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군은 나라를 수호하기 해 헌법 으로 무력 행사가

보장된 투조직으로서 한 나라의 국토와국민을 수호하

기 한 근간조직이다. 군의 힘은 그 나라의 힘과국력으

로 상징되기도 하는데, 이런 군에서 이루어지는 작 과

무기체계 등과 련한 사항들은 외부에 해 항상 보안

과 비 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에 있어 이러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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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군은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해 헌법에서 규정한 조직으로서 조직의 특성상 군사보안은 쟁

에서의 성패를 결정지을 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제4차 산업 명으로 변되는 격한 문명과 기술의 진보는 군내부

군사보안 환경에도 향을 끼쳐 다양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자칫 한 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군조직과 내부 보안에 치명 인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군에 새로운 으로 두되고 있는 군사

보안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에서도 최근 가장 기술 진보 이면서도 범 하게 유입되어질 수 있는 드론에 해서

보다 인 논의를 진행할 정이다. 이를 해 군의 지휘통제·정보작 ·기동·화력·작 지속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

를 범 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드론이 가지고 있는 취약 과 문제 을 분석하고, 군사보안 인 측면에서 이러한 보안

요소에 한 발 보안 응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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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ces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against the enemy attack is an organization which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n terms of nature, its security is a significant factor to determine success or 

failure for the war. However, recent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s the rapid change in the advancement 

of civilization and technology. It can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of military security which can make various 

changes. Unless taking proper action againsty these changes, it can inflict a vital harm for the organization of forces 

and its internal security. In this aspect, this study discuss new threats of the military security, above all, the most 

technical improvements and harms for the drones in terms of security. In addi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rones which can influence on the ragions of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information operations, maneuvers, 

firepower, operation sustainment supports are analyzed. Moreover, this study set the purpose of developmental 

security measure for security threats in the aspects of militar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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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군사보안에 한 요성은 국가간 정보 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을 만큼 첩보 을 방불 해 왔으며, 군을

유지하는 산 에도 이러한 군내 보안·정보보호 비

유지에 쓰이는 산의 비 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군을 공격하는 내·외부의 보안 들

은 군의 존립을 하는 해요소로서 항상 응에 만

을 기울여야 하는 핵심과제이며, 이러한 보안 응

에 실패할 경우 군 투역량의 감소와 군 체 작 의 실

패에 까지 이를 수 있을 만큼 요도가 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문명의 지속 인발달과 기술의

신으로 인해 생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외부

보안환경의 변화는 군에 있어 새로운도 들이 되어지고

있으며, 군 내·외부 으로 격하게 유입되는 새로운 보

안 들은 실로 군을 하는 수 에까지 이르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이에 따라본 논문에서는 이

듯 군을 하는 새로운 보안 들에 해 간략히 살

펴보고, 그 “드론”과 련한 보안 에 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드론에 심을갖는 것은 두가지이유에서다. 첫째, 드

론은 재육군이 역 을기하고있는 5 장의게임체

인 핵심 요소로서, 그것을 통한 새로운 작 체계

를 구축하고 드론 투단을 창설하는 등 과거에 없던

신 인 조치들이 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있는 뜨

거운 이슈이기 때문이다[1]. 둘째, ’14년도에 두 의 북

한제 소형무인기가 우리나라의 주요시설과 군 작 시설

들을 무단으로 촬 하고, 그동안 정찰활동을 은 히 지

속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남과 동시에 드론(무인비행장

치)이라는 장치가 군에 얼마나 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에 한 충격 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듯 군내부에 새로운 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드

론에 한 이해와 함께 과연 그것이 군과 군내부 보안에

미치는 다각 인 향과 보안 들을 살펴보고, 그에

한 발 인 방지 책에 해 연구하는것은 시 에

서 가장 시 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해 2장에서는 군과 군사보안에 한 사 이해

를 해 군조직 내부의 보안의 개념과 새롭게 군에 두

되는 보안 요소에 해 논의를 진행하며, 3장에서는

이러한 보안 요소 드론에 집 하여 드론의 기술

요소들과 비행 련 요소들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그러

한 드론 련 요소에 한 군내부보안 리 응방안

에 하여 다각 인 논의를 진행할 정이다.

2. 조직내 보안과 새로운 협

2.1 군내 군사보안의 의미와 새로운 환경변화

앞서도 말했듯, 군의 생명은 첨단의 무기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비 스러운 군사작 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의 생명을 으로부터 방어하고, 수성하는 제반 방어

체계가 바로 보안이다. 여기에는 소극 인 보안과 타의

침해와 해로부터 군에 한 자산과 체계 등을 능동

으로 방어하는 극 인 보안이 있다. 좀더 보편 으로

얘기하면, 보안이란 개인, 조직 는국가가그 존립을 확

보하거나 경쟁에서 승리하기 해 필요한 조직내 핵심요

소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안이란 국가만이 아니고 기업체나 단체, 개

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며, 실제로 그러한 책들은

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방어를 해 본능

으로 강구하면서 행하는 것이다[2]. 이런 보안이 군에

용된다면 그야말로 한나라의 존망과 성패와 직결된 문제

이기 때문에 군사보안이야 말로 한 국가를 지키기 한

핵심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군내 군사보안에 해 좀더 세부 으로 얘기하면, 군

