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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군사적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었지만 ICT의 발전과 저렴해진 제작비용으로 
인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에서도 점차 이용되고 있다. UAV는 앞으로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비행을 할 것이라 기대되
고 있는데,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집 비행이 필수적이다. UAV 군집 비행은 기존 UAV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조가 달라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안전한 UAV 군집 비행을 위한 보안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UAV 자율비행기술을 
미 공군 연구소와 미국 육군 공병대를 기반으로 정의하고 UAV 군집비행기술 및 보안위협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UAV 
군집비행기술의 보안위협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정의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안전한 UAC 자율비행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 드론, 무인기, 보안, 자율비행, 군집비행
Abstract  Unmanned Aerial Vehicles (UAV) have mostly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but with the progress 
in ICT and reduced manufacturing costs, they are increasingly used for various private services. UAVs are 
expected to carry out autonomous flying in the future. In order to carry out complex tasks, swarm flights are 
essential. Although the swarm flights has been researched a lot due to its different network and infrastructure 
from the existing UAV system, There are still not enough study on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the 
secure swarm flights.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UAV autonomous flight technology is defined 
based on 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and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AFRL), and swarm 
flights and security threat about it are classified. And then we defined and compared security requirements 
according to security threats of each swarm flights so 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ecure UAC 
swarm fligh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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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군사적목적으로

주로 이용되었지만 ICT의 발전과 저렴해진 제작비용으

로 인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에서도 점차 이용되고 있다.

[1,2,3] 한 예로중국의UAV 개발업체인 DJI는 2015년에

약 1조 1,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미국의 Teal

Group는 전세계 UAV 시장이 2024년에 147억 달러규모

가될것이라예상하였다[4]. UAV는앞으로도계속연구

및 발전되어 최종적으로 인간의 제어를 받지 않고 스스

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비행을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

다[5]. 그러나 컴퓨팅자원이부족한 UAV가 자율적으로

복잡한임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군집비행이필수적인

데, 대부분의 UAV 보안 연구는단독 UAV 제어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위하여UAV 군집비행의형태를분류하고보안요구

사항을 정의하였다.

2. UAV 자율비행기술 
UAV 자율비행기술은인간의개입없이 UAV가임무

를 수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기술이며, UAV

자율성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미 공군 연

구소 (AFRL,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는 자율성

(Autonomy)을 외부의 명령 없이 스스로 목표를설정하는

능력과자유의지라정의하였다[6]. 그리고 UAV의 자율

비행기술 레벨을 Remotely Piloted, Remotely Operated,

Remotely Supervised, Fully Autonomous을 기준으로

<Table 1>과 같이 level 0 부터 10 까지 분류하여

Autonomous Control Level (ACL) chart를 제시하였다.

Level Level Description
10 Fully Autonomous
9 Battlespace Swarm Cognizance
8 Battlespace Cognizance
7 Battlespace Knowledge
6 Real Time Multi-Vehicle Cooperation
5 Real Time Multi-Vehicle Coordination
4 Fault/Event Adaptive Vehicle
3 Robust Response to Real Time Faults/Events
2 Changeable Mission
1 Execute Preplanned Mission
0 Remotely Piloted Vehicle

<Table 1> Final ACL Chart

ACL chart에서 level 0은 파일럿이 원격으로 UAV를

조종하는가장낮은기술단계이며 level 10은 UAV가마

치사람처럼동작하는가장높은기술단계로 level이 높

아질수록 UAV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미국육군공병대(USACE, USArmy Corps of Engineers)

는 Unmanned Ground Vehicle (UGV)이나 Unmanned

Aerial Vehicle (UAV), Unmanned Maritime Vehicle

System (UMVS) 등과 같은 intelligent Unmanned

Systems (UMS)의 자율성을 [Fig. 1]와 같이 level 0에서

level 10까지 Autonomy Level (AL)으로 분류하였다[7].

