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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이슈화되는 드론을 매개로 한 테러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방어 기술이 발달하며

그에 따른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 국내외 사례를 통해 어떠한 위협이 있고 관련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또한 관련 당국과 산업, 학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차후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티드론 시장과 관련 기술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Anti-Drone Market and Related Technology

오세진5) • 정진만6) • 이재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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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인항공기(UAV)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짧은 시간에 활동 영역의 확대와 함께 끝없이 발전하

고 있다. 초창기의 무인항공기는 군사목적의 정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던 것이 지금은 민간영역으

로 확장하여 일반적인 촬영 목적 뿐 아니라 GIS(지리정보시스템)기반의 다목적 장비로 영역을 확

대하고 있다. 여느 현대과학기술과 같은 일반적인 과정으로 군사목적으로 시작되어 민간영역으로 

확대발전한 사례이다. UAV는 무인항공기를 뜻하는 전문용어 이었으나 최근에는 별칭인 드론(Drone)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있다. 그만큼 드론이라는 용어가 친숙해 질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상용드론이 다양해지고 성능 또한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드론 비행이 잦

아지면서 안전과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은 규제를 통해 해결해가고 있지

만 상용목적 드론을 테러 또는 범죄목적으로의 전환 사용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상용목적의 드

론을 전환하여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와 휴전중인 북한이다. 2014년 북한은 서해5도와 서

울시내 및 강원도 인근을 비롯한 우리 영토 전역에 중국산 상용 드론을 개조한 정찰 드론을 내려 

보내다가 발각되었다. 그로인해 우리 군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드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대응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북한 드론이 청와대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

면서 정찰이 아닌 공격 목적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기도 했었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1년 뒤에 중동에서 

나왔다. 

   DAESH(이슬람국가 IS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하해 부르는 표현)로 명명되는 IS가 상용드론을 

이용해 연합군을 공격한 것이다. 초기에는 군사목적의 UAV처럼 고정익 드론을 개조하여 정찰 등

에 이용하려 했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비행조작이 어려워 회전익드론을 이용하게 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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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 드론은 구하기도 쉽고 전파도달거리도 길어진데다 이륙중량 증가와 실시간 카메라 연동까

지 가능하게 되면서 IS의 주력무기체계로 급부상하게 된다.

<그림Ⅰ-1 추락하여 노획된 북한의 개조된 사용드론>

Ⅱ, Drone 방어 기술체계

지금까지 개발된 Drone 방어 기술체계는 크게 물리적 방법과 전자적 방법 두 가지로 개발되었고 개발중

이다.
<표Ⅱ-1 Drone 방어체계>

구  분 수  단 특  징

물리적방법 맹금류 맹금류를 훈련시켜 드론 접근 시 사냥하듯 드론을 방어

물리적방법 그물 드론 접근 시 그물을 장착한 드론을 띄워 포획

물리적방법 총기 근거리에서 드론 접근 시 Shotgun등의 총기로 격추

전자적방법 Hacking 비행중인 드론의 주파수를 해킹하여 강제 착륙 및 
비행불능상태로 포획

전자적방법 Jamming 비행중인 드론에 전파방해로 드론을 비행불능 상태로 
전환

융합된방법 Laser 포착된 드론을 레이져로 격추

위 표에서 나열된 방어 기술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시거리에서 발견된 경우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

분이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기술인 Hacking이나 Jamming 같은 경우 레이더 또는 전파감시구역 내에 접

근시 자동으로 포착하여 대응 가능한 기술들이다. Laser의 경우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중인 기술로

Drone뿐 아니라 적기나 Rocket 및 Missile에 대한 방어까지 염두해 두고 개발 중 이다.

Ⅲ, 국내 현황

우리는 Drone에 대한 대응이 늦은 편이다. 북한에 의한 도발이 있은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관련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늦은 시작에 비해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