사 으로 의간첩(스 이) 행 , 측, 괴, 요란 기

습으로부터 부 를 보호하기 하여 취하는 제반 활동으

로서 의 아군에 한 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정보(방

첩) 방어 수단의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3].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기 해 취하는 제반 활동’이란 군사상의

각종 행 에 하여 보안상 유해롭고 이 되는 사항

을 미리 방·통제하는 제반 보안 방지 책들을 말한

다. 본 논문에서는 군내 군사보안에 한 이러한 기

인식하에 기존의 고 인 군사보안의 개념을 넘어 기술

의 신과 문명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여 무섭게 변화되

는 환경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새로운

환경변화가 군사 보안에 미치는 향요소와 해요소들

을 면 히 살펴보며, 이에 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군이 발 으로 응해야 할 것인지에 해 검토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검토의 심에 최근 면 으

로 군에 확산되고 있는 드론과 련하여 ‘드론과 군 조직

내 군사보안’에 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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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직내 새로운 협

군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두되고 있는 요

소로는 첫째, 인원보안(민간외부인원들의 지속 유입)

, 둘째, 군내 사이버 해킹 , 셋째, 군내운용될

정인 드론의 보안 등이다. 순서 로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민간 외부인원들의 지속 인 유입이 인원보안측

면에서 새로운 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군에 출입하

는 인원들이 다양화되고, 첨단화되어 그만큼 외부로 부

터의 불승인 인원들에 한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원에 한 보안은 통 으로 군

에 있어 피아를식별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언제나 군에

서는 가장 요한 보안요소이다. 인원보안은 과거 수기

출입증과 비 번호 시건장치에서 시작되어 재 과학화

된 출입증과 지문등으로 발 하 다가 앞으로는 안면인

식에서 생체(홍채)인식, 맥박에 한 체크를 하는 수 에

까지 기술 으로 진보되어질 정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요해 지는 것은 앞서도 말했듯 군

에 출입하는 외부인원들이 무 많아졌고, 그들에 한

출입조치와 보안소요들이 더 군내 보안업무에 상당

한 비 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군과 다양

한 연계 으로 사업을 하는 민간 용역업체 외부인

원의 출입이 그야말로 더 증 되어질 정인데, 이

는 근본 으로 군내부 기술력이 군외부의사회기술을 따

라가지 못함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군을 유지하고 운용

하기 해 필연 으로 군외부 기술자들의군내유입이 불

가피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내부 인원만으로 군이

운용되던 시 는 이제 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세를

받아들인다 해도 군내 기술자보다 월등한민간 산기술

자들이 군내부로 지속 으로 유입되는 상황이군으로 보

면 하나의 외부인원보안 요소가 될 수있으며, 이

들에 한 인원보안 인 통제 책은군조직 외부로부터

의 해요소에 한 가장 기본 인 보안 방어 책일 것

이다.

둘째, 지난 ’16. 8월, 군의 내부망이 북한 해커에 의해

해킹되어지는 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해커로 추

정되는 세력이 국방부 백신 납품업체의 자료를 다수 해

킹한 뒤 이번해킹의 수단으로 백신의 취약 을이용, 국

방통합데이터센터(DIDC) 2센터에서 국방망과군 인터넷

망의 을 발견한 뒤 국방망에 침투, 악성코드를 유포’

한 사건인 것이다[4]. 군의 국방망이 해킹을 당해 ‘군 외

부 인터넷망과 내부 인트라넷(국방망)에서 유출된 기

은 2 226건, 3 42건, 외비 27건 등 총 295건으로 크

기만 235GB에달하며, 유출된기 에는 작 계획 5015와

침투 국지도발 응계획인 작 계획 3100등’이 포함

되었다[5].

사건의 시작은 군내부로 과도하게 유입되고 있는 민

간용역 산기술자(국방부 백신업체 직원)들로부터 시작

되었으며, 보안의식이 결여된 이런 외부인원들이 군내부

국방망(폐쇄망)에 기술 으로 연결·연동되는 순간이 보

안 인 측면에서 가장 인 순간이다. 이 듯 기술

으로 민간기술자 민간체계들이 군내부망 내부통

신기반체계와 속되어 있는 수천의 연동 들이 문제

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술개발과 IT기술의진보는 군

이라는 조직에도 그 로 되어 군 내부 조직의 통신

환경과 사이버 공간의 발달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군 조직내에 끊임없이 유입되는 선진기술의 민간기

술자와 용역업체 직원들을 통한 국방내부망의 약한 고리

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약한 고리 들이 외부 해킹세력에게

그 로 노출, 노림수가 되어 군내 보안의 인 보안

해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킹사고의

피해는 실로 막 한 것이어서 군의 거의 모든 주요작

문서와 작계가 해킹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 던 것이다.