[Fig. 1] ALFUS summary model overall concept

level 0은 UAV가 인간과 로봇간의 상호작용하는

Human-Robot Interaction (HRI) 기술에 100%에의존하

는 가장 낮은 기술 단계이고 level 10은 UAV가 HRI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가장 높은 단계로 ACL처럼 leve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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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 UAV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미 공군 연구소

와미국육군공병대는모두UAV의자율성단계가높아

질수록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의 하였으며,

각각 ACL과 AL에서 level 5와 level 6에서부터 UAV간

에 협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UAV는 무게

가 가볍고 무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나 컴퓨팅

자원등이많이부족하여수행할수있는임무에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UAV간

의협업이필요하다[8]. 현재 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는

UAV 군집비행기술은 UAV 협업 기술 중 하나로, 여러

UAV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간의충돌 없이 상호 작

용하며비행하는기술이다. 한예로 David 등 4명은바람

등과같은불안정한환경에서효율적으로군집비행을할

수 있는 충돌탐지 기법을 제안하였고, Ugur Cekmez 등

3명은 UAV 군집비행의 최적경로를 산출하기 위하여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CUDA) 기반의 h

Parallel Genetic Algorithms을 이용하였다[9,10]. 이와 같

이 군집비행기술에 따라 UAV간에 통신하는 구조와 인

프라가 기존 UAV 시스템과 달라지지만,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단일 UAV 시스템에 집중되어있기때문에안전

한 UAV 군집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UAV 군집비행기술

을 분류하고 군집비행에 따른 보안 위협을 분석하여 보

안 요구사항을 정의 할 필요가 있다.

3. UAV 군집비행기술 및 보안위협
3.1 UAV 군집비행기술
본논문에서는다음과같이 UAV 군집비행기술을 1:1

제어 기술과, 리더-팔로워 제어 기술, Airborne Control

Center (ACC) 기반 군집 제어 기술, 복합 UAV 군집 비

행 제어 기술로 분류하였다.

3.1.1 1:1 군집 제어 기술  
1:1 제어 기술은 [Fig. 2]와 같이 군집 UAV에서 각

UAV는 GCS와 1:1로 대응하여커뮤니케이션을한다. 각

UAV는Ground Control Center (GCS)와 1:1로 대응되어

직접 GCS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고 제어되며 수집한 데

이터를 전송한다[11]. 같은 군집에 속하는 UAV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같은 임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정

보를교환할수있지만, 각 UAV를 제어하는 GCS의허

가 없이는 서로에게 접근할 수 없다. 각 UAV를 제어하

기 쉽고 다른 UAV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모든

UAV에게 GCS를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과 인력이

많이 소모 되며, 각 UAV가 따로 제어되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군집제어라 보기 어렵다.

[Fig. 2] 1:1 multi-UAV control

3.1.2 리더-팔로워 군집 제어 기술

[Fig. 3] Leader-Follower multi-UAVcontrol

[Fig. 3]는 UAV 군집에서 리더를 선출하여 UAV 리

더만 GCS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리더-팔로워 구조를 보

여준다. UAV 군집에서 오직 UAV 리더만 GCS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거나 제어되며, 나머지 UAV는 UAV 리

더에게 제어 되거나 맹목적으로 따른다[12]. 각 UAV로

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GCS에게 전송하거나

UAV 리더가 수집하여 GCS에게 전송할 수 있다. UAV

리더만 제어하면 군집을 이루는 나머지 UAV도 한꺼번

에 제어가 되기 때문에, 1:1 제어 방법보다 적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UAV 리더에게 이상이 생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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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군집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으며 UAV 리더를

제외한나머지 UAV는항상 UAV 리더와네트워크로연

결이 되어 있거나 시야(카메라, 적외선 등) 안에 있어야

한다.

3.1.3 ACC 기반 군집 제어 기술
[Fig. 4]는 ACC를 기반으로 한 UAV 군집 비행 제어

구조를 보여준다.

[Fig. 4] ACC based multi-UAV control

UAV 군집은 GCS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네트워크 및 시야가 닿는 ACC와 커뮤니케이션 한다.

ACC는 공중에서 GCS로부터 받은 제어 신호나 임무를

UAV에게 전달하며, UAV 군집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GCS에게 전달한다[13]. 일반적으로 ACC는 UAV 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리더-팔로워 구조에서 GCS

리더가 하지 못했던 복잡한 연산을 수행 할 수 있으며

UAV가 GCS와커뮤니케이션을할수없는곳에서도원

활하게 UAV 군집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ACC가 필

수적으로 리더-팔로워 구조보다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있으며여전히각 UAV 가 ACC 시야안에있어야하

며ACC에게이상이생겼을때ACC 군집을통제하기어

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3.1.4 복합 UAV 군집 비행 제어 기술
[Fig. 5]는 앞서언급한 3가지 UAV 군집비행제어방

안의 장점을결합한복합 UAV 군집비행 제어구조이다

[14]. 복합 UAV 군집 비행 구조에서는 각 UAV들이 부

여 받은 임무에 따라 GCS에게 개별 제어 받거나 UAV

리더로부터 제어 받는다. UAV 리더는 UAV 군집의 나

머지 UAV를제어하면서 GCS와커뮤니케이션을하지만

GCS와의 통신거리가 닿지 않거나 긴급한 상황인 경우

가까이 있는 ACC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임무를 수행

한다. ACC는 GCS와 UAV 군집사이에서정보를전달하

며 UAV 리더에게 이상이생겼거나 임무에 필요한 경우

리더를 재지정하여 UAV 군집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복합 구조에서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으므로, 수행하는임무

나비용및자원에따라구조를변경할수있으며, 긴급

한 상황에도 대처 할 수 있다.

