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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란?

초기의 드론

최근의 드론

기본적으로 드론은 원격으로 무선 조정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뜻합니다.
1920~1930년대에 군사용 목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현재에는 한 가지 용도가
아닌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이란?

Drone 이란?
처음에는 공군기나 고사포, 미사일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
되었으나, 점차 무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찰기 개발되어 적의 내륙 깊숙히 침
투하여 정찰 ·감시의 용도로도 운용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인 항공기( 영어: unmanned aerial vehicle, UAV) 또는 단순히 드론(영어: drone)
은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이다.
무인 항공기의 다른 이름으로 '벌이 윙윙거린다'는 것에서 "드론"(drone)이라고
도 불리기도 한다. [위키피디아]

다양한 드론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드론들

치안, 택배, 군사, 소방관련 분야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드론들을 볼 수 있습니
다.

드론의 중요성

• ICT 산업에서 AI, BIG DATA, 자동주행 차
(Connected car) 와 함께 4차산업 혁명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날개수에 따라 다양한 드론
1.바이 콥터
날개가 2개로 구성된 형태로 동체 좌우에 하나씩 구
성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2개여서 저렴하게 만들 수
는 있으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글라
이더 날개와 함께 양력을 발생하게 설계하면 비행기
와 헬기의 특성을 모두 지니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날개수에 따라 다양한 드론
2.트라이 콥터
바이 콥터에 꼬리 쪽에 날개가 하
나 더추가된 구성으로 뒤에 있는
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동
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면각도가 촬영에 유
리해서 촬용 용도로 자주 사
용됩니다.

날개수에 따라 다양한 드론
3.쿼드 콥터

구조적인 안성성으로 가장 많이 사용돠는 구조 입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포괄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날개수에 따라 다양한 드론
4.펜타 콥터
펜타 콥터는 쉽게 설명하면 쿼드 콥터의 안정성+트
라이 콥터에 기동성을 더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 4개의 날개로 안정성을 유지하면 1개의 날개
를 꼬리 부분에 추가하므로써 방향 전환이 더 쉬워
집니다.

안정성과 기동성을 둘가 겸비해
서 군용 정찰기 등에 사용합니
다.

날개수에 따라 다양한 드론
5.헥사 콥터

60도 각도로 날개가 총6개가 있는 드론입니다.
쿼드코어 드론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더욱더 높
은 안정성을 지닌 드론입니다. 배행중에 한개의
날개에 이상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착륙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택배,응급물품 운송등
에 활용이 됩니다.

드론의 조정 원리
Pitch조종 원리

• 드론의 앞쪽 2개의 모터와 뒤쪽 2개의 모터의 속도를 달리해
서 이루어지는데 뒤쪽모터속도를 빠르게 하고 앞쪽을 느리게
하면 드론 몸체가 앞쪽으로 기울면서 전진하게 하는 원리입
니다.

드론의 조정 원리

Roll 조종 원리

드론의 오른쪽 모터와왼쪽 모터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좌측 우측으로 기울여서 이동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드론의 조정 원리

Yaw 조종 원리

대각선에 위치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서 드론의 방향을
회전시키는데 모터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우측회전은
대각선 모터 2개를 우측방향으로 저속으로 조절합니다.
죄측회전은 이와 반대입니다.

드론의 조정 원리

Throttle 조정 원리

드론의 센서들

기본적인 드론의
센서

3축 자이로
스코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센서

GPS 센서

가속도 센서 자력계 센서

거리계 센서

비전센서

드론의 센서들

기본적인 드론의 센서
1. 3축 자이로스코프: 드론이 수평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
장 기본적인 센서입니다.

드론의 센서들
2. 가속도 센서 : 센서에 가해지는 가속도를 측정하며 이
를 통해서 중력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합
니다.

드론의 센서들
3. 자력계 센서: 나침판 기능을 하는 센서로 자북을 측정하
여 드론의 방향 정보를 드론의 CPU로 보냅니다.