물론 사건이후 군내 조직 인 후속 책으로 재발방지에

한 강력한 조치들이 완료되었지만, 4차 산업 명이라

고 일컬어지는 기술의 신속에서 이런 사이버 해킹과

사이버 보안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군을 할 수 있

는 강력한 보안 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각심과

함께 세심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셋째, 드론은 4차 산업 명을 상징하는 핵심 이면서

도, 활용도 측면에서 범 하게 확산되고 있는 분야이

다. 이는 축 된 기술력을 통해 은 노력과 비용을가지

고도 다양한 목 을 달성할 수 있다는 편의성에서 발

된 것이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육군은 지상군의 투력

창출이라는 취지하에 드론 투단 창설을 비하고 있

으며, 드론을 활용한 군 무기체계화가 진 으로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6].

드론을 활용한 작 체계를 구축하고, 장의 상황을

단번에 역 시킬 수 있을 게임체인 로서의 역할을 집

조명하며, 드론 투체계 비 2030을 발표하기에 이

르 다. 그야말로 군내 드론의 활용범 가 지휘통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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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하여 정보작 , 기동, 화력, 작 지속지원에 이

르기까지 실로 방 全 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

도로 군에 용되는 드론의 비 은 격하게 증 되고

있는 것이다[7].

이 게 확 되는 군사용 드론의 활용범 가 군조직내

새로운 보안 이 될 수 있는 것은 드론이 물론 강력한

강 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취약 한 노출되고 있

기 때문이다. 구나 근하기 쉽고, 활용도가 넓다는 것

은 반 로 구나 해킹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정

기를 공략하여 통제권을 불법으로 조정하고, GPS 장

신호를 통해 혼선을 주기도 하며, 센서를 장하여 정보

를 유출하고, 악성코드 감염 등을 통해 드론 자체를 해킹

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군내 드론으로 인한

보안의 취약 은 사 에 면 하게 그 향 계가 분석되

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드론을 활용한 군사주요

시설 기지에 한 불법 촬 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

면 그 의수 은기존에군에미쳤던그 어떤분야보

다도 강력할 것이라 측할 수 있다. 본지에서는 앞서 살

펴보았던 보안의 보다도 번 드론과 련하여 발생

될 개연성이 높은 보안 을 심으로 향후 군내 보안

리에 해 그 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3. 드론  보안 협과 보안 리

3.1 드론  정  보안 협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으로 유도되

는 비행 컨트롤이 가능한 회 익 모양의 항공기를 총

칭하며, 세부 으로 국내 항공법에서는 연료를 제외한

자체 량이 150kg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규정하고 있다. 상용으로

매되는 부분의 드론은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

이며, 특히무인비행장치 자체 량이 12kg이하이면서

엔진배기량이 50cc는 스포츠용 무선조정 모형항공기로

간주하여 신고없이 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실 이러

한 드론은 과거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무인항공기

UAV(Unmanned Aerial Vehicle)라고 불러왔으나, 최근

드론(Drone)이란 명칭이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드론은 항공과 자공학, IT기술의 융합체로

서 일반 구조로는 조정기, 수신기, 비행체, 비행콘트롤

러, GIS모듈, 배터리, 지상통제 SW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무인비행장치와 비행제어시스템과의 통신 인 측

면에서 바라보면, 제어부, 센서부, 엑 에이터, 통신부,

원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드론은

기술 으로 기계역학기술, 소 트웨어 컴퓨 , 컨트롤러

통신기술로 융합되어 있는데, 기술 으로는 이러한 각각

의 분야와 단계마다 기술 인해킹과 변조, 조 취

등이 가능하여, 단계 들 자체가 드론의 부작용으

로서 보안의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다 하겠다.

Fig. 1. Introducing Copter(The general structure of 

the Drones) [8]

환기하자면, 사실 무인비행장치가 군에 인존재

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시 은 ’14년 3월, 두 의 북한제

소형무인기의 침범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소형무인기에 조악한 촬 장치를 장착하여 우리 군 주요

시설 등을 촬 하고 자동 복귀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남한내 비행정찰 활동을 은 히 지속해 왔으며, 무인기

의 추락과 함께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크게 언론에 이

슈화 된 바 있다[9].

아마도 이것이 소형 무인기가 군작 과 보안에 치명

인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고 경각심을 갖게 한 첫

번째 사례가 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이미 드론을 활용한 감시·정찰활동 뿐만 아니라 주요 근

에 량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진 됨에 따

라 소형무인기에서 드론으로의 기술 진보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공 과 하늘이 지극히 작은 소형 무인비행기나

드론에 의해서도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그것만으로 군사 이며, 이러한 북의 드론과 련

한 기술 진 이야말로, 군내 드론에 한 물리

과 함께 보안상의 에 해서도 새롭게 주목하는 계

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진다.(인제추락 '17. 6. 8, 백령도

추락 '14. 4. 1, 주추락 '14. 3. 24.)



보안상 드론 협과 대 방안 227

그러나, 이러한 드론의 이 비단 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4. 10월, 랑스 원자력발 소 7곳 드론 출몰,

’15. 7월, 미국 센트럴 코 티켓주립 총쏘는 드론 제작,

'16. 4월, A320 국 항공기와 드론과의 충돌사건 등 드

론과 련한 다양한 사고사례와 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10].