[Fig. 5] Composite multi-UAV control

3.2 UAV 보안위협
UAV에대한보안위협은 <Table 2>와 같이무선네

트워크의 보안 위협인 기밀성 (Confidentiality), 무결성

(Integrity), 가용성 (Availability)에 대한 공격으로 나눌

수 있다[15, 16].

Threat Description

Confidentiality Interception of Information(Transfer/Loss)

Integrity
Fabrication of Information
Modification of Information

Availability Communication Interruption

<Table 2> UAV System Cyber-Security Threat 

● 기밀성 위협
기밀성에 대한 위협은 주로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중간에 정보를 탈취하려고 하는 공격으로 주로 GCS나,

UAV, 통신 링크,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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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결성 위협
무결성에 대한 위협은 기존 정보나 새로운 정보를 조

작하려고하는공격으로전송되고있는데이터나저장되

어 있는 데이터를 변경한다[17, 18]. 주로 번개나 태양광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재밍과 같은 악의적인 공격을 통

해 위협 받는다.

● 가용성 위협
가용성에 대한 위협은 UAV의 통신을 방해하는 공격

으로 무결성 위협과 같이 주로 자연재해나 악의적인 공

격을 통해 위협받는다[19, 20].

4. UAV 군집비행 보안요구사항 
UAV가 안전하게 군집비행하기 위해서는 군집비행

기술종류마다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위협에대하여보

안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Table 3>은 기존 UAV

비행과 UAV 군집비행의 보안요구사항을 보여준다.

UAV
System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1:1 control
or existing
UAV
control

Data encryption
between UAV
and GCS

MDC and MAC
between UAV
and GCS

UAV and GCS
resources

Leader-Foll
ower control

Data encryption
between leader
UAV and

follower UAVs,
including 1:1
control condition

MDC and MAC
between leader
UAV and

follower UAVs,
including 1:1
control condition

leader UAV
resources,
including 1:1
control condition

ACC based
control

Data encryption
between GCS
and ACC, and
ACC and UAVs

MDC and MAC
between GCS
and ACC, and
ACC and UAVs

ACC resources,
including 1:1
control condition

Composite
control

Including 1:1
control,

Leader-Follower
control, and ACC
based control
condition

Including 1:1
control,

Leader-Follower
control, and ACC
based control
condition

Including 1:1
control,

Leader-Follower
control, and ACC
based control
condition

<Table 3> Multi UAV System Cyber-Security 
           Requirements

4.1 1:1 군집 제어 기술 보안 요구사항
● 기밀성 보안요구사항
UAV가 교환하는 데이터는 UAV 군집에서 각 해당

UAV와 1:1로 통신하는 GCS에게만 송수신 되어야 하므

로, 각 UAV-GCS 통신마다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키를이용하여암복호화되어야한다. UAV간의협

업을위한데이터교환은 GCS단에서수행함으로써기밀

성을 유지하면서 군집 제어를 할 수 있다.

● 무결성 보안요구사항
UAV 군집에서각 UAV-GCS마다개별데이터및제

어명령을송수신하기때문에제 3자의도움없이데이터

변조 및 조작, 에러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요한

통신데이터에대하여변경감지코드 (MDC, Modification

Detection Code)를덧붙여야하며, 인증이필요한경우에

는 메시지 인증 코드 (MAC, Message Authentication

Code)를 추가해야한다.

● 가용성 보안요구사항
UAV 군집에서 각 UAV는 하나의 GCS와 통신을 하

기때문에 UAV나 GCS에게많은자원이필요하지않다.

그러나악의적인공격자가가용성공격을시도하거나자

연재해로인하여컴퓨팅자원이고갈될수있기때문에,

자원이고갈되었을때대처할수있는여분을항시남겨

놔야 한다.

