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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드론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드론에 대한 안전
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드론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성과 중요
성이 높은 정책적 과제이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본 연구에서 대상
으로 하는 드론의 교통흐름에 대한 공감대 조차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서, 다양한 기체와
활용 범위를 가지는 무인비행장치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초소형부터 대
형까지, 그리고 활용 목적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다양
한 기능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적으로도 명확한 분류
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여러 논의는 구체적
으로 이루어진 부문이 많이 있으나, 소형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
이 먼 것으로 사료된다.
1, 2차년도 연구에서는 드론의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표현하기 위
한 미시적인 안전성 지표 개발에 집중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3차년도 연구
부터는 드론의 미시적인 정의나 분류와 개별 드론 간 관계보다 넓은 범위에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차원과 드론 운영자 단위의 안전성 지표를 개발
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1, 2차년도 연구에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웠던 드론의 교통흐름에 대한 의미도, 개별적인 드론의 관계가 아
닌 드론 운영 전반이라는 의미로 정의를 쉽고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국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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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드론 운영자 단위의 안전성 지표 개발에는 현재 항공안전관리에 적용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과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수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안전성 지표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차년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된 국민들과 정부 정
책의 니즈를 파악하고, 항공안전과의 차이점 분석 수행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
한다. 둘째, 사고율 측면에서 교통수단들 중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 받는 항공
분야를 벤치마킹해, 국가 드론안전관리체계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안전성
지표를 개발한다. 셋째, 1, 2차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드론
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드론안전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에 필요한 위험도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안전성 지표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3차년도 연구에서
는 다양한 드론 기체와 활용, 그리고 운영체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3차년도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정책적 니즈 분석, 상업용 항공안전 대비 드
론안전의 수준, 정책적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드론 운용자의 안전관리체계 제
안과 이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지표인 위험도 매트릭스 개발이다. 이를
위해 키워드분석, PQ설문지, bow-tie 모형 등을 활용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방향 검토
(1) 정책 니즈 분석
드론분야 안전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에 앞서 필요한 것은 기술을 체감하는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니즈를 꿰뚫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니즈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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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니즈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분석하였다. 개인별 니즈의 경우 텍스트
추출 소스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며, 상위 키워드를 추출한 결
과 ‘드론’ 관련 촬영 및 여행 관련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으며, 안전 관련 단어
빈도수는 확연히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개인적인 니즈 안에서 기술사
용의 경험 혹은 체험에서 안전 관련 사고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드론이란 기술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행과 동화되는 동안 그에 대한 드
론 안전성의 개인적 평가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적 니즈의 경우 텍스트 추출 소스는 네이버 뉴스 포털로 상위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연도별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만큼 ‘안전’ 관련 단어의 절
대적인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연도별 상위 1000개 단어 대비 비율의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과 비슷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는 ‘무인
자동차’와의 뉴스 키워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안전’ 관련 단어의 절대
빈도 수는 무인자동차가 높았지만, 상위 1000개 단어 대비 비율과 연도별 증
가폭은 드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추후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상
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나아가 텍스트 추출 소스를 ‘논문’으로 시도했을 때, ‘산업’, ‘기술’, ‘안전’
관련 빈도수와 비율이 뉴스와 유사하게(안전 키워드 비율 0.4~0.5%) 도출되었
으며, 이는 산업적 니즈와 학술적인 연구 방향의 범위가 동질성을 띄고 있다는
가정을 통해 드론산업 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안전 관심도의 꾸준한 증가를
학술 연구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2) 항공안전 대비 드론 안전수준 비교 분석
항공과 드론의 안전에 대한 수준 차이 분석을 위해 국내 항공 관련 규정에
서 무인항공기 도입에 따른 규정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점수화(글로벌
규정은 ICAO 부속서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방대하여 체약국들의
항공안전을 감사하기 위해 적용되는 PQ(Protocol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
다. 추가로 국내 규정의 법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신설과 개정이 필요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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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을 검토하였다. 신설과 개정은 각각 가중치를 1과 0.5로, 법령과 시행규칙
은 가중치 차이 없이 합계를 도출하였다. (법령에 대한 하위 구분은 인증, 운
항, 자격증명, 교육훈련, 관제로 구분) 글로벌 규정은 기술요인, 인적요인, 조
직요인, 시스템요인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 943개 PQ항목에서 드론 관련
부문을 구분하고 항공과의 수준차이를 조사하였다.
국내 항공안전법 분석결과 운항과 관련된 84개의 법령과 81기의 시행규칙
이 신설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장 많은 니즈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어서 자격증명 부문이 많은 법령과 시행규칙의 신설과 개정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운항과 차이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무인항공
기가 운영됨에 있어서 운항에 대한 부문에서 일반 상업용 항공운송과 드론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CAO PQ에 기반한 글로벌 규정에 대한 차이점 분석 결과1), 조직요인에 있어서
항공안전과 드론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술적 요인은
근소한 차이로 시스템 요인과 함께 낮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국가 안전관리시스템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 지표를 추정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최신의
PQ 질문지를 확보하였으며, 정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ICAO의 항공안전감
사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항공에 대한 PQ 답변은 이미 기구축되어 있어, 향후
본 연구가 정책에 적용됨에 있어서는 큰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축
된 질문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8개 분야(법령, 조직, 자격, 운항, 감항, 항행,
비행장, 사고조사)에 대한 담당 내부 연구진을 배정하였다. 1차에서는 드론과
관련된 기준이 없이 연구자 개인의 판단으로 관련 질문 항목들을 도출하고,
그 이유를 문서화하였으며, 2차에서는 서로 해당 분야를 임의적으로 교환해,

1) 평가는 내부 연구진이 1차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4차년도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검증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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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된 이유를 확인하고 드론과 관련된 항목들을 재분류하였다. 드론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부문과 달리, 드론이 가지는 항공 안전에 대한 수준의 파악
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3차년도에 도출된 결과 또한 오차를 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드론이 가지는 항공안전에 대한 수준은 드론과의 연관성과 비슷한 절차를
거쳤으나, 개별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거 자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PQ 질문에 대한 해석, 관련 법령 조사,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 의견 청취 등에서 긴 시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합의점
을 못 찾은 부문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답변에 대한 임의성을
시뮬레이션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으로 어떠한 경향 없이 답변한다는 가정의 시나리오
와 취합된 결과를 중앙값으로 삼각분포를 가지고 답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
진다는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본은 Random Latin
Hypercube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Minimal Standard 기준으로 임의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1,000회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개별 CE와 사고
요인에 대한 안전성 지표에 대한 파급효과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시나리오
발견(Scenario Discovery) 방법2)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안전성 지표는 제도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드론과 같
이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에는,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구축된 PQ를 기준으로 하는 하위
항목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정책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표의 갱신은 담당 부서가 초안을
마련하고, 드론과 관련된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과정은 정책과 제도의 개선으로 다시금 피드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지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주요 지표로서의 역할은 약
2)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정책평가 국제협력연구: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교통투자 의사결
정방법론 연구-, 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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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지표와 함께 1, 2차년도에서 개발된 안전성 지표
에 기반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1> 안전성 평가지표 검증 과정 개념도

다. 안전성 평가지표 산출을 위한 위험도 매트릭스 개발
무인비행체의 경우 ICAO에서 논의되고 있는 RPAS 무인항공기 뿐만 아니라
비관제구 내에서 운용되는 소형의 무인비행체 시스템까지도 임무별 운용개념,
최소 장비목록 및 부품 고장에 따른 위해요소 분별 등의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없다. 단지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인비행체의 운용을 공역 분류상
비관제구 내 가시권 비행으로 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체 운용상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책임을 원격조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비행체의 운용상
안전확보와 최소한의 안전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무인항공기에 대한 대표적
임무모델을 설정하고, 임무 모델별 비행체의 운용개념과 최소 운용장비 소요
목록을 식별하여, 이에 따른 위협 및 위해 요소(Hazard / Harm)를 식별/분석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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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무인비행체 중, 운용수요가 많아 안전관리에 대한 정량적 안
전데이터 관리 및 축적이 필요한 무인비행장치를 대상으로 현행 운용제한으로
설정되어있는 BLOS 운용을 포함한 대표적인 임무를 설정, 임무에 대한 운용
개념을 정의하고, 위협요소에 따른 안전데이터를 식별/정의하여 운용적 특성
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위협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위험 요인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대상 임무별 무인
항공기의 운용개념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운용개념은 다양한 임무에 따라
매우 상의하게 설정될 수 있으나, 다양한 상황의 임무별 운용개념을 각각 정의
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수합할 경우 일정수준의 카테고리로 임무, 최소장비목
록, 운용환경 및 지역 등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구현되
고 있거나, 즉시 구현이 가능한 드론사용사업 형태 중, 드론의 형태, 운용 지역
및 환경, 운용 공역 등이 크게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세 가지 드론 사용사업의
임무를 기준으로 동 사업 구현을 위한 드론 운용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도출된
시나리오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드론의 장비구성과 공역 소요 그리고 운용적
특이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드론 운용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정된 임무는 시설물 진단 모니터링, 고속도로 위반체증, 행사장 촬영으로 구
분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사고를 야기시키는 위해요소의 분석은 드론시스템 장치별
integrity 또는 장치 수명주기에 따른 신뢰성과 관련된 위해요소, 그리고 운용
자의 비행숙련도와 관련된 위해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드론시스템의 장치
별 신뢰성은 시스템의 PBS (Product Based Structure)를 기반으로 비행에 소
요되는 최소장치목록 (MEL, Minimum Equipment List) 을 구성하고 MEL로
식별된 PBS 구성요소의 Failure mode를 기반으로 Failure mode를 Enabling
시킬 수 있는 장치의 기능저하/기능상실 등을 장치의 MTBF (Mean Time
Between Failute)를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위해 요소별 위험사건과 이를
야기시키는 원인 사건 및 안전기제 및 방어기제를 망라한 bow-Tie 모델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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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에서 고시된 ‘항공안전시스템 운영지침’ 중 ‘별표 1-1’에서 기술된 위
해요소별 위험사건의 Bow-tie table을 기반으로 임무시나리오별 위험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 드론 운용 시나리오 정리
구분

시설물 진단 모니터링

고속도로 위반체증

행사장 촬영

Payload

EO/IR 카메라

EO/IR 카메라

EO 카메라

운용환경

인적이 드문 통제된
시설물 인근지역

고속도로 상공

인구밀집지역

운용개념

- VLOS 및 BVLOS
- 1시간이내, 실시간
통제

- BVLOS 및 EVLOS
- 1시간 내외
- 계획경로비행 및 추적

- VLOS
- 30분 내외
- 실시간 통제

운용공역

- Loiter : 5km
- 고도 : AGL 400ft
이내

- Loiter : 20km
- 고도 : AGL 200ft 이내

- Loiter : 5km
- 고도 : AGL 100ft

드론등급

- Class C3
- OPS type B2

- Class C3
- OPS type B2

- 개인용: C2/C3 OPS A3
- 사업용: C3, OPS B2

피해객체

- 1차 : 시설물
- 2차 : 관리인력,
화재, Crew

- 1차 : 차량
- 2차 : 2차 차량사고
Crew

- 1차 : 직접 신체손상
- 2차 : 2차 신체손상
Crew, 화재

<표 3> 위해요인-이벤트 Bow-Tie 모델 예시
CONSEQUENCE : 비행중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비행중
항공기화재

상황인식,
비상대처
훈련

조류충돌에
의한
항공기 손상

상황인식,
비상대처
훈련

난류조우

상황인식,
악기상
대처훈련

자료 : 국토부 훈령 258호 별표 1-1

위험사건

조종능력
상실

방어기제

잠재결과

잠재결과
심각도

조종능력
상실

지상충돌

항공기전손,
사상자발생

손상정도
확인, 대응
조종

급격한
기동

항공기
일부손상

난류
회피/대응
기동

급격한
기동

승객/승무원
상해자 발생

요 약

ix

앞에서 분석된 드론 운용 시나리오 별 위험사고 및 위험사건을 드론운용에
대한 위해요소로 반영하여, 기 분석된 안전기제와 방어기제가 반영될 수 있는
드론시스템의 추가 구성요소를 제안하고, 안전기제와 방어기제가 반영된 상태
에서 위해요소들이 어떠한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위험평가는 ICAO 심각도 산정기준, FAA ATO SMS manual 심각도
산정기준 보고서를 사건의 발현 시 군중의 밀집도 또는 시설물의 밀집도에 따
라 얼마의 확률로 실질 피해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
의 발생빈도를 추정하였다.

심각도

구분

발생빈도

매우심각

위험

중요

경미

매우경미

매우높음
(~10-3/hr)

5A

5B

5C

5D

5E

높음
(10-3~10-5 /hr)

4A

4B

4C

4D

4E

보통
(10-5~10-7 /hr)

3A

3B

3C

3D

3E

낮음
(10-7~10-9 /hr)

2A

2B

2C

2D

2E

매우낮음
( <10-9/hr )

1A

1B

1C

1D

1E

<그림 2> KASP 위험평가 매트릭스 기본

시뮬레이션에 있어 변경될 수 있는 파라미터는 동시에 운용되는 드론의 개
수와 인구밀도이며, 동일한 인구밀도에서 동시에 운용되는 드론의 개수를 증
가시키는 경우에는 인구밀도에 따라 선형 증분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시에 운용되는 드론이 모두 추락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동 시뮬레
이션의 과대계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인구밀도가 0.04명/m2 보다 작아지는
경우 급격한 확률 감소가 일어날 것을 예측가능케 하며, 실 운용에서는 인구밀
도가 작아지면서 로그형태의 확률 감소가 이루어질 것을 예측 가능케 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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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지역에서 드론의 개수를 고정하고 인구밀도를
변화시키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인구밀도에 따른 인명피해 확률은 선
형적으로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시에 운용되는 드론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은 인구밀도에 선형적으로 대응되거나 또는 0.1명/m2
보다 작은 인구밀도에서 로그형태의 인명피해 확률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위험평가 방안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KASP)의 위험평가 매트릭스를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시
나리오별로 각 위험사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라. 정책적 활용방안
(1) 국가 드론 안전프로그램 체계 마련
본 연구를 통해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무인항공기 사
용사업자의 범위와 특성을 반영한 방안(고시) 추가를 제안하며, 안전관리시스
템(SMS)의 범위에도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가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드론 및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데이터 수집과 관리 위주의 항
공안전관리시스템(SMS)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보다는 사용자에게 안전방안
을 좀 더 제시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지원한다면 무인항공기에 대한 안전정책
과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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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에 드론 및 무인항공기 위험기반 분석 정책이
계획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인 첨단항공과
및 미래드론교통관과 관련 미팅을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향후
드론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 선제적 드론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드론 활용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실정으로 기체, 활용 등 관련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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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본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상황 파악 및 해당
위험 상황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방안이 앞서 법령 개선에서도 설명하였듯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안전방안과 안전문화를 증진 시키는 방
향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

폼(안) 을 제안하였다. 간단한 사용자의 요인을 입력하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
와 재산피해를 본 연구 결과물을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피
해 결과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본 연구의 안전완화방안을 정리해
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드론 안전 공감대 형성
’19년 8월에 개최한 글로벌 드론안전 세미나(Policy Strategy on UAV’s
Safety Regulation)와 제2회 항공정책 연구협력 세미나에서는 무인항공기 정
책을 이끄는 JARUS(무인항공기 정책을 위한 항공당국 연합) 전문가가 초청되
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였다. 국토교통부 및 산업계
에서도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공유할 수 있었다.
단순히 세미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인항공기 위험기반 정책
에 대해서 정부의 JARUS(무인항공기 정책을 위한 항공당국 연합) 안전정책 국
제업무를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연구나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무인항공기의 위험관
리 연구를 수행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책활동과 함께 국제활동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드론산업협의체’에서 본 연
구에서 제시될 드론 및 무인기의 안전완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할
‘드론 안전방안 기술협의체’를 구성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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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4년 과제 중 3차년도 과제로,
1,2차년도에서는 드론 움직임에 대한 미시적 안전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3차년도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거시적 안전 평가지표 및 정책 적용방안
을 제시하였다. 특히 드론의 교통흐름 개념을 운영 전반으로 확장하여 국가드
론안전관리체계, 위험평가매트릭스 등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드론 관련 SNS 및 인터넷 뉴스 분석결과, 실제 안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관심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은 기존 항공기 대비 가시권에서
운용되는 경우가 많고 추락 등이 제3자 피해로 나타나며 사고 비율 및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드론 활용 활성화에 따라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기존의 항
공안전 관련 범규 및 정책과 비교했을 때 드론 안전 관련 법규 및 정책은 전무
한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항공안전 관련 지침 및 분석 방법론을 기반으
로 드론안전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 방법론 및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설물 진단 모니터링, 고속도로 위반체증, 행사장 촬영으로 드론
활용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운용환경, 개념, 공역, 등급 및 피해객체를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
다. 현 시점에서 드론 사용사업 및 드론 안전운용을 위해 현행 항공안전관리시
스템의 직접적 도입은 어렵기 때문에, 도입을 위한 드론 사용 사업군별 표준
운용 시나리오의 도입이 요구되며, 표준 운용 시나리오에 대한 위해요소 식별
과 시나리오 운용을 위한 최소장비리스트(안)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EASA
와 유사한 한국형 드론 운용 카테고리(OPS Category)를 운용하고 최소한의 안
전확보를 위해 EASA Class C1급 이상의 모든 드론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시
비행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드론 기체 및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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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 중국 등 드론 활용에 있어 선제
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우선 운용을
수행하면서 운항 데이터를 누적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4차년도에서는 1,2차년도의 미시적 지표와 3차년
도의 거시적 지표 피드백 및 검증을 수행하고, 실제 드론 활용 분야 적용 가능
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드론은 미래차, 수소에너지 등과 달리 기술 개발 자체 보다 활용 측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단, 활용 분야의 확산에 있어 안전성
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특히 기체 결함, 충돌 등으로 인한 추락으로 제3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나 멀지
않은 시기에 다가올 미래라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전한 드론 활용
을 위한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드론의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총 4차년도
연구 중 3차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드론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드론에 대한 안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드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정책적 과제이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드론의 교통흐름에 대한 공감대 조차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서, 다양한
기체와 활용 범위를 가지는 무인비행장치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초소형
부터 대형까지, 그리고 활용 목적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적으로도
명확한 분류가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여러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문이 많이 있으나, 소형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1, 2차년도 연구에서는 드론의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표현하기
위한 미시적인 안전성 지표 개발에 집중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아가 3차년도 연구부터는 드론의 교통흐름 개념을 드론에 대한 운영 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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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고, 정책적으로 활용가능한 안전성 지표(상업용 항공안전수준 기준 활용 지수)
및 방안(국가드론안전관리체계 등)과 드론 운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Safety Management System)와 이에 따른 안전성지표(위험평가 매트릭스)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드론이 명확한 범위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론의 교통흐름에 대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나 정의는 더욱 찾기 어려웠다. 사실 목적에 따라 단순 취미용부터
최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사람이 탑승하는 드론 택시까지, 다양한
활용에 따라 교통흐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차년도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개념적으로 정의된 실제 운영을 가정한 개별 드론 간 관계 측면에서 미시적인 안전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처럼 1, 2차년도 연구에서는 개념적인 드론에 기반한 드론 교통흐름의
정의와 미시적 안전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향후 드론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선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교통흐름에 대한 기초 매커니즘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드론과 관련된 안전성 지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실제 안전관련
자료의 축적이 아주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현재 모든 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상업용 항공이 가지는 안전 수준과 대비하여 아직 안전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3차년도 연구부터는 드론의 미시적인 정의나 분류와 개별 드론 간
관계보다 넓은 범위에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차원과 드론 운영자 단위의
안전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1, 2차년도
연구에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웠던 드론의 교통흐름에 대한 의미도, 개별적인 드론의
관계가 아닌 드론 운영 전반이라는 의미로 정의를 쉽고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국가차원과 드론 운영자 단위의 안전성 지표 개발에는 현재 항공안전관리에 적용
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과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수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안전성 지표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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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드론의 민간부문(정부·공공기관, 사업용, 레저용) 활용에 따른
드론 운영 관점에서 드론 교통 흐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간용 드론 운영의 안전성을 평가 및 정책 지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연차별 계획
본 연구는 4차년까지 진행하게 되며, 올해는 3차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올해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된 연차별 연구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연차별 연구내용
구분
2017년(1차년)
드론 교통관리체계 연구

2018년(2차년)
미시적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2019년(3차년)
드론 운영 개념에서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2020년(4차년)
연구결과 피드백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제시

세부내용
가시권, 비가시권 등 운영 개념 제시
주요국의 드론 운영 개념 및 제도 조사
기존의 교통관리체계 연구 분석 및 용도에 따른 운영 형태 검토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드론 포럼 개최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계속)
안전성 평가용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개발
드론 포럼 지속 개최
국가 드론안전관리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성 지표 개발
및 평가
드론 안전관리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성 지표(위험도
매트릭스) 개발 및 드론 안전관리시스템 시뮬레이션
드론 국제 포럼 개최
미시적 지표와 거시적 지표 피드백 및 검증
정책적 활용 방안 도출 및 추진
드론 국제 포럼 개최

주 : 4차년도 연구내용은 3차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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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는 드론 교통관리체계 연구, 2차년도는 드론 간 교통흐름 개념에서의
미시적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수행하였다. 1, 2차년도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3차년도는 드론 운용 개념에서 국가 드론안전관리체계 및 운용자의 항공안전
관리체계에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안전성 지표와 사업주체의 안전성를 개발한다.
4차년도는 3차년 간 연구를 검증하고 개선하며, 정책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 계획으로 보완 수립하였다. 1, 2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계획에서 연구 평가를 통하여 개선된 내용은 <표 1-2>와 같다.

다. 3차년도 연구의 내용적 범위
3차년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된 국민들과 정부
정책의 니즈를 파악하고, 항공안전과의 차이점 분석 수행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사고율 측면에서 교통수단들 중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 받는
항공분야를 벤치마킹해, 국가 드론안전관리체계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안전성
지표를 개발한다. 셋째, 1, 2차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드론
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드론안전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에 필요한 위험도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안전성 지표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3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양한 드론 기체와 활용, 그리고 운영체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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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차별 연구내용 변경(안)
연차별 목표
2017년(1차년)
드론 교통관리체계
연구
2018년(2차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변경 목표
2019년(3차년)
드론 운영 개념에서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국가 드론
안전체계 및 개별
운용자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2020년(4차년)
연구결과 피드백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제시
1~3차년도 결과
보완 및 완료, 정책적
활용 추진

세부내용
가시권, 비가시권 등 운영 개념 제시
주요국의 드론 운영 개념 및 제도 조사
기존의 교통관리체계 연구 분석 및 용도에 따른 운영 형태 검토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드론 포럼 개최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계속)
안전성 평가용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개발
드론 포럼 지속 개최

기존 세부내용(안)
안전성 평가용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개발 완료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등에서
운용 데이터 획득
획득한 데이터와 개발된 평가
지표에 따라 안전성 평가
드론 포럼 지속 개최
실 드론의 시험비행을 통한
안전성 평가
평가지표 활용 방안 제시 및
정책지원
드론 포럼 지속 개최

변경 세부내용(안)
드론 안전에 대한 정책적 니즈 재검토
국가 드론안전관리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드론 운용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위험도 매트릭스 개발
및 사례 분석
국제 드론 포럼으로 확대 추진
미시적 드론 교통흐름 지표와 국가
드론 안전 지표 및 위험도 매트릭스
개선 및 연계
안전성 지표 검증과 정책적 활용
추진
국제 드론 포럼 개최

라. 3차년도 연구의 공간적 범위
1, 2차년도에서는 기체범위와 운용 범위 등을 개념적으로 제한하고 미시적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3차년도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과 드론
운용자 입장에서의 드론 교통흐름 관리에서의 지표를 개발함으로서, 별도의
범위 제한 없이 기체범위와 운용 범위 등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차년도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정책적 니즈 분석, 상업용 항공안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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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안전의 수준, 정책적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드론 운용자의 안전관리체계
제안과 이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지표인 위험도 매트릭스 개발이다.
정책적 니즈 분석은 드론 활용에서 발생하는 Bottom-up 방식의 요구사항과
국내외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한 Top-down 방식의 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민의 입장에서 드론 안전에 대한 Bottom-up 방식의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 뉴스와 SNS에 기반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국내외 동향 파악을 위해서는 현재 드론 안전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국제세미나 등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2019년 현재 드론과 관련된 안전성 수준은 실제 본격적으로 일반적인 교통흐름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초기 단계이고 범위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그 실태조차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업용 항공 대비 드론의 운용에 대한
거시적인 안전 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체약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항공안전감독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정책 니즈 분석과 차이점 비교 분석을 기반으로, 3차년도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안전성 평가지표들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가
드론안전관리체계와 드론 운용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제안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과 드론 운용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안전성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우선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 평가지표는 국가
드론안전관리체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항목들의 충족도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
지표를 제안한다. 항공안전과의 차이점 분석에서 도출된 기초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 요인들에 대한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이어서 드론 운용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드론 운용에
있어서의 안전성 평가가 핵심이 된다. 이를 위해 항공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도 매트릭스를 드론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위험도 매트릭스를 드론 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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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지표로 전제한다. 하지만 위험도 매트릭스 자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에 대한 사례 구현을
통하여 위험도 매트릭스의 개념에 더불어 활용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드론 안전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기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증하기 위
한 기초적인 연구들과 향후 관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실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전반적인 드론 안전 수준을 평가하거나,
미시적으로 드론 운용자가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지표를 적용
하는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황으로, 이러한 부문에서 본 연구가 차별성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표 1-3>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보고서명 및 연구 목적

주요 연구 내용

주
요

1

선
행
연
구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 개발 및 통
합 시범 운용 - 항공기급 무인항공기
(자체중량 150kg 이상)가 유인항공기와
동일한 공역에서 같이 운용되기 위한
기술 개발

2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운항을 위한 저
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드론의 교통관리체계 개발

문헌 조사
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 강화
국내 법제도 개정

국가 항공안전관리체계 및 드론 운용자
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지표 개발

항공 안전 수준에 대한 드론의 안전 수
준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 제시
국가 정책 적용을 위한 거시적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드론 운용자가 안전관리시스템에 활용
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본 연구
(3차
년도)

무인기
무인기
무인기
무인기

관제기준 및 절차 제정
운항기술기준 제정
인증기준 제정
탐지 및 회피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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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년도 연구결과 요약
1. 1차년도
가장 우선적으로 사례조사 및 동향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등록, 상업적 비행허용,
비가시권 비행(BVLOS), 보험 등에 대한 드론 관련 제도 검토
- 상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비가시권(BVLOS, Beyond visual line of
sight) 비행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 추진 중
- 일본을 제외하고는 무게 기준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 특정 비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업적 비행 허용
드론 민간활용 전망 검토
- 전 세계 시장의 경우 상업용 시장 규모의 확대와 활용 서비스 시장이
제작 시장을 추월하여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시장의 경우, 군수요 중심시장에서 민간수요 시장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
미국, 유럽,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의 드론 교통관리체계 연구동향 검토
- 대부분의 주요국은 드론 교통관리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한 초기
단계로서 개념 정립 및 연구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

1차년도 연구는 4차년도 연구에서 적용될 드론 교통흐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VOLS, E-VOLS, BVOLS, RLOS 등 드론의 운영개념을 제시하였
으며, 활용분야에 따른 운영형태와 드론 교통흐름 범위 설정 및 정의를 검토
하였다. 드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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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1차년도 드론안전 체계 AHP 중요도 분석 결과
제1계층

기술

제도

중요도

0.238

제2계층

중요도

비가시권
운용 필수
기능

0.122

안전·보안
확보 기능

0.427

드론
교통체계

0.320

부가적
요구 기능

0.131

관리 제도

0.536

0.762
운용 기준

0.464

제3계층
상황인식을 위한 기술
충돌 회피 기술
악천후 비행 기술
주파수 혼선, 전파 노이즈 등
극복 기술
제어 불능 시 비상 대처 기술
전자 공격 및 해킹 극복 기술
드론 탐지 기술
비행계획 관리
운용 시 드론의 온도 영향
극복 기술
소음 저감 기술
드론 전용 주파수 배분 제도
드론 등록 및 이력관리 제도
사고 발생 대응 체계
제3자 피해 보상 등 보험
규제
비가시권 운용 기체 기준
안전 필수 장비의 범위·요건
및 관련 절차
비행허가의 기상 상태 기준
운용 지역에 따른 기준

중요도
(순위)
0.301(17)
0.612(15)
0.087(18)
0.179(14)
0.459(9)
0.362(11)
0.424(12)
0.576(10)
0.343(16)
0.657(13)
0.117(8)
0.134(7)
0.432(1)
0.317(2)
0.265(5)
0.277(4)
0.165(6)
0.292(3)

자료 : 88page, 1차년도 연구보고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드론 간 미시적 관계에서
드론 안전성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드론 간 conflict 위험도 계산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정형화된 교통 흐름과 자유 비행 상황을 구분하여 드론 간
conflict 위험도를 제시하였다. 변수로는 드론의 비행속도, 드론 간 최소 분리
간격, 드론 간 교차각, 교통 흐름의 교통류율, 시뮬레이션 공역 넓이, 드론의
초기위치, 드론의 댓수, Look-ahead time을 검토하였으며,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conflict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정책적 활용을 위해, 드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 드론 교통
체계 수립 지원, 드론 교통관리체계 플랫폼 지원, 드론 관련 R&D 사업 지원

10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드론
포럼을 구성하여 공청회 및 포럼을 개최하였다.