좀더구체 으로 이 몇가지의 사례들을 살펴보자면,

무엇보다도 미국의 맨즈필드 교도소 상공에 헤로인 7g,

마리화나 57g 등을 탑재한 마약 재 드론이 출몰('15. 7

월)하여, 드론에 폭발물 탑재의 험성을 환기한 사건과,

국 DJI社의 직경 약 61cm크기의 상업용 드론이 조종

사 실수로 백악 건물에 충돌하는 사건은 드론의 험

성을 내외 으로 각인시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

다.(’15. 1월) 이를 통해 얼마든지 드론이 탈취되고, 악성

코드 감염 등을 통해 테러목 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경

고하면서 군 주요시설에 한 집 타격 스 이 정찰

활동까지도 가능한 비행체로 드론이 인식되게된 것이다

[11].

이러한 드론의 험성이 극 으로 부각된 하나의

사례는 일본총리 에 방사능 드론이발견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드론에 설치된 갈색통에방사성 세슘을 포함

하여 총리 로 날려 보냈던 일본인 40 남성의 주장

로 ‘드론 비행 조종불능 조종탈취 등의 상황’때문

이라는 주장을 그 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런 류의

악의 인 드론 악용상황은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군사 으로도 '11. 2월에는 이란 핵시설을 정찰 이던

미 드론을 GPS 교란공격을 통해 무단으로 탈취하는 사

건이 발생하여 드론 내부 보안 시스템 해킹 후, 촬 동

상 복원 드론을 복제하는데 성공('14년 11월)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것 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드론

과 련한 인 사례들로부터 드론이얼마나 험할

수 있고, 군 조직내 보안을 얼마나 일거에 할 수 있

는지에 해 세심한 비와 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 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군 민간 역에서 드론으로 야기되

는 보안 은 실로 심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많

은 상업용 드론이 상용주 수 범 내에서군사시설 상공

을 무단으로 령하고, 이에 한 한 통제와 규제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기존 군사보안의 개념과 범 로는

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보안 에 군이얼마든지 노출

될 수 있는 것이다. 드론에 한 기술 인 해킹시도와 불

법비행, 불법 인 군내 핵심시설에 한 항공촬 등 드

론과 련한 다양한 가능성들은 군조직내 변화된 보안환

경 에서 가장 심 한 변화이며, 응방안을 고민해야할

가장 핵심 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3.2 드론 보안 협  술적   

앞서 드론의 구성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으나, 기술집약

체인 드론의 시스템은 그 자체로 사이버 취약 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12]. 드론은 운용시스템상 거의

모든 단계에서 기술 으로 해킹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드론에 한 기술 인 사이버공격의 형태는

다양한 방법과 루트로 진행될 수 있다.

1)통신채 통제기(Communication Channel Controller)

공격, 2)원격 통신채 공략(Communication Channel

Telematics), 3)GPS 신호 교란 공격(GPS Jamming,

Spoofing(스마트 재 , 기만 재 )[13], 4) 치기반서비스

취약 (Positioning Channel)[14], 5)채 센싱(Sensing

Channel) 취약 , 6)자이로스코 주 수 공진을통한 드

론 추락(KAIST, 2015년 8월), 7)소 트웨어 해킹

(Software Hacking), 8)드론의 조종권을 빼앗는 ‘하이재

킹’ (Hijacking)[15] 등이 그것이다.

이 듯 드론에 한 기술 이고도 변화무 한 공격들

은 측가능한 Hopping 주기(재 ,통신채 통제기 공

격), 근가능한개방형서비스, 인증이나암호화 책 부

재(조정기 공략(Controller hijacking), 원격 통신채 공

격, GPS 장, 통신정보 장, 치기반 서비스 취약요소

공격), 필터나 증명 차 부재(센서 장(Sensor spoofing),

채 센싱 취약요소 공격), 기타정보유출, 악성코드 유입

가능성 상존(소 트웨어 해킹 공격)등이 원인이 되어 가

능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드론의 기술 보안 취약요소

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기 해선 다양한 기술 인

극복방안과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응만으로는 이러한 기술 인 공격에 온 히 처

할 수없으며, 기술 인 응을 기본으로하고, 더하여 다

음에서 논의하는 드론의 불법비행 통제, 드론에 한 간

인 통제방법으로서의 드론 련 법규 정비 등과 같은

다각 인 공동 응을 병행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3.3 드론 보안 협  비행 련 ( 법비행)

민간 드론의 불법비행실태는 심각한 수 이다[16].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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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비행 지구역에 한 비행 미인가 드론 불법비행

이 증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은 군과 군사시설에

한 민간인의 불법비행 과 얼마든지 연계될 수 있다.

