

고려사항 : 지리, 기후, 위치, 기반시설,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정된 곳 : 알래스카대학, 네바다주, 뉴욕 그리피스 공항, 노스타고다 

상무부, 텍사스주 A&M대학, 버지니아텍 

• 뉴욕 : 인구밀집 지역인 북동부 상공에서 무인기 활용방안 연구에 적격 

• 네바다 : 주변 군기지와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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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환경 -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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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환경 -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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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Mobility, 
Housing Problem, 

Environment, Safety, 
More Traffic Demand, 
Low Quality of Life, 

Unbalanced 
Development 

City 
Centralization, 

Life Zone 
Expansion, 

Increasing Auto 
Owners, 

Increasing 
Traffic  

Supply Roads, 
Supply 

Transportations, 
Improving Public 
Transportation, 
More Satellite 

Cities 

미래 무인항공기 

교통상황(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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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Rail 

Air 

Other 

Water 

Road 

What is the next mode of transportation? 

미래 무인항공기 

새로운 교통 수단의 출현 요구 

http://en.wikipedia.org/wiki/File:ICE1_Schellenberg.jpg
http://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United.b777-200.n772ua.arp.jpg
http://en.wikipedia.org/wiki/File:Bullock_team.jpg
http://en.wikipedia.org/wiki/File:Jadrolinija_supetar_ferry.JPG
http://en.wikipedia.org/wiki/File:I-80_Eastshore_Fw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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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oei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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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Years) 1920 2000 2020 

30 “Mega-Airports” 

150 “Hub” Airports 

1,000,000+ “ports”  

Twin  
Engine 

Single  
Engine 

Regional Jet 

Air Taxi 

PAV 

30 “Mega-Airports” 

3,000 Airports  

18,000 Airports 

87 Airports with towers (1959) 

807 Airports (1930) 

 Single Aisle Commercial  

 Twin Aisle Commercial 

미래 무인항공기 

미래 항공교통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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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무인항공기 

[구조중량] 
30% 감소 

2015 2040 Year 
“NASA Technology Roadmap 2012” 

[비출력] 
Battery : 240% 향상 
Fuel Cell : 280% 향

상  

2015 2040 Year 
“국내 전문가(KIST, KERI) 자문” 

[장비중량] 
75% 감소 

2015 2040 Year 
“A380 항공기 적용 기준 및 추세적용” 

기술 발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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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무인항공기 

조종성  
자동차처럼 

누구나  
쉽게 조종 

안전성  
현재 대형기 수준의  
낮은 사고율(10-9) 

친환경성  
매우 낮은 소음과 공해 

(45dBA) 

경제성 
자동차 두배 수준의 
구매 가격과 유지비 

자동 관제[운용] 
탑재 장비 이용 비행체간  

비행 정보 교류  

접근성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  

수직 이착륙 

Door-to-Door  
Tilt-Duct 개인용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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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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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완

성
도

 

차세대 GA(미국) 
미래형 PAV 체계개발 

(유럽,한국) 

미래형 PAV 원천/핵심기술 개발 

P A V  기 술  진 보 성  

PAV 개발 방안 

미래 무인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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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무인항공기 

미국 Terrafugia 
 Transition : Roadable Aircraft 

 2012년 3월 시험비행 성공 

날개접이식, 도로주행/비행, 2015년 판매 계획 

 TF-X : VTOL Aircraft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배터리 하이브리드방식 

틸트-로터 수직이착륙 비행 구현(~2021년) 

네덜란드 PAL-V One 
 2012년 3월 시험비행 성공 

헬리콥터형, 도로주행/비행, 2014년 판매 계획 

유럽 PAV 개념연구 
 2008 EPATS(유럽개인항공시스템) 

 2030년경 40만대의 PAV 보급 예상 

 2009~2012 Plane Project 

도로주행기능 배제, 수직/단거리 고정익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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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기술명 수행기관 기술개발 내용 
개발비 
(억원) 

재원 

미국 
JMR 

(Joint Multi-Role) 

시콜스키/보잉 복합형 고속 수직이착륙 시현기 개발 2,100 공동 

벨 틸트로터 고속 수직이착륙 시현기 개발 정부 

AVX 복합형 고속 수직이착륙 시현기 개발 정부 

유럽 
Clean 
Sky 2 

유로콥터 복합형 헬리콥터 고속 수직이착륙 시현기 개발 1,760 공동/EU 

AW 20인승급 유인 틸트로터 시현기 개발 4,400 공동/EU 

일본 JAXA 43kg급 틸트윙 개발 정부 

중국 
Blue Whale AVIC 60톤급 쿼드-틸트로터 유인기 개발 공동 

Absolute Shadow AVIC 800kg급 전방 프로펠러 추진 동축반전 시현기 개발 공동 

미래 무인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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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12년 3월말 스마트무인기 사업 종료 후 회식 자리에서 
 

앞으로 항공산업은 무인기 산업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데 5년? 아니 10년 후?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2013년 7월 무인기 세미나에서 
 

앞으로 항공산업은 무인기 산업으로 바뀐다.   

그 시기는 앞으로 3~4년 안에 올 것이다. 

 

2014년 1월 SWCS 세미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