자료 : 130page, 1차년도 연구보고서

<그림 1-1> 정형화된 교통 흐름과 자유 비행 상황 비교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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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연구결과 요약
1차년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성 평가용 교통흐름 시뮬레이션을 개발
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드론 교통체계에서 공중충돌 발생에 따른 지상
제3자의 위험도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고려된 세부
항목들은 <표 1-5>와 같다.

목표 안전치

드론 간 conflict 빈도 * conflict로 인한 공중 충돌

사고 확률 * 사고로 인한 피해 면적 * 피해 면적의 인구밀도 * (1-피해
면적의 보호 효과) * 충격량에 따른 사망 확률

<표 1-5> 지상 제3자 위험도 세부 항목 검토
구분

세부내용

목표 안전치

FAA의 유인항공기의 안전목표치인 천만 비행시간 당 사망자 1명

드론 간 conflict 빈도

분당 약 0.5 회의 conflict가 발생하며 이를 천만비행시간 당으로 환
산하면 3억 회/천만 시간

conflict로 인한 공중
충돌 사고 확률

conflict 발생 방지에 실패할 확률 * DAA가 해결하지 못한 conflict가
공중 충돌로 이어질 확률
0.6%*0.01% = 0.00006% 혹은 천만분의 6

사고로 인한 피해
면적

사고영역넓이(m2) = 0.220464 * 항공기무게(kg)

피해 면적의 인구

지상 제3자 위험도 평가를 진행할 대상 지역의 인구밀도를 적용

피해 면적의 보호
효과

공중 충돌로 인한 추락 지역은 건물 옥상이나 외벽, 건물이나 차량의
유리창, 차량의 천장, 일반 도로나 인도일 수 있다. 각 지역의 보호
효과는 매우 상이
구조물 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지상의 사람의 경우에는 보호 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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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공중 충돌로 인한 운동에너지 손실)

  

  

      ′            


(공기저항이 있는 자유 낙하의 종단 속도)


예상 충격량

충격량에 따른 사망
확률




   cosh     


(낙하 드론으로 인한 충격량)
충돌 이후 낙하한 드론이 지표면에 닿을 때 잔해가 갖게 되는 운동에
너지는 충돌 직 후 수평 방향의 운동에너지와 낙하로 인한 수직 방향
의 운동에너지의 합
P(fatality|X)
=

ln   



ln    


            



 

자료 : 요약 14page, 2차년도 연구보고서

이어서 1~2차년에 걸쳐 개발한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conflict 위험성,
제3자 피해)를 가상의 드론 교통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개발
하였다. 우선 도심부의 드론 교통을 생성하기 위하여 우선 택배 드론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SP 조사를 통하여 드론 택배의
수단 분담률을 예측한 후, 실제 인구 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드론 택배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 분포 및 주거/상업/도로 등을 고려하여 드론
교통 체계 적용하고, 교통량을 생성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도심에서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안전 장비나 드론의 교통량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위험도를 낮춰야 하는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활용방안으로, 드론 교차로의 위치 설정방안,
추락용 낙하산 의무화, 탐지 및 회피 성능의 향상 및 인증 기준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드론 택배 실용화를 위한 비행시간 문제 검토, 돌발 상황 대처 문제 검토,
물품 수령 문제 검토, 비행 규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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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드론분야 안전관리 정책 니즈 분석
1. 드론 안전에 대한 국민의 니즈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IPSOS3)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에 따르면
설문자의 89%는 다양한 교통수단 중에서 항공교통이 이동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평가한다. 도로와 철도 교통도 88% 정도가 안전한 방법이라 평가하
였으며 항공교통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고 제일 낮은 비율을 보인 교통수단
은 79%의 수상 운송이 차지하였다.
반면에 항공교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무인 운항’ 관련 설문 결과는 항공
교통에 대한 인식과 대비되어 나타난다. 미국 항공조종사협회(Air Line Pilot
Association, ALPA)에서 수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완벽히 자동화된
항공기에 탑승해도 편안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약 15%에 그쳤으며, 반
대로 “전혀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약 81%를 기록하였다.
위 온라인 설문의 결과 항공교통 분야는 문제 해결, 시스템 오류 해결 등
여러 의사결정에 있어 조종사 2인 체제가 가장 알맞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무인 운항에 관한 미국 시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인식이

3) Ipsos(2018.07.31.), Few Would be comfortable with Flying on Pilotless Airliners
(https://www.ips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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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이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미국 온라인 설문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문 결과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그
러나 ‘무인 운항’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부분을 인식하는 것은 현재 ‘무인 운항’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출발 선상에 있는 드론산업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전
제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 조사 방법과 유사하며 많은 장점이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4)을 이용하
였다. 위 기법은 퍼져있는 인식들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군데로 모아 응축
시켜 전반적인 의견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 : Ipsos(2018.07.31.), Few Would be comfortable with Flying on Pilotless Airliners
(https://www.ipsos.com)

<그림 2-1> 무인항공기 탑승에 대한 인식

4) 매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파일로 변환, 여러 개의 단어로 토큰화(Tokenizing)하여 나눠진 단어들을 종합
해 단어 빈도수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기법

제2장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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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무인 운항’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이 가진 ‘드론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드론 안전’에 관한
인식 수준은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인식 수준과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인식 수
준의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례로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안에서는 드론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이며 일상적인 정보가, 뉴스 안에서는 현장의 집약된 경제적(산업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드론 안전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적용을 위한 데
이터의 출처로 일상적(개인) 부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 하나인 인스타그
램(Instagram)을, 산업적 부분은 종합 온라인 언론 매체인 네이버 뉴스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가. 인스타그램 키워드 분석
앞서 언급한 대로 ‘드론 안전’에 대한 일상적(개인적)인 부분의 인식을 종합
하기 위해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을 데이터 출처(소스)로 사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시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 프로세스는 우선 검색 키워드
의 설정이 요구된다. ‘드론’ 키워드의 경우 각각 파생된 키워드가 많아 게시물
수를 기준으로 4개의 단어(드론, 드론스타그램, 드론샷, 드론촬영)를 검색 키
워드로 선정하였다. 검색 키워드와 중복이 제거된 공개 게시물 수는 <표 2-1>
과 같다.

<표 2-1> 인스타그램(SNS) 검색 키워드별 게시물 수
키워드

게시물 수

드론

3,135

드론스타그램

5,035

드론샷

2,731

드론촬영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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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데이터 소스의 본문을 복사하여 파일화하는 크롤링(Crawling) 작
업이 분석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내의
본문(Context)과 해시태그(Hash Tag) 둘 다 포함한 텍스트를 크롤링하여 텍스
트 데이터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눠진 단어들을 기반으로 빈도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빈도수 분석의 결과는 단어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림 안에
서 크게 보이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시각화하여 나타내었다. 각 검
색 키워드 안에서 추출한 단어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는 <그림 2-2>와 같
다.

<그림 2-2> 드론 검색키워드별 워드클라우드 결과

빈도수 분석(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촬영’과 관련된 단어가 빈번하게 출
현한다는 점이 각각의 키워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는 드론사용
의 일상적(개인적) 목적이 데이터 추출 소스인 인스타그램의 특성과 연관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촬영’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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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여행과 직결되어 관련이 높은 단어들이 분포하고 있는 점이 분석결
과 드러난다.
나아가 상위 20개 단어를 나열하여 보았을 때, 여행, 서핑, 캠핑, 일상의 단
어들이 공동으로 상위 4개의 검색 키워드 안의 순위로 나타난다. 위 단어들과
검색 키워드의 관계를 유추해 보았을 때, 드론 장비의 개인적인 용도를 ‘자유
여행’ 안에서 ‘특별함’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남기는 것이 주목적이 될 수 있음
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기술수용의 시기가 빠르고 활용의 폭이 넓은
20~30대 사이에서 ‘일상 속 특별함을 추구한다.’라는 현재의 트렌드와 맞물려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 인스타그램(SNS) ‘드론’ 검색키워드 종합 단어 빈도수 및 비율

반면에 위의 트렌드와 ‘안전’ 단어 빈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확연한 차이
가 나타난다. <그림 2-3>에서 검색 키워드 각각의 결과 단어들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빈도수를 새로 나타냈을 경우를 그래프로 시각화한다. 촬영, 여행, 영
상과 같은 단어들은 빈도수 1,000 이상이거나 근접하지만 ‘안전’ 단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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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 40으로 확연히 낮은 빈도를 보인다. 더욱이 ‘드론 안전’과 밀접한 위험,
위협, 충돌 등의 ‘안전 위협요소’들은 본 결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
면 키워드와 관련된 일반적인 빈도수만 보았을 때는 드론이라는 장비(기술) 사
용의 일상적인 부분에서 안전 관련 관심도는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나. 네이버 뉴스 키워드 분석
산업적(현장)인 부분의 주된 특징은 한 경제체계(System) 내의 하나의 주제
에 있어서 다양한 추세(Multi-Trend)로 뉴스에 표출된다는 점이다. 즉 ‘드론’이
라는 검색 키워드를 중심으로 드론관련 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제 주체
들의 니즈가 다양하게 포함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개인 목적 내에서 한 가지의
추세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일상적(개인)인 부분과의 차이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적인 부분의 의견을 표출한 대표적
인 매체를 네이버 포털의 뉴스페이지로 선정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시행하
였다. 연구 프로세스는 마찬가지로 검색 키워드는 ‘드론’ 1개의 단어로, 크롤링
작업은 각 뉴스기사의 헤드라인(Headline)들을 추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산업
적인 부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5년(2014년~2018년)의 시간적 범위를 두어 연도별 차이
점과 특징을 찾기 위해 주력하였다. 연도별 크롤링된 정제 가능한 기사 수는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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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네이버 뉴스 연도별 크롤링 기사 수
연도

기사 수(개)

2014

3,722

2015

13,476

2016

38,304

2017

43,385

2018

43,139

크롤링된 기사 수의 주된 특징으로는 2014년 이후 급속도로 드론 관련 수치
(기사 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의 확산과
더불어 활용 가능한 기술의 약진으로 인해 드론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이
증가하여 언론 매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론 매체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 드론 안전 인
식과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그에 따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뉴스를 데이터 원천(소스)로 하여 연도별 빈도수 분석(워드 클라우드), 안
전(위협) 키워드 분석, 다른 키워드(무인자동차)와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논문을 데이터 원천으로 하여 빈도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1) ‘드론’ 키워드 네이버 뉴스 연도별 빈도수 분석
연도별 ‘드론’ 검색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결과는 <그림 2-4>와 같다. 워드
클라우드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에는 ‘공급’, ‘로봇’, ‘무인기’와 같
은 단어들의 빈도수가 상위로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활용 기술
의 수준에 따른 범위가 군용 무인기로 한정되어 이에 따른 관심도 또한, 제한
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활용 기술의 범위
가 좁으므로 ‘드론’ 인식의 확산 수준이 확연히 낮게 표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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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2-4> 네이버 뉴스 ‘드론’ 검색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결과

2016년은 ‘미래’, ‘기술’, ‘활용’ 등의 단어가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경우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앞서 언급한 것과 반대로 한정적이
었던 드론사용의 목적과 그에 따른 폭이 넓어져 관심도도 정비례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산업혁명’ 단어의 빈도수가 상위권에 나타나며
‘개최’, ‘개발’, ‘교육 등의 단어 비중이 높은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학술대회, 세미나, 정책계획, 드론
집단교육 등 현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론산업 내 기술적 학습강화라는 트
렌드가 투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빈도수 분석결과, ’드론‘ 키워드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드론산업 관심도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방향
성에서 드론산업이 미래지향(기술촉진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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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드론산업의 확대는 이와 같은
트렌드를 한 축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후에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드론’ 키워드 네이버 뉴스 ‘안전’ 관련 빈도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일상적 부분과 마찬가지로 산업적인 부분을 ’안
전성‘ 측면에서 상위 단어들과 비교해 보았다. 연도 전체의 텍스트를 합친 데
이터로부터 추출한 ’안전‘ 단어의 빈도수는 약 2800여 개로 상위 빈도수에 속
하지만, 전체 산업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는 절반 정도로 나타난다.

<그림 2-5> 네이버 뉴스 ‘드론’ 키워드 종합 단어 빈도수(안전)

안전과 밀접한 단어인 ’안전성‘, ’공공안전‘의 경우 약 100여 개의 빈도수를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미래지향적 특성을 가진 단어들과 비교했을 때 수치
상으로는 확연히 낮으며 이에 따라 상위권에 있는 단어들에 비해 관심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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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안전 관련 단어 빈도수와 비율은 <그림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상적 부분(인스타그램)에서 시행했던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드론의
안전성과 가장 밀접한 주제를 ‘위험도’로 가정하였다.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는
사고 위험의 증가에 따라 크게 두드러질 수 있어 안전 키워드 대비 위험 키워
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드론 안전’ 관심도가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 대비 위험 관련 키워드의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안전’ 키워드의 총 빈도수가 2800여 개라고 한다면 위험 관련 키워
드(‘위협’, ‘충돌’, ‘위험’, ‘해킹’)의 경우 약 200~300여 개 정도로 나타난다. 이
는 ‘안전’ 단어와 비교했을 때의 약 10%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며,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네이버 뉴스 ‘드론’ 키워드 종합 단어 빈도수(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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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산업 부분에서의 드론 관련 국민 안전성 니즈 분석의 결과, 안
전 관련 단어의 낮은 빈도수와 위험 파생 단어의 ‘안전’ 단어 대비 낮은 비율로
드론 기술과 활용 폭 확대에 따른 점진적 증가를 이루었다고 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드론’ 키워드만을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고 데
이터 추출 원천이 편향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 ‘드론’과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의 정도를 다른 ‘키워드’나 ‘추출 소스’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3) ‘드론’, ‘무인자동차’ 키워드 네이버 뉴스 안전 단어 비교 분석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점에 따라 우선 유사한 교통기술 분야인 ‘무
인자동차’ 키워드와 ‘안전’ 단어의 비교를 연도별 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먼저 드론에 대한 ‘안전’ 단어의 연도별 빈도수와 전체 단어(상위 1000개 단
어 기준)의 비율로 살펴보았을 경우 연도가 지날수록 빈도수와 비율 모두 증가
하는 정비례의 관계를 <그림 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 네이버 뉴스 ‘드론’ 키워드 연도별 ‘안전’ 빈도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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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안전’ 단어 빈도수와 비율 모두 낮게 나타났지만, 4년 후인 2018
년에는 ‘안전’ 단어의 빈도수가 1200여 개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비율 부분
에서도 0.01% 미만에서 0.6%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드론에서의 ‘안전’ 단어는 이전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기
록하였으나 위 그래프 곡선과 같이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추후 증가할 가능
성이 큰 단어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위 드론의 결과와 비슷한 증가 추세를 유사한 기술 분야인 ‘무인 자동차’에
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무인 자동차의 경우 드론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기술
의 특성이 강한 키워드이다.

<그림 2-8> 네이버 뉴스 ‘무인자동차’ 키워드 연도별 ‘안전’ 빈도수 및 비율

무인 자동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ATSA)에서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량순환의 극대화와 승객밀도를 최대화하는 작
업을 통해 차량정체 해소와 교통사고율 감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활
용 목적은 발전된 드론 활용에서 ‘드론 택시’와 유사성을 지니며 실시간으로

제2장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방향 검토

25

활용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드론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무인 자동차’ 검색 키워드에 대한 ‘안전’ 빈도수와 전체 단어별 비율(1000
개 단어 추출)의 결과는 <그림 2-8>과 같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안전’ 단어의 빈도수와 비율은 낮으며 증가 폭도
크지 않았지만, 이는 기술활용 발전에 따라 안전 인식 수준이 정비례한 것으로
보인다.
‘무인 자동차’와 ‘드론’의 뉴스 검색 키워드 분석에서 검색 연도 초기에는
‘키덜트’, ‘로봇’, ‘레이싱’ 등의 단어가 발견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검색 연도 후기에는 ‘기술’, ‘미래’, ‘산업’ 등의 단어가 주로
발견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 기술 폭 확장에
따른 인식 수준의 증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선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에 보았을 때, ‘드론’ 검색 키워드의 비율
이 ‘무인자동차’ 키워드보다 높게 나온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안
전’의 출현 비율만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는 산업적 부분에서 ‘드론’의 안전 관
심 수준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더욱이 만일, 이 추세가 지속해서
나타난다면 추후 연도에는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빈도수도 ‘무인자동차’
를 추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드론’ 키워드 논문 안전 단어 비교 분석
<그림 2-9>는 검색 키워드 ‘드론’의 텍스트 마이닝 추출 소스를 논문으로 설
정한 결과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논문의 ‘드론’ 키워드 분석결과 ‘산업’, ‘기술’
과 ‘안전’의 빈도수와 비율이 앞선 네이버 기사와 유사하게 나온 점을 확인할
수 있다(‘안전’ 키워드 비율 0.4~0.5%). 이는 산업적인 부분과 학술 연구 방향
에서의 범위가 특정 부분에서는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으며,
이 같은 특징이 지속해서 나타난다면 드론산업 내 기술활용의 확장에 따른 안
전 관심도에 대한 꾸준한 증가 추세를 학술 연구에서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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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논문 ‘드론’ 키워드 종합 단어 빈도수(안전)

다. 드론 안전에 대한 국민의 니즈 시사점
국민 니즈 관련 키워드 분석에서 도출된 드론의 안전 인식 수준은 ‘드론’ 자
체만의 관심도와 비교해 보았을 경우 아직은 미미한 형태이지만, 지속해서 관
심도가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면 향후 몇 년 이후에는 일상 속에서와
산업 현장에서도 ‘드론’ 관련 안전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본 분석결과 기
대할 수 있다.
이어서 ‘기술활용 폭의 증가’와 ‘드론 안전 수준’이 향후 높은 정비례 관계를
지속해서 보인다면, 이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의
강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안전성
증대 정책방안의 확대 또는 ‘드론 안전성 지표의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
가 추가로 진행되어 앞서 분석한 국민 니즈 분석결과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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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앞으로 드론의 미래 활용(드론 택시 등)의 관점에서도 기존 드론
니즈와 안전 관련 인식의 폭 확대를 포괄한 기술수용 반발의 절감 실현이 필요
하다. 기술수용 반발의 절감은 향후 미래에 드론 택시, 드론 택배와 같은 상위
활용 범위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용화를 하는 부분에 어
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추후 미래 교통 약진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요
컨대 드론 안전 인식 수준을 높이는 구체적인 작업이 본 연구와 남은 정책과제
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2. 정책 니즈 분석
가. 드론 안전정책의 필요성
드론 사용 산업은 현재 농업, 물류, 촬영 및 레저의 상업적 용도를 넘어 직접
드론을 타고 비행하거나, 택배운송에 널리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확장
되고 있으며, Teal Group에서는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가 2016년 약 3.9억
달러에서 2025년 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5)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는 ‘우버 엘리베이트 서밋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을 이용한 플랫폼 기반 지
상-공중 통합 교통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초기에는
유인으로 시작하지만, 드론 전용 터미널(복합 충전시설의 완비)인 ‘스카이 포
트’의 설계와 함께 상용화 시점에는 자율비행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맨해튼 내의 교통체증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 말하면 드론
활용의 일상속 심도 있는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드론 활용(드론 택시, 드론 택배
사업 등)의 교통시스템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국토교통부 미래 드론 교통과를
5) 자료 : Teal Group Corporation(2016), World civil unmanned aerial systems: Market profile & foreca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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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시켰으며, 2023년까지 플라잉 카 시험을 거쳐 시범서비스 출시의 로드맵
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드론사용 산업에 대한 범위 확장에 따라 우리나라 안에서 드론 관련
정책적 로드맵에 맞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시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 시행 조건 내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되는 정책적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개선 및 확충시키는 방향성을 확
보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JARUS의 해외 각국의 무인항공기 관련 정책 동향과
Airbus의 Blueprint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우리나라 드론산업 내 미래의 정책
적 니즈를 분석하여 방향성을 유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 : Uber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uber.com/us/en/elevate/vision/)

<그림 2-10> Uber 홈페이지 Skyport Infrastructure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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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JARUS(무인항공기 정책을 위한 항공당국 연합)
1) 개요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f Unmanned Systems ; 무인항
공기 정책을 위한 항공당국 연합)은 전 세계 항공당국의 연합을 통해 무인항공
기에 대한 안전정책을 논의하고, 통일된 안전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15
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도 소속이 되어 있으며, 매년 총회를 통
해 각국의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018년 총회는 미국 샌디에이
고에서, 2019년 총회는 3월 폴란드 카토비세에서 개최되었다.

자료 : JARUS 인터넷 홈페이지(http://jarus-rpas.org/)

<그림 2-11> JARUS 홈페이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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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US는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고, 국제기준
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총 7개의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이
를 논의하고 있으며, 운항승무원 자격(Flight Crew Licensing), 운항
(Operation), 감항(Airworthiness), 탐지 및 회피(Detect & Avoid), 명령, 컨트
롤 & 의사소통(Command, Control & Communications), 안전 및 위험 관리
(Safety & Risk Management), 운항 컨셉(Concept of Opera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 JARUS 인터넷 홈페이지(http://jarus-rpas.org/)

<그림 2-12> JARUS Working Grou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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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US의 7개 Working Group은 2013년부터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다양
한 정책 및 연구 자료들을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는 주제도 공개하
여 다루고 있다. 아래의 표는 이런 자료들에 대한 주제 및 설명이 연혁별로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

<표 2-3> JARUS의 7개 Working Group
상태

발행
일자

경량 무인 항공기 시스템 인증 규격

공개

2013.
10.30

RPAS C2
Link RCP

C2 Link RCP의 개념을 설명하고 C2 통신의 제공에
적용되는 요건을 식별하기 위한 지침 자료. (최신 C2
Link RLP 문서 JAR-doc-13 참조)

공개

2014.
10.10

WG1

FCL
권고사항

RPAS 운영에 있어 일관된 자격과 역량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2015.
09.09

WG6

AMC
RPAS
1309
(package)

형식 인증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사항을 다룸. 1309
감항 요건을 준수하는 수단이다.

공개

2015.
11.01

WG3

CS-LUAS

각 주가 경량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인증 규격과
관련 국가 법률 입법에 사용할 권고안을 제공한다.

공개

2016.
12.23

해당 운항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신뢰도를 확립하
기 위해 위험 평가 방법론을 제시한다. 자료에는 경
영진 요약본 및 부속서가 있다.
부록 A - 특정 UAS 운영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표시와
운영에 대한 지침.
부록 B - 본질적인 육상 위험 완화을 위한 무결성 및
신뢰도 수준.
부록 C 전략적 충돌 완화 위험 평가.
부록 D 전술적 충돌 완화 위험평가.
부록 E - 운영 안전 목표(OSO)의 무결성 및 신뢰도 수준.
부록 I 용어 설명

공개

2019.
06.03

관제사 데이터 링크 통신 문서는 CPDLC 및 지원되는
ATS 서비스에 대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요약
하고 이를 RPAS 운영과 연결하기 위함이다.

공개

2016.
06.20

WG

제목

WG3

LURS
인증 규격

WG5

WG6

WG5

SORA
(Package)
및 표준
계획안

CPDLC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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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

제목

내용

상태

발행
일자

WG4

탐지 및
회피

공역 요건에 기반하여 DAA시스템의 설계 목표를 도
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내부검
토중

-

WG7

RPAS
운영상의
분류

다양한 유형의 UAS 및 UAS 운영에 대한 규제 참여
수준을 설명하는 분류 체계

외부검
토중

2018.
08.17

WG1

FCL GM

JARUS FCL 권장사항에 대한 지침

공개

2017.
04.11

WG4

VLL
운영에
관한 탐지
및 회피
CONOPS

VLL에서 UAS의 추가 개발과 운용 개념의 정교화를 다룬다.

내부검
토중

-

WG5

RPAS C2
Link
CONOPS

C2 Link에 중점을 두고 있다. C2 Link를 이용하여
공역에서 운항할 때, 항공기(PRA)에서 필요한 무선
항공로 정보(AIS)와 기상정보(MET)의 대부분을 다룬다.

내부검
토중

-

WG5

Required
C2
Performance (RLP)
concept

RCP 약어는 ATM 기능을 지원하는 현행의 RCP와 명
령 및 제어 기능을 지원하는 필수 C2 링크 성능 사이
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RLP로 수정되었다.

공개

2016.
05.30

공개

2018.
07.20

공개

2019.
05.02

공개

2018.
07.20

OPS Cat
A
WG2
OPS Cat
B

SEC

두 자료는 제조, 운용, 유지보수 및 서비스 제공과 관
련된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이는 WG 7의 RPAS 운영 분류와 WG 6에
서 개발한 SORA에 따른 A & B 분류에 기초한다.

JARUS Glossary의 목적은 JARUS 문서에 사용된 용
어와 약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다.
JARUS
동시에 다른 조직과 작업 그룹에서 새로운 정의와 용
GLOSSARY
어를 고려 중이다. 이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살아있
는 문서가 될 것이다. 내용은 정기적으로 갱신 중이다.

자료 : JARUS 인터넷 홈페이지(http://jarus-rpas.org/)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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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각국의 무인항공기 관련 정책 동향
JARUS는

세계

30개국의

무인항공기

규정을

비교·정리한

자료인

Comparison national Regulations_oct2017 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무인기 규정을 각 세부 규정별로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
고 있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무게한계, 자격, 가시권 및 비가시권, 고도제한, 운
영제한, 보고 방식 등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엑셀 표로 정리된 각 국의 무인
항공기 정책 동향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해외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정책 수준은 아직 운항개념을 확립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1) 무게 제한
크게 25kg/150kg/제한없음으로 분류된다. 16개국이 150kg, 5개국이
25kg, 1개국이 5kg의 무게 제한을 두고 있고, 7개국에는 무게 제한이 없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25kg, 영국은 150kg로 각각 제한을 두고 있고 호주
는 무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자료 : JARUS(2018), Comparison national Regulations_oct2017 내용 편집

<그림 2-13> 무게 제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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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일반적으로 무게를 기준으로 2~5구간으로 나눈다. 목적에 따라 분류하
기도 한다. 터키의 경우, 기술상, 운영상의 분류가 있다. 기술상 무인항공
기를 무게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고, 운영상 오락용과 상업용 및 허가가
필요한 항공기로 나눌 수 있다.

3) 요구 운항 특성
완전 허가제와 부분 허가제, 신고제가 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반드시
비행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국가는, 특수비행운항증명서
(SFOC : Special Flight Operation Certificate), 무인항공기작업자승인이 있
거나 무게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허가를 면해주고, 위험평가와 중요
도를 바탕으로 운항 사례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저위험 운항은 신고만
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4) 자격
운영자 책임부터 시험, 역량 평가, (특별)승인까지 조종사의 자격을 강
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격은 시험을 통
과하면 부여된다. 시험은 이론(규칙)시험, 실무(비행 전 준비 및 조종 기
술)시험, 건강검진의 과정을 거친다.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경우,

조종사

직무기술서에 정의된 역량 수준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5) 감항 인증
감항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 감항 인증을 하고있는 국가
의 경우, 특수한 성격을 가진 고위험군 운항에 무인항공기가 안전하게 비
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적합성 증명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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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무게(>25kg, >150kg)와 운항면적에 따라 CofA(Certificate of
Airworthiness) 필요 여부가 결정되고 스웨덴의 경우 운영승인 과정에 감
항 인증을 포함한다.