전자나침판

드론의 센서들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센서

1. GPS 센서 : 인공위성의 신호를 활용하여 드론의 위치 좌표와 고도를
측정 합니다. 요즘은 드론 말고도 GPS라는 장치는 생활전반에 많이 활
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아마추에 드론에도 대부분GPS 센서를 장
착합니다.

드론의 센서들
2. 거리계 센서: 이 센서는 드론과 지면간의 거리나 물체 간의 거리를 측
정 합니다 초음파등의 센서로 발산한후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
를 계산합니다.
3.비전센서: 비디오를 찍어 이미지를 분석하여 그정보로 다양하게 활용합
니다.( 실내에서 10미터 이하의 고도를 측정하거나 장애물 측정하여 충돌
방지 등등..)

이와도 별개로 드론의 활용 유무에 따라서 무긍무
진하게 많은 센서를 사용할 수있 다.

Drone의 종류는?
무인항공기의 분류기준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중량기준은 없다.
군사적 용도에 따른 분류
-전술 무인항공기 :전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인항공기로서,순항거리 기준으로는 근거리 이하,고도기준으로는 중고도 이하
의 무인항공기가 이에 해당한다.
-전략 무인항공기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인항공기로서,고고도장기체공 능력이 요구된다.
-특수임무 무인항공기 :무인전투기, 공격용 무인항공기, 교란용 무인항공기 등이 있다.
비행반경에 따른 분류
-근거리 무인항공기(CR:Close Range) : 약 50 km 이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사단급 이하 부대를 지원하는 전술 무인항공기이다.
-단거리 무인항공기(SR:Short Range) : 약 200 km 이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군단급 이하 부대를 지원하는 무인항공기이다.
-중거리 무인항공기(MR:Medium Range) : 약 650 km 이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이다.
-장거리 체공형(LR:Long Range) : 약 3000 km 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전략정보지원임무를 수행한다.
비행고도에 따른 분류
-저고도 무인항공기(Low Altitude UAV) : 6,200 m (20,000 ft) 이하의 무인항공기로서 저고도 비행을 하며 전자광학 카메라, 적외
선 감지기 등을 탑재한다.
-중고도 체공형 무인항공기(MAE:Medium Altitude Endurance) : 13,950 m (45,000 ft) 이하의 무인항공기로서 대류권 비행을 하며
전자 광학 카메라, 레이더 합성 카메라 등을 탑재한다.
-고고도 체공형 무인항공기(HALE:High Altitude Endurance) : 13,950 m(45,000 ft) 이상의 무인항공기로서 성층권을 비행하며 레
이더 합성 카메라 등을 탑재한다.

What is Drone?
Drone의 종류는?
크기에 따른 분류
-초소형 무인기(MAV:Micro-Air Vehicle) : 크기는 15 Cm 이내 1인이 손으로 던져서 운용한다.
-소형 무인기 (Mini-UAV) : 1~2명이 휴대하면서 운용한다.
-중 소형 무인기(OAV: Organic Aerial Vehicle) : 차량 1대에 장비 및 운용자가 탑재되어 이동하면서 운용한다.
-중형 무인기 : SR 급 이상의 무인기이다.
-대형 무인기 : MR 급 이상의 무인기이다.
비행/임무수행 방식별 분류
-정찰기 : 초기의 무인정찰기 형태로서 발사된 후부터는 인위적인 조종 없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비행로를 따라
비행하며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다. 비행이 끝난 후 녹화된 VCR 테임을 회수하여 정보를 얻는다.
-공격기 : 현재에도 적 레이더 방공망 파괴에 많이 쓰이는 형태의 무인 공격기이다. 일정한 상공에서 비행을 하
다가 적 레이더가 작동하면 레이더 신호를 따라가서 자폭한다.
-정찰기 : 통제소 가시거리 내에서 원격 조종하여 실시간에 표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무인항공기이다. 현재
대부분의 무인항공기가 정찰기이다.
-폭격기 : 통제형태는 정찰기와 같으나 탑재장비로 폭탄을 탑재하여 표적지역에 투하한다.
-전투기 : 현재의 유인 전투기를 대신하기 개발 된 전술 무인항공기이다.
-표적기 : 방공포나 전투기의 훈련을 위해 표적으로 사용되는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헬기 : RPV의 경우 이착륙을 위한 장소의 제약이 많았으나 수직 이착륙기의 경우 이러한 제한사항을 상당
히 해소시킬 수 있다.
-초소형 비행체 : 소형 비행체로서 휴대용 정찰, 촬영, 물류의 수단으로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Drone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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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Drone?