4.2 리더-팔로워 제어 기술 보안 위협
● 기밀성 보안요구사항
리더 UAV를 제외한 각 UAV는 리더 UAV로부터 제

어데이터를 전달받기때문에리더 UAV와 군집의 나머

지 UAV간에 암호화 통신이 필수적이다. 각 UAV는 리

더 UAV와 독립적으로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 마다 다른 키를 이용하여 보안통신을 해야 한다.

UAV와 GCS간의 기밀성 유지는 1:1 군집 제어 통신과

보안 요구사항이 같다.

● 무결성 보안요구사항
GCS로부터 리더 UAV에게 전달되는 데이터와 더

UAV로부터 나머지 UAV에게 각 전달되는 데이터의 무

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UAV 군집의 제어 데이터가

조작및변경되어군집비행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

을 수 있다. ‘GCS-리더 UAV-UAV’간의 통신에서 데이

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MDC, MAC등의 데이



무인기 군집 비행 보안위협 및 보안요구사항 연구

20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Aug; 15(8): 195-202

터 무결성 보장 기술을 적용해야한다.

● 가용성 보안요구사항
리더 UAV는나머지 UAV보다많은데이터를송수신

하기때문에더많은컴퓨팅자원을가지고있지만, 리더

UAV의 자원이 고갈되면 전체 군집이 제대로 비행하지

못하기때문에악의적인공격자로부터가용성공격을당

할 확률이 높다. 리더 UAV는 항시 여분의 자원을 확보

해 놔야 하며, 필요시 작업을 다른 UAV에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4.3 ACC 기반 군집 제어 기술 보안 위협
● 기밀성 보안요구사항
ACC 기반 군집 제어에서 통신 구간은 크게

GCS-ACC와 ACC-UAV 군집으로나뉜다. ACC는 일반

적으로복잡한연산을할수있고 UAV 군집의각 UAV

에 대한 데이터를 GCS로부터 전달 받으므로 기존 환경

에서 이용하는 기밀성 보장 보안 통신 기법을 이용해야

하고, GCS와 각 UAV 간에도 데이터 기밀성을 위하여

경량화된 보안 통신 기법을 이용해야 한다.

● 무결성 보안요구사항
앞서언급한군집제어기술과같이MDC, MAC 등의

데이터무결성보장기술을각 GCS-ACC와 ACC-UAV

군집통신구간에적용해야하고, GCS-ACC 구간에서는

ACC에서 즉각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데이터 변조 탐

지뿐만이 아니라 변조된 데이터를 자가 수복할 수 있는

기법을 이용해야 한다.

● 가용성 보안요구사항
GCS뿐만이아니라ACC는 UAV 군집제어의가용성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ACC의 가용 자원은 GCS에서

항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UAV 군집을 제어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가용자원이 없을시

GCS에서 직접적으로 UAV 군집을 컨트롤 하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 통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3 복합 UAV 군집 비행 제어 기술 보안 위협
● 기밀성 보안요구사항
복합 UAV 군집 비행 제어 기술은 GCS, ACC, 리더

UAV등을복합적으로이용하여다양한위협이나예외상

황에대해서대처할수있지만, 통신구간이다양해져기

밀성 공격대상이 많아진다.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통신구간에앞서언급하였던군집비행제어기술에

서 요구 하였던 기밀성 보장 기법들을 갖춰야 한다.

● 무결성 보안요구사항
기밀성과마찬가지로다양한통신구간으로인해공격

자가 데이터를 변조할 수 있는 구간이 다양해져 무결성

을 보장하며 각 구간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각통신데이터에대하여무결성보장코드및자가에러

수복 기법을 환경에 맞게 적용시켜야 한다.

● 가용성 보안요구사항
복합 UAV 군집비행제어기술은사용할수있는가용

자원이 UAV 뿐만이 아니라 리더 UAV, ACC, GCS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 중간 요소가 가용

자원이다소모되면전체UAV 군집이제어되지않기때

문에 반드시 GCS에서 가용자원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5. 결론 
UAV는 주로 군용으로 연구 및 개발 되었지만, ICT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제 많은 민간 서비스에서도 이용

되고 있다. UAV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자율성을 가지

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기대되는데, 복잡한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UAV 군집 비행이 필수적이다. 안전한 UAV 군집 제어

를 위해 보안 위협과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하지만 기존

대부분의 UAV 보안연구는단독UAV 제어에맞추어져

있다는문제접이있다. 본논문에서는 UAV 군집비행을

분류 하고각 UAV 군집 비행마다필요한 보안요구사항

을 정의 하여 향후 UAV 자율비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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