6) 가시권 운항
원격 조종사나 관측자의 시야 내에서 무인항공기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
다. 조종사가 무인항공기의 위치, 방향, 상태 등을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
다면, 해당 무인항공기는 ‘가시권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주
요국을 비롯한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가시권 운항이 가능하다. 조종사
의 육안 내에 포착되는 기체의 운항은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핀란드와 이
탈리아는 더 나아가 확장된 형태의 가시권 운항(EVLOS : Extended Visual
Line of Sight)이 가능하다. 이는 원격조종사가 관측자의 육안에 의한 상황인식
을 기반으로 하여 통신하며 조종하는 운영 방식이다.6)

7) 비가시권 운항
가시권 운항과는 반대로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으로, 직접 혹은 지상 네트워
크를 통한 통신이다.7) 가시권 운항에 비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대개 대기의
흐름을 무시할 수 있거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분리된 공역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현재 무인기가 비행 중에 장애물이나 다른 무인기 및 일
반 항공기 등을 인식하여 스스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조
종자의 육안범위 내에서만 비행하도록 규제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6) 신동춘. (2016). 무인항공기시스템과 인적 요인. 항공진흥, 17-30.
7) 신동춘. (2016). 무인항공기시스템과 인적 요인. 항공진흥,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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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도 제한
30개국 중 8개국(호주, 캐나다, 몰타, 남아프리카, 터키, 아랍 에미리트
연방, 영국, 미국), 약 27%의 국가가 지상 400피트를 제한 고도로 정하고
있다. 그 외 50m부터 500피트까지 다양한 제한이 있다.

9) 횡적 거리
무인항공기와 조종사 혹은 관측자 사이의 가로 거리를 말한다. 많은 국
가에서 가시권(VLOS)으로 제한하고 있고, 흔히 가시권을 500m 이하로 규
정한다.

10) 운항 제한
일반적으로 특수비행운항증명서(SFOC)에는 최소 70개의 제한 요건이
있다. 공역 및 고도를 제한하는 특수 요건, 관측자 사용에 관한 일반 요건,
통신 링크 탐지(Lost Link Procedure)와 같은 일반 비행 요건, 조종사에 관
한 인력 요건,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무인항공기시스템 요건사고 및 사건
조사 요건 등이 그 내용이다.
각 국은 대부분 분리된 공역에서 비행하길 권고하고 제한 구역과 제한
구역으로부터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피해야 할
구역으로는 혼잡 구역, 인구 밀집 지역, 공항으로부터 헬리콥터로부터 혼
잡 구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시설, 공항 등이 있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주는 호주의 운항 제한이다.
(a) 무인항공기는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가시권 내에서 운항된다.
(b) 무인항공기는 지상 400피트 이하로 운항된다.
(c) 무인항공기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의 30m 이내에서 운항되지 않는다.
(d) 무인항공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항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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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지 구역
(ii) RA3로 분류된 제한 구역
(iii) 규정 101.065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RA2 또는 RA1으로 분류되는 제한 구역
(iv) 인구가 많은 지역
(v) 비행장의 기동 지역으로부터 3해리 이내
(e) 무인항공기는 각 부분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화재, 치안과 같은 비상상황과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지역 위에서 작
동되지 않는다.
(f)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는 사람은 오직 해당 항공기만을 담당한다.

11) 항로 점유권
세계 각국의 항공청 및 관련 기관들은 무인항공기의 안전성과 산업 활
성화를 고려하여, 유인항공기가 사용하는 공역에 무인항공기의 운용을 통합시
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8) 이에 따라 후발주자인 무인항공기는 모든 유
인항공기에 통행권을 양보해야 한다. 로마니아는 예외적으로 분리된 공역에서
무인항공기의 통행을 보장한다.

12) 사고 보고
30개국 중 22개국, 즉 70%가 넘는 국가에서 사고 보고를 실시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고 주체, 보고 기간, 보고 내용, 보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휘하는 원격 조종사는 사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최소한 심각한 부상, 의

8) 안진영. (2015). 세계의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 (UAS) 관련 규제 현황.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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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불명 또는 최소 500달러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운항을 FAA에 보고해야
한다. 특정 무인항공기 사고는 또한 국가 교통 안전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자료 : JARUS(2018), Comparison national Regulations_oct2017 내용 편집

<그림 2-14> 사고 보고 비율

13) 보험
30개국 중 23개국, 즉 70%가 넘는 국가에 보험 제도가 있다. 나머지 7개국
은 보험 제도를 두고 있진 않으나, 권장하고 있다.

자료 : JARUS(2018), Comparison national Regulations_oct2017 내용 편집

<그림 2-15> 보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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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항공품질기술관리
항공품질기술관리(Quality Engineering)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보증하는
각종 서류적 근거, 절차적 적정성과 관련된 기준과 정책을 입안하며, 항공
기 운영(비행, 정비)과 관련된 데이터 분류 및 분석을 통해 항공기 및 관련 시
스템의 품질수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77%에 해당하는 23개국에서는 항공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3%
에 해당하는 7개국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자료 : JARUS(2018), Comparison national Regulations_oct2017 내용 편집

<그림 2-16> 항공품질보증 비율

15) 운항 교육기관
운항 교육기관을 보면 단지 9% 정도의 국가에서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
다. 70% 정도의 국가에서는 아직 운항 교육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모습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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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JARUS(2018), Comparison national Regulations_oct2017 내용 편집

<그림 2-17> 운항 교육기관 비율

라. Airbus의 무인기 로드맵(BluePrint)
Airbus(사)의 무인기 로드맵

BluePrint

9)에서는

미래 무인기의 청사진

을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무인기의 기술적 성능에 따
른 단계를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각 분야의 필요한 임무들도 제시하고 있다.
각 분야는 ’정책집행자와 규정(policy makers and regulators)’, ‘기술 제공자
와 기준수립 기관(technical providers and standards bodies)’, ‘공역 운영자
(airspace operators)’,‘공역 그리고 무인기 서비스 제공자(airspace and
unmanned service providers)’이다.
레벨은 0부터 5까지 단계를 나누고 있으며, 현재는 레벨1로써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라 정의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인간 조종사를 지
원하며 업무량을 줄여주고 안전을 향상하는 차원이며, 자동조종 기술은
이제 막 도입된 시점에서 제한된 공역에서 운영이 이뤄진다. 레벨2에서는
부분적인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레벨3부터는 조건적 자동화가, 레벨 4부
9) 자료 : Airbus(2018), BLUEPRINT FOR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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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본격적인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레벨5는 완전한 자동화
를 의미한다. 완전한 자동화 수준에서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완전한 그
리고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드론 운영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일반항공 그리고 상업항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완전
한 자동화된 운항을 할 수 있다.

자료 : Airbus(2018), Blueprint

<그림 2-18> Airbus의 BluePrint 미래 상상도

정책집행자와 규정(policy makers and regulators)을 보면 앞으로 드론
안전을 위한 정책집행자의 역할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는 가시권 운항에
대한 규정과 waiver program, 그리고 가시권 운항 자격증 등을 발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레벨2로 가기 위해서는 무인항공기를 위한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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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며, 운항장비의 ID 부여, 비상상황과 최우선상
황에 대한 대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높은 레벨로 올라갈수록 규정과 정책을 고
도화되며, 특히 사람 위로 지나갈 수 있는 안전성을 높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
다. 최종적으로는 자동화에 대한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기체 간 탐지 및 회피 기
술을 이룩해야 하며, 위험기반의 승인체계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아
닌 제3 기관이나 조직이 자유롭게 이를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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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BluePrint의 무인항공기 단계별 과정과 정책
단계

단계별
정의

정책집행
자와
규정

기술
제공자와
기준수립
기관

레벨 0 : 무인화 전
단계

레벨 1 : 불완전한
자동화

레벨 2 : 부분적
자동화

레벨 3 : 조건적
자동화

레벨 4 : 높은
수준의 자동화

인간 조종사는 항공
기의 안전한 운항에
책임이 있다. 기존
의 항공기는 정해진
공역 지침, 조종사
의 조심성, 탑재된
충돌 방지 시스템에
의거해 서로를 피해
간다. 드론은 합법
적으로 조종사의 시
야 안에서만 운항된
다.

컴퓨터
시스템은
업무량을 줄여주고
안전을 향상함으로
써 인간 조종사를
지원한다, 자동화는
GPS와 여러 운항
기술 등 조종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자동 조종 장치의
형태로 운영된다.
자동조종 기술은 이
제 막 도입된 시점
에서 제한된 공역에
서 운영이 이뤄진
다.

탑재된 자동화 시스
템은 현재 활동의
대부분을 통제한다.
조종사는 시스템을
관리 및 감독하고
필요시에만 조종을
개시한다. 항공기와
드론은 낮은 밀도로
공존하기 위한 지상
기반 시스템으로 조
직화된다.

자동화 시스템은 항
공기 운항의 대부분
을 수행한다. 하지만
운항 조건이 충족되
지 않았을 때, 시스
템은 다시 조종사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
간다. 정해진 절차,
운항 규정, 소통 채
널을 통해 항공기와
드론은 항공기 근처
에 공항이 있는 것
처럼 서로에게 근접
하여 운영된다.

감독자는 조종자에
게 사적인 공역을 요
구하기보단 비행대
를 적절히 조직화함
으로써 그들을 관리
한다. 드론은 더 넓
은 범위의 자동화된
공역에서 날 수 있
다. 상업항공은 단독
조종이 가능하다. 자
동화는 능동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인
간의 주의가 필요할
때, 인간에게 사전통
고를 준다.

VLOS 운항 규칙(US
Part 107, NZ
101/102)

Waiver program
VLOS 조종 자격

승인 정책
등록 사항
운항장비의 ID 부여
비상상황과
최우선상황에 대한
대비책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운항 규칙
조종사/시스템
등급화
사람 위로 지나가는
운항
정당한 접근성 제공

자동화 인증
탐지 및 회피 기술
인증
위험 기반의 승인

인증 서비스에 대한
서드 파티의 인가

무선 상의 명령 및
통제

기본 탐지 센서와
회피(ACAS-X)
기본 감독(ADS-B)

교통과 기반시설 간
소통
보안 요건
ID 감독 설비

운항과 DAA 수행
요건
교통 매니저 승인
위험 평가

서비스 간 조정
공중 회랑 통제
인가

비행대 간 정보
공유
다모드의 항공 교통
조정

자료 : Airbus(2018), BLUEPRINT FOR THE SKY

레벨 5 : 완전한
자동화
어떤 상황이 닥쳐와
도 완전한 그리고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단순히 드론 운
영뿐만 아니라 헬리
콥터, 일반항공 그
리고 상업항공에 이
르기까지 모든 분야
에서 완전한 자동화
된 운항을 할 수 있
다. 서비스 제공자
의 능력과 결합되
어, 탑재된 시스템
은 언제 그리고 어
떻게 공역이 사용될
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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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재 정부(국토교통부) 드론 정책 현황
현재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16)에서 볼 수 있는 드론 관련
정책 사항은 자국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를 위한 민·관 합동의 창의·혁신 지원 및 신기술·제품을 위한 제
도와 기준을 연구 중이며 공공분야의 다양한 실증 및 활용 촉진을 추진
중이다. 드론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료 :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2017~2026], 13page

<그림 2-19> 드론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제2장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방향 검토

45

그리고 19년 10월에 간행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에서는 신산
업 분야의 새 접근법으로 ‘드론’ 분야에 대한 선정과 드론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뚜렷한 대응 및 기술발전 전개 양상 예측을 위한 로드맵
을 제시하였다. 인프라 영역 세부내용(1단계)은 다음과 같다.

<표 2-5> 로드맵 1단계(~2020) 드론 인프라 영역 세부 내용
규제이슈

기존 내용

개선 사항

드론 비행 시 비행장소,
경로, 시간 및 육안 식별여부
등을 검증하고 건별로
비행승인이 필요한 제한된
비행환경

항공기 항로와 다른
저고도·고고도 등을
구분하는 드론전용공역
(Drone-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
자동 비행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을
지원하는 ‘드론
교통관리체계(UTM)’ 구현

2. 안티 드론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불법 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 전파차단 장비의
활용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서는 불가능

재밍(전파차단) 장비
도입·운영을 위해
전파법(과기부) 및
공항시설법 개정 추진 (~’20)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 퇴치
장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 추진
(‘19~)

3. 각종 비행승인의 단일
창구로서 드론 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운용자가 비행승인,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각각 신청해야 함

1. 자유로운 드론비행을
위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

4.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공원 조성 확대

수도권 지역은
비행금지공역으로 자유로운
드론비행에 제한

비행승인, 특별 비행승인,
촬영허가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드론비행
정보시스템’을 구축(~’20)
수도권 및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일반인이
손쉽게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공역 관리
기관과 협의 추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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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이슈

5.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기체등록 기준 마련

6.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 기준 마련

7. 드론 보험제도 개선

기존 내용
비사업용 12kg 이상 및
사업용 드론에 대해
기체등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무게·용도 위주의 단순
분류체계로 안전관리에
비효율적

개선 사항
무게뿐만 아니라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성능·위험도 기반으로
분류체계를 세분화* 하여
기체등록 기준 재정비 (~’20)

기체 중량 12kg을 초과하는
사업용 드론 조종을 위해
국가자격증인 드론 조종자
증명 취득 필요

위험군 분류 기준에 따른
조종자 자격 기준 및
유효기간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20)

운영환경 및 위험도에 따른
특화된 드론 보험 상품은
없는 상황

운영목적·기체중량 등
위험도와 드론 운용 특성에
따라 단기보험상품 등
다양한 드론보험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
보험가입현황 관리를 위해
드론보험이력정보시스템
구축 (~’21)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드론분야 9~12page 자료 편집

본 로드맵은 드론의 3대 기술변수(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발
전 양상을 종합하여 5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으며 드론의 기술발전단
계에 맞추어 협업 연구체계 마련과 인프라 구축, 선제적 규제 발굴 및 정비를
주 목적으로한다.

바. JARUS의 위험평가 방법론(SORA)
표 <2-3>의 JARUS의 7개 Working Group에서 WG6인 SORA는 무인항
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을 보다 안전하게 구축하여 평가 및 운영
하는 위험평가 방법론의 압축판이다. SORA는 공개 범주를 포함하지 않은 확
대된 신규 운항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접근법을 제시한다(운항 상
의 차이점과 위험도의 확장에 따라 입증받기 위함).
SORA의 방법론은 특정 운항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데 전체론적/ 전체 시스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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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위험 기반 평가모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위험 요인(Hazard), 해당 설계,
특정 운항 위험 완화방안과 관련된 모든 위협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①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SORA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모든 등급 및 규모, 운항 유형(군사 및 실
험, R&D 등)의 무인항공시스템(UAS) 관련 안전위험을 평가하는 목적을
가지며, 위험요인 및 위험에 대한 평가 자체가 요구되는 운항에는 적합하
지만, 특정 운항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인 항공기(UA)와 유인 항공기 간의 충돌과 관련된 안전성 위
험요소들은 SORA의 범위 내에 속하며, 적용 가능한 안전 수준으로의 운
항 가능성이 입증될 경우, 운항에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의 면제를
위해 SORA의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 시 UAS에 유인 탑승이나 무기류와 같은 위험요인이
포함된 경우들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또한, 제외하는 경우들은 불법 전자기
기의 간섭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보안의 부분과 프라이버시, 재정적 부분
등이 포함된다.

② 의미체계 모델(Semantic Model)
SORA의 모든 방향에 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운
항단계, 절차, 운항영역(Operational Volumnes)에 대한 의미체계모델의 도식
이 시각화된 그림은 다음 <그림 2-19>와 같다. SORA 프로세스는 지상 위험
모델, 공중 위험 모델과 복합적 우발사태 대비 영역 등으로 분리되며, 10단계
의 프로세스를 지닌다.
각 프로세스는 제안된 ConPos(Concept of Operations, 운항 개념)을 분석
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신뢰도를 확립하는
논리적 단계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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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ORA(특별 운행 위험성 평가)에 대한 JARUS 지침, 14page

<그림 2-20> SORA 의미체계 모델의 도식

SORA 프로세스의 10단계 이어지는 표와 같다.
<표 2-6> SORA 프로세스 단계별 기술(Description)
단계 / 프로세스명

프로세스 내용

1단계
ConOps(운항개념) 기술

SORA의 첫 단계에서 의도한 UAS 운항과 관련된 위
험평가 기술,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
이 수반되며, 포괄적 ConOps의 추가적 정보가 필
요함
본 단계에서는 ConOps 기술에 관한 기술 세부사
항, 절차 등의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다루며 고려
사항에 대해 논의(부속서 A)

2단계
내재적 UAS 지상위험등급(GRC)의
결정

내재적 UAS 지상위험은 UAS가 초래하는 인적 요인
의 위험과 관련되며, 최대 UA 특성의 치수가 필요
함(회전익 항공기의 날개 직경 등)
본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최대 UAS 특성 치수를 통
한 위험등급을 운항 시나리오에 따라 분류하여 결
정하는 내용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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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내용

3단계
최종 지상위험등급(GRC) 결정

UAS가 초래하는 내재적 인적위험의 경우 완화수단
으로 통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데, 본 단계에서
는 내재적 지상위험등급(GRC)을 변경하는데 사용
되는 대책과 그 견고성에 대한 보장의 중요성을 통
해 최종 GRC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다룸

4단계
초기 공중위험등급

ANSP, UTM/U-space 서비스에서 공역 특성 연구
를 통한 충돌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맵핑이 가능한
데, 이와 같은 지도 상에서 특정 공역에 대한 초기
공중위험등급(ARC)를 직접 나타낼 수 있음
본 단계에서는 각 공역별 초기 공중위험등급(ARC)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다룸

5단계
잔류 ARC를 결정하기 위한 전략적
완화

ARC는 특정 공역 환경에서 UAS가 유인 항공기를
조우할 확률에 대한 정성적 분류를 의미하며, 본 단
계에서는 일반적인 초기 ARC가 지역 운항영역의
조건에서 너무 높다고 검토한 경우에 대한 하향 프
로세스를 다룸(부속서 C에 기술; 일반적인 초기
ARC 부과가 지역 운항영역의 조건에 맞다고 검토
한 경우, 그 ARC는 잔류 ARC(Residual ARC)가 됨)

6단계
전술적 완화 성능 요건(TMPR)과 견
고성 수준

본 단계는 해당 공역 안전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
한 공중 충돌(Mid-air Collision)의 잔류 위험을 줄
이는 전술적 완화를 적용하며, 대체 수단을 제공하
는 시스템 요구에 관한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짐(부속서 D에서 전술적 완화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함)

7단계
SAIL(구체적 보증 및 무결성 수준) 결
정

SAIL(구체적 보증 및 무결성 수준)은 매개변수가 지
상 및 공중 위험 분석을 통합하고 요구되는 운항 활
동을 유도하는 단계별 특징을 지님(UAS 운항이 통
제하에 있을 것이라는 신뢰도를 나타냄)
최종 GRC와 잔류 ARC를 결정한 후 ConOps안과
관련되어 SAIL을 도출 가능하며 본 단계에서는 이
러한 수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8단계
운행안전목표(OSO) 확인

SORA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는 SAIL을 이용하여
운행안전목표(OSO) 형태로 운항 방어요소
(Defenses)를 평가하고 견고성 수준을 결정하는 것
으로, 본 단계는 여러 운행안전목표(OSO)를 위협에
근거하여 그룹화하여 의무적인 안전 목표를 결정하
기 위한 지표의 근거로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함 (추가
적인 OSO 정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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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프로세스명

프로세스 내용

9단계
인접 지역/공역 고려사항

본 단계의 목적은 지상, 인접 공역에서 침해를 야기
하는 운항 컨트롤 상실의 위험을 해결하는 것으로
여러 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짐
UAS나 운항을 지원하는 외부 시스템의 어떠한 고장
가능성도 운항영역의 밖으로 이어지는 것이 허용되
지 않으며 운항사, 주 당국 및 ANSP가 ‘인접 공역’
및 ‘인접 지역’의 정의와 관련된 타당한 판단 조치를
취하는 등의 고려사항을 나타냄

10단계
포괄적 안전 포트폴리오

SORA 프로세스에서 요구되는 완화(조치) 및 목표의
입증으로 운항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충분
한 신뢰도를 제공
운항사는 SORA 프로세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가
요건(보안, 환경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며, 관련 이
해관계자를 확인해야하며 본 단계에서는 포괄적인
안전포트폴리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운항사는
비행 시 SORA 안전 상황(Safety Case)의 실제 운항
조건 간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

자료 : SORA(특별 운행 위험성 평가)에 대한 JARUS 지침 자료 편집

③ 견고성(Robustness)
SORA 프로세스의 견고성(Robustness)의 개념은 모든 특정 위험 완화
혹은 운행안전에 있어 여러 수준으로 입증될 수 있으며, 원문에서는 ‘낮
음’, ‘중간’, ‘높음’이라는 3가지 수준의 견고성으로 제시된다.
각 위험 완화방안에서 제공하는 무결성 수준(Level of integrity, i.e. 안
전 달성)과 안전 달성의 보증된 수준(증명 방법)을 이용하여 견고성
(Robustness)를 나타낸다.
- ‘낮은’ 보증 수준은 출원자(Assurance)가 필수적인 무결성 수준을 달성
했다고 단순히 공표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 ‘중간’ 보증 수준은 출원자(Assurance)가 필수적인 무결성 수준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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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입증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위험 완화방안에 대
한 테스트나 경험 증명(인적 요인 기반 완화방안)으로 이루어진다.
- ‘높은’ 보증 수준은 달성된 무결성(Robustness)을 권한을 가진 제 3자
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로 표준화되지 않은 국가별 특수성을 고
려하기 위해 권한 당국은 견고성 수준을 입증하는 다른 활동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다.
<표 2-7> 견고성 수준 결정(Determination of Robustness level)
낮은 보증
(Low Assurance)
낮은 무결성
(Low Integrity)
중간 무결성
(Medium
Integrity)

낮은 견고성
(Low Robustness)

높은 무결성
(High Integrity)

낮은 견고성
(Low Robustness)

낮은 견고성
(Low Robustness)

중간 보증
(Medium
Assurance)
낮은 견고성
(Low Robustness)
중간 견고성
(Medium
Robustness)
중간 견고성
(Medium
Robustness)

높은 보증
(High Assurance)
낮은 견고성
(Low Robustness)
중간 견고성
(Medium
Robustness)
높은 견고성
(High Robustness)

자료 : SORA(특별 운행 위험성 평가)에 대한 JARUS 지침, 15page

바.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드론산업의 전체적인 기술은 통신을 기반으로 한 첨단 분야를 포함하기 때
문에 높은 기술적 역량이 수반되며, 기술적 역량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활용
도(상업용 드론)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술발전이 지속하여 활용 비행
체의 수가 공역 안에 많아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충돌과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
예비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 예비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무엇
을 먼저 중점에 둘 것인가를 고려한다. 이에 따라 정책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활용증진에 따른 산업 확대 정책과 드론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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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락, 해킹 피해 등)에 대한 규제중심정책의 두 가지 분야에서 균형을 맞추
는 노력이 점진적으로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JARUS, 해외 무인기 관련 정책 동향, Airbus의 무인기 로드
맵에서 살펴본 무인항공기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단계별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며 그에 필요한 기술
제공자의 기준과 정책집행자의 규제라는 두 부분의 추진단계에서 각각의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이 포함된다. 더욱이 드론산업이 추후 확대되었을 때의 단계
별 기준이 명시되어있다.
특히, Airbus의 BluePrint 단계별 과정 및 정책에서는 우리나라 무인항
공기의 종합적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단계는 ‘불완전한 자동화’의
1레벨로 안전정책과 관련된 규정들에서 인증체계와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의 개선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추후 목표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인 4레벨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현재의 정부 드론 관련 정책 목표와 로드맵을 살펴보면 기술의 발전
에 따른 5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으나, 본문에 기술된 JARUS-SORA처럼 위
험(Hazard)체계 평가 방법론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우리나라 드론 관련 인
프라 및 규제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2036년까지 기술발전에 따른 드론 활용방안의 폭이 확장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0년 이내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 안전시스템도 정책
적 니즈에 중요 이슈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로 인해
자동화 인증, 탐지 및 회피 기술 인증, 위험기반의 승인을 목표로 드론이 사람
위로 운항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접근성을 제공한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나타낸다. 정책적 시각에서 드론의 상업적 활용 폭이 넓어질 때를 고려하
여(추후의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 사업 등) 앞서 설명한 자동화의 기술과 규제
가 안전성 관리의 개념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결국엔 개인의 머리
위를 통과할 때 필요한 무인기 기술(인지 및 회피)과 함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체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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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선험적 로드맵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는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는 통합적 지표의 개발이 있다. 무인
기의 정책적 니즈는 기술과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필수 불가분의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드론 충돌 및 추락 문제를 접하는 현재 상황에서 인지된 위험을 탐지함으로
써 전제를 수치로 변환 및 분류하여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은 전무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안전성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지표는 이러한 전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추후의 무인기 교통체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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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항공안전 대비 드론 안전 수준의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사고율에 있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인 항공교통수단에 대한
드론이 가지는 안전수준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가 개
발하고자 하는 안전성 평가지표의 개발 방향을 재정립한다. 이와 같은 안전수
준 차이 분석(Gap Analysis)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항공과 관련된 글로벌 규정과 국내 규정을 기반으로 드론 안전이 가지는
항공 안전과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1. 비교 분석 방법론
항공과 드론의 안전에 대한 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관련 규정에서 무인항공기 도입에 따른 규정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점수화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규정은 ICAO 부속서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체약국들의 항공안전을 감사하기 위해 적용되는
PQ(Protocol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다.
국내 규정은 법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신설과 개정이 필요한 항목들을 검
토10)하였다. 신설과 개정은 각각 가중치를 1과 0.5로, 법령과 시행규칙은 가
중치 차이가 없이 합계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법령에 대한 하위 구분은 인증,
운항, 자격증명, 교육훈련, 관제로 구분하였다.
글로벌 규정은 기술요인(Technical era), 인적요인(Human Factors era),
조직요인(Organizational era), 시스템요인(Total System era)로 구분하여 결
과를 제시하였다. 943개 PQ 항목에서 드론과 관련된 부문을 구분하고 항공과
의 수준 차이를 조사하였다. 드론과의 관계성을 0에서 1로 구분하고, 항공안전
대비 수준을 0에서 1로 구분하여 집약한 결과를 수준차이로 제시하였다.

10)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사업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 개발 및 통합
시범운용(과제번호: 19ATRP-C108186-05)” 참고

제2장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방향 검토

55

글로벌 규정을 4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항공사고에 대한 주요 요인들이 <그림
2-20>과 같이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항공교통수단에 있어서, 초기에는 기술
요인에 있어 안전성을 증진시켰으며, 어느 정도의 안전성 확보 이후에는 인적
요인, 조직요인, 전체 시스템적 요인으로 발전되어 현재의 안전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항공안전 대비 드론의 안전성 차이를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4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해석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료 :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Fourth Edition, 2-2page, 2018

<그림 2-21> 안전 관리의 진화

2. 분석결과
선행절에서 제시된 국내규정(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대한 차이점 분석
결과는 <표 2-8>과 같다. 다만 현재 여러 종류의 무인기 중에서 소형 무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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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적용에 한계가 있어, 125kg 이상의 대형 무인기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운항과 관련된 84개의 법령과 81개의 시행규칙이 신설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자격증명 부문이 많은 법령과 시행규칙의 신설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운항과 차이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무인항공기가 운영됨에
있어서 운항에 대한 부문에서 일반 상업용 항공운송과 드론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점수화시키면 운항과 비교한 다른 분야와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드론 안전성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드론 운영에 대한 법령 정비 여부가 선제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결과는 현재 드론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항공안전관리
프로그램이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개념조차도 정립이 안 된 상황으로 관련
법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개정 소요는 제외된 결과로서, 이에 대한 반영이 고려
될 경우 국내에서 항공안전에 대비 드론 안전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
된다.

<표 2-8> 국내 규정에서의 무인항공기 차이점 분석(항공안전법 기준)
구분

법령

신설

개정

시행규칙

신설

개정

가중점수

인증

6

5

1

8

2

6

10.5

운항

84

31

53

81

31

50

113.5

자격증명

22

16

6

19

16

3

36.5

교육훈련

8

1

7

15

0

15

12

관제

2

1

1

7

4

3

7

총합계

122

54

68

130

53

77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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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ICAO PQ에 기반한 글로벌 규정에 대한 차이점 분석 결과11)는 <표
2-9>와 같다. 조직요인에 있어서 항공안전과 드론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술적 요인은 근소한 차이로 시스템 요인과 함께 낮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항공교통수단과 드론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나 인적요인이
비슷하게 판단되는 상식적인 예상과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22> 무인항공기 관련 국내 규정 개정 및 신설 소요 가중 점수 결과

<표 2-9> 글로벌 규정 관점에서의 항공 안전 대비 드론 안전 수준
구분

연관성

지표

기술적 요인

37.84%

32.50%

인적 요인

52.27%

22.34%

조직 요인

62.37%

31.40%

시스템 요인

40.04%

27.96%

주 : 연관성은 항공관련 PQ 중 드론 적용 항목 비율이며, 지표는 드론 관련 PQ 중 현재 항공 대비 드론 안전 수준임

11) 평가는 내부 연구진이 1차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4차년도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검증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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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관성 측면에서 항공교통수단 대비 안전성에 있어 차이는 기술적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는 안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그 수준도
32.5%로서 항공교통수단 안전에 비해 낮은 안전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절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드론과 관련된 안전 이슈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업용 항공교통수단은 드론의 운영
대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운항이 이루어지고, 드론과 관련된 작은 사고들은
보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드론의 본격적인 운영을
고려한다면 드론 운영의 활성화에 따른 선제적인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글로벌 규정 관점에서 항공 대비 드론 안전의 수준을 개념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2-22>와 같다. 결론적으로 현재 드론 안전은 항공이 가지는 안전 수준
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나, 항공안전이 긴 시간으로 확보했던 안전에 대한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반영하면 선제적으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2-23> 항공 안전 대비 드론 안전의 차이 분석(글로벌 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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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적 시사점
본 절에서는 1, 2차년도 연구결과에 3차년도에 갱신된 정책적 니즈와 항공
안전 대비 차이점 분석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하였다.