Various Drone Service
0. 통신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Various Drone Service
1. Media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Various Drone Service
2. 화재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

Various Drone Service
3. 해양산업에서의 드론 활용

Various Drone Service
4. 해양산업에서의 드론 활용

Various Drone Service
5. 군사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Various Drone Service
6. Various Drone Service

Claim 1

구글의 응급상황용 특허
명칭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출원번호

2012122898

출원일

2014.9.30

등록번호

9051043

등록일

2015.6.09

Family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comprising:
1

identifying, by a processor, a remote medical situation;

2

determining, by the processor, a target location
corresponding to the identified remote medical situation;

2-1

selecting, by the processor,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from a plurality of UAVs that are configured to provide
medical support for a plurality of medical situations, wherein
the plurality of UAVs comprises at least a first UAV configured
to provide medical support for a first medical situation and a
second UAV configured to provide medical support for a
second medical situation, and wherein the selection of the
UAV is based at least in part on a determination that the
selected UAV is configured to provide medical support for the
identified remote medical situation; and

2-2

causing the selected UAV to:
(a) travel to the target location in a forward-flight mode to
provide medical support for the identified remote medical
situation,
(b) transition to a hover flight mode when the UAV is located
at or near to the target location, and
(c) while in the hover flight mode at or near to the target
location, provide at least some medical support for the
remote medical situation, wherein, to provide at least some
medical support for the remote medical situation while in the
hover flight mode, the UAV uses a winch to lower one or
more medical-support items to a ground at or near the target
location.

-

Various Drone Service
7. Various Drone Service

CANON의 드론 카메라 특허
명칭

촬상 시스템 및 촬상 시스템의 촬상 방법

출원번호

2013-248390

출원일

2013.11.29

공개번호

2015-106840

공개일

2015.06.08

Family

-

Claim 1
1

화상을 촬상하는 촬상 수단과

2

상기 촬상 수단의 렌즈 제어를 수행하는 렌즈 제어부와

3

상기 촬상 수단의 상하방향에 대한 각도를 제어하는 각도
제어부와

4

상기 촬상 수단의 좌우 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어할 방향 제
어부와

5

상기 촬상 수단을 탑재한 비행 수단과

6

GPS 위성으로부터의 전파를 수신해, 상기 전파로부터 위
치 좌표를 해석하는 GPS 수신 수단과 목표물을 특정하기
위한 적어도 한 곳의 특정 좌표를 기억하는 기억 수단과

7

상기 기억 수단으로 기억된 상기 적어도 한 곳이나 한곳의
특정 좌표와 상기 위치 좌표와에 기초하여 상기 촬상 수단
의 렌즈 제어치와 상하방향에 대한 각도와 좌우 방향에 대
한 방향을 산출하는 산출 수단과

8

상기 렌즈 제어부와 상기 각도 제어부와 상기 방향 제어부
를, 상기 산출 수단으로 산출된 렌즈 제어치와 상하방향에
대한 각도와 좌우 방향에 대한 방향이 되도록 제어하는 제
어 수단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 시스템.