한, 드론의 상용화, 보편화로 민간의 드론 비행신청

은 매년 두배 이상으로 증하는 상태이나 비행승인과

보안조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한통제없는 비행승

인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비행 장 통제 부실과

한 보안조치의 문화가 미흡한 실정에서드론의 비

행이 무방비로 진행될 가능성 한 있다. 민간에 해선

불법 비행의 발 처벌실태 역시 발자에 한 미온

처벌 등으로 처벌율이 상당히 조한 상태이며, 이는

드론의 불법비행 통제의 어려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

다. 문제는 이러한 민간 드론비행의 어려운 난맥상이 군

에도 그 로 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한 올바른

처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가까운 실속에 자리

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사실 무엇보다 실질 으로 드론의 불법 비행이 증가

되고 있는 원인 하나는 드론에 한 탐지와 차단이 그

만큼 실 으로 어렵다는 때문에 기인한 것일 수 있

다. 활한하늘에서 과 같은 드론을과연 어떻게 탐지

할 것인가?의 문제는 분명 쉽지 않은 이슈이며, 그 어떤

선진국도 이에 해 확실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의 경우, 군 역시 이러한 악용 드론등에

한 처방안으로서 군에서 운용하는 감시장비들을 활용

하여 드론을 탐지해야 할 수 있는데 음향 탐지, GPS 탐

지, 상 탐지, 열 탐지, 이다 탐지, 주 수 탐지 등의

방법으로 최 한 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

엇보다도 드론을 차단( 방)하는 진보된 기술인 드론 제

어권 탈취( 자 , GPS 재 등), 드론 괴( 이 총

등)등의 기술 용에보다 심을 갖고 비를해야 할

것으로 단되어 진다.

3.4 드론 보안 협  비행 련 (항공법 등 제반

법규 계)

드론이 군내부의 새로운 보안 으로서 정당한 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해 가장 바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바로 드론 비행과 련한 제반 법체계

들을 정비하는 것이다[17]. 드론의 불법비행이든 악성비

행이든 제반의 법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방 으로 통제

한다면, 지 재처럼 난무하는 상업용 소형 드론에

한 통제와 기타 악성의도를 가진 불법 드론의 비행에

한 통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항공안 법과 련

한 세부 법 기반마련은 시 하게 확충되어져야 할 선

결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드론에 해 그 운용에 한

개별 인 규정을 완화하여 기술발 을 도모하는 것이 원

칙이겠으나, 사법 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 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 을 이 야 함과 동시에

련 법률을 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하는 것이 제

가 되어야 함은 명확한 사실인 것이다[18].

한, 드론과 련한 법 기반체계 드론의 항공촬

과 련한 부분도 매우 요한 사안이다. 드론은 사실

비행을 하는 목 자체가 거의 90%이상 촬 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드론 비행만을 한 취미비행은 거의 없으

며, 통상 으로 드론비행과 더불어 항공촬 이 이루어지

게 되는데, 바로 이런 드론의 항공촬 과 련한 법 장

치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보완의 여지가 있다. 항공법이

든 군사시설 군사기지보호법이든 재 드론의 항공촬

을 명확하게 시하여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

여야 한다. 이에 한통제의 수는 바로 군내부보안의

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군사시설 주

요 핵심기지에 한 불법비행과 촬 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차제에 드론 항공촬 에 한 제반 법규에 한

제·개정은 반드시 조치되어져야할 사안으로 단된다.

4. 드론  보안 리 대 방안

드론에 한 보안 리 응방안은 3가지 측면에서 검

토되어져야 한다. 첫째, 불법 인 드론에 한 물리 무

력화 방안, 둘째, 드론의사이버 에 한기술 극복

방안, 셋째, 드론 비행과 련한 법 ·제도 개선방안 등

이다.

4.1 법 드론에 대한 물리적 무력화 방안

무단 정찰, 감시, 테러 등의 목 으로 악용되는 불법

드론은 공격기술, 보안취약 등을 활용해 격추 는 무

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상 으로 1)그물을 장착한

드론을 이용하여불법운용드론을포획하는 방안[ 랑스

원자력발 소 그물드론 운용(’15년), 일본 총리 드론

발견이후 그물 이용 불법드론 포획(’16년)], 2)독수리를

이용한 드론 단속(네덜란드 ’16. 2월), 3)드론킬러를 통한

물리 충돌후 드론 격추(한국 ’15. 10월), 4)미국 보잉社

의 이져 선을통한 드론 격추(미국, ’15년), 5)미국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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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연구소, 드론 GPS기능 교란을 통한 드론 무력화

(미국, ’15년), 6)미국, 랑스 등 주요 선진국, 군당국과

항공기기술 업체들이 력해 드론 통합방어시스템을 구

축하는 방안 등이있다. 이는 고성능 이더, 카메라등을

이용해 악용 드론을 신속히 탐지·식별하고, 방지장

치를가동해추락시킬 수 있는 방어시스템구축 불법

드론에 한 공격 응 훈련을 진행하는 체계이다.