1.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방향 개선
선행절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드론에 대한 안전관리는 아직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는 초기 단계이다. 항공안전과 비교한 국가 정책 관점에
서 보아도, 드론 안전과 관련된 제도도 아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다행히도 드론은 상업용 항공교통수단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기존 항공
교통수단이 가지는 안전과 관련된 제반 환경을 빠르게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SWOT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측면에서의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전략을 제안하였다.
전술하였듯이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에서 항공교통수단과의 중복성은 강
점으로 판단되나 드론에 대한 활용 범위가 매우 넓으며, 기술 자체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진 안전성 평가지표의 개발에 난해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드론 활용의 초기 단계로 많은 교통량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드론 안전관리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상황이며, 글로벌 규정 또한 이에 대한 마련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된다. 더욱이 현재 단계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업체들은 아직
영세성을 가지고 있어, 개별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
하기가 어려운 부문이 안전성 평가지표의 개발에 위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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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SWOT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그림 2-24>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우선 강점과
기회를 활용한 전략으로 국가 드론안전정책에 대한 거시적 안전성 지표 개발을
제안한다. 현재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이는 항공교통수단에
적용 중인 안전관리 수준을 최대값으로 보고 이를 추격하는 지표를 개발하자는
의미이다. 이를 기반으로 드론의 안전 관리체계에서 미흡한 부문을 판별하고 개
선하면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빠른 시간에 항공안전수준을 추격하기 위한
Fast Follower 전략이다.
이어서 드론의 활용 범위가 매우 넓어 아직은 드론 활용에 대한 초기 단계인
부문을 고려해, 완벽한 위험도 매트릭스의 개발은 한계가 있지만, 사례 중심적인
위험도 매트릭스를 구현하고 제안하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전체 체계를
정의하고 접근하는 유럽식이 아닌 개별 사례를 기반으로 한 대륙식 접근 방법에
가까운 전략으로, 우선 위험도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그 경험을 누적하여 위험도
매트릭스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는 Inductive(귀납적) 전략이다.

제2장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방향 검토

61

<그림 2-25>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전략(FINGer Strategy)

강점과 기회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국가 드론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Niche Market 전략이다. 항공교통수단 안전에 있어 글로벌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노하우와 아직 안전과 이에 대한 글로벌 규정 제정의 관심이 초기
단계인 부문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는 드론 활용 산업의 영세성과 기술의 변화와 넓은 드론 활용 범
위로 인한 실질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의 난해성을 우선 인정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중앙 집중식 드론 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
을 제안한다.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개별 드론 운용자
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확산하는 정부
주도 (Government Centric)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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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들을 FINGer(Fast Follwer Strategy, Inductive Strategy, Niche
Market Strategy, Government Centric Strategy) 전략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FINGer 전략에서 국가드론안전관리체계와 드론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체
적인 제안과 국가 정책 차원의 안전성 지표와 드론 운용자가 활용하는 안전성
지표에 해당하는 위험도 매트릭스 개발에 대한 제안과 시사점을 본 절에서
제시한다. 이후 장에서는 안전성 지표 개발 측면에서 국가 정책 차원의 안전성
지표를 개발하고 추정결과를 제시하며, 이어서 위험도 매트릭스 개발에 대한
제안과 직접적인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2. 국가 드론안전관리체계와 드론 안전관리시스템 제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9(Annex 19)에는 항공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항공 기술 또는 안전에 대한 수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법령 및 설계 절차를 제시하
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속서에 따라 항공안전에 대한 세부법
령 및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서 항공안전을 위해 핵심적으로 갖춰야 할 시스템에 대해 부속서 19
부록1에서는 8개의 핵심요소(CEs: Core Elements)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 법령(Primary aviation legislation)
- 운영규칙(Specific operating regulations)
- 국가 차원의 시스템(State system and functions)
- 전문가(Qualified technical personnel)
- 기술적 지침(Technical guidance, tools and provision of safety-critical information)
- 자격증명절차(Licensing, certification, authorization and approval obligations)
- 감시감독(Surveillance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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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이슈해결(Resolution of safety issues)

드론의 경우 아직 일부 산업 분야 또는 레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기본 수요 및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운용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장래 유망 분야를 기준으로 실제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드론 활용의 안전관리시스템은 ICAO 부속서 19 및 ICAO 안전
관리지침서(Doc 9859)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State Safety
Program)를 기반으로 해야할 것이다.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는 국가의 정량적
안전지표, 목표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정안전성과목표
(ALoSP: 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위험관리(SRM: Safety Risk Management), 안전보증(Safety Assurance),
안전증진(Safety Promotion) 활동을 정의하고 있다. 위험관리는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위험을 경감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안전보증은 위험관리체계가 제 기능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안전증진은 안전교육, 소통체계 등을 의미
한다.12)
드론 분야도 일반적인 항공운송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과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드론
관련 안전 요건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드론 활용에 대한 위험
관리체계 설계 절차를 제시한다. 위험관리체계 구성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절차는 위해요인를 파악하는 일이다. 각 이해당사자는 해당 분야의 드론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8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20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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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 및 상황들을 사전 또는 사후
에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료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고시

<그림 2-26> 항공안전프로그램과 안전관리시스템 간 관계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는 72개 위해 요인을 운영요인(OE: Operation
Event), 기술요인(TE: Technical Event), 객실 요인(CS: Cabin Safety Event),
위험물 요인(DG: Dangerous Goods Event), 보안요인(SE: Security Event), 지
상안전요인(GS: Ground Safety Event)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드론이
일반적인 항공기와 구분되는 점은 5개 요인별로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요인
에서는 항공기와 달리 드론은 수직이착륙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착륙을 위한
장소 외 별도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큰 차이점이다, 기술요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드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동력을 활용한다는 것이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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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 기체의 경우 다수 로터를 활용하여 기체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 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항공기와의 차이이다. 객실 요인은 향후 수직이착륙
여객항공기가 활성화된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드론의 활용 분야에서는 관련 없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위험물 요
인, 보안요인의 경우 일반 항공기와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상안전요인은 공항시설을 활용하여야 하는 항공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
공자의 특성에 따라 위해 요인을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각도 구분, 매트릭스 등 구
분 방법론을 기반으로 드론의 위험 상황 및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관련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심각도와 발생확률을 기
반으로 위험 상황을 분석 및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대응 및 경감 전략에 대
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드론 안전관리시스템의 위험관리체계는 위해 요인파악, 위험
분석 및 평가, 위험경감전략 제시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공안전 프로그램 및 ICAO의 안전관리부속서
(Annex 19)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단, 여기서 드론안전관리
시스템 적용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존재하는데, 분석의 기반이 되는 데이
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 2차년도에서 분석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4장에서 구체적인 분석 내용 및 결과를 제시하며, 5장에
서는 드론 운용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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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 지표개발의 방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FINGer 전략 중 Fast Follower 전략에 해당하는 거시적
안전성 지표는 현재 항공안전에 대한 수준을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 지표의 개념부터 실제 추정
과 적용까지를 다음 장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어서 FINGer 전략 중
Inductive 전략에 해당하는 위험도 매트릭스는 미시적 안전성 지표로 해설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기반으로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도 매트릭스 적용에 관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적인
측면과 성과접근 방식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그림 2-26>과 같이 그 범위가 표현된다. 아직 드론과 관련된
국가적인 차원의 시스템은 구축 단계인 것이 사실이나, 현재 항공운송에서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그림 2-27>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안전성 지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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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안전성 지표는 국가 드론 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체계 상위의
안전관리를 평가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지표는 드론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적정수준에 도달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는
드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부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어서 성과접근 방식에서는 Safety Management Manual(ICAO Doc
9859, Fourth Edition, 2-8page, 2018)에서의 개념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그림
2-27>로 설명된다. 여기서 운영성과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준성과로 관리하는 기법이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이고 현재 성과를 보기 위한
도구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시적 안전성 지표인 위험도 매트릭스가 된다.
그리고 기준성과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드론 안전관리시스템이 되며, 드론 활용
초기 단계에서 기준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거시적 안전성 지표이다.

자료 : ICAO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Fourth Edition, 2-8page, 2018 참고 재구성

<그림 2-28> 본 연구의 안전성 지표 개념

68

제3장 국가 안전관리시스템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제1절 안전성 평가지표 설정
본 절에서는 선행절에서 제안한 거시적 안전성 평가지표 설정을 위한 전제
사항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안전성 지표의 개념과 더불어
지표 선택에 대한 당위성을 살펴보았다. 안전성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활용된
ICAO에서 항공안전감사에 활용하는 PQ의 개념과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분류기준에 대한 전제사항을 인용 요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절의 마지막
에서는 본 지표에 대한 해석과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1. 거시적 안전성 지표의 개념
안전과 관련된 지표는 우선 안전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는가의 문제로 접근
할 수 있다. 과정에 중점을 두는 방법, 결과에 중점을 두는 방법으로 구분하며,
본 연구에서는 과정을 표현하는 지표를 개발한다. 이유는 일반 교통수단들의
운영 횟수에 비교하여 현재 드론 운용 횟수가 현저히 적고, 더불어 사고 자체가
발생한 절대 건수가 크지 않아 결과 중심 지표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드론을 활용한 범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사고건수나 사고율 기반의 결과 중점 지표가 현재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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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정 중심의 안전성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과정 중심의 지표로서 선행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글로벌 관점에서
항공안전 대비 드론 안전의 거시적 수준을 표현하는 안전성 지표를 제시한다.
여기서 안전성 지표는 항공 수준의 안전확보 대비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
접적인 사고 발생과는 관계가 없는 정성적 정보에 근거한 정량적 지표이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결과 중심의 안전지표인 사고 건수나 사고율과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림 3-1>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안전성 평가지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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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드론에 대한 안전성은 드론에 대한 운영회수가 많아질수록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드론 자체의 운영회수가 적은 단계로서 선제적으로 드론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드론 운영 횟수가 많아지는 과정에
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그림 3-2>와 같은 1차년도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년도 개발한 안전성 지표에 의하면, 드론 교통흐름에서 드론의 숫자가 늘
어날수록 사고 발생빈도가 지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교자료 : 130page, 1차년도 연구보고서

<그림 3-2> 정형화된 교통흐름과 자유 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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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드론 자체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드론이 운영되는
교통흐름에 대한 안전을 위한 제도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드론과
관련된 안전문제가 급격하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측정도 어렵고 안전에 대한 차이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지표가 아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거시적 안전성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성 지표는 다음의 수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nd  
   
   
def
 =  ∘      ∈ ∈   
def

 =       ∈∈ and   
def
 =       ∈∈ and ∈  

  
  


여기서   은 제도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PQ 질문들로서 총 943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는 해당 질문들이 항공에만 해당하는지와 항공과
드론에만 해당하는지를 표현하는 집합이다. 마지막으로   는 개별 PQ 질문지에
대하여 항공에 대한 드론의 안전 차이를 의미하는 집합이며,   는 ICAO에서
제시하는 CE(Critical Element)를 의미한다.
여기서     는 CE에 대한 안전성 지표를,   
 은 전체 안전성 지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과  의 집합에서 안전성 지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미래 드론과 관련된 상황 전개에 따라 개별 CE에 대한 가중치 설정을 다르
게 하는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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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 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 분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제도를 기준으로 안전성 지표를 도출한다. 나아가 안전성
지표의 정책적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ICAO에서 제시하는 <표 3-1>과 같은
주요 CE(Critical Element)에 대한 안전성 지표를 같이 도출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PQ 질문지는 ICAO에서 수행하는 항공안전상시평가
(USOAP-CMA)의 핵심으로서, ICAO가 적용하는 8가지 요인이 정확하게 연계
되어 있다. 여기서 CE 1에서 CE 5까지는 제도적으로 갖추어질 요인들이며,
나머지는 집행과 관련된 요인들로 정의된다.

<표 3-1> ICAO 항공안전평가 분야
평 가 분 야
CE1 법령
(Legislation)
CE 2 조직
(Organization)
CE 3 자격
(Personnel
Licensing System)
CE 4 운항
(Operations)
CE 5 감항
(Airworthiness)
CE 6 항행
(Air Navigation
Services)
CE 7 비행장
(Aerodrome)
CE 8 사고조사
(Accident
Investigation)

-

주 요 내 용
국제기준의 항공법령 반영 여부
항공안전관련 조직 설치의 법적근거 및 임무의 적절성
항공법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조항
항공당국의 기능 및 책임과 권한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기능의 분리
기술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정책 수립
조종사·관제사 등 자격증명 발급 절차
외국자격증명의 전환 및 유효성 확인
항고신체검사 전문의 지정 절차
항공사 운항증명 절차
안전감독관 자격 및 교육훈련 요건
위험물 운송 감독프로그램
항공기 등록절차
항공기 감항증명, 소음적합증명 절차
항공사 정비프로그램 인가기준
항공교통관제업무 안전감독 시스템
항공통신·정보업무 품질관리 체계
기상 및 수색·구조기관 협조체계
공항운영증명 절차
공항시설 설치기준
공항비상대책 및 소방능력
독립적 항공사고조사기구 구성여부
국제기준에 따른 사고 조사 절차
사고조사보고서 ICAO 제출 및 국제공유

자료 : 한국항공대학교(2012), 항공안전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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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 지표의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안전성 지표는 항공안전 수준의 드론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의 기준과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주어진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개별 PQ 질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드론과 관련된 제도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드론의 운영이 본격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선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선책의 하나라고 사료되며 특히, 본 연구과정에서
최초로 시도한 개별 PQ에 대한 드론과의 관련성과 항공안전 대비 수준의 파악은
많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러한 기초 연구결과가 구축된 이후
에는 이에 대한 논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정책적인 활용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응용범위에 있어서는 국가항공안전체계에서 핵심 중의 하나인
목표치(Target Index) 설정과 같이, 드론안전체계 구축에서 실제 자료가 충분히
구축되기 이전까지 국가의 목표치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표치를 통해, 구체적이고 단계별로 드론과 관련된 안전 제도를 정비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드론 안전과 관련된 법령 등의 시설과
개정과 함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효율적
으로 수립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적으로는 본 지표를 기반으로 드론 활용과 관련된 민간부문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드론과 관련된
프로젝트 추진 등의 가늠자로 활용하고, 반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안전성 지표는 초기 안전 제도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인 주요
지표로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고율과 같은 결과 중심의 지표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1, 2차년도 지표 및 위험도 매트릭스를 활용하기 위한 노
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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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안전성 평가지표 산출 방법론 정립
1. 안전성 지표 추정 절차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 지표를 추정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최신의
PQ 질문지를 확보하였다. 다만 상세한 PQ 질문지는 ICAO에서 배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본 연구에 수록은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된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정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ICAO의 항공안전감사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항공에 대한 PQ 답변은 이미 기구축되어 있어, 향후 본
연구가 정책에 적용됨에 있어서는 큰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3> PQ 질문 예시

구축된 질문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8개 분야에 대한 담당 내부 연구진을
배정하였다. 1차에서는 드론과 관련된 기준이 없이 연구자 개인의 판단으로
관련 질문 항목들을 도출하고, 그 이유를 문서화하였다. 2차에서는 서로 해당
분야를 임의적으로 교환해, 문서화된 이유를 확인하고 드론과 관련된 항목들을
재분류하였다. 3차 산정 과정에서는 다시 자기 해당 분야에 대한 드론 관련
항목들을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3차에 걸친 과정을 하나의 세트로 보고 연구진의
의견차이가 없는 경우까지 반복하였으며, 2번의 세트에서 의견이 일치되었다.
드론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부문과 달리, 드론이 가지는 항공 안전에 대한
수준의 파악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3차년도에 도출된
결과 또한 오차를 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을 별도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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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가지는 항공안전에 대한 수준은 드론과의 연관성과 비슷한 절차를
거쳤으나, 개별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거 자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PQ 질문에 대한 해석, 관련 법령 조사,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 의견 청취 등에서 긴 시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합의점을
못 찾은 부문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답변에 대한 임의성을
시뮬레이션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 3-4> 문항별 CE 분포도

<그림 3-5> 문항별 사고요인 관련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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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 지표 검증 방법론
본 연구에서 안전성 지표의 추정과 더불어 중요한 부문은 도출된 지표에 대한
유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드론이 가지는 활용 범위와 개별 PQ에
대한 답변은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문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도출된 안전성 지표의 적정성을 제시함에 있어 중요한 부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으로 어떠한 경향 없이 답변한다는 가정의 시나리오와
취합된 결과를 중앙값으로 삼각분포를 가지고 답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다는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임의적인 답변과 연구결과에서
수행된 답변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CE와 사고요인(기술적요인,
인적요인, 조직적요인, 시스템적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임의적으로 발생하여,
개별 CE와 사고요인이 전체 안전성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파급하는지 검토
하였다.

<그림 3-6> 안전성 평가 지표 검증 과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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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은 Random Latin Hypercube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Minimal
Standard 기준으로 임의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1,000회의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개별 CE와 사고요인에 대한 안전성 지표에 대한 파급효과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시나리오 발견(Scenario Discovery) 방법13)을 적용하였다.

3. 향후 안전성 지표 갱신 방법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안전성 지표는 제도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드론과
같이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에는,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구축된 PQ를 기준으로 하는 하위
항목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정책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지표의 갱신은 담당 부서가 초안을 마련하고, 드론과 관련된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과 제도의 개선으로 다시금 피드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절에서 서술하였듯이, 본 지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주요
지표로서 역할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지표와 함께 1, 2차년도
에서 개발된 안전성 지표에 기반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13)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정책평가 국제협력연구: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교통투자 의사결
정방법론 연구-, 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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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안전성 평가지표 결과 및 검증
1. 안전성 지표 도출 결과
2019년 글로벌 기준 안전성 지표를 도출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드론과
관련된 현재의 항공안전 CE에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부문은 전문인력 관련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낮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세부 규칙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인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는 현재 PQ 질문 중
에서 43.58%가 드론과 연계되는 평가 항목들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평가된 2019년 글로벌 기준 드론 안전성 지표는 0.2906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정책적 측면에서 글로벌 항공안전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29% 정도 수준의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본 지표는 사고율에 기반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수준이나 가능성으로 직접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도와 관련된 안전성 지표는 드론 운용자 과점에서 위헙도
매트릭스 형태로 제시될 예정이다.

<표 3-2> 2019년 거시적 안전성 지표 결과
CE

드론관련

최종지표

1

기본법령

53.03%

0.4800

2

세부규칙

32.22%

0.3540

3

조직감독기능

62.37%

0.3140

4

전문인력

67.86%

0.2851

5

기술지침

43.83%

0.4394

6

면허인증

34.40%

0.2412

7

현장점검 등

38.04%

0.1229

8

리스크해소관리

50.86%

0.0508

총계

43.58%

0.2906

주 : 드론관련은 해당 PQ 중 드론항목의 비율이며, 최종지표는 드론 항목 중 항공수준을 1로 보았을 때의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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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중에서는 기본법령의 안전성 지표가 0.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드론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령들이 기존 항공 안전 관련 법령에 연계하여
준비되고 있는 글로벌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성 지표인 0.05를 보이는 CE는 리스크 해소관리 분야로서 아직 드론 운영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적인 접근이 미비한 현재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도적 요인과 관련된 CE 1~5는 집행과 관련된 CE 6~8보다 높은
안전성 지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현재 드론 활용 사업이 초기 단계인 부문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드론과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 전문인력 부문이 가장 낮은 안전성 지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관된 항목이 많고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부문이 동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20019년 거시적 안전성 지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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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문항별로 평가된 안전수준은 <그림 3-8>와 같다. 개략적으로 보면,
드론에 대한 안전수준 평가가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
후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제도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림 3-8> 문항별 안전수준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안전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드론은 아직 초기 활용 단계로, 항공교통수단의 사례를 참고한 시나리오
기반의 결과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항공안전 분야는
최근은 시스템적 요인, 최초 시작은 기술요인, 그리고 중간 단계에는 인적 요
인과 조직 관련 요인에 대한 고려가 중요시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도 이러한 단계별 가중치를 고려해, 시스템적 요인 강조
시나리오(시나리오 1), 기술요인 강조 시나리오(시나리오 2), 인적 요인과 조직
관련 요인 강조 시나리오(시나리오 3)에 대한 안전성 지표를 추가로 검토하였
다. 이때 가중치는 개별 요인들에 관련된 CE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
였으며, 다른 요인들 대비 2배 이상의 가중치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시나리오별로 가중치를 설정한 내용은 <표 3-3>과 같다. 가중치는 연구진이
적정하게 미래를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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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안전성 평가지표 가중치 시나리오
CE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1

0.20

0.10

0.10

2

0.20

0.10

0.10

3

0.10

0.10

0.20

4

0.10

0.10

0.20

5

0.05

0.20

0.05

6

0.05

0.20

0.05

7

0.10

0.10

0.20

8

0.20

0.10

0.10

시나리오별로 안전성 지표 결과는 <표 3-4>와 같다. 초기 예상과 같이 기술
요인을 강조한 시나리오에서 가장 높은 안전성 지표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에
시스템적 요인에 중점을 둔 시나리오가 근소하게 조직과 인적 요인에 중점을
둔 시나리오보다 안전성 지표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세 가지 시나
리오 모두에 대하여 안전성 지표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우선 드론은 기존 항공교통수단과 중복되는
부문이 많아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시나리오별 안전성 지표의 차이를 감안하면, 다른 요인
보다 조직과 인적요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제도 정비에 공감대 형성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3-4> 시나리오별 안전성 평가 결과
CE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거시적 안전성 지표

0.2813

0.3006

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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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시뮬레이션 방법에 따라 안전성 지표를 검증하였다.
우선 도출된 시뮬레이션 결과의 통계량(평균, 표준편차)는 <표 3-5>~<표 3-8>과
같다.
CE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에서, 가중치 미적용 균일분포는 경향성이 없을
경우의 결과를 의미하며, 0에서 1사이를 가지는 지표에서 0.5로 도출되어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개별 PQ 질문에 편향성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가중치가
적용된 균일분포의 경우에는 최종 지표가 0.5로 도출되고 CE 항목 간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어, 요인 구조에 있어서도 편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삼각분포의 경우는 가중치 적용과 상관없이 균일분포와 비교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안전성 평가지표 결과가
0.29이기 때문에, 삼각분포 시뮬레이션에서는 중앙값에 가깝게 상향되어 평균이
도출되었다. 이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특정한 편향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 사료된다.
표준편차에 있어서 초기 예상과 같이 삼각분포가 적은 편차를 보이는 것으
로 조사가 되었다. 또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0에서 1 사이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되어 시뮬레이션 과정에 편향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3-5> CE 관련 임의 답변 생성 결과(평균)
구분
균일분포
삼각분포

CE1
0.5006
0.4441

CE2
0.5003
0.3889

CE3
0.4999
0.4095

CE4
0.5000
0.4060

CE5
0.4998
0.4206

CE6
0.4998
0.3740

CE7
0.4996
0.3560

CE8
0.5000
0.3444

전체
0.4999
0.3905

균일분포
(가중치)

0.0628

0.0620

0.0628

0.0625

0.0621

0.0626

0.0626

0.0622

0.4996

삼각분포
(가중치)

0.0560

0.0483

0.0514

0.0508

0.0524

0.0468

0.0446

0.0430

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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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CE 관련 임의 답변 생성 결과(표준편차)
구분

CE1

CE2

CE3

CE4

CE5

CE6

CE7

CE8

전체

균일분포

0.0577

0.0284

0.0355

0.0356

0.0261

0.0193

0.0341

0.0447

0.0113

삼각분포

0.0478

0.0229

0.0251

0.0258

0.0210

0.0163

0.0282

0.0340

0.0085

균일분포
(가중치)

0.0370

0.0353

0.0373

0.0363

0.0355

0.0363

0.0365

0.0359

0.0154

삼각분포
(가중치)

0.0332

0.0276

0.0306

0.0297

0.0301

0.0272

0.0261

0.0252

0.0140

사고 요인에 대한 결과도 CE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CE 및 사고요인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편향성이나
왜곡된 부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판단은 <그림
3-9>~<그림 3-17>에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표 3-7> 사고요인 관련 임의 답변 생성 결과(평균)
구분
균일분포
삼각분포
균일분포
(가중치)
삼각분포
(가중치)

기술
0.4998
0.3917

인적
0.4998
0.3824

조직
0.4999
0.4095

시스템
0.5003
0.3854

전체
0.4999
0.3905

0.1253

0.1246

0.1248

0.1250

0.4996

0.0983

0.0955

0.1024

0.0962

0.3924

<표 3-8> 사고요인 관련 임의 답변 생성 결과(표준편차)
구분
균일분포
삼각분포
균일분포
(가중치)
삼각분포
(가중치)

기술
0.0159
0.0128

인적
0.0245
0.0192

조직
0.0355
0.0251

시스템
0.0224
0.0178

전체
0.0113
0.0085

0.0706

0.0700

0.0700

0.0697

0.0149

0.0554

0.0538

0.0575

0.0535

0.0113

84

주 : CE_Index 9: 전체 결과

<그림 3-9> CE관련 균일분포(가중치 미적용) 답변 임의 생성결과

주 : CE_Index 9: 전체 결과

<그림 3-10> CE관련 삼각분포(가중치 미적용) 답변 임의 생성결과

주 : CE_Index 9: 전체 결과, 가중치 적용은 전체의 경우만 그래프에 표현

<그림 3-11> CE관련 균일분포(가중치 적용) 답변 임의 생성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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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CE관련 삼각분포(가중치 적용) 답변 임의 생성결과

주 : TE_1: 기술, TE_2: 인적, TE_3: 조직, TE_4: 시스템, TE_5: 전체

<그림 3-13> 사고요인 관련 균일분포(가중치 미적용) 답변 임의 생성결과

주 : TE_1: 기술, TE_2: 인적, TE_3: 조직, TE_4: 시스템, TE_5: 전체

<그림 3-14> 사고요인 관련 삼각분포(가중치 미적용) 답변 임의 생성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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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TE_5(전체) 중심으로 그래프 제시

<그림 3-15> 사고요인 관련 균일분포(가중치 적용) 답변 임의 생성결과

주 : TE_1: 기술, TE_2: 인적, TE_3: 조직, TE_4: 시스템, TE_5: 전체

<그림 3-16> 사고요인 관련 균일분포(가중치 적용) 답변 임의 생성결과

주 : TE_5(전체) 중심으로 그래프 제시

<그림 3-17> 사고요인 관련 삼각분포(가중치 적용) 답변 임의 생성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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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탐색법을 4가지 경우(균일분포와
삼각분포, 가중치 적용과 미적용)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요약은 <표 3-9>와
<그림 3-18>~<그림 3-24>와 같다.
각 시나리오의 기준은 현재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하였으며, 시나리오
탐색법을 통해, density14)와 coverage15) 지표가 균형을 이루는 그룹을 선택
하였다. 가중치가 미적용된 균일분포의 경우에는 CE 6, 7, 2, 3이 <표 3-9>에
서의 경계치와 관계 조건을 만족할 때 안전성 지표가 0.5 미만으로 떨어지는
취약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즉, CE 6(면허 인증), 7(현장 점검), 2(세부규칙),
3(조직감독기능)에서 안전성 지표가 주어진 경계치보다 낮은 경우 전체 안전성
지표가 0.5 미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드론과 관련된 제도적인 구축 사항이 전무하다면 면허인증, 현장점검, 세부규칙,
조직감독기능에 중요도를 주고 제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표 3-9> 시나리오 탐색 의사결정 결과
구분

기
준

density

coverage

support

CE

관계

경계치

<
<
<
<

0.5176
0.5216
0.5348
0.5435

균일분포
(가중치미적용)

0.5

0.7595

0.7832

0.528

6
7
2
3

삼각분포
(가중치미적용)

0.4

0.9032

0.928

0.899

6

<

0.3942

6
2
7
1
6
2

>
<
<
>
>
<

0.0142
0.10655
0.1067
0.004415
0.0142
0.1066

균일분포
(가중치적용)

0.5

0.533

0.7364

0.713

삼각분포
(가중치적용)

0.5

0.5278

0.8275

0.809

14) 그룹 관측점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비율
15)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관측점에서 해당 그룹의 조건을 만족하는 관측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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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균일분포 가중치 미적용 시나리오 탐색 결과

주 : 빨간 박스 안이 선택된 그룹이며, 음영된 동그라미가 기준 미달의 경우임

<그림 3-19> 균일분포 가중치미적용 주요 요인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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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삼각분포 가중치미적용 시나리오 탐색 결과

<그림 3-21> 균일분포 가중치적용 시나리오 탐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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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빨간 박스 안이 선택된 그룹이며, 음영된 동그라미가 기준 미달의 경우임

<그림 3-22> 균일분포 가중치적용 주요 요인 간 관계

`
<그림 3-23> 삼각분포 가중치적용 시나리오 탐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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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빨간 박스 안이 선택된 그룹이며, 음영된 동그라미가 기준 미달의 경우임

<그림 3-24> 삼각분포 가중치적용 주요 요인 간 관계

다음으로 현재 평가는 반영되었으나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는
CE 6(면허인증)이 취약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현재 면허인증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결론이 CE 별로
중요도 차이가 없다면 불확실한 여러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E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된 균일분포의 경우에는 CE 6, 2, 7, 1가 취약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가중치 적용되지 않은 균일분포 시나
리오에서의 CE 3(조직기능) 대신 1(기본법령)이 추가된 이외에는 선택된 요인은
가중치 미적용 균일분포 시나리오와 동일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제시된 경계치는
가중치가 반영된 수치로서, 경계치보다 작은 경우는 자체의 안전성 지표에 대한
기준으로 해석되고 경계치보다 크다는 의미는 중요도가 커질 경우로 이해된다.
즉, CE 6(면허인증)과 1(기본법령)은 중요도가 높아질 때, CE 2(세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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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감독기능)은 자체 안전성 지표가 저하될 때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취약
성이 나타난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현재의 평가결과에 가중치의 시뮬레이션도 적용된 시나리오에서는, CE 6
(면허 인증)과 2(세부규칙)이 중요한 취약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중치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면허인증 요인만이 중요 취약점으로 판별되었으나, 세부
규칙의 안전성 지표가 낮아질 경우 취약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시뮬레이션과 이에 기반한 시나리오 분석법을 적용해, 구축된 안전성 지표의
불편향성, 안정성, 불확실성에 대한 구조적 성격 등을 본 절에서는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 초기 설정한 목표에 적합한 안전성 지표가 도출된 것으
로 판단된다.