Various Drone Service
8. Various Drone Service
소방용 드론 특허
명칭

화재현장 정찰 및 화재진압용 무인비행기

출원번호

20150120094

출원일

2014.9.30

등록번호

14/502707094

공개일

2015.4.30

출원인

안정철

Claim 1
1

무선 비행이 가능한 비행유닛(10);

상기 비행유닛의 하면에 장착되며, 내부에 복수의 소화용액 앰플이 탑재
1-1 되어 화재현장에 상기 소화용액 앰플들을 발사 및 투하하는 화재진압유
닛(20) ;
1-2

상기 화재진압유닛에 장착되며, 화재현장 상황 및 소화용액 앰플의 이동
경로를 촬영하여 실시간 송신하는 카메라 송신유닛(30);

2

상기 카메라 송신유닛으로부터 수신된 화재현장 영상을 표시하고 상기
화재진압유닛에 상기 소화용액 앰플의 발사 및 투하 신호를 송신하는 관
제유닛(40); 및

3

상기 관제유닛으로부터 수신된 관제신호에 따라 상기 비행유닛 및 화재
진압유닛을 제어하는 제어유닛; 을 포함하고, 상기 관제유닛은:

2-1 상기 카메라 송신유닛으로부터 수신된 영상을 표시하는 표시장치(42); 및
상기 비행유닛의 비행을 위한 제1관제신호와 상기 표시장치에 표시되는
영상을 토대로 화재진압을 위한 구형 소화용액 앰플 및 막대형 소화용액
2-2
앰플의 발사 및 투하를 위한 제2 및 제3 관제신호를 송신하는 무선조정기
(4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재현장 정찰 및 화재진압용 무인비행
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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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분야
고해상도, 다양한 시야각을 지
원하며, 동시에 무게는 가벼운
조건 요구
그 밖에 흔들림이 많고 고속으
로 운행되는 환경에서 손떨림
보정 기능 요구
GoPro社가 가장 활발하며, 드
론에 최적화된 히어로(Hero) 시
리즈 출시 중, DJI社 자체 카메라
보유

프레임, 모터, 프로펠러 등 부품 분야
모터(엔진)와 배터리·제어기판·
센서·통신모듈·광학장치 등 전
자부품부터 항공역학적 디자인
이 가미된 프로펠러, 각종 조립
용 브래킷, 프레임 등 다양한 부
품이 본체 구성
중국 선전에 드론 부품 맞춤형
생산 가능한 선전 제조업 생태
계 이미 조성

자동항법 분야
드론은 자동항법장치의 성능에 따
라 활용 가능성 결정
자동항법장치는 센서 기술 뿐아니
라 3D 카메라를 통한 사물인지. 이
를 통한 타물체 충돌방치 기술 적
용 필요
드론 고장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한
플라이어웨이(Flyaway) 문제 처리
기술 필요
GE로부터 4천만달러 유치한 에어
웨어社가 자동항법 분야 선두, 드
론용 OS 출시

소프트웨어 분야
스마트폰과 연계한 드론 전용
앱, 드론 기반 정보 수집 플랫
폼 개발 중
드론과 사용자의 상호 작용 기
술 발전 필요(예: 인터랙션과
사용자경험 관점, 드론 관점에
대한 인지도 차이 극복)
백악관 앞마당에 추락한 드론
수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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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분야
단순 배송 확대가 아닌 기존 물
류 시장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
배송의 정확/효율성 증대로
인해 리스형태 구매패턴 확대,
예: 서적, 의류 등 표준화된 상
품
소량 생필품 파는 동네 상권부
터 점차적으로 대형마트 매출
감소
점차 대형 물품 배송으로 확대

농업
원격농장 관리, 정밀농업 확대,
농가당 영농가능 규모 확대 등
농업생산성 향상 기여
일본 야먀하社가 20년 전부 농
업용 드론 개발 판매, 일본 전체
노의 40%에 대한 드론으로 살
충제 및 비료 살포 실시
야마하 社의 페이저 약 1억원
수준

ICT분야
기존 기지국 중심의 네트워크
형태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
한 세계 네트워크 구축 가능
구글, Titan 인수, 태양광 패널
로 충전되는 무인기를 통해 서
계 인터넷 접속망 구축 프로젝
트 진행
페이스북도 Aquila를 통해 6만
피트에서 수개월간 비행한, 인
공위성보다 저렴한 무인기를
통해 세계 네트워크 구축 진행