우리 군역시 극 인 불법드론에 한 응방안으로

서 직 타격 공격에 의한 물리 무력화 방안에

해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드론에 한 보안 리

측면에서 가장 직 인 조치로서 물리 인무력화 방안

은 군에 한 보안 에 한 상징 조치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4.2 드론 사 버 협에 대한 술적 극복방안

앞서 검토된 드론의 보안취약 에 한 기술 인 방

어능력이 확보되어져야 한다. 드론의 보안을 취약하게

하는 기술 인 드론운 체계와 S/W상의 보안 해요소

에 해 기술 응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련하여 다

양한 기술들이 최근 지속 으로 개발되고, 제시되고 있

음은 고무 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개발의 흐름과

연계하여 군내 드론 보안 리에 한 강화된 응을 수

립하여야 한다. 다음은 드론 사이버 에 한 기술

극복 방안에 한 것이며, 필수 으로 확보해야할 다섯

가지 선진기술에 한 것이다.

첫째, 성항법장치 활용기술은 GPS 공격에 한

응이 될수 있다. 성항법장치는잠수함, 항공기, 미사

일 등 자기의 치를 감지하여 목 지까지 유도하기

한 장치로서 자이로스코 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이동

변 를 구한 다음 처음 치를 입력하면 재 치와 속

도를 항상 계산해 악할 수 있는 방법이며, 악천후나

GPS 방해에 재로선 가장 효과 인 방안이다. 물

론 드론에 고가의 성항법장치를 사용하기어렵다는

과 긴 거리를 이동하면 오차가 지속 으로 되는 단

이 있지만 드론에 한 GPS 공격발생시 강력한

응수단임에는 틀림없다.

둘째, GPS 방해 공격에 한 두 번째 응방안으

로서 재 (Jamming)과 스푸핑(Spoofing)과 련한 응

기술이다. 이와 련하여 이스라엘 기업 라드社는 미 국

방부 요청으로 정상 GPS 신호 외에 다른 신호가 유입

되면 이를 즉각 걸러내는 드론용 소형 GPS 공격 응

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이는 기존 GPS 공격 응 솔루

션이 고가의 가격과 그크기 때문에 드론 분야 용에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한 가성비와 장착의 용

이성을 보장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러한 장치는 정상

GPS신호수신이어렵거나Spoofing으로조작되었을경우

이를 차단하고자체신호를사용하는홀드오버(Holdover)

기능까지 구비하고 있어, 드론과 련한 응기술로서는

기 해 볼 만한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이에 더한 응방안으로서 GPS 신호 조(Spoofing)

라는 것이 결국 드론에게신호 조기(spoofer)를 통해

조된 ( 치 시각)정보를 제공하여, 정해진 경로를 이

탈하게 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 이므로 이에 한 응으로서 GPS 신호에 사용자

인증을 복으로 추가하고, 인증 불일치시 자동 으로

신호를 제거(독자 항법체계 보유)하며, 드론의 GPS수

신기에서 정상 GPS신호와 기만신호를 비교하여 기만 신

호를 제거하는 항재 배열안테나의 사용 등도 같은 류

의 응기술로서 그 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불법 악성드론에 한 원격 드론 추 ·제어 기

술을 확보하여 드론에 한 자체 통제권을 법 으로 압

수하는기술이다. 이를 해드론용RPS(Radio Positioning

System)시스템의 경우, 드론이 비행 지구역에 근했

을 때 자동 착륙시키거나 운 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보

호형 지오펜싱(Geofencing) 기능을 사용한다. 4G 모바일

네트워크는 SIM과 기지국을 아우르는 강력한 엔드-투-

엔드 암호화 운용네트워크로서, 이를 활용한 RPS 치

데이터는 GPS 치 데이터에 비해 해킹과 조가 어려

운 특성이 있다. 무엇보다 드론 제어에 사용하는 데이터

커넥션은 뛰어난 탄력성과 장거리 실시간 피드백 등을

제공함으로써 존하는 드론 무선 제어 로토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 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19]. 이런

RPS 시스템은 군내 불법 악성드론에 한 강제 통제권

인수(압수)방안의 하나로서 용되어져야 하며, 기술

으로 가장 스마트하고도 가장 효과 인 드론 보안

리 기술방안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드론장비의개발간에 SW 취약 을 이용하여진

행될 수 있는 해킹 등 비인가 속, 정보유출 등을 유발

하는 악성코드 감염 등에 한 응기술 확보이다. SW

개발단계에서 보안취약 을 제거하기 해 시큐어 코딩

(Secure cording)[20]과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백신을

용하고 주기 인 보안업데이트를 통한 응은 사실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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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인한 보안의 에 한 가장 기 인 기술

응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기존 항공운항 방공 제체계로 운용 인

피아식별시스템(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e)과 육

군항공에서 운용 인 헬기 치추 체계

HAPS(Helicopter Auto Positioning System)를 보완하여

민간 드론이나 소형 무인기에 한 피아식별 운용통

제가 가능한 통합 인 체계 리 기술의 확보 문제이다.