3. 시사점
본 절에서는 3차년도 연구에서 주요하게 목표로 하는 거시적 안전성 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절차, 그리고 2019년 안전성 지표 산출 결
과 및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그 자체로
드론과 관련된 제도의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요인별 분석을 통한 향후
드론 안전 정책의 방향 정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결과, 평가 결과가
편향성 없이 안정적으로 수치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더불어
불확실한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기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기법에 있어 본 연구의 지표가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전성 지표는 개별 항목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ICAO에서 체약국의 항공
안전감사에서 적용하는 증거(Evidence) 위주의 평가를 최대한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안전의 범위를 다루고 있어 4차년도에서는 3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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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실적인 한계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안전성 지표가 실제 사고와 연계되는
부문은 검토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부문은 다음 장에서 개발하고 제안하는
미시적 안전성 지표인 위험도 매트릭스와 1,2차년도에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
는 것으로 한다. 드론 활용이 점점 많아지는 과정에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와 같은 지표들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부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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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안전성 평가지표 산출을 위한 위험도
매트릭스(Risk Matrix) 개발

제1절 개요 및 정의
1. 연구 목적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용에 있어 서비스제공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시된 공통안전지표를 기반으로 안전성과지표
(SPI: Safet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운용되는 무인비행체의 경우,
ICAO에서 논의되고 있는 RPAS 무인항공기 뿐만 아니라 비관제구 내에서
운용되는 소형의 무인비행체 시스템까지 어떤 시스템도 임무별 운용개
념, 최소 장비목록 및 부품 고장에 따른 위해요소 분별 등의 연구가 진행
된 사례가 없다. 단지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인비행체의 운용을
공역 분류상 비관제구 내 가시권 비행으로 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체 운
용상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책임을 원격조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비행체의 운용상 안전확보와 최소한의 안전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무인항공기에 대한 대표적 임무모델을 설정하고, 임무 모델별 비행체의
운용개념과 최소 운용장비 소요 목록을 식별하여, 이에 따른 위협 및 위해
요소(Hazard / Harm)를 식별/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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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를 위해 무인비행체의 최소 장비구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최
소장비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사용자의 운용요구에 맞
는 무인비행체를 분류하고, 해당 분류에 맞는 안전확보 수준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비행체 중, 운용수요가 많아 안전관리에 대한
정량적 안전데이터 관리 및 축적이 필요한 무인비행장치를 대상으로 현
행 운용제한으로 설정되어있는 BLOS 운용을 포함한 대표적인 임무를 설
정, 임무에 대한 운용개념을 정의하고, 위협요소에 따른 안전데이터를 식
별/정의하여 운용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위협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법령에서 단순화되어 있는 무인비행장치 분류체계를
세계적 추세에 맞도록 보도 세밀하게 정의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현실적인 사용사업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표준화된 운용시나리오를 제시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운용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지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위한 Hazard와 Hazard별
Sevierity를 식별하고, Hazard의 Consequence 별 제 3자 피해 빈도를 시뮬
레이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2. 드론의 분류 및 운용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개념은 일반인들에게 통용되는 4개 이상
의 모터로 수직이착륙을 수행하는 멀티콥터형 회전익 무인비행장치에 한
정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법적효력을 가지는 무인비행체의 범위는 항공
안전법상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와 150kg 이상의 무인항공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외의 상세 분류는 국토교통부 드론 안전관리 제도에 따라
12kg을 기준으로 비행체 등록(신고)여부 및 비행승인 필요여부에 따른
분류로만 구분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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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무인비행장치 세부분류와 무인비행장치
분야에서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있는 호주 및 EASA의 무인비행장치 분
류를 동시에 준용하여, 최대한 세분화될 수 있도록 드론을 분류하고, 각
분류별 장치의 특성과 운용 범위 및 한계를 드론 위험도 분석에 준용한다.

가. 드론 분류
1) 국내 무인비행장치 분류
국내 무인비행체는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것
과 같이 150kg 이상의 무인항공기, 150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
180kg 이하의 무인비행선 그리고 무인자유기구로 구분된다. 이중 본 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형의 드론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분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적 분류 이외에 “드론”이라는 분류는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
고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의 드론의 정의가
있으며, 이 법률에서의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상기에 전술한 항공안전법상의 무인비행장치 및 무
인항공기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발행
한 “드론 안전관리 가이드”에는 드론 신고, 안전성검사, 조종증명 및 비행
허가/승인의 측면에서 무인비행체를 자체중량 12kg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기의 표5-1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드론 안전관리 제도상의
드론 분류와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도표화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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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부 드론안전관리가이드북 2018-12

<그림 4-1> 국토부 드론안전관리 제도에 따른 분류

따라서 국내 법령상에서의 무인비행체의 분류는 명확하지 않으며, 드
론의 분류 또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는 다양한 무인비행체를 포괄한다
할 수 있다.

2) 해외 무인비행장치 분류
해외 드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미국, 호주 및 유럽연합으로 볼
수 있다. 해외 드론 선진국의 경우 150kg 이상의 무인항공기는 ICAO에서
정의한 RPAS(Remote Pilot Aircraft System)

형태의 무인항공기에 맞는

분류를 사용하고, 자체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체는 각 국가별로 무인
비행체 분류 및 운용한계를 만드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자체중량 150kg

98

이하의 무인기 분류를 법적으로 정의한 곳은 호주와 유럽연합으로, 이 중
호주의 경우 군용 소형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해 초기 제정된 바 있어 직접
적인 분석 및 준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특성이 있으며, 유럽연합은 EASA
가 표준을 권고하고, 상세 운영은 각 국가별 항공국 (CAA, Civil Aviation
Authority)의 상황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자체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체의 경우 유
인비행체의 공역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운용고도제한을 통해 안전성 위
협에 대응하되, 자체중량 250g 초과의 모든 기체를 신고/등록하게 함으로
써 안전을 확보토록 분류 및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① 미국
미국의 드론 분류는 2015년부터 도입된 FAA Pathfinder 프로그램과 무
인기 등록 프로그램을 시점으로 분류체계를 정의하였다.
FAA의 공역안전운영 방침은 항공기의 등록은 최대한 수용하되, 항공
기의 운용은 일정수준의 안전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운용개념을 한정함으
로써 안전관리를 수행한다는 원칙하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FAA는 공역을 제3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인
인구 저밀도 지역과 인구밀집지역으로 분류하여 드론의 가시권 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을 각각 시범운용하는 것으로부터 드론의 운용을 시작하였
다.
이러한 시범운용의 결과로 2015년 12월부터 도입된 무인항공기 등록
제에서 소형무인기 분류를 250g 이상 25kg 이하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적
인 드론 분류는 드론의 성능 및 안전도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여
운용 중에 있다. 표 5-2는 미국의 소형드론 분류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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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미국의 소형드론 분류기준
등급

CAT 1

CAT 2

분류
기준

무게
250g 이하

AIR 3등급
가능성 1% 이하

성능
기준

산업계
자체기준적
용

CAT 3

CAT 4

AIS 3등급 가능성 30% 이하

충격에너지 시험
노출된 회전부품 충격분석
제작사 운용교범 제공여부

CAT 2 성능기준
적용하여 추가적
2차사고를 고려
사람 위 비행시
위험경감계획 요구

자료 : 드론활성화 지원 로드맵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2079-01

상기 분류기준에 사용된 AIS 3등급은 사고 시 사고 피해자의 상태가

의식불명 1~6시간,
두개골 및 흉부 함몰 골절,
심장타박상,
늑골 2~3개 골절,
사망률 0.8~2.1%

을 나타내는 인명사상 등급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분류체
계는 드론으로 인한 2차피해를 시뮬레이션 하기 어렵고, 드론 제작 및 운
용의 한계로 치환되어 비행체의 규정 또는 운용한계로 지정하는데 한계
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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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법적 모호성을 줄이고 지정된 분류체계의 법적근거 확
보를 위해 2016년 ‘FAA AC107-2’ 소형 무인기 규정을 하기와 같이 신설/
제정하여 소형 드론을 이용한 상업적 행위 및 운용을 허용 중에 있으며,
실직적인 드론의 운용제한은 개별적인 운용지역 및 비행체의 상태에 따
라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FAA 소형무인기 규정에서 제시한 드론의

운영상 제한은 다음과 같다.

중량 25kg 미만의 드론
고도 400fts 이내, 속도 100 mph 미만 운용
주간 가시권 비행만 허용
동시간대 조종사 1인당 1대의 소형드론 운용 허용

② 유럽연합 (EU)
유럽연합의 드론 분류는 드론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사고시
손해배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조물 배상책임의 적용되기 위해 분류
및 운용한계의 적용이 개발되었다. EU Regulation 785/2004와 216/2008을
기반으로 150kg 초과의 무인항공기와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체시스템
(UAS, Unmanned Aircraft System)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연
합의 국가별 항공당국의 규정을 신설하여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안전운용에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EASA의 드론 분류체계는 유럽연합 규정 EC 947/2019와 EC945/2019에
기반하여 25kg 이하 소형무인비행체를 Class C0 ~ C4까지 5단계로 분류
하고, 각 분류의 항공기를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드론은 등록시
분류된 Class에 맞는 운용제한을 가지게 된다. 다음은 유럽연합의 드론
Class 정의와 Class별 운용한계 및 조종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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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s://dronerules.eu/sl/professional/eu_regulations_updates

<그림 4-2> 유럽 소형드론 분류 및 운용제한

나. 드론 분류별 운용 규정 및 범위
무인비행체의 운용에 있어 가장 표준화된 규정을 배포/운용하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전체 무인비행체를 운용위험성에 따라
‘OPEN’, ‘SPECIFIC’, ‘CERTIFIED’의 3개 카테고리로(Risk Category)로 분
류하고, 각 카테고리별 무인비행체 표준 운용시나리오를 제정하여 위험
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각 위험 카테고리별 세부 분류는 운용
국가의 공역 및 자격/교육제도 운용상황과 적용된 안전시스템의 상태에
맞도록 각 국가별로 분류하여 규정된다.

102

자료 : https://dronerules.eu/sl/professional/eu_regulations_updates

<그림 4-3> 드론 운용 위험 카테고리별 운용 소요조건

그러나 드론 운용에 있어 안전의 확보는 단순히 드론운용의 한계를 지
정하고, 규제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드론의 사
고를 유발하는 요소와 위험도는 드론의 크기 및 분류와 같은 단편적인 요
소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드론의 설계 안전성, 운용자의 교육 적합성,
면허제도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현되고, 발현이후의 피해위험성
도 대처방안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EASA에서는 드론의 운용에 사고 통제를 위해 드론 운용이 규제를 다음 표와
같이 법규화 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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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드론 운용 관련 EU 표준 법령 규정
드론 운용 위험 카테고리 분류
구분

감항증명

유지감항

OPEN (A)

SPECIFIC (B)

CERTIFIED (C)

EU 945/2018

EU Art 11.2(d) 947
(SORA 반영)

Amd Part21
(계획중)

UAS.SPEC.050 1(i)

Amd 1321/2014
(계획중)

1. 제조사 운용 메뉴얼
기반 유지감항 수행
2. UAS.OPEN.060
1(d) 표준 기반 수행
(Class C0 미적용)

운용자

EU 947/2019

EU Art 11.2(d) 947
(SORA 반영)

Amd 1178/2011

운용개념
및 규정

EU 947/2019

EU 947/2019

Amd 965/2012

다음의 그림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위험 카테
고리별 공역 사용 규정 현황 및 운용상 허용사항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자료 : https://dronerules.eu/sl/professional/eu_regulations_updates

<그림 4-4> 드론 운용 위험 카테고리별 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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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험도 매트릭스 개발을 위한 드론 운용 시나리오
위험 요인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대상 임무별
무인항공기의 운용개념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운용 개념에서 정의된
운용범위, 운용지역 및 운용 한계 등에 따라 장착되어야 할 장비 목록과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용개념
은 다양한 임무에 따라 매우 상의하게 설정될 수 있으나, 다양한 상황의
임무별 운용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수합할 경우 일정수
준의 카테고리로 임무, 최소장비목록, 운용환경 및 지역 등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구현되고 있거나, 즉시 구현이 가능한 드론사용사
업 형태 중, 드론의 형태, 운용 지역 및 환경, 운용 공역 등이 크게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세 가지 드론 사용사업의 임무를 기준으로 동 사업 구현을
위한 드론 운용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도출된 시나리오 구현을 위해 요구
되는 드론의 장비구성과 공역 소요 그리고 운용적 특이점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드론 운용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정된 임무는

1. 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환경적으로 제한되었으나 사고시
물적 피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안전진단,
2. 인적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에서의 드론운용 임무인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의 위반체증용 비행
3. 인적/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행사장
에서의 상업용 촬영

으로 하기의 각 절에서 상기의 임무개요 및 운용시나리오, 운용카테고
리 및 최소장비구성 소요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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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안전진단 임무 시나리오
가. 임무 개요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안전진단 임무는 자세안정용 짐벌이 장착된 수
직이착륙형 드론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균열, 파손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임무로 정의된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 대상물은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통제가 가능한 교량, 통신탑, 태양광발전소, 전력전송용 송전선 및
송전철탑 등의 시설물로 한정된다.

자료 : https://news.joins.com/article/22920670

<그림 4-5> 시설물 감시/모니터링 임무 사례

106

나. 운영 개념
1) 운용 환경 및 비행방법
드론의 운용환경은 시설물 주변의 옥외 환경으로 시설물 중심 반경
10m 내외는 통제되는 환경에서 시행된다. 따라서 시설물의 입지환경 및
시설물 진단시 주변의 인적피해요소는 제한되는 환경에서 운용된다.
점검에 사용되는 드론은 VLOS (Visual Line Of Sight)에서의 비행을 기
본으로 하되,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한된 상황에서의 BVLOS (비가시권운
용, Beyond VLOS)을 허용하며, BVLOS에서의 운용은 Geo-Fensing과
D-GPS를 이용한 측위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계획비행으로 한정한다.

2) 운용 시퀀스
VLOS 및 BVLOS 운용형태를 가정한 드론의 운용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tep 1) 시설물 인근 RPS (Remote Pilot Station) 구축
Step 2) 드론 통신 및 상태확인
Step 3) 드론 상태 확인용 장주비행 또는 Hovering
Step 4) 진단 대상물 확인 및 BVLOS용 경로 입력
Step 5) VLOS 비행 및 임무 수행 (30분 이내)
Step 6) D-GPS 등 보조 위치확인장치 확인
Step 7) BVLOS 경로비행 임무 수행 (10분 이내)
Step 8) 경로복귀
Step 9) Data Backup 및 진단완료

본 임무 수행은 운용자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보유한 2인 이상의 운용자
가 함께 운용함을 원칙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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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요드론 등급 및 운용 카테고리
1) 드론 등급
상기 전술된 가, 나 항목의 임무개념을 완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드론은
다음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한다.

- 고도 300ft 이상
- 1시간 수준의 운용가능
- 짐벌을 갖춘 고성능 전자광학 카메라 탑재
- Auto Hovering, Auto RTB(Return to Base)
- GPS-Based Planned Nav.
- Secondary datalink
- 비상용 낙하산 보유

상기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드론은 짐벌 무게 약 2~3kg, 전자광
학 카메라의 경우 1.5kg 수준의 DSLR을 탑재하고 1시간 동안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 진단 임무를 위해서는 상기의
기능을 가진 25kg 급 C3 Class 드론이 운용됨으로 가정하여 위해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드론 운용 카테고리
1)항에서 전술된 C3 class 드론은 운용 카테고리상 OPEN 카테고리와
SPECIFICED 카테고리에서 모두 운용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
SPECIFIED 카테고리는 일반적인 OPEN 카테고리와 달리 비행 허가를 항
공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사용되는 무인기가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조종자가 교육되어 특정한 조종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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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임무 수행에 있어 가정된 사항이 전술된 드론의 기능이 1시간이상
비행하고 5km 이상의 loiter와 계획경로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
유하고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므로 OPEN 카테고리에서 운용되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무대상인 교량 및 통신탑의 경우 주거인구가 밀집된 Urban 지
역과

충분한

Safety

Distance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SPECIFICED 카테고리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동 임무는 전술된 기능을 보유한 C3 Class의 등
록된 드론이 SPECIFIED 카테고리의 운용규범을 가지고 운용됨으로 가정
되고 위해요인별 원인(Based event, defect)와 피해(Harm)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3) 공역운용 방안
임무수행을 위한 요구되는 공역은 현 법령에세 제시하고 있는 비관제
구 고도와 EASA의 SPECIFIC Category 드론 운용에서 요구하는 고도
400ft이하 신고 및 400ft 이상 허가의 기준을 준용하고, 시설물의 높이가
초고층 구조물이 아닌 것을 고려하여 표면고도(AGL) 300ft 이내의 운용
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Loiter의 경우 교량과 같은 대형 시설물과 BVLOS 상의 경로계획
운용을 고려하여 Loiter 반경 5km로 가정하여 설정하였다.

라. 예상 사고 및 피해객체
동 임무에 사용되는 드론은 RTB (Return To Base) 기능, Auto Hovering 및 Emergency
landing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기 임무 수행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는
기체 추락으로 인한 지상객체의 타격피해와 지상에서의 Rebouncing으로 야기된 2차피해
그리고 UAS Crew에 대한 준비시 비행체 파손으로 야기된 피해로 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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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추락으로 인한 피해객체는 시설물, 관리인력의 상해, 시설물 또는
주변지의 화재로 볼 수 있으며, UAS Crew의 피해는 UAS 시스템의 오작
동 또는 오동작으로 야기된다. 따라서 동 임무의 위험요소 분석시 기체
추락을 야기시키는 원인과 UAS 기체의 오류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분석
하고, 이에 따른 피해의 심각도를 FAA-SMS Manual에 기반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2. 고속도로 법규위반 증거체증
가. 임무 개요
드론을 이용한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체증 임무는 전술된 임무와 마
찬가지로 자세안정용 짐벌이 장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특정공간을 장주비
행하며 교통위반이 있는 차량을 감시하고, 위반사례를 동영상으로 체증
하는 임무로 정의된다.
임무가 수행되는 지역은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에 준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상공으로 한정하며, 휴게소, 톨게이트 및 졸음쉼터 구간은 사람이 자
동차에서 나와 노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운용제한지역으로 한정함을 고려
한다. 또한 위반체증의 특성상 장시간 100KPH 수준의 고속비행의 운용특성
을 가지게 되며, 드론은 길어깨에서 이착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료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0380000

<그림 4-6> 고속도로 위반 체증 임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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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 개념
1) 운용 환경 및 비행방법
드론의 임무가 수행되는 운용환경은 크게 지형적 환경 특성과 주변환경 특성
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지형적 환경은 고속도로 및 주변 부지로서 도로교
통공단의 ‘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메뉴얼’과 국토교통부령으로 고시되
어 있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특징을 지
닌다. 다시 말해 통제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 중심축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대조항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게 된다. 주변
환경적 특성은 도로위의 인적피해요소는 없으나, 지상피해 객체가 달리는 차
량이기 때문에 드론에서의 낙하물 또는 드론의 추락이 더 큰 2차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는 비행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임무에 사용되는 드론은 VLOS (Visual Line
Of Sight)에서의 비행을 기본으로 하되,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한된 상황에서의 BVLOS (비
가시권운용, Beyond VLOS)을 허용하며, BVLOS에서의 운용은 Geo-Fensing과 지형대
조항법을 이용한 측위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계획비행으로 한정한다.

2) 운용 시퀀스
VLOS 및 BVLOS 운용형태를 가정한 드론의 운용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tep 1) 갓길 또는 휴게소 인근 고지대 RPS (Remote Pilot Station) 구축
Step 2) 드론 통신 및 상태확인
Step 3) 드론 상태 확인용 장주비행 또는 Hovering
Step 4) BVLOS용 경로 입력
Step 5) BVLOS 경로 비행 및 임무 수행 (60분 이내)
Step 6) 즉각조치 필요 차량에 대한 VLOS 임무 수행 (1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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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경로복귀
Step 8) Data Backup 및 진단완료

본 임무 수행은 운용자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보유한 2인 이상의 운용자
가 함께 운용함을 원칙으로 가정하였다.

다. 소요드론 등급 및 운용 카테고리
1) 드론 등급
상기 전술된 가, 나 항목의 임무개념을 완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드론은 다
음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고도 300ft 이상
- 1시간 이상의 운용가능
- 짐벌을 갖춘 고성능 전자광학 카메라 탑재
- Auto RTB(Return to Base)
- GPS-Based Planned Nav.
- Secondary datalink
- 비상시 도로 회피 비행 및 비상착륙제어 기능 보유

상기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드론은 짐벌 무게 약 2~3kg, 전자광
학 카메라의 경우 1.5kg 수준의 DSLR을 탑재하고 1시간 동안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체증임무를 위해서는 상기
의 기능을 가진 25kg 급 C3 Class 멀티콥터형 드론 또는 C2, C3 Class의
고정익 드론이 운용됨으로 가정하여 위해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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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론 운용 카테고리
1)항에서 전술된 C3 class 드론은 운용 카테고리상 OPEN 카테고리와
SPECIFICED 카테고리에서 모두 운용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
SPECIFIED 카테고리는 일반적인 OPEN 카테고리와 달리 비행 허가를 항
공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사용되는 무인기가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조종자가 교육되어 특정한 조종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 임무 수행에 있어 가정된 사항이 전술된 드론의 기능이 1시간이상
비행하고 20km 수준의 loiter와 계획경로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
유하고 있고, 공공용 목적으로 운용되므로 OPEN 카테고리에서 운용되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동 임무는 전술된 기능을 보유한 C3 Class의 등
록된 드론이 SPECIFIED 카테고리의 운용규범을 가지고 운용됨으로 가정
되고 위해요인별 원인(Based event, defect)와 피해(Harm)를 분석하는데 사용
될 것이다.

3) 공역운용 방안
임무수행을 위한 요구되는 공역은 현 법령에세 제시하고 있는 비관제
구 고도와 EASA의 SPECIFIC Category 드론 운용에서 요구하는 고도
400ft이하 신고 및 400ft 이상 허가의 기준을 준용하고, 시설물의 높이가
초고층 구조물이 아닌 것을 고려하여 표면고도(AGL) 200ft 이내의 운용
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Loiter의 경우 BVLOS 상의 경로계획운용을 고려하여 Loiter 반경
20km로 가정하여 설정하였다.

라. 예상 사고 및 피해객체
동 임무에 사용되는 드론은 RTB (Return To Base) 기능 및 도로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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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Emergency landing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로 상기 임무 수행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는 기체 추락으로 인한 지상객체
의 타격피해와 지상에서의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차량간 2차사고 피해 그
리고 UAS Crew에 대한 준비시 비행체 파손으로 야기된 피해로 한정할 수
있다.
기체 추락으로 인한 피해객체는 차량, 도로시설물 및 길어깨 등 주변지
의 화재와 UAS Crew로 볼 수 있으며, UAS Crew의 피해는 UAS 시스템의
오작동 또는 오동작으로 야기되는 신체 손상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동 임
무의 위험요소 분석시 기체 추락을 야기시키는 원인과 UAS 기체의 오류
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피해의 심각도를 FAA-SMS
Manual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행사장 촬영
가. 임무 개요
드론을 이용한 행사장/이벤트 촬영 임무는 전술된 임무와 마찬가지로
자세안정용

짐벌이

장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특정공간에서

비행과

Hovering을 반복하며 행사장의 주요 상황을 촬영하는 임무로 정의된다.
임무가 수행되는 지역은 행사가 개최되는 군중이 밀집된 장소로 사용
되는 드론은 VLOS 에서만 운용됨으로 한정된다. 항공안전법 120조 및 항
공안전법 시행규칙 310조에 따라 드론의 크기 및 규격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의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비행
은 비행건 별 비행승인을 취득하고 운용되어야 하므로, 동 임무를 위한
비행 또한 비행승인을 득함을 기준으로 운용개념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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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011/80743511/1

<그림 4-7> 행사장 촬영에 대한 비행 개념

나. 운영 개념
1) 운용 환경 및 비행방법
드론의 임무가 수행되는 운용환경은 한정된 범위의 특정지역에 군중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으로 지붕이 덮혀있는 실내에서의 운용은 산정되지
않는다. 지상피해 객체가 드론에 대한 주의력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행사
가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일반 군중이므로 지상피해에 대한 위험을 저감
시킬 수 있는 비행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촬영에 사용되는 드론의 비행방식은 VLOS (Visual Line Of Sight)에서
의 비행만을 허용하고, 비가식권 촬영을 위한 BVLOS 운용 및 계획경로비
행은 제한되는 것으로 산정한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비행을 산정
하므로, 주간 비행만을 허용하며 야간에 진행되거나 지붕으로 덮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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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에서의 비행은 수행하지 않는 다는 가정 하에 임무개념이 설정
된다.

2) 운용 시퀀스
VLOS 운용형태를 가정한 드론의 운용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tep 1) 행사장 내 군중접근이 통제되는 RPS (Remote Pilot Station) 구축
Step 2) 드론 통신 및 상태확인
Step 3) 드론 상태 확인용 Hovering
Step 4) VLOS 임무 수행 (30분 이내)
Step 5) 경로복귀
Step 6) Data Backup 및 진단완료
본 임무 수행은 운용자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보유한 2인 이상의 운용자가 함
께 운용함을 원칙으로 가정하였다.