보험 및 기타분야
손해사정 업무 활용, 보험사기
관리, 책임보험 확대 등 드론
수요 증가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규모조
사, 손해액 산정
美손보사 USAA 등은 미연방

항공국에 무인항공기 테스트
비행허가 요청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고로 이
해 당사자 손해 등 보험수요
증가

Architecture & Technics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활용분야에 따라 드
론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다르다. 따라
서 전체적인 “드론의 Architecture”와
“필수적으로 필요한 몇가지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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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체

비행제어
지상통제 및 지원
임무탑재체
이착륙

기체에 실리는 기체, 추진장치(연료장치) 전기장치, 항공전자장비(통신장치) 센서 및 작동기, 소
재기술

비행제어 컴퓨터, 비행제어 알고리즘
임무 수립 및 임무탑재체의 조종 명령, 통제, 데이터(영상)수신 등 드론 통제 및 무인항공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분석, 정비, 교육 시스스템
카메라 등 영상장치, 레이더 등 탐지장치, 무장 등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발사대 등 발사 장비, 그물망, 낙하산 등 회수장비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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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 Technics
드론이 모형비행기나 RC헬리콥터와 다른 자율성을 가지기 위한 핵심기술로는 제어기술, 충돌회피기술, 센싱기술, 데이터링
크 기술 등이 있다.
1.

제어기술

민수용 드론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조종 안정성 증강 기술 때문이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
우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비행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안정성 증강 기술이 없어도 RC비행이가능하다. 하지만, 회전익의 경우 고정익에 비
해 불안정한비행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종 안정화 시스템(SAS :Stability Augmentation System)이 없을 경우 일반인들의조종이 쉽지 않다.
조종안정성 증강은 오토파일럿(자동조종)으로 불리기도 한다. 두 번째 제어기술로 항법유도(Navigation & Guidance)기술이 있다. 항법유
도는 목표지점까지 경로를 따라 오차 없이 이동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이다.
2. 충돌회피기술
충돌회피기술은 크게 지상기반 기술과 탑재기반 기술로 구분된다. 지상기반 충돌회피 기술은 지상에서 조종사가 화면이나 레이더를 통
해 드론을 관측하여 충돌을 탐지하고 회피하는 기술이며 탑재기반 충돌회피 기술은 드론자체에 센서를 장착해 스스로 충돌을 탐지하고
회피하는기술이다. 탑재기반 충돌회피기술은 드론 충돌회피를 위한 주변 장애물 탐지기술, 자동 충돌회피 제어 등이 있다.충돌회피를
위해 대형 드론의 경우 TCAS(Traffic Alert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ADS-B(Automatic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Radar, Laser,
Sonar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고가, 고중량, 고전력으로 인해 소형 드론에는 탑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3.

센싱 기술

드론의 임무수행을 위해 이미지 정보 획득용 센서인EO·IR(가시광선·적외선) 센서 및 합성영상레이더(SAR)센서가 탑재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EO센서는 사람의 시각과 같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영상을 얻는 장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IR센서는 물체에
서 발생되는 열을 감지하는데 활용된다. SAR센서는전자파를 이용한 센서이기 때문에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는 EO·IR센서와 달리 낮, 밤,
기상상태와 관련없이 영상을 받을 수 있다.
4. 데이터링크 기술
데이터링크는 드론을 통제하는 지상통제장비와 드론간의 데이터를 서로 링크(연결)시켜주는 기술이다. 데이터링크는 상향링크와 하향
링크로 구분되며, 상향링크는 지상에서 드론으로 송신하는 명령이며, 하향링크는 임부수행을 통해 드론이 획득한 정보를 지상의 조종자
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링크는 드론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성능개선을 위해 드론에 탑재되는 통신장비 및 지상의 통신장비
의 기술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변조 압축기술, 산악이나 장애지형이 많은 환경에서 원
활한 운용을 위한 공중중계·위성링크 등을 이용 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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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술
비행제어기술은 이제 하나의 기술이 아닌, 여러 가지 기능이 통합된 컴퓨터에 장착된 기술 중 하나로 분류
된다.
비행
제어