재 항공 방공 제체계로는 드론을 포함한 경량

비행체에 한 식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 량비행장치에 해 사 에 비행을 신고

하고, 비행신청과정에서 승인까지 차 수를 강조하

도록 항공안 법(시행규칙)에 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드론 경량 비행장치에 한 실시간 식별 추 이

기술 으로 제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드론 식별 통

제용 모듈(Drone Identification Module)’ 도입이 반드시

요구되며, 군 드론의 경우 민간드론이 지방항공청에서

추 제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앙방공통제소

(MCRC)에서 앙 추 제가 가능하도록 통합 인

체계 구축이 시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내 주요 핵심시

설에 한 민간 상용드론 보안 에 한 응으로서

군 앙방공통제소에서 민간 드론의 비행과 궤 까지도

실시간으로 추 하고 변화상황을 제할 수 있도록 군·

민 통합 드론통제체계 구축이 결국 군내 드론의 보안

에 한 넓은 의미의 국가 처방안이될 수있을 것

이다.

4.3 드론비행과 련한 법적/제도적 개 방안

드론을 법과 제도 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은 드

론과 련한 보안 리의 핵심이라할 수있다. 따라서, 군

내 드론의 통제방안 련 제반법률에 한 제·개정과 제

도 개선은 정책 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며, 군내 드론

에 한 보안 리에 있어 가장 바탕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발 인 방안을

연구해야 할 부분은 통상 다섯 가지다[21].

첫째, 드론 련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을 신설해

야 한다[22]. 드론을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 무단 촬

상의 상업 ·악용에 한 처벌규정이 미비한 상황이

며, 향후 드론과 련한 개인정보 반과 군내 군사보안

이 병행해서 진행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드론에 한 비행통제 법률과도 련한문제이나 아무튼

드론을 활용한 불법 인 개인정보 수집에 한 법률 정

비부터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23].

둘째, 드론비행과 련한 항공안 법(제23조 등)을 세

부 으로 제·개정해야한다. 우선, 재운용되고 있는드

론의 종류와 수 , 성능 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무게

12kg를 기 으로한 규제는 실 으로 다양한형태의 드

론과 비행상황에 한 응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비근한 로 탑재 량이 폭약이나 생화학 탄 균일

경우, 단 1kg의 량으로도 수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정도 무게를 탑재하고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의

무게는 10kg 내외만으로도 충분하기에 항공법상의 12kg

기 은 그야말로 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 조종사 수사항만 수한다면 추가 인 승인

없이도 쉽게 비행이 가능한 상황은 소형드론 통제를

한 엄격한 기 을 용하여 개선되어져야 한다. 처벌기

역시도 모든 불법 드론 조종사들에게 심 한 경각

심을 정도의 수 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조종사 수

사항 반시 1차:2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이라는

미약한 처벌조항은 얼마든지 규제의 사각속에서 드론의

불법비행과 미승인 비행의 양산을 래할 개연성이 다분

하다.

셋째, 항공안 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속에 드

론 비행과 련한 세부 인 규칙들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재는 표 이나 조항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으로, 가령 「비행 지시간」은 ‘일몰후부터 일몰

까지’로 표 되어 명확한시간이 없고, 「비행 지행 」

도 보다 구체 으로 규제사항을 시해야 하나 다양한

편의해석이 가능할 만큼 모호한 편이다. 각종 통제도 법

규제라기 보다 권고수 의 통제에 불과하며, 비행 지

구역이나 제권 설정 역시 무 하고 악용의 소지

가 있는 규정이다. 드론 비행과 련한 규제수 을 선진

국의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드론 련 세부 규제안 마련

이 얼마나 하고 실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드론속도에 있어 16km/h 이하 속도로 제한하

고, 17세 이상은 연방항공청의 항공기 지식 시험을 통

과해야 하며(2년 주기), 연방항공청에서 검사, 시험을

한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한 기체신고·등록과 련하여 우리나라가자 12kg 과

에 한하는데 반해 미국은 250g 이상 25kg미만의 기체에

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드론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마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이를 등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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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경우 3,200만원의 벌 형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

라와 비교하여 강력한 규제와 드론통제를 하고 있다. 미

국은 이것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이것보다강력한 규

제안을 담은 「미국(FAA) 제안 공고(CFR Part 107)」를

통해 입법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소형 드론에 한 통제의 시 성을

인식하여 국내 환경에 합한 세부 드론법의 제정을 국

회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시 이 되었으며, 군역시 우선

으로 국가안보와 군 주요시설에 한군사보안 인 측

면에서 강력한 자체 규정과 세부지침 수립을 서둘러야

할 때라 단된다.

넷째, 드론과 련한 다른 법 장치로서 드론을 활

용한 항공 상 촬 련 법 조항의 보완이다. 재 우

리나라는 드론 촬 과 련한 반시 제재 방안이 상당

히 미흡한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드론의 비행자체

를 법 으로 통제하는 것은 항공안 법 제129조, 시행규

칙 제310조상의 ‘조종사 수사항’이다. 여기에 ‘휴 선,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지된 곳 비행 지’라는 조항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드론 항공촬 과 련한 통제 근거는 국가정보원법 제3

조 보안업무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 리지침 제32조, 제33조의 항공사진촬

보안조치가 주된 것이다.

군내부 으로 보아도 군사보안업무훈령 제97조 (정사

진·동사진촬 이져 측량)상에 항공촬 에 한 장

성 지휘 의 승인(허가) 보안조치를 하도록 되어있

고, 군 할공역 내 민간 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지침서상의 부록 #1인 항공사진 촬 지침서가 련한

세부 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24].