다. 소요드론 등급 및 운용 카테고리
1) 드론 등급
상기 전술된 가, 나 항목의 임무개념을 완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드론은
다음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고도 100ft 수준
- 30분 이상의 운용가능
- 짐벌을 갖춘 고성능 전자광학 카메라 탑재
- Auto RTB(Return to Base), Auto Stay-hold hovering
- Secondary dat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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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드론은 짐벌 무게 약 0.5kg, 전자광
학 카메라의 경우 0.5kg 수준의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하고 0.5시간 동
안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사장 촬영을 위한 드
론을 사업용 드론 운용의 경우와 개인용 촬영의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행사장 구역에서의 전체 드론 운용 대수는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가정한다. 사업용 촬영을 위한 드론은 촬영 결과물의 상업적 가치를 가져
야 하므로 비행진동 및 안정성이 높은 25kg 급 C3 Class 멀티콥터형 드론
으로 한정하고, 개인용 드론의 경우 반경 100m, VLOS 운용이 가능한 C2
Class의 멀티콥터형 드론이 운용됨으로 가정하여 위해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드론 운용 카테고리
1)항에서 전술된 드론 중 C3 class 드론은 운용 카테고리상 OPEN 카테고리
와 SPECIFICED 카테고리에서 모두 운용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
SPECIFIED 카테고리는 일반적인 OPEN 카테고리와 달리 비행 허가를 항공당국
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사용되는 무인기가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조종자가 교육
되어 특정한 조종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 임무 수행에 있어 개인용 촬영이던 사업용 촬영이던 군중이 모인 장
소에서의 촬영을 가정하나, 행정적인 절차를 제외하고는 개인용 촬영은
현실적으로 제시된 비행계획만을 수행하지는 않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드론 운용 카테고리는 사업용의 경우
SPECIFIED 카테고리로 개인용의 경우 OPEN 카테고리 중 비행허가 승인
의 CASE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3) 공역운용 방안
임무수행을 위한 요구되는 공역은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운용과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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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의 방지 측면을 고려하여 표면고도(AGL) 100ft 이
내의 운용으로 가정하였다. Loiter 조건은 산정하지 않으며, 100m 이내의
반경에서 VLOS 운용만을 고려한다.

라. 예상 사고 및 피해객체
동 임무에 사용되는 드론은 RTB (Return To Base) 기능 및 통신두절시
제자리 비행과 연착륙을 수행하는 Auto Stay-Hold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기 임무 수행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는 기체 추
락으로 인한 지상객체의 직접타격피해와 Rebouncing에 의한 2차피해 그
리고 비행 준비 시 비행체 파손으로 야기된 UAS Crew에 대한 피해로 한정할
수 있다. 기체 추락으로 인한 피해객체는 행사장 시설물, 관람객 및 UAS Crew
로 UAS Crew의 피해는 UAS 시스템의 오작동 또는 오동작으로 야기되는 신체
손상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동 임무의 위험요소 분석시 기체 추락을 야기시키
는 원인과 UAS 기체의 오류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피해의
심각도를 FAA-SMS Manual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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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드론 운용 시나리오별 위험 식별
제2절에서 제시한 드론 운용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별 드론 특성과 피해
객체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표 4-3> 드론 운용 시나리오 정리
구분

시설물 진단 모니터링

고속도로 위반체증

행사장 촬영

Payload

EO/IR 카메라

EO/IR 카메라

EO 카메라

운용환경

인적이 드문 통제된
시설물 인근지역

고속도로 상공

인구밀집지역

운용개념

- VLOS 및 BVLOS
- 1시간이내, 실시간
통제

- BVLOS 및 EVLOS
- 1시간 내외
- 계획경로비행 및 추
적

- VLOS
- 30분 내외
- 실시간 통제

운용공역

- Loiter : 5km
- 고도 : AGL 400ft
이내

- Loiter : 20km
- 고도 : AGL 200ft 이
내

- Loiter : 5km
- 고도 : AGL 100ft

드론등급

- Class C3
- OPS type B2

- Class C3
- OPS type B2

- 개인용: C2/C3 OPS A3
- 사업용: C3, OPS B2

피해객체

- 1차 : 시설물
- 2차: 관리인력,
화재, Crew

- 1차 : 차량
- 2차 : 2차 차량사고
Crew

- 1차 : 직접 신체손상
- 2차 : 2차 신체손상
Crew, 화재

본 연구에서 진행될 드론 운용 시나리오별 위해 요소 식별은 시나리오에 따
른 드론 운용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먼저 식별하고, 식별된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해요소와 위해요소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사고의 유형은 ICAO Occurrence DB에서 제시된 35가지 사고 유형에서
발췌하되 무인기사고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유인기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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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형 또는 가장 근사한 가치를 갖는 유형으로 발췌하여 이에 대한 원
인으로 확장/구체화 하는 방법으로 식별하고, 두 가지의 사고가 함께 나타
나는 경우는 보다 선행 원인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원인사고로 구별하여 분석
을 수행한다.

<표 4-4> ICAO 사고 DB 요약 (Occurance DB)
순
번

제 목

1

활주로 미/과착

2

비정상적 활주로 충돌

3

활주로이탈

활주로 측면 또는 끝단을 이탈한 경우

4

활주로침범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표면 보호구역에 항공기,
차량, 사람이 규칙에 어긋나게 진입을 한 경우

5

지형충돌

비행제어 상실 징후 없이 지형 장애물 등과 충돌한
경우

6

이착륙 중 장애물충돌

이착륙 중 지상의 장애물 등과 충돌이 발생한 경우

7

조종능력상실 (비행중)

비행경로를 이탈하였거나 비행제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8

직접화재

항공기에서 화재 연기 발생
(다른 유형의 후속한 화재는 제외)

9

간접화재

다른 사고유형의 결과로 화재나 연기가 발생한 경우

10

엔진 외 고장/결함

11

엔진 고장/결함

12

객실안전

항공기 객실안전 관련 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13

지상조업

지상조업 중 또는 그 결과로 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14

난기류

정의
활주로, 착륙대 등의 표면 밖에 착지한 경우
이착륙 중 활주로 등에 비정상적인
접촉이 발생한 경우

동력장치 외의 장비 및 부품에 고장 결함이 발생 경우
동력장치 고장 결함이 발생한 경우

비행 중 난기류 조우가 발생한 경우

자료 : 2017 항공안전백서 자료편집,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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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ICAO 사고 DB 요약 (Occurance DB)
순
번

제 목

15

윈드시어

16

항공기결빙

정의
윈드시어 또는 뇌우에 조우한 경우
항공기표면에 눈, 얼음, 비의 결빙, 서리 등이 쌓여 항
공기 조종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비행 중인 항공기 간 공중충돌 또는 니어미스(Near

17

공중충돌

18

지상충돌

19

지상 조종능력상실

20

양력상실

21

저고도비행

22

급기동

23

항행오류

항공기의 잘못된 항행으로 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24

조류충돌

조류와의 충돌 또는 니어미스가 발생한 경우

25

야생동물충돌

공항이동지역에 나타난 야생동물과 충돌하거나 충돌
회피 조작을 한 경우

26

급유관련

연료 고갈 부족 관리 실패 오염, 기화기 또는 흡기
계통 결빙으로 엔진의 출력이 감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등

27

공항운영관련

공항 설계 서비스 기능 문제로 안전사건이 발생

28

계획에 없던 계기비행

공항 설계 서비스 기능 문제로 안전사건이 발생

29

외부장착물 관련

30

보안관련

31

기타

32

원인미상

Miss)가 발생한 경우(ACAS 경보, 분리손실 등 포함)
유도로 또는 사용 중인 활주로에서 충돌이 발생
지상 운항 중 항공기 제어능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비행 중 양력상실로 중도착륙을 한 경우
지표면 가까이에서 비행 중 장애물 등에 충돌하거나
충돌위험 발생한 경우(단, 이착륙 단계는 제외)
의도적인 항공기 급기동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 외부 적재물 등으로 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죄/보안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발생사건 중 정보가 불충분하여 유형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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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야기시키는 위해요소의 분석은 드론시스템 장치별 integrity 또
는 장치 수명주기에 따른 신뢰성과 관련된 위해요소, 그리고 운용자의 비
행숙련도와 관련된 위해요소로 나누어 분석한다. 드론시스템의 장치별
신뢰성은 시스템의 PBS (Product Based Structure)를 기반으로 비행에 소
요되는 최소장치목록 (MEL, Minimum Equipment List) 을 구성하고 MEL
로 식별된 PBS 구성요소의 Failure mode를 기반으로 Failure mode를
Enabling 시킬 수 있는 장치의 기능저하/기능상실 등을 장치의 MTBF
(Mean Time Between Failute) 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드론시스템의 위해요소별 원인 사건 중 장치의 MTBF를 확인하여 분석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드론구성장치가 일반적인 항공시스템과는 달리
장치 또는 부품별 MTBF를 산정할 수준의 Certified level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개발된 드론의 부품이 최소한의 제품보증이 가능
한 COTs (Commercial Off The Shelf)를 사용함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 받
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구조적 강건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군사용 드론을 제외한 일반적 드론시
스템은 부품별 MTBF를 확인할 수 없는 부품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근원
적 문제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론시스템의 PBS에 따른
원인 사건에 관련된 부품의 신뢰성을 파악해보되, 정량적인 구성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인부품으로 인한 방어기제를 Hard Redundancy
part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로 산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위해 요소별 위험사건과 이를 야기시키는 원인 사건 및 안전기제
및 방어기제를 망라한 bow-Tie 모델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항공안전
시스템 운영지침’ 중 ‘별표 1-1’에서 기술된 위해요소별 위험사건의
Bow-tie table을 기반으로 임무시나리오별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의 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항공안전시스템 위해요소별 위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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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ow-tie 모델 예시를 보여준다.

<표 4-5> 위해요인-이벤트 Bow-Tie 모델 예시
CONSEQUENCE : 비행중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비행중
항공기화재

상황인식,
비상대처훈
련

조류충돌에
의한
항공기 손상

상황인식,
비상대처훈
련

난류조우

상황인식,
악기상
대처훈련

방어기제

잠재결과

잠재결과
심각도

조종능력상
실

지상충돌

항공기전손,
사상자발생

손상정도확
인, 대응
조종

급격한
기동

항공기
일부손상

난류
회피/대응
기동

급격한
기동

승객/승무원
상해자 발생

위험사건

조종능력
상실

자료 : 국토부 훈령 258호 별표 1-1

상기에서 제시된 예시에서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원인사건 : 위험사건의 원인
- 위험사건 : 위해요인이 발현되어 시스템에서 나타나게되는 사건의 형상
- 안전기제 : 원인사전이 차단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또는 대응방안
- 방어기제 : 위험사건이 성공적으로 차단된 경우의 원인과 결과
- 잠재결과 : 위험사건에 대한 방어기제 또는 대책이 실패하여 위험사건이
발현된 경우의 예상되는 결과

- 잠재결과 심각도
: 공학적 연계성 또는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잠재결과의 심각성을
기술하고, 이를 FAA-SMS Manual 상의 Hazard Severity 등급에
맞춰 정량화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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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안전진단 임무 시나리오의 위험 분석
가. 사고 유형별 위해요소 식별 및 위험사건 도출
시설물 안전진단 임무용 드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25kg급의 EASA
Class C3 형의 드론으로 가정하였다. 시설물의 진단을 위해 비행 중
Hovering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회전익을 가진 멀티콥터 또는 헬리콥터
형 드론으로 산정하여 사고유형을 기술한다.
동 임무에 대한 드론시스템의 PBS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것으로 간
략화 가정하여 사고 유형별 위해요소를 분석하였다.

<그림 4-8> 시설물 안전진단용 드론의 최소비행장비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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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예상되는 사
고를 전술한 ICAO Occurrence DB에 사고유형에 맞춰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고유형으로 한정될 수 있으며,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해요소 및
사고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표 4-6> 시설물 진단 모니터링 사고유형 별 구분
구분

비행 중
조종능력 상실

직접화재

간접화재

엔진(모터) 고장

지형충돌

위해요소
-전방주시 카메라 기능
정지
-C2 LINK 오류
-자세제어 센서 오동작
GPS 오동작
-모터 기능 저하 (또는
RPM 센서 오동작/기
능이상)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
오동작/기능이상
-조종자 능력 저하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 과열
-배터리 과열
-배터리 누액
-배터리 누액
-모터 기능 저하 (또는
RPM 센서 오동작/기
능이상)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 오동작/
기능이상
-BVLOS 운용 중 전방
주시 카메라 기능정지
-C2 LINK 오류
-모터 기능 저하 (또는
RPM 센서 오동작/기
능이상)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 오동작/
기능이상조종사 착각

잠재결과

잠재피해

-기체 지상 추락
-RTB (Return To
Base, C2 LINK
두절시 경우에 한함)
-기체 망실 (Auto
landing 기능)

-인명사상
-시설파손
-기체망실

-Auto Hovering + 비
상착륙
-지상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화재 전파)

-시설파손 (화재 전파)

-시설파손 (화재 전파)

-비행 중 조종능력상실
기체 지상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비행 중 조종능력상실
-기체 지상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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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류충돌

공중충돌

항행오류

양력상실

윈드시어

위해요소
-새때
-BVLOS 운용 중 전방
주시 카메라 기능정지
-공역상 공중통제 미흡
-C2 LINK 오류
-조종사 착각
-BVLOS 운용 중 전방
주시 카메라 기능정지
-GPS 기능정지 / 오작동
-조종사 착각
-모터 기능 저하 (또는
RPM 센서 오동작/기
능이상)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 오동작/
기능이상조종사 착각
-조종사 대처능력 미흡

잠재결과
-비행 중 조종능력상실
-기체 지상 추락

잠재피해
-인명사상
-시설파손

-비행 중 조종능력상실
-기체 지상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비행 중 위치 파악 오류

-시설파손

-비행 중 조종능력상실
-기체 지상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비행 중 조종능력상실
-기체 지상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동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해당 비행체가 AGL 400ft 이내의 저고도에서
VLOS 또는 BVLOS로 운용되는 회전익 비행체로 가정되어 있으므로 상기
의 시설물 진단/모니터링 업무에 대해 예상되는 사고 유형별 잠재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비행기체의 지상추락 또는 조종사 미통제 상태에서의 비
상착륙으로 수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따른 위해요소 및 잠재
피해를 종합해보면 UAS 시스템의 PBS 상 FCC (Flight Control Computer)
부품의 고장와 모터 및 모터 구동부품인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
Circuit) 파손 또는 기능이상 그리고 GPS 기능정지/오류 등으로 종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위해 요소별 원인 및 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Bow-tie 모델을 통
한 심각도 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주요 위험사건으로 하기의 4가지 사건을
종합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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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진단/모니터링 임무의 위험사건>
y

모터/모터드라이버 기능 이상/정지

y

FCC 기능 이상

y

배터리 기능 이상 / 파손

y

GPS 기능 이상 (BVLOS 운용시)

나. 위험사건 별 위해요인-이벤트 목록 분석
가. 절에서는 임무별 제기될 수 있는 대표 위험사건을 기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기술된 대표 위험사건별 원인사건의 연계성과 이를 차단/보완
할 수 있는 안전기제 그리고 사건의 발현시 생기게 되는 위험과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어기제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동 위험사건별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제4절에서
임무시나리오별로 수행된다.

1) 모터 및 모터드라이버 기능이상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모터 및 모터드라이버 기능이상이 발생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2) FCC 기능이상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FCC 기능이상이 발생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정리된 표에
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
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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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모터 및 모터드라이버 이상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양력상실,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
결과

잠재결과
심각도

지상충돌

항공기
전손,
사상자
발생

지상충돌

항공기
전손,
사상자
발생

사용시간 기록
ESC 파손 및
기능이상

모터 파손 및
기능이상

배터리
전류출력부
족

비상인식후
연착륙

전류제한기
부착
사용시간 기록
및 MTBF 확인
인증부품 사용
Hard
Redudancy
사용
배터리
잔량표시
동력계외
전류제한기
부착

모터 및
모터드라이
버
기능이상

비상인식후
연착륙

비상착륙
비상인식후
연착륙

낙하산
운용

항공기
파손

<표 4-8> FCC 기능 이상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조종능력 상실
위험사건

안전기제

FCC
보드이상

인증부품 사용
Hard
Redudancy
사용

지상충돌

제어 S/W
오류

버전 확인 등
사전점검
절차의무화

지상충돌

배터리
전류출력부
족

배터리
잔량표시
FCC용
Backup
배터리 장착

가속도,
Gyro,
AHRS,
GPS등
주요
센서이상

인증부품 사용
Hard
Redudancy
사용

FCC
기능이상

방어기제

잠재
결과

원인사건

비상인식후
연착륙

잠재결과
심각도
항공기
전손,
사상자
발생
항공기
전손,
사상자
발생

비상착륙
낙하산
운용

지상충돌

항공기
파손

항공기
전손,
사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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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터리 기능이상 / 파손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배터리의 기능이상 또는 파손이 발생되
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
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9> 배터리 기능 이상 / 파손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양력상실,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
결과

잠재결과
심각도

인증부품 사용
배터리
충전량표시
오류
배터리 셀
한계수명
도래

Hard
Redudancy
사용
사용시간 기록
및 MTBF 확인

지상충돌
배터리
기능이상
또는

비상인식후
연착륙

비상착륙

인증부품 사용
배터리 파손

배터리 팩
기계적 파손

항공기파
손,
사상자발
생

장착전
배터리
육안검사

직접화재

항공기파
손
사상자발
생
간접화재

4) GPS 기능이상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GPS의 기능 이상이 발생되는 위험사건
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정리된 표
에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
험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4장 안전성 평가지표 산출을 위한 위험도 매트릭스(Risk Matrix) 개발 129

<표 4-10> GPS 기능이상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항법기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GPS
모듈 파손

GPS Reboot

GPS
음영지 진입
GPS
안테나 파손

FCC-Nav.
S/W상 대응
알고리즘 운용
비행전
기체육안검사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결
과

잠재결과
심각도

비상착륙

항공기
망실

BVLOS
GPS
기능이상

Waypoint
운용진행

2. 고속도로 법규위반 증거채증 임무 시나리오의 위험 분석
가. 사고 유형별 위해요소 식별 및 위험사건 도출
고속도로 법규위반 증거 채증 임무용 드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25kg급
의 EASA Class C3 형의 드론으로 가정하였다.
본 임무는 고속도로 내 안전지에서 이륙하여 Loiter 20km 이내의 구역
을 장주비행하며 이동하는 대상물을 촬영해야 하므로 고정익 드론과 회
전익 드론의 형태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무 특성상 고속의 대
상물에 대한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고, 항공기 사고 발생시 추
락물에 의한 고속도로 상 운행 차량의 2차 사고 유발에 대한 위험 또한
항시 상존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시스템운용개념
수립부터 방지하기 위해 비상시 위험지역으로 활공 후 이탈할 수 있는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지역에서의 Hovering을 통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동적 임무수행이 아닌 고정익 비행체를 이용한 능동적 임무수행을 기
반으로 위험사건을 도출을 수행하였다.
동 임무에 대한 드론시스템의 PBS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것으로 간
략화 가정하여 사고 유형별 위해요소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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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고속도로 법규위반 체증 임무 드론의 최소비행장비 PBS

고속도록 법규위반 체증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예상
되는 사고를 전술한 ICAO Occurrence DB에 사고유형에 맞춰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고유형으로 한정될 수 있으며,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해요
소 및 사고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표 4-11> 고속도로 법규위반 사고유형 별 구분
구분
비행 중
조종능력 상실

위해요소
-전방주시 카메라 기능
정지
-C2 LINK 오류
-자세제어 센서 오동작
-조종자 능력 저하

잠재결과
-기체 지상 추락
-기체 망실 (Auto
landing 기능)

잠재피해
-기체/시설파손
-기체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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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해요소

잠재결과

잠재피해

직접화재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
과열
-배터리 과열
-배터리 누액

-이동체 회피비행 및
비상착륙

-시설파손 (화재 전파)

간접화재

-배터리 누액

-시설파손 (화재 전파)

-시설파손 (화재 전파)

엔진(모터) 고장

-모터 기능 저하 (또는
RPM 센서 오동작/기
능이상)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
오동작/기능이상

비행 중 조종능력상실
-이동체 회피비행 및
비상착륙

-기체/시설파손

지형/기물 충돌

-BVLOS 운용 중 전방
주시 카메라 기능정지
-C2 LINK 오류
-조종사 착각

-기체 지상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조류충돌

-새떼

-기체 지상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공중충돌

-BVLOS 운용 중 전방
주시 카메라 기능정지
-공역상 공중통제 미흡
-C2 LINK 오류
-조종사 착각

-기체 지상 추락

항행오류

-BVLOS 운용 중 전방
주시 카메라 기능정지
-GPS 기능정지 / 오작동
-FCC 오류
-조종사 착각

-비행 중 위치 파악
오류

-시설파손
-공중충돌 유발
-지형/지물 충돌 유발

양력상실

-모터 기능 저하 (또는
RPM 센서 오동작/기
능이상)
-기체파손
-윈드시어

-비행 중 조종능력상실
-기체 지상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2차 차량사고 유발
-제3자 기체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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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해당 비행체가 AGL 200ft 이내의 저고도에서
VLOS 또는 BVLOS로 운용되는 고정익 비행체로 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
대로 해당 업무에 대해 예상되는 사고 유형별 잠재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비행
기체의 지상추락 또는 조종사 미통제 상태에서의 이동물체가 없는 지역으로의
비상착륙으로 수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따른 위해요소 및 잠재피
해를 종합해보면 UAS 시스템의 PBS 상 C2LINK 손실, FCC (Flight Control
Computer) 부품의 고장, 조종면 이상 그리고 GPS 기능정지/오류 등으로 종합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위해 요소별 원인 및 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Bow-tie 모델을 통
한 심각도 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주요 위험사건으로 하기의 5가지 사건을
종합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위해 요소별 원인 및 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Bow-tie 모델을 통
한 심각도 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주요 위험사건으로 하기의 5가지 사건을
종합해 낼 수 있었다.

<시설물 진단/모니터링 임무의 위험사건>
y

모터 및 모터드라이브 기능이상/파손

y

FCC 기능 이상

y

배터리 기능 이상 / 파손

y

GPS 기능 이상 (BVLOS 운용시)

y

조종면 이상 / 비정상적 동작

나. 위험사건별 위해요인-이벤트 목록 분석
가. 절에서는 임무별 제기될 수 있는 대표 위험사건을 기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기술된 대표 위험사건별 원인사건의 연계성과 이를 차단/보완
할 수 있는 안전기제 그리고 사건의 발현시 생기게 되는 위험과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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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시킬 수 있는 방어기제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동 위험사건별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제4절에서
임무시나리오별로 수행된다.

1) 모터 및 모터드라이버 기능이상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모터 및 모터드라이버 기능이상이 발생
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
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12> 모터 및 모터드라이버 이상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양력 손실, 비상착륙
원인사건

안전기제

모터 파손 및
기능이상

사용시간 기록
및 MTBF 확인
인증부품 사용
Hard
Redudancy
사용

배터리
전류출력
부족

배터리
잔량표시
동력계외
전류제한기
부착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결
과

잠재결과
심각도

비상인식후
연착륙
모터 및
모터드라이
버
기능이상

활강 후
연착륙

항공기
파손
시설파손

비상인식후
연착륙

2) FCC 기능이상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FCC 기능이상이 발생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정리된 표에
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
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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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FCC 기능 이상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결
과

FCC
기능이상

비상인식후
연착륙

활강 후
연착륙

잠재결과
심각도

인증부품 사용
FCC
보드이상

제어 S/W
오류

배터리
전류출력
부족
가속도,
Gyro,
AHRS,
GPS등
주요
센서이상

Hard
Redudancy
사용
버전 확인 등
사전점검
절차의무화
배터리
잔량표시
FCC용
Backup
배터리 장착

항공기
파손
시설파손

인증부품 사용
Hard
Redudancy
사용

3) 배터리 기능이상 / 파손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배터리의 기능이상 또는 파손이 발생되
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
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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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배터리 기능 이상 / 파손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양력상실,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결
과

잠재결과
심각도

인증부품 사용
배터리
충전량표시
오류

배터리 셀
한계수명
도래

Hard
Redudancy
사용
사용시간 기록
및 MTBF 확인
인증부품 사용

배터리 팩
기계적 파손

장착전
배터리
육안검사

배터리
기능이상
또는

비상인식후
연착륙

활강 후
연착륙

항공기
파손
시설파손

배터리 파손
직접화재

항공기
파손
화재유발

4) GPS 기능이상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GPS의 기능 이상이 발생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된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
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은 발견
되지 않았다.

5) 조종면 이상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기체분야의 조종면 이상이 발생되는 위험사
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도 이어지는 표에 정리된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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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GPS 기능 이상 / 파손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항법기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GPS
모듈 파손

GPS Reboot

GPS
음영지 진입

FCC-Nav.
S/W상 대응
알고리즘 운용

GPS
안테나 파손

비행전
기체육안검사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결
과

잠재결과
심각도

비상착륙

항공기
망실

BVLOS
GPS
기능이상

Waypoint
운용진행

<표 4-16> 조종면 이상 / 파손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조종면
구동부
기능이상

이륙전
기능검사

조종면
기계부
기능이상
FCC
기능이상

위험사건

이중화+Failsafe
적용

잠재결
과

잠재결과
심각도
항공기
파손

인증부품사용
이중화+Failsafe
적용

방어기제

조종면
기능이상

인근안전지
역
비상착륙

항공기
추락

시설파손
이동차량
2차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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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장 촬영 임무 시나리오의 위험 분석
가. 사고 유형별 위해요소 식별 및 위험사건 도출
행사장 촬영 임무용 드론은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류하여 전술한 바
있다. 사업용은 시설물 진단 모니터링과 25kg급의 EASA Class C3 형의
드론으로 가정하였고, 개인용은 5~7kg 내외의 EASA Class C2 또는 C3 초
반의 클래스를 가지는 드론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른 드론 시스템 운용
(OPS) Type은 사업용의 경우 비행계획의 승인이 요구되는 SPECIFIED
Category Type B2로 개인용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항공법상 비행
계획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위반할 수 있음을 반영하여 OPEN
Category Type A3로 가정하였고, 이를 전술한 바 있다.
가장 대중적으로 친숙한 비행의 형태를 가지는 동 임무에서 드론시스
템의 지상충돌로 인한 2차피해가 Rebouncing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산정
할 수 있고, 지상충돌은 드론비행체의 추락을 야기하는 고장과 지상의 지
형/지물과의 충돌로만 야기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위험사건의 도
출 분석이 수행되었다.
동 임무에 대한 드론시스템의 PBS는 다음의 그림 5-8과 같이 구성되
는 것으로 간략화 가정하여 사고 유형별 위해요소 분석에 사용하였고, 기
존 시설물진단 임무용 드론과의 차이점은 BVLOS 및 경로비행 기능의 삭
제, 비상용 낙하산 또는 에어백 시스템의 장착을 의무화 한다는 것을 시스
템구성의 전제사항으로 가정하였고, 개인용의 경우 중량의 한계로 인해
모터나 ESC를 이중화 기반으로 사용할 수 없어 위험이 더 크므로 위험사
건 발생 분석은 개인용 드론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행사장 촬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예상되는 사
고를 전술한 ICAO Occurrence DB에 사고유형에 맞춰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고유형으로 한정될 수 있으며,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해요소
및 사고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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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행사장 촬영 임무 드론의 최소비행장비 PBS

동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해당 비행체가 AGL 100ft 이내의 저고도에서
VLOS 로 운용되는 멀티콥터형 회전익 비행체의 운용을 전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업무에 대해 예상되는 사고 유형별 잠재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비행기체의 지상추락 또는 낙하산전개를 통한 비상착륙으로 수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위해요소 및 잠재피해를 종합해보면 UAS 시스템의 PBS
상 C2LINK 손실, FCC (Flight Control Computer) 부품의 고장, 배터리 이상
그리고 GPS 기능정지/오류 등으로 종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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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행사장 촬영 사고유형 별 구분
구분
비행 중
조종능력 상실

직접화재

간접화재

엔진(모터) 고장

지형/기물 충돌

조류충돌

공중충돌

양력상실

위해요소
-전방주시 카메라 기능
정지
-C2 LINK 오류
-자세제어 센서 오동작
-조종자 능력 저하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 과
열
-배터리 과열
-배터리 누액
-배터리 누액
-모터 기능 저하 (또는
RPM 센서 오동작/기
능이상)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 오
동작/기능이상
-BVLOS 운용 중 전방
주시 카메라 기능정지
-C2 LINK 오류
-조종사 착각
-새때
-BVLOS 운용 중 전방
주시 카메라 기능정지
-공역상 공중통제 미흡
-C2 LINK 오류
-조종사 착각
-모터 기능 저하 (또는
RPM 센서 오동작/기
능이상)
-기체파손
-윈드시어

잠재결과

잠재피해

-기체 지상 추락
-기체 망실 (Auto
landing 기능)

-기체/시설파손
-기체망실

-이동체 회피비행 및
비상착륙

-시설파손 (화재 전파)

-시설파손 (화재 전파)

-시설파손 (화재 전파)

비행 중 조종능력상실
-이동체 회피비행 및
비상착륙

-기체/시설파손

-기체 지상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기체 지상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기체 지상 추락

-2차 차량사고 유발
-제3자 기체파손

-비행 중 조종능력상실
-기체 지상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따라서 위해 요소별 원인 및 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Bow-tie 모델을 통한
심각도 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주요 위험사건으로 하기의 5가지 사건을 종합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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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진단/모니터링 임무의 위험사건>
y

모터 및 모터드라이브 기능이상/파손

y

FCC 기능 이상

y

배터리 기능 이상 / 파손

y

GPS 기능 이상 (BVLOS 운용시)

y

C2LINK 손실

나. 위험사건 별 위해요인-이벤트 목록 분석
가. 절에서는 임무별 제기될 수 있는 대표 위험사건을 기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기술된 대표 위험사건별 원인사건의 연계성과 이를 차단/보완
할 수 있는 안전기제 그리고 사건의 발현시 생기게 되는 위험과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어기제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동 위험사건별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제4절
에서 임무시나리오별로 수행된다.