Radar Sensor
system

Cockpit
Display

통신/
명령
Engine Control
Fire Control

Navigation Computer

임무
제어

Engine Monitoring
Flight M
anagement

비행 임무 통신/
제어 제어 명령
IMA R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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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s
Open UAV platform

SW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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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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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공기술
•
•
•

드론은 순간출력이 높은 모터를 수 개 사용하므로 배터리를 순식간에 소모함
중급이상의 민간용 드론의 경우 비행가능 시간이 15분 내외로 짧음
TopFlight社가 5천W 발전 엔진, 3갤론탱크, 만육천mAh 베터리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2
시간 30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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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보호기술
•

고가의 드론이 추락하여 파손되거나
드론의 프로펠러에 상해를 입는 경우
발생 (1년 2명 이상이 드론에 의해 사
망하는 것으로 보고)

•

스위스 로잔大출신의 Flyability社는 탄
소섬유 뼈대를 갖는 짐볼형태의 드론
개발

•

UEA정부의 드론 대회에서 1M$ 상금
수상함

•

탄소섬유의 외곽 프레임 및 이너 프레
임이 충격을 흡수함

•

자연재해나 구조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

Life changes & industrial changes

“드론” 기술이 보편화 될 시, 우리 삶과 다
양한 산업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 날 것이
다.
분야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나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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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분야
현재의 교통정보는 고정된 CCTV를 통해 수집된다.그러
나 명절이나 주말 등 일시적으로 교통정보량이 증가할
때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때 드론을 통해 추가
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고 또한 산간벽지, 혼잡지역,
기상으로 인한 제한 사항 등 교통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쉽고 빠르게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드론의 소형화와 맞물려 활용가능한 또 다른 가능성은
차량에 함께 탑재하여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자동운전시스템과 결합되어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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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

교통 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지역을 촬영하
는 CCTV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에 드론이 가장 적합하다. 공중에서 범죄의
사각지대를 촬영 해줌으로써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안문제등의 해결은 따라야
한다.
야생 동물들의 움직임 파악, 도시 건축을 위한 시가
지, 산악, 해안 등의 지형을 측정 하기 위해서도 드론
이 사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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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분야

길을 걷다 보면 전광판이나, 버스, 건물에 부착된
다양한 광고 상품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드
론이 활성화가 된다면 마케팅 분야에서 드론을 이
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가령 특별한 모양의 드
론을 이용해 건물 위해 드론을 띄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하는 또는 기업의 특징을
그대로 담긴 드론을 띄어 놓음으로써 해당 기업임
을 알려주는 등의 마케팅 분야에서도 드론이 활용
될 것 같다.

Life changes & industrial changes

4. 철도 산업
대중 교통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불어 일으킬 수 있을 것 같
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대중 교통을 이용할때 Wi-Fi 접
속이 잘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신을 위한 드
론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하고, 배송산업과 철도산업을 합친
다면, 멀리 있는 지역의 배달을 위해 기차에 드론이 날아와
서 착륙하고 근방지역에 도착했을때는 다시 날아서 배송 해
주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관광 산업과도 엮을 수 있
는데, 기차역 근방의 풍경을 드론이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
고 실시간으로 해당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전송해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드론은 이동성을 가진 최
적의 데이터 수집도구 이기때문에 기존 철도 시스템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다. 드론을 통해 철도 승객들의 동선
및 역플랫폼 이용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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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드론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려고 노력중이다.
그 중에서도 역시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이미 활발
하게 활용 중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기에
는 위험한 부분에 드론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드론이라는 기술 혁신은 경제적 이익 창출 목적 이외
에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가치가 더 큰 것 같다.
안전분야등에서 생명을 위해 사용하거나, 보안 문제
등이 확실히 해결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등의 문제
를 예방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하나의 큰 문제이다.

Drone
making ??

Drone
Fly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