우선 드론촬 과 련한 통제 법 기반이 국가 보안

책임기 인 국정원의 국가정보원법이므로 민간인의 항

공 촬 반 행 발시 강력한 제재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국정원 지침상 국방부 작 부 에

국가보안시설 군사보안시설에 한 항공촬 승인

보안조치를 임토록 함에 따라 군내부의제한된 인력과

자산만을 가지고 민간인의 불법 인 드론비행과 항공촬

체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항공사진

촬 지침서상에 법 인 제재 근거 강화와통제책임의 명

확화, 국가보안시설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

탄 기지 등의 국가안보상 핵심 인 군사시설에 한 촬

지 조항을 보다 더 강력하게 명기할 필요가있다. 보

다 세부 인 드론과 항공촬 통제방안이 포함되어 개정

되어진다면, 훨씬 더 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통합 방 법

내 민간인 군사시설 촬 제재 방안과 함께 처벌조항이

포함된 법제마련이 필요하며, 범시 재발방지를 한

군사 보안 가 처벌 등에 한 조항이 추가된다면

보다 더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간에서도

드론과 련한 지 않은 법익침해(무인항공기의 소유권

침해 는 불법행 의 문제, 무인항공기 촬 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반여부, 치정보법 반

여부 등) 가능성에 한 형사법 제제의 성립여부와 그

에 한입법 보완 움직임이있는 가운데 군역시보다

강력한 드론 항공촬 과 그와 련한 군내부 법률 개정

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25].

다섯째, 드론을 통제하고 비행을 승인하는 업무 로

세스 개선과 기타 인력의 보강이 제도 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드론비행과 련한 보안암호제도의 보강 한 같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내 수방사의 민간 드론 비행승인 련 인

력의 보강 수도권 외로 이동하는 악성드론에 한 지

역자체 드론 통제방안은 향후 제한사항이 발생하기 이

에 시 히 우선 조치되어져야 할 사안인 것이다.

제도개선 인 측면에서도 정상 으로 신청하는 드론

비행신청에 해서는 과감한 업무간소화로 원활한 비행

승인을 진행하되, 불법 악용 드론을 통한 불합리한 드론

비행에 해선 강력한 처벌수단을 통해 제지할 수 있어

야 한다.

나아가 드론 제품의 보안 합성검증 제도(안정성 인

증제도)를 통해 암호 SW방식 용 평가인증제도(CC

인증), 한국형 암호모듈검증제도(KCMVP)에 한 강화

된 채택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군내부 군사보안은 아마도

가장 요한 우선순 를 가지고 리되어져야 하는 과제

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격한 민간 기술의 신

과 제4차 산업 명에 따라 지속 인 군내 보안환경의 변

화와 그에 따른 응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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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으로 1)인원보안 인 측면에서 거로 유입되고

있는 민간인들에 한 보안통제 방안, 2)군내부 폐쇄망

(국방망)에 한 외부 선진기술과의 연동 과 그로인

한 사이버 해킹 에 한 극복방안, 3)드론의 군사주

요시설 촬 불법정보 수집과 련한 보안 극복

방안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군내부 모든

역에서 그 활동범 를 넓 가고, 더욱이 군의 군사작

역까지 무기체계화를 진행해 나가는 드론에 한

보안 리 책은 그 무엇보다도 요한이슈가 되어졌다.

이 게 범 한 군내 유입이 이루어지는 드론이 군

내 군사보안 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수 까지 내

재된 보안 해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한

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 심각한 군내 보안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단된다. 따라서 드론이 가지고

있는 태생 인 보안의 취약요소들을 검토하고, 해당 분

야마다 다각 인 응방안을 철 히 모색할 때 군내 군

사보안에 한 리가 안정 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를 해 불법 인 악성드론에 한 물리 무력화 방

안, 불법 인 해킹과 스푸핑 등과 련한 기술 극복방

안, 불법 으로 행해질 수 있는비행과 항공촬 등에

한 법 ·제도 개선방안까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력들이 요한 것은 군에서의 보안과 련

하여 사이버해킹 드론의 보안 에 한 응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기술의 격한 발 과 IT기술의 진보

와 함께 제4차 산업 명의 격동 인 과도기에 있는 우리

군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발 인 기술의통합체인 드론

과 련한 보안통제 책과 보안 리 응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모쪼록 국가와 국민을 보 하고, 국가의 토와 주권

을 수호하는 조직으로서의 군은 그 존립을 담보하는 군

사보안과 련하여, 군에 도 하는 새로운 가장

강력한 보안 해 요소인 드론에 한 응방안들을 수립

하여야 하며, 기술의 총아인 드론이 군에 순기능으로

신 인 기여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것이다. 언제나

첨단기술은 활용하되 고삐를 죌 수 있어야 하며, 고삐를

죌 수없는기술은 험한것이기때문에군도 이러한 기

술 인 변화의 흐름에 기민하고 역동 으로운신하여 군

내 확고한 보안통제 여건도 확립하고, 군 작 환경의

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보안 응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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