1) 모터 및 모터드라이버 기능이상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모터 및 모터드라이버 기능이상이 발생
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
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2) FCC 기능이상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FCC 기능이상이 발생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된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의 원
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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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모터 및 모터드라이버 이상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양력 손실, 비상착륙
원인사건

안전기제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
결과

잠재결과
심각도

사용시간 기록
ESC 파손 및
기능이상

모터 파손 및
기능이상

전류제한기
부착
사용시간 기록
및 MTBF 확인
인증부품 사용

배터리
전류출력
부족

배터리
잔량표시

모터 및 모터
드라이버
기능이상

낙하산을
이용한
비상착륙

항공기
파손
항공기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동력계외
전류제한기
부착

3) 배터리 기능이상 / 파손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배터리의 기능이상 또는 파손이 발생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4) GPS 기능이상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GPS의 기능 이상이 발생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이어지는 표에서 정리된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
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은 발견
되지 않았다.

142

<표 4-19> FCC 기능 이상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FCC
보드이상

인증부품 사용

제어 S/W
오류

버전 확인 등
사전점검
절차의무화

배터리
전류출력
부족
가속도,
Gyro,
AHRS,
GPS등
주요
센서이상

배터리
잔량표시

위험사건

잠재
결과

방어기제

잠재결과
심각도

RTB

항공기
파손

낙하산
비상착륙
FCC
기능이상

항공기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인증부품 사용

RTB

<표 4-20> 배터리 기능 이상 / 파손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양력상실,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배터리
충전량표시
오류

KC인증부품
사용

배터리 셀
한계수명
도래
배터리 팩
기계적 파손

사용시간 기록
및 MTBF 확인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
결과

잠재결과
심각도
항공기
파손

배터리
기능이상
또는

비상인식후
연착륙

항공기
추락

인명사상
시설파손

인증부품 사용
장착전
배터리
육안검사

배터리 파손
직접화재

항공기
파손
인명사상
화재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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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GPS 기능 이상 / 파손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고도확인 기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GPS
모듈 파손

GPS Reboot

GPS
음영지 진입

RALT 또는
초음파 RALT
센서 장착

GPS
안테나 파손

비행전
기체육안검사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
결과

잠재결과
심각도

GPS
기능이상

Auto Hold
& Hovering

기체
경착륙

항공기
파손

5) C2 LINK 손실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C2-LINK의 손실 및 손실에 따른 조종자 CMD
상실 사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5-22과 같이 정리된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22> C2-LINK 기능 이상 / 파손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조종기능 상실 / 통제불능
원인사건

안전기제

C2 통신기
기능이상

Secondary
Link활용

C2용 안테나
파손

안테나 이중화
장착

전파혼선

자동
채널변경기능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결
과

잠재결과
심각도

C2
LINK
손실

Auto Hold
& Hovering

기체
경착륙

항공기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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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드론 운용 시나리오별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제4절에서는 제3절에서 제시/분석된 드론 운용 시나리오 별 위험사고
및 위험사건을 드론운용에 대한 위해요소로 반영하여, 기 분석된 안전기
제와 방어기제가 반영될 수 있는 드론시스템의 추가 구성요소를 제안하
고, 안전기제와 방어기제가 반영된 상태에서 위해요소들이 어떠한 위험
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반영된 위해요소들은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위
해요소’와 시나리오별로 적용되는 ‘특정위해요소’로 분리하여 위험평가를
진행하였다.

1. 위험평가 방법론
가. 심각도 평가 방안
위해요소의 심각도 평가 방법은 국토교통부 훈령 258호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ICAO, 영국 CAP, 미국
MIL-STD-882E 미국 FAA SRMGSA 등의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또
한 이를 이용한 위험평가 방안도 정성적(Qualitative)방안, 준정량적
(Quasi-Quantitative) 방안 그리고 정량적(Quantitative) 방안 등의 다양한
적용방안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심각도 평가의 방안은 크게 물적
피해와 인적피해로 나누어 기술된 경우는 있으나, 상해 또는 피해의 직접
적이며, 정량적 정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는 현재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예를 들면 표 5-23의 ICAO Doc 9859에서 정의한 심각도의 정의를 보
면 인명사상의 심각도를 사상자, 중상자, 경상자와 같이 정성적으로 평가
할 수 밖에 없는 형식으로 인적피해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피해상황을 표준화된 몇 가지 척도로 갈음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
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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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ICAO의 심각도 산정기준
구분
A

위험 등급
매우심각
(Catastrophic)

B

위험
(Hazardous)

C

중요
(Major)

D

경미
(Minor)

E

매우경미
(Negligible)

정의
- 장비의 파괴
- 사상자 발생
- 안전한계가 심각하게 저해되거나,
육체적 피로 또는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운영자가 자신의 업무를 정확가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중상자 발생
- 주요 장비의 손상
- 안전한계가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업무부담 또는 효율저하로 인하여
부정적인 운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는 경우
- 준사고 발생
- 경상자 발생
- 운영제한 상황이 발생
- 비상절차의 사용
- 항공안전장애 발생
- 기타 업무수행 장애발생
- 사소한 영향

자료 : ICAO Doc 9859, 국토부 훈령 253호 별표 1-1, 2.2)

그러나 저고도에서 운용되는 드론시스템과 같이 지상의 인적/물적 자원이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노출된 상황에서는 운용상황의 구체성으로 인
해 피해의 심각도를 보다 구체적,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
라 피해의 정도 및 심각도에 대한 정량적 산정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인적피해에 대하여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저고도에서 운용되는 드론사용 사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지표를 도출하
고 이에 대한 위험평가 및 위험 저감방안을 도출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저고도 드론의 운용과 연계되는 위험요소의 발현시 심각도는 주로 물적
피해보다는 인적피해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 결과를 준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각도 평가 방법론 중 인적피해를 인적상해요소 분석을
통해 가장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심각도를 평가하고 있는 미국의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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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for the FAA UAS Center of Excellence Task A4 : UAS Ground
Collision Severity Evaluation Rev.2” (이하 FAA 심각도 보고서) 연구 결과
를 기반으로 심각도 산정 기준을 고려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저고도 드론시스템 운용시 주요 피해(Harm)의 원인이 다양한 위협
(Threat) 요소로 인한 비행체 추락에 기인한 지상충돌 또는 지형지물과의
충돌로 귀결되고, 충돌의 결과의 최대 피해는 다시 인적피해로 귀결되는
구조를 본 연구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FAA 심각도 보고서는 드론시스템의 지상충돌시 인명의 상해 심각도에
대해 FAA ATO SMS Manual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 UAS에 대한 심
각도를 준용하여 인명상해의 심각도를 분석하였다.

자료 : FAA-ATO SMS manual, April 2019 46page

<그림 4-11> FAA ATO SMS maual 심각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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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심각도 보고서는 인명상해가 일어나는 충돌사고 시나리오에서 드론시
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는 UAS (Unmanned Aircraft System)의 형태, 임무 대
비 인명상해 우려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드론시스템의 형태는 Quad-Copter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동일하며, High Speed / Low altitude에서 사용되는 고정익 고려
되었다.

자료 : FAA Report - UAS Ground Collision Severity Evaluation Rev.2 19page

<그림 4-12>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충돌사고 시나리오

FAA 심각도 보고서에서 반영된 인명상해의 정량적 척도는 교통사고의 인명
피해 산정에 사용되는 약식 반정량적 요소인 AIS (약식상해등급)을 이용하였
다. AIS 상해도는 “The Abbreviated Injury Scale”의 약어로 자동차로 인한 상
해정도를 분류한 기준이며, 현재는 1998년 개정된 AIS90 이 사용되고 있다.
AIS90에서는 상해가 발생한 각 신체부위의 생명 위험 정도를 경미한 순으로
1(Minor) ~ 6 (Unsurvivable)로 분류하여 상해의 생명영향성을 반정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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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게 사용되고 있다. AIS 등급은 다음의 표4-22와 같이 정의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른 신체 각 부위별 상해 예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24> AIS 상해등급 정의
AIS Level
AIS 1
AIS 2
AIS 3
AIS 4

-

AIS 5
AIS 6
AIS 9

-

정의
상해가 가볍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없으며,
생명의 위험도가 없는 경우
상해가 가볍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없으며,
생명의 위험도가 1~10% 인 경우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어느정도 충분한 치료를 필요로 하며
생명의 위험도가 11~30% 인 경우
생명에 위험은 적지만 상해자체가 충분한 치료를 필요로 함
생명의 위험도가 31~70% 인 경우
생명에 위험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구명
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명의 위험도가 71~90% 인 경우
의학적 치료의 범위를 넘어서 구명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생염의 위험도가 91~100% 인 경우
원인 및 증상을 자세히 알 수 없어 분류가 불가능 한 경우

자료 : 보험연구원 연구자료 (2002_02) 모터인슈, 상해커버.pdf 4-6page

자료 : FAA Report - UAS Ground Collision Severity Evaluation Rev.2 21page

<그림 4-13>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 대비 AIS 등급 비교예시

제4장 안전성 평가지표 산출을 위한 위험도 매트릭스(Risk Matrix) 개발 149

자료 : FAA Report - UAS Ground Collision Severity Evaluation Rev.2 53page

<그림 4-14> Janser 표준인체모델

동 보고서에서 반영된 표준신체 모형 및 신체부위 구분은 다음의 그림과 같
으며, 신체 부위별 드론의 추락에 따른 직접 타격 시 인명이 받게되는 운동에
너지와 예상되는 AIS 등급 그리고 상해 및 사상 가능성은 다음 그림과 같이
분석되어 있다.
동 분석에 있어 AIS 등급 3등급 이하의 경우 경상해, AIS 4등급은 중경상,
5등급은 중상해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체부위별로 다른 영향성을 고려하더라도
전이 충격량 50J 수준의 운동에너지를 직격 받을 경우 충분한 치료를 요하는
중경상 이상의 상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 제시된 스포츠
볼의 평균운동에너지 측정치를 비교해 볼 때, 최대 단위 충격량 9 J/cm2 이상
의 운동에너지를 머리에 타격 받을 경우 중경상 이상의 상해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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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AA Report - UAS Ground Collision Severity Evaluation Rev.2 60page

<그림 4-15> 신체 부위별 운동에너지 타격상해 정도 대비 예상 AIS 등급

자료 : FAA Report - UAS Ground Collision Severity Evaluation Rev.2 87page

<그림 4-16> 스포츠용 볼의 운동에너지 대비 타격상해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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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도에서 운용되는 드론시스템의 경우 인명 타격시 매우 작은 면적
에 집중되어 드론비행체의 운동에너지가 신체로 전달될 것이 자명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운용되는 EASA Class C3급 드론
의 경우 ICAO 심각도 구분상 B-위험으로, EASA Class C1/C2급 드론은
B-위험과 C-중요 사이에 배치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드론시스템의
심각도 저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추락 또는 지형지물
충돌시 운동에너지 감소를 위해 낙하산 또는 에어백을 통한 심각도 저감
방안이 고려하였다.
그러나 낙하산의 경우 AGL 200ft 수준에서 낙하산 전개시 확실한 효과
를 볼 수 있고, 낙하산과 에어백 모두 2Kg 이상의 무게를 보유하고 있으
므로 EASA Class C1, C2급 드론에는 장착이 불가하다. 따라서 C3급 드론
시스템에 낙하산 또는 에어백을 장착하여 심각도 등급은 한등급 낮출 수
있고, C1/C2급 드론은 심각도 저감방안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모든 드론 운용 임무별 시나리오의 심각도는 C-중요 이상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모든 임무 및 운용 시나
리오별 위험요소의 심각도는 ICAO 심각도 구분상 C-중요 이상으로 귀결
된다 할 수 있으며, 위험요소의 위험도 평가는 위험요소의 발생빈도 또는
위험요소의 사고 연결 빈도로 결정된다.

나. 발생빈도 평가 방안
위험요소의 발생빈도 산정은 보통 위험요소를 야기하는 구성요소의 고
장확률 또는 원인사건이 발생되는 장비의 MTBF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계
산되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드론시스템의 구성품은 상업용 일
반기기를 이용하여 기능을 Spinoff 시킨 제품으로 군용 드론시스템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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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처음부터 항공용에 준하는 품질보증 체계
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품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
품별 MTBF 에 대한 제공이 불가하며, 또한 시스템적으로도 Failsafe 개념과 기
능적 이중화, 삼중화의 Redundancy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위험사건과 위험요소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는
있고, 이들이 발현된 경우의 심각도에 대한 산정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나,
실질적인 위험요소의 발현 빈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동일 제품 또는 제
품군에 대한 다양한 품질 및 신뢰성 관련 정보가 장기간 수집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위험요소의 정량적 위험평가가 불가능 하다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소의 정량적 발현을 위험요소의 발현시
인명피해의 빈도로 치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다시말해 항공기 추락, 조종기능 상실, 지형충돌 등의 위험사건이 일어난
다고 가정하고, 사건의 발현 시 군중의 밀집도 또는 시설물의 밀집도에 따라
얼마의 확률로 실질 피해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의
발생빈도를 추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위해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위험사건의 발생빈도를 추정하였다.

<발생빈도 추정 시나리오>
- 임무 시나리오의 구역 크기 : 21,500m2 (축구장 면적의 2배)
- 인구밀집도의 분류 (제이콥 공식 기준)

느슨한 군중밀도 (행사장지역) : 1.1명/m2
견고한 군중밀도 (행사장중심지역): 2.4명/m2
밀집된 군중밀도 : 4.3명/m2
행사장 주변밀도 : 0.3명/m2
도심지 밀도 : 0.1명/m2 = 3m x 3m 당 1명
한산한거리 밀도 : 0.04명/m2 = 5m x 5m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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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상암월드컵 축구경기장 Field 크기

-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y

시뮬레이션 공간을 0.1m 간격 그리드 공간으로 구성한다.

y

군중밀도에 맞는 군중을 시뮬레이션 공간에 그리드 점에 랜덤하게 배치한다

y

배치된 군중 중 50%는 랜덤한 방향으로 50시퀀스 이동한다

y

지정된 수의 드론이 시뮬레이션 공간에 추락하여 지상의 랜덤
한 그리드 점에 도달한다 (드론 수는 1개 ~ 20개까지 변화)

y

드론 도달 그리드 점과 인근 4개의 그리드 점에 배치된 군중이 존재하
면 사고가 인명의 사상으로 발현된 것으로 처리하고 기록한다.

y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60,000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여 사고발현의 빈도 수렴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y

각 인구밀도 별 인명피해 발생 사고 확률을, 상기의 확인된 몬
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횟수에 맞춰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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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30,000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 추이

<그림 4-19> 60,000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 추이

상기 시나리오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15,000회 몬테카를로 시
뮬레이션에서 인명사상의 발생빈도가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인구 밀
도별 15,000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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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지 밀도 지역 인명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한산한 거리 밀도 : 0.04명/m2 = 5m x 5m 당 1명
도심지 밀도 vs. 한산한 거리밀도 인구 분포 비교

한산한 거리 밀도 인구분포

도심지 밀도 인구분포

<그림 4-20> 도심지 밀도 vs. 한산한 거리 밀도 인구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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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거리에 드론 2기 운용 조건에서의 드론 지상 충돌시 인명피해 시뮬
레이션은 사고확률 0.096%로 수렴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4-21> 한산한 거리 인구 밀도기준 인명피해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2) 도심지 지역 인명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도심지 밀도 : 0.1명/m2 = 3m x 3m 당 1명
도심지 밀도 지역에서의 드론 2기 운용 조건에서 드론의 지상 충돌 시
인명피해 시뮬레이션은 사고확률 0.22%로 수렴됨을 확인하였다.

3) 행사장 주변 지역 인명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행사장 주변지 밀도 : 0.3명/m2 = 1.8m x 1.8m 당 1명
행사장 주변지에서 촬영을 위한 드론 2기가 운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드
론의 지상 추락 사고 시 인명피해 시뮬레이션은 사고확률 0.61%로 수렴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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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도심지 인구 밀도기준 인명피해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23> 행사장 주변지 밀도기준 인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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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행사장 주변지 인구 밀도기준 인명피해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4) 느슨한 군중밀도 (행사장) 지역 인명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행사장 지역 밀도 : 1.1명/m2 = 1.8m x 1.8m 당 1명
행사장 지역에서 촬영을 위한 드론 2기가 운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드론
의 지상 추락 사고시 인명피해 시뮬레이션은 사고확률 2.23%로 수렴됨을 확
인하였다.

<그림 4-25> 행사장 지역 군중밀도 기준 인구분포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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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행사장 지역 밀도기준 인명피해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5) 견고한 군중밀도 지역(행사장 중심지역) 인명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행사장 중심지역 밀도 : 2.4명/m2 = 1.8m x 1.8m 당 1명
행사장 중신지역에서 촬영을 위한 드론 2기가 운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드론의 지상 추락 사고시 인명피해 시뮬레이션은 사고확률 4.72%로 수렴됨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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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행사장 중심지역 군중밀도 기준 인구분포 도식

<그림 4-28> 행사장 중심지역 인명피해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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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라미터 변화별 결과 변경 추이
상기 시뮬레이션에 있어 변경될 수 있는 파라미터는 동시에 운용되는
드론의 개수와 인구밀도이다.
동일한 인구밀도에서 동시에 운용되는 드론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경
우에는 인구밀도에 따라 선형 증분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시에 운용되는 드론이 모두 추락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동 시뮬레
이션의 과대계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인구밀도가 0.04명/m2 보다 작아지
는 경우 급격한 확률 감소가 일어날 것을 예측가능케 하며, 실 운용에서는
인구밀도가 작아지면서 로그형태의 확률 감소가 이루어질 것을 예측 가
능케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4-29> 드론 개수별 사고확률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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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일지역에서 드론의 개수를 고정하고 인구밀도를 변화시키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인구밀도에 따른 인명피해 확률은 선형적으
로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시에 운용되는 드론의 개수가 동일할 경
우 사고발생의 위험은 인구밀도에 선형적으로 대응되거나 또는 0.1명/m2
보다 작은 인구밀도에서 로그형태의 인명피해 확률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4-30> 인구 밀도별 사고 확률 변화 추이

따라서 위험평가 시 발생빈도 예측을 드론의 상용 부품 중 최소 무결함
운용보증을 수행하는 부품의 무결함시간과 상기의 인명피해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발생빈도를 추측하고, 인구 밀집지에서의 드론 운용 허용기준
을 0.1명/m2 이하의 인구밀도를 기준에서 재산정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
다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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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무 시나리오별 드론시스템 운용 위해요소 위험평가
가. 위험평가 방안
제3절에서 분석한 임무시나리오별 위해요소 중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서 적용되는 주요 위해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모터 또는 모터드라이버 기능이상/고장
배터리 파손/기능이상
FCC 기능이상/고장

자세제어용 센서 기능이상/고장
조종사 착각

주요한 위해요소 또는 해당 위해요소에 대한 치명안전부품(CSI, Critical
Safety Item)에 대한 위험평가는 제4장 개요부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심각도를

먼저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고정시킬 심각도는 시나리오별 장비에
대한 위험 감소/분리방안에 맞춰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발생빈
도는 임무 시나리오별 특성에 맞는 인구밀도에 맞춰 시뮬레이션상 발생빈도를
산정하고, 이를 주요 부품의 최소 무고장시간과 역산하여 사고 발생확률을 도
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위험평가 방안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KASP)
의 위험평가 매트릭스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KASP에서 사용되는 위험평가 매
트릭스는 다음의 <그림 4-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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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

구분

발생빈도

매우심각

위험

중요

경미

매우경미

매우높음
(~10-3/hr)

5A

5B

5C

5D

5E

높음
(10-3~10-5 /hr)

4A

4B

4C

4D

4E

보통
(10-5~10-7 /hr)

3A

3B

3C

3D

3E

낮음
(10-7~10-9 /hr)

2A

2B

2C

2D

2E

매우낮음
( <10-9/hr )

1A

1B

1C

1D

1E

<그림 4-31> KASP 위험평가 매트릭스 기본

나. 시설물 진단/모니터링 임무 위험평가
시설물 진단/모니터링 임무에 사용되는 드론은 EASA Class C3급의 회
전익형으로 위해요인 발현에 따른 심각도는 ICAO 기준 “B-위험”에 고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낙하산 또는 에어백 등의 심각도 저감요소를 강제하는
경우 “C-중요”로 변경할 여지도 존재한다.
또한 시설물 진단/모니터링 임무는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인적
이 드물고 시설 주변이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비행지의
인구밀도가 0.04명/m2 보다 현저히 적은 환경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0.098%를 기본사고확률로 가정하고, 부품발생빈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발생빈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1) 모터 또는 모터드라이버 기능이상/고장
드론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터는 BLDC 모터이다. 일반모터에 비해 구조
가 복잡하지만, 반영되는 토크가 일정하고, 전류인가에 대한 반응속도가
빠르고 선형적이어서 정밀한 RPM 제어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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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려져있는 BLDC 모터의 무고장 수명은 5,000 ~ 10,000 시간 사이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는 일반 드론용 모터에 대한 무고장 수명주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여러 논문들을 참고해 볼 때, 최소 2,000 시간을 실시
험한 사례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모터 및 모터드라이버의 MTBF를 2,000 시간
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시간당 인명피해 발생빈도는

0.096% x 0.05% (2000시간 무고

장) = 0.00000048 = 4.8x10-7 으로 계산된다.

2) 배터리 파손/기능이상
드론 시스템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Li-Polymer 배터리로 DoD (Depth of
Discharge) 70% 기준으로한 충전횟수는 평균 1500회 수준이다. 기준 비

행시간을 1시간으로 할 경우 1,500 시간을 무고장 수명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당 인명피해 발생빈도는

0.096% x 0.067% (1500시간 무

-7

고장) = 0.00000064 = 6.4x10 으로 계산된다.

3) FCC 기능이상/고장
드론 시스템에 사용되는 FCC는 상업용 ARM processor를 사용한 보드
이며 일반 상업용 전자보드의 무고장 수명시간을 고려할 경우 15,000시
간 무고장을 보증한다. 기준 비행시간을 1시간으로 할 경우 15,000 회 무
고장 수명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당 인명피해 발생빈도는

0.096% x 0.0067% (15,000시간

무고장) = 0.000000064 = 6.4x10-8 으로 계산된다.

166

4) 자세제어용 센서 기능이상/고장
드론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세제어용 센서중 가장 정밀하며 기본이 되
는 센서는 가속도센서로 특정할 수 있다. 상업용 MEMs 가속도 센서를 기
준으로 할 때, 실제 가속시험은 900 ~ 1500 시간을 수행하며, 국내 논문에
서는 940시간 가속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업용 MEMs
가속도센서를 기준으로 자세제어용 센서의 기능이상 및 고장을 가정할
경우 900시간의 무고장을 보증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당 최대 인명피해 발생빈도는

0.096% x 0.12% (900시간

무고장) = 0.00000115 = 1.15x10-6 으로 계산된다.

5) 조종사 착각
조종사 착각에 대한 이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인적오류는 1% 이상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시간당 최대
인명피해 발생빈도는 0.096% x 1% = 0.0000096 = 9.6x10-6 으로 계산된
다.

6) 결과 종합
시설물 진단 모니터링 임무에 대한 위해요소별 위험평가 결과는 다음
의 위험평가 매트릭스에 정리되었다. 이 결과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의 드
론의 운용은 조종사의 교육 및 조종 성숙도가 기기의 Integrity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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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생빈도

매우심각

위험

중요

경미

매우경미

매우높음
(~10-3/hr)

5A

5B

5C

5D

5E

높음
(10-3~10-5 /hr)

4A

4B

4C

4D

4E

보통
(10-5~10-7 /hr)

3A

3C

3D

3E

낮음
(10-7~10-9 /hr)

2A

2B

2C

2D

2E

매우낮음
( <10-9/hr )

1A

1B

1C

1D

1E

배터리파손

3B
모터고장

조종사 착각
센서이상

FCC 고장

<그림 4-32> 시설물 진단/모니터링 임무 위험평가 매트릭스

다. 고속도로 법규위반 채증 임무 위험평가
고속도록 법규위반 채증 임무에 사용되는 드론은 EASA Class C3급의
고정익형으로 위해요인 발현에 따른 심각도는 ICAO 기준 “B-위험”에 고
정할 수 있다. 단지 영상처리를 통한 안전지대로의 활강기능과 낙하산 또
는 에어백 등의 심각도 저감요소를 강제하는 경우 “C-중요”로 변경할 여
지도 존재한다.
동 임무는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및 인근 상공에서만
운용되지만, 법규위반이 지속되는 시기는 차량이 정체되는 시기가 될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행지의 인구밀도는 승용자동차의 평균크기가 7m2 수준이
며, 일반적으로 1~2명이 탑승함을 감안할 때, 0.3명/m2 수준의 인구밀도
환경에서 진행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0.61%를 기
본사고확률로 가정하고, 부품발생빈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발생빈도를 산
정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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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터 또는 모터드라이버 기능이상/고장
시설물 모니터링 임무와 동일 기준 적용시, 시간당 인명피해 발생빈도
는 0.61% x 0.05% (2000시간 무고장) = 3.05x10-6 으로 계산된다.

2) 배터리 파손/기능이상
시설물 모니터링 임무와 동일 기준 적용시, 시간당 인명피해 발생빈도
는 0.61% x 0.067% (1500시간 무고장) = 4.07x10-6 으로 계산된다.

3) FCC 기능이상/고장
시설물 모니터링 임무와 동일 기준 적용시, 시간당 인명피해 발생빈도
는 0.61% x 0.0067% (15,000시간 무고장) = 4.07x10-7 으로 계산된다.

4) 자세제어용 센서 기능이상/고장
시설물 모니터링 임무와 동일 기준 적용시, 시간당 인명피해 발생빈도
는 0.61% x 0.067% (900시간 무고장) = 6.78x10-6 으로 계산된다.

5) 조종면 파손 또는 오작동
조종면 파손 또는 오작동을 야기하는 부품은 베어링, 힌지 등의 기계부
품과 조종면 구동용 Step 모터로써 이러한 기계 부품의 파손률은 10만시
간 이상으로 추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빙, 조립오류 등 인적요소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실수의 영역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의 인적오류는 1% 이상으로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시간당 최대 인명피해
발생빈도는 0.61% x 1% = 6.1x10-5 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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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종합
고속도로 법규위반 채증 임무에 대한 위해요소별 위험평가 결과는 다
음의 위험평가 매트릭스에 정리되었다. 이 결과 또한 드론의 운용 안전성
은 조종사의 교육 및 조종 성숙도가 기기의 Integrity 보다 중요함을 시사
한다 할 수 있다.

<그림 4-33> 고속도로 교통법규위반 채증 임무 위험평가 매트릭스

다. 행사장 촬영 임무 위험평가
행사장 촬영임무에 사용되는 드론은 EASA Class C3급의 멀티콥터형
회전익으로 위해요인 발현에 따른 심각도는 ICAO 기준 “B-위험”에 고정
할 수 있으며, 낙하산 또는 에어백 등의 심각도 저감요소를 강제하는 경우
“C-중요”로 변경할 여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동 임무는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AGL 150ft의 저고도에서만 운
용되기 때문에 위험의 척도는 행사장의 참여인력에 좌우된다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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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사장 외부를 촬영한다 가정할 때, 인구밀도는
2.23%를 기본사고확률로 가정하고, 부품발생빈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발

생빈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1) 모터 또는 모터드라이버 기능이상/고장
시설물 모니터링 임무와 동일 기준 적용시, 시간당 인명피해 발생빈도
는 2.23% x 0.05% (2000시간 무고장) = 1.12x10-5 으로 계산된다.

2) 배터리 파손/기능이상
시설물 모니터링 임무와 동일 기준 적용시, 시간당 인명피해 발생빈도
는 2.23% x 0.067% (1500시간 무고장) = 1.49x10-5 으로 계산된다.

3) FCC 기능이상/고장
시설물 모니터링 임무와 동일 기준 적용시, 시간당 인명피해 발생빈도는
2.23% x 0.0067% (15,000시간 무고장) = 1.49x10-6 으로 계산된다.

4) 자세제어용 센서 기능이상/고장
시설물 모니터링 임무와 동일 기준 적용시, 시간당 인명피해 발생빈도
는 2.23% x 0.067% (900시간 무고장) = 2.48x10-5 으로 계산된다.

5) 결과 종합
행사장 촬영 임무에 대한 위해요소별 위험평가 결과는 다음의 위험평
가 매트릭스에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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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행사장 촬영 임무 위험평가 매트릭스

이 결과는 1.1명/m2 수준의 인구밀도에서는 2기 이상의 드론이 동시에
운용되서는 안되며, 군중이 모인 행사장에서의 드론 촬영허가는 시간차
와 비행구역을 나누어 최대 1~2기를 운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할 수 있
다. 또한 전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드론의 운용 안전성은 조종사의 교육
및 조종 성숙도가 기기의 Integrity 보다 중요하므로, 인구밀집지에서의
조종자는 반드시 조종면허와 수 시간 이상의 숙련을 거친자로 한정하는
신규 규제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행사장에서의 개인용 드론의 촬영허가는 사업용 드론 등과의 공
중충돌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저작권 및 개인 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금지시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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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론
지금까지 세가지 특성을 가지는 각각의 드론 임무에 대하여 임무시나
리오를 정의/기술하고 각각의 위험사건과 위해요소 그리고 잠재결과를
분석하여 항공안전관리 지침과 ICAO SMS 매뉴얼에 기반하여 해당되는
Bow-Tie 모델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기 도출된 위해요소에 대하여 시뮬

레이션과 MTBF 일반값을 준용한 위험분석을 수행하여 주요 위해요소에
대한 드론 사업 비행운용 시나리오별 위험평가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 드론 사용사업 및 드론 안전운용을 위해 현행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의 직접적 도입은 어려우며, 도입을 위한 드론 사용 사업군별 표
준 운용 시나리오의 도입이 요구된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표준 운용 시나리오에 대한 위해
요소 식별과 시나리오 운용을 위한 최소장비리스트(안)의 정립이 필요하다.
최소장비리스트에 사용될 수 있는 검증된 추천 부품 목록(QPL, Qulified
Product List)를 제시하고, 추천 부품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몇 품질 검증

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상기 항목에 대한 장기적 운용을 통한 실증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업군별
운용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론 사용사업의 분석에 있어 드론을 멀티콥터형 회전익으로 한정하지
말고, 고정익, 회전익, 수직이착륙형 고정익 드론을 망라한 다양한 드론
사용 사업군별 운용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함이 필요하다.
EASA와 유사한 한국형 드론 운용 카테고리(OPS Category)를 운용하고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EASA Class C1급 이상의 모든 드론을 등록하
도록 하고, 등록시 비행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게 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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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드론의 경우 낙하산 또는 에어백 등의 충격 저감장치 장착을 의
무화 하고, EVLOS 운용을 순차적으로 허가하되, 이를 위해 EVLOS 운용
의 경우 탑재체 카메라와는 별개의 전방주시 카메라와 Datalink를 장치
한 드론만 허용토록 규정을 개정함이 필요하다.
드론 비행의 가장 큰 부품요소인 FCC, ESC, 모터 및 배터리는 표준규격
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드론부품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이 필요하다.
개인용 드론의 이용증진 및 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Web-site를 이용한
SORA 프로세스 또는 실시간 비행허가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요구되

며, 이를 위한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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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 드론 안전프로그램 체계 마련
1.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법규 및 지침개정(안) 제시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
장치 신고)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무게제한인 최대이륙중량과
사업용을 기준으로 장치신고 여부가 나뉜다. 특히 사업용인 경우 25kg 이상이
면 장치신고와 함께 사업등록과 안전성인증, 조종자증명까지 요건을 갖춘 후
비행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드론택배, 드론 택시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25kg 그
이상의 무인항공기가 사용될 것이고, 사용용도 역시 더 다양한 범위로 확대될
것이며, 이는 결국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초경량비행장치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제공자는 정부의 항공안전프로그램
(SSP)에 따라 항공안전시스템(SMS)를 구축하게 되어 있다. 항공안전법 제58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제작사, 전문교육기관,

항공기정비사업자, 공항, 항행안전시설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운영해
야 한다. 하지만 드론 및 무인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법적 분류나 이를 반영한
계획은 아직 정부나 산업계도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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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그림 5-1> 드론 비행 절차

물론 현재 드론 관련 사업이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산업의 규모 측
면에서 많은 제약 요소가 있으며, 무엇보다 산업을 저해하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도 안전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 초기 데이터 수집
과 위험을 분석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
황에 있다. 드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 위주의 방안이 아닌 안전데이터
수집과 안전문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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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및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데이터 수집과 관
리 위주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보다는 사용자
에게 안전방안을 좀 더 제시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지원한다면 산업활동을 선
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앞으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안전정책과 규제
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범위와 특성을 반영한 방안(고시) 추가를 제안하며, 당연히 안전관리시스템의
범위에도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가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표 5-1> 항공안전법 제58조 수정(안)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의 항공안전에 관한 목표
2.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업무, 항행시설
운영, 공항 운영 및 항공기 설계 제작 정비 등 세부 분야별 활동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
한 사항
4. 항공안전을 위한 조사활동 및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5.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정기적인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등
7.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산업활동을 위한 항공안전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0.
24.>
1.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
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3.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4.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5. 항공기정비업자로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6.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7.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8.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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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드론 안전분야 계획 반영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
수립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하여 항공산업 안전 공항 등을 아우르는 항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5
년단위)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 초반부터 향후 5년간 정책비젼과 전략 마련을 위한
각계각층의 아이디어 수렴의 일환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계획 중이다. 총 9개
의 간담회가 계획이 되어있으며, 이 중 6번째 주제로 “미래 항공교통 도입과
관리체계 구축 방향”이 설정되어 드론, 플라잉카 등 유무인자율비행체 상용화
대비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미래 항공교통시스템
에 대비한 스마트 공항 개발 방향 등울 논의하였다.

<그림 5-2> 항공정책기본계획 릴레이 간담회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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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은 본 연구의 성과와 결과가 우리나라 항공정책 5개년 계획에 포
함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인 첨단항공과 및 미래드론
교통관과 관련 미팅을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향후 드론 및 무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표 5-2>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릴레이 간담회 계획 일정 ‘미래 항공교통’
격변하는 항공시장, 항공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정부의 역할
- (1) Hub&Spoke, Point to Point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 (2) LCC 성장 등 환경변화속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선제적 사고예방 등 항공안전 선진화 방안
- 정비 운항 등 항공안전 전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향
- 선진국의 행정조직 등 항공안전 조직 선진화 방안
- 항공기 제작 기체결함 대응 전략 및 인증체계 개선 등
항공교통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상생발전 방안
-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간 적정 계약과 보호 방안 검토
- 항공교통의 대중교통으로서 변화추이 및 공공성 강화 방안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 지역랜드마크,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지방공항의 역할
- 인바운드 항공 수요 창출 방안
항공레저스포츠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방안
- 항공레저스포츠 관리체계 개선 방향
-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 등 소형항공산업 육성 방안
미래 항공교통 도입과 관리체계 구축 방향
- 드론, 플라잉카 등 유무인자율비행체 상용화 대비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
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 미래 항공교통시스템에 대비한 스마트 공항 개발 방향 등
공항 소음 피해 대책 및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방안
- 공항 개발 및 운영 갈등관리 개선 방안
- 주민체감형 공항 소음 피해 대책 사업 발굴 및 추진 방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해외 공항사업 진출, 항공전문인력 양성 등
- LCC 등 유사한 비즈니스모델 항공사간 상생협력 발전방안 등
항공교통 전망(2050년 항공교통의 미래) 등 자유주제
- 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 항공교통의 변화
- 미래 변화에 따른 공급자와 이용자의 행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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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현재 고시(안)에서 무인항공기 및 드론 관련 위험기반 정책을 추진하

는 추진과제가 들어가 논의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담당과도 해당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였고, 12월 최종 고시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항공정책기본계획 중 위험기반 정책 제시 부분]

1.2.4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기준 및 관리체계(SSP, SMS, Data 공유) 개발
배경 및 필요성
현재 드론 운영과 관련된 기체 기술부터 관제 및 운영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안전관리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
- ICAO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동일 공역 내에 유 무인항공기 통합 운

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기존 항공안전관리체계에 기반한 드론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의 선제
적인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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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무인기 관련 R&D (UTM, 무인항공기, OPPAV)와 연계, 드론안전관리체계
로드맵 수립 (~‘21)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State Safety Program)과 항공안전관리시스
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항공안전감독프로그램 등 기반 드
론 안전 체계 마련 (~‘23)
빅데이터 기반 위해요인 산정 및 안전성능평가 등 예방형 항공안전관리
기술개발 지원 (~‘23)
ICAO 무인항공기 패널 적극 참여 및 동향 모니터링 지속
ICAO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 제 개정 시 국내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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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제적 드론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1. 드론 기체 및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드론 활용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실정으로 기체, 활용 등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본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상황 파악 및 해당
위험 상황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드
론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쉽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요 드론의
종류 및 스펙을 제시하여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체계도 중요하다.

<그림 5-3> 드론-항공기 충돌사고 데이터베이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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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폼(안)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로 드론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 평가지표를 개발 할
것이며, 결국 이를 활용하여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안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방안이 앞서 법령 개선에서도 설명
하였듯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안전방안
과 안전문화를 증진 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드론 산업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사)
한국드론협회가 드론 안전과 관련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명칭 : Ready to
fly)을 공동 개발하였다. 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
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GPS에 기반
한 비행금지구역만을 제공할 뿐이며, 조종사 준수사항도 항공법에서 정한 내
용(야간비행금지, 150m 고도제한, 비가시권비행 등)을 간략한 이미지화해서
제공하는 수준이다.

<그림 5-4> 드론 안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Ready to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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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드론으로 인한 피해나 안전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나 방안은 전
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간략한 방법으로 드론 운
항과 안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여 이용자의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먼저 GPS 기반으로 현재 위치를 탐색하고, 이후 몇 가지 질문과 상황을 고
려한 선택지를 제시한 후에 안전도 결과를 제시한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종합
적인 평가로서 ‘위험’과 ‘안전’으로 구분하여 이미지화한다. 이후 드론이 떨어
질 시 나타날 수 있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경각심
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인명피해는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하며, 재산피해는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교통
안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 보험제도와 연계하여 대략적인 재산피해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피해 결과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본 연구의 안전
완화방안을 정리해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5-5>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폼(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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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폼(2안)

<그림 5-7>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폼(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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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약
드론은 2017년 혁신성장 8대 핵심과제로 선정되는 등 4차산업혁명시
대의 유망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나, 새로운 활용 분야의 부재와 함께 기체
자체 및 운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활성화에 한
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통신 기술과의 접목, 하이브리
드 엔진 사용을 통한 운용가능시간 확대, 여객 및 화물 교통수단으로의
적용 등 다양한 시도와 더불어 ICAO, EASA 등 다양한 국제 기구에서 드
론 관련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까운 미래에 드
론의 적용 범위는 점차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4년 과제 중 3차년도 과제로,
1,2차년도에서는 드론 움직임에 대한 미시적 안전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3차년도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거시적 안전 평가지표 및 정책 적용방안

을 제시하였다. 특히 드론의 교통흐름 개념을 운영 전반으로 확장하여 국가드
론안전관리체계, 위험평가매트릭스 등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드론 관련 SNS 및 인터넷 뉴스 분석결과, 실제 안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관심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은 기존 항공기 대비 가시권에서
운용되는 경우가 많고 추락 등이 제3자 피해로 나타나며 사고 비율 및 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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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드론 활용 활성화에 따라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기존의 항
공안전 관련 범규 및 정책과 비교했을 때 드론 안전 관련 법규 및 정책은 전무
한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항공안전 관련 지침 및 분석 방법론을 기반으
로 드론안전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 방법론 및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설물 진단 모니터링, 고속도로 위반체증, 행사장 촬영으로 드론
활용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운용환경, 개념, 공역, 등급 및 피해객체를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
다. 현 시점에서 드론 사용사업 및 드론 안전운용을 위해 현행 항공안전관리시
스템의 직접적 도입은 어렵기 때문에, 도입을 위한 드론사용 사업군별 표준
운용 시나리오의 도입이 요구되며, 표준 운용 시나리오에 대한 위해요소 식별
과 시나리오 운용을 위한 최소장비리스트(안)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EASA
와 유사한 한국형 드론 운용 카테고리(OPS Category)를 운용하고 최소한의 안
전확보를 위해 EASA Class C1급 이상의 모든 드론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시
비행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드론 기체 및 활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 중국 등 드론 활용에 있어 선제
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우선 운용을
수행하면서 운항 데이터를 누적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4차년도에서는 1,2차년도의 미시적 지표와 3차년
도의 거시적 지표 피드백 및 검증을 수행하고, 실제 드론 활용 분야 적용 가능
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드론 규제샌
드박스 사업 등 정부부처의 관련 사업 및 OPPAV(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개발 사업,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 개발 등 현재 진

행 중인 국가 R&D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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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드론안전관리체계는 실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법규, 지침 개정(안) 제시와 함께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드론 안전
분야 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 확산을 위해 드론 안전성 평가 방안
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
는 정기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
가 드론 안전과 관련하여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명칭 : Ready to fly)
을 확대 활용하여 드론 활용 상황(시간대, 장소, 목적)에 따라 위험도 및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추가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드론 활용 관련해서는 유럽의 JARUS(무인항공기 정책을 위한 항
공당국 연합) 및 ICAO가 가장 앞장서서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드론 안전정책 국제업무 협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의하고 ICAO
패널회의와 같이 드론 관련 회의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드론 활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활용 분야에 충분한 시간 동안 운용하는 것이
다. 사람 또는 재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를 누적하고 시나리오와 다른 운용상황
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드론 활용 확대 정책을 마련해
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위험도매트릭스 등의 임계점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드론은 미래차, 수소에너지 등과 달리 기술개발 자체보다 활용 측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단, 활용 분야의 확산에 있어 안전성
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특히 기체 결함, 충돌 등으로 인한 추락으로 제3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나 멀지
않은 시기에 다가올 미래라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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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전한 드론 활용
을 위한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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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해외 주요국 무인항공기 정책 현황
<표 부록 1-1> 해외 주요국 드론 정책 현황(1)
국가

호주

오스트
리아

벨기에

무게 제한

제한 없음

150kg

150 kg

분류

요구 운항 특성

자격

< 2 kg
2<25kg
25<150kg
150kg+

비예측운항상황(U
OC : Unforeseen
Operational
Circumstance)(2k
g 이하 모델 및
상업 항공기 제외)

원격 조종사
자격(등급 및 보증
포함)
건강검진 미포함

1군 가시권 운항을
위한 허가 필요

더 위험한 범주의
경우 운영자
책임에서 ACG
승인까지 조종사에
대한 다양한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

<5kg
<25kg

<1kg, 레저
<5kg, 2군 운항
>5kg, 1군 운항
(저위험 1b-고위험
1a)

없다. 그러나
고위험 1군 운항을
위한 사전 허가와
저위험 1군 운항을
위한 운영자의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2군 운항은
어떠한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1군 운영을 위한
LAPL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
원격 조종사 자격
2군의 경우, LAPL
의료 없이
합격했을 때,
검사관 감독하에
실기시험만 시행

감항 인증
150kg이 넘는
항공기의 경우
실험용 또는
제한된 A/W 자격
과정을 이용할 수
있음
감항 인증은
없지만, 운영상의
승인방식이 있다.
이는 운항 면적과
질량에 따라
다르다.
감항 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1a군(높은 위험)
활동의 경우,
특수한 성격
때문에 무인
항공기가 안전하게
임무 비행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적합성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가시권 운항

가능

가능

가능

비가시권 운항

고도 제한

경우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400피트
400피트 이상은
승인 및 관련 조건
포함

가능, 항공법
조항에 명시, 세부
규정은 보류 중

BLOS는 대기의
흐름을 무시할 때,
가능하다. 이는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추가
제한과 함께 사전
조치가 필요한
1a(고위험)
활동이다.

지상 150m

300피트 AGL
이상이면, 대기의
흐름을 무시할 때,
가능하다. 이는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추가
제한과 함께 사전
조치가 필요한
1a(고위험)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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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캐나다

체코
공화국

크로아
티아

무게 제한

제한 없음

일반적으로
150kg이지만,
실험, 연구 및
개별적으로
구축된
무인항공기는
최대이륙중량(M
TOM :
Maximum Take
Off Mass)을
무제한으로
가지고 있다.

150 kg

분류

요구 운항 특성

자격

감항 인증

가시권 운항

비가시권 운항

고도 제한

가능

특수비행운항증명
서(SFOC)는
비가시권 운항을
허용하지만,
운영자가 충돌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발행될 수 있다.

기준은
400피트이다.
400피트 이상은
운영자가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지상 300 m (G군)
항공교통관제권(C
TR : Control
Zone)에서 지상
100 m

없음

25KG 이하가 소형
무인 항공기로
분류된다. 현재 이
무게 이상의
분류는 없다.

특수 비행 운항
증명서(SFOC :
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
사례별로 평가

없음

<0.91kg
0.91kg<7kg
7kg<20kg

첫 번째 단계: 특수
승인(=원격 조종사
자격과 같은
효력이 있는자격에
대해 1회 허가)
두 번째 단계: 무인
항공기 시스템
작업자 승인

특별 허가 형식
조종사는
실무(비행 전 준비
및 조종 기술)와
이론 시험(규칙)을
통과한다. 의료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

가능

분리된 공역과
정지된 구역에서만
가능(연구+개발용)

D운항의 경우 가능
(질량과 운항
구역에 따라)

없다. 조종사 역량
신고 방식
운영자는
매뉴얼에서 조종사
역량 수준을
정의한다.

없음

가능

가능, 허가 여부에
따라.

<5kg
5<25kg
25<150kg

없음

부 록 199

국가

무게 제한

핀란드

25kg 이하
25-150kg
특별 허가

프랑스

150kg

분류

무인 항공기
모델 A/C

없음

요구 운항 특성

없음

운항 S4와 사전
정의된 운항 중
하나인 S1, S2 또는
S3)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운항의
각각 대해 신고와
승인이 필요하다.

자격

감항 인증

가시권 운항

없음

없음

가능, 확장된
형태의 가시권
운항(EVLOS :
Extended Visual
Line of Sight) 가능

운항 S1, S2, S3 :
무인 항공기
이론시험 증명서 +
역량 수준을
정의하는 운영자
책임하에 실시되는
실기시험
운항 S4:
무인 항공기
이론시험
증명서+최소
경력의 유인항공
자격
25kg 이상의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원격
조종사에게 특별
허가를 주어야
한다.

25kg 이상의 무인
항공기에 한해
가능.(PtF가
대안으로 사용됨)

가능(운항 S1, S3의
경우)

비가시권 운항

고도 제한

분리 공역에서
운항할 때 가능

150m 이하

가능, 운항 S2와
S4의 경우

150m (운항 S1 S2
< 2kg, S3 및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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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아일
랜드

이스
라엘

무게 제한

분류

요구 운항 특성

25kg

<5kg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승인은 5
kg 미만이 될
것이다. 5 kg을
초과하거나 높은
위험 운용의 경우
특정 승인이
필요하다. 특정
승인을 위해서는
추가 요구 사항
필요하다.

150kg

<1.5kg
<7kg
<120kg

승인이 필요. 상업
항공을 위한
허가는 20kg 이상.
운항 매뉴얼 요건

제한 없음

15kg까지
15-2000kg

규정에서 면제받은
경우 존재

자격

5kg을 초과하는
이론적, 실제적
요건만 해당된다.

없다, 하지만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요건
존재

반복비행 계획(RPL
:l Repetitive flight
plan)-제한 없음
가시권 반복비행
계획-15kg

감항 인증

가시권 운항

비가시권 운항

고도 제한

없음

가능

분리 구역에서만
가능

100m

불가능, 하지만
적임자가 관리

가능

DAA의 경우 가능

20kg< 경우, 120m

가능(군사 지역)

가시권
최대
100m
항공정보
간행물(AIP :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에
따른 BVLOS

A의 실험적 운항 C
무인 시스템을
위한 특별한 감항
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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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탈
리아

무게 제한

EASA 기본 규정
부속서 I에 따라

분류

0.3 Kg/ 2 Kg / 25
kg

일본

없음

25kg.(200g 미만
제외)

라비타

150kg

없음

리투
아니아

25kg

300g

몰타

150kg

요구 운항 특성

자격

무인 항공기 무게 >
25 kg와 특별
운항의 경우
별도의 NAA
운영자 승인 ; < 25
kg와 중요 운항의
경우 NAA 전체
운항 허가.

2016년 1월
4일부터. VLOS와
<25kg용 조종사
인증서[< 0, 3 kg, <
60 km/h 및 로터
보호의 경우,
파일럿 인증 없음]
그렇지 않으면,
파일럿 자격 필요.
조종사 인증을
위한 의료 등급
LAPL 및 조종사
자격을 위한 의료
등급 3.

감항 인증

가시권 운항

비가시권 운항

고도 제한

가능, >25kg
감항 인증 또는
PtF; <25kg & 연속
설계 인증
운항

확장된 형태의
가시권 운항 가능

가능

가시권 : 최대
150m

가능

승인이 있어야
가능

승인 없이 150m

불가능

불가능

50m-C군;
120m-G군-그
이상-특별 허가

없음,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운항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필요.

없음

없음

CAA 또는 공인
기관의 승인 필요
현장 위험 및 안전
평가에 기반한
운영자 승인

건강검진 완료

무인 항공기 및
무인 항공기
시스템 인증

가능

200피트

가능

400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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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게 제한

분류

요구 운항 특성

자격

감항 인증

가시권 운항

비가시권 운항

고도 제한

네덜
란드

150kg

없음

있음

있음

있음

가능

불가능

120m

폴란드

150kg

25kg

상업 조종사 해당,
건강검진 포함
자격증

25kg 초과 비행
허가 필요

가능

격리된 영공에서만

포르
투갈

카타르

25kg
>25kg 인증 필요

제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세 가지 운항 범주 :
25 kg 미만 및
4개의 하위 범주 ;
'신고된' B와 C
'인증된' C

예: C 범주의 요구
운항 특성. B와 C
카테고리의
설명서. 자격
있는기관이 B에서
발행할 수 있는
자발적 LUC

A0 하위
카테고리의 원격
조종사에 대한
역량이나 연령
요구 사항 없음.
자격 요건은
없지만, 하위 범주

범주 A에서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적합성 인증. B에서
작업자의 책임
하에 안전성 평가.
B에서 자발적인
감항 인증 또는

가능

모든 범주에서
가능

승인 필요

120m;
비행장 주변비행
구역(ATZ :
Aerodrome traffic
zone)내부와
공항비행정보업무(
AFIS : Aerodrome
Flight Information
Service)
서비스와의 사전
조정으로, 무인
항공기는 ATZ의
수직 한계까지
비행할 수
있다.(다른 교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C에서 TCDS의
제한사항에
근거하여 예. 하위
범주 A2 및 A3에는
제한 없음. 하위
범주 A0 및 A1에는
첫 번째 사용자를

A0, A1 및 A2에서
지상 150 피트. A3
및 -declared-B.
다른 카테고리 B의
경우
Ahtorization에서
제한되며,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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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제한

루마
니아

150 kg

슬로
베니아

150kg

남
아프
리카

스페인

없음

150kg

분류

<1kg(비디오
카메라 미포함)
<=15kg(비디오
카메라 포함)
<=150kg

<1.5 kg; <7 kg;
<20 kg; <150 kg;
>150kg

25kg

요구 운항 특성

자격

감항 인증

A1의 최소 연령은
14세. A2의 제조
지침에 따른 Famili
airisation. A3 및
특정 B 카테고리의
교육 기관 또는
자격있는 기관
의한 증명. C
카테고리의 CAA가
발급하는 자격.

인증된 장비의
사용 가능성.
C에서 필수적 감항
인증

없음
(2016년 2월 이후
적용 가능)

없음
(2016년 2월 이후
적용 가능)

네.
-최대이륙중량
15~150kg 사이의
드론;
-2016년 2월 1일
이후 적용 가능

반드시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함

있음

있음

25Kg 이상에 대한
CAA의 승인 필요.

있음
자격 없음. 이론
지식 또는 ATO의
특별 과정+ 무인
항공기의 실무
과정 + LAPL 또는
2군 의료

RLA (무인 항공기
시스템 승인)

있음, 25kg 초과시

가시권 운항

비가시권 운항

고도 제한

위한 카메라 셋팅

TCDS에 의해
제한됨

가능

가능, 분리
공역에서만

-도시 외곽의 분리
공역에서만;
-2016년 2월1일
이후, 도시
외곽에서
지상으로부터
130m

있음

경우에 따라
다르다.

400피트
400피트 초과시
승인과 관련 요건
존개

가능

<2kg의 경우 가능

무인
항공기(<25kg)용
1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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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스웨덴

스위스

무게 제한

분류

150kg

네.
Cat1A:0-1,5kg/m
ax150J/VLOS
Cat1B:1,5-7kg/m
ax1000J/VLOS
Cat2:7-150kg/VL
OSCat3BLOS

부속서 1의 경우
150kg. 그 외
제한 없음

"개방"&"특정"
"개방"=최대. 30kg
인구로부터 100m
밖
가시권

요구 운항 특성

자격

감항 인증

가시권 운항

비가시권 운항

고도 제한

CAA의 승인

예, > 7kg
영공에 대한
지식과 실제적인
기술이 필요

가시권 운항 승인
부분. 비가시권
운항 요구 사항.

가능

가능, 단 격리된
영공에서만(다른
모든 항공 교통에
대해 폐쇄됨)

가시권용 120m

있음. 특정
카테고리의 경우

필요 "조종사
자격"은 전체 위험
및 위험
평가(GALLO)의
일부임

운영 승인(ROC)의
일부

가능

가능, GALL0 필요

제한 없음.
GALLO에 따름

"특정"=모든 것

터키

없음

기술상 분류
500g<İHA0 <4kg
4<İHA1 <25kg
25<İHA2<150>
150kg<İHA3
운영상 분류
오락용
특정/상업용
인증

오락용:
<25kg : 자격 필요
없음
상업용:
<25kg :
터키DGCA에 의한
NQE 인증

İHA-2AND와
İHA3
터키DGCA에서
발행하는 자격

오락용에 필요하지
않음(<25kg)
İHA2의 경우에만
허가
İHA2 감항 인증

가능

승인이 있다면
가능. 위험 평가
필요

<25kg
400ft 이상 승인과
위험 평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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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아랍
에미
리트
연방

영국

미국

무게 제한

분류

25kg

오락용
<250grm
2>UAS>5kg
5 <UAS>25kg
상업용:
<25kg

150kg

20kg

55파운드(25kg)

55파운드 이하
UAS 항공기는 14
CFR 파트 107의
요건을 준수할 때
운항될 수 있다.
만약 운영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포기해야
한다.

요구 운항 특성

오락용:
제조사&UAEA
인증

자격

감항 인증

가시권 운항

오락용:
불가능
상업용:
자격증

없음

가능

상업성:
UAS 운영자 인증

20 kg 이하의 공중
작업과 20 kg 이상

제107절에는 없다.

비가시권 운항

>20kg 또는
비가시권 운항 사례 기반
20kg 이하(가시권)
- 허가를 위해
조종사 역량
평가가 요구됨.
이는 RPL, NQE
평가, AMC 통해
취득될 수 있다.
제107절에 따라
소형 UAS를
운용하는 사람은
소형 UAS용 원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원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직접 감독 하에

>20kg, 비가시권
또는 혼잡 구역의
경우, OSC 필요.
감항 인증은
신청자가 원할
경우 요청할 수
있다.
FAA 감항 인증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지휘하는
원격 조종사는
소형 UAS를 사전
점검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업용:
격리 공역에서
위험 평가 후 가능

가능

가능, DAA의 경우,
격리된 공역 또는
OSC가 '항법
위협'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능

FAA가 제안된
운항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포기
증명서를 신청하고
획득해 소규모의
UAS 운용이 특정
운영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도 제한
오락용
<250grm=지상
100피트
2>UAS>5kg=지상
200피트
5>UAS>25kg=실내
에서만
상업용
지상 400피트

>7kg - 400ft
7kgo 이하, 반드시
가시권에 적합해야
함

지상 400피트 또는
구조물의 400피트
이내에서 최대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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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제한

분류

요구 운항 특성

자격

감항 인증

가시권 운항

비가시권 운항

있어야 한다(원격
조종사가 지휘).
55파운드 이하
오락용(취미 혹은
레저용)항공기는
모델 항공기 특별
규칙, 14 CFR 파트
101에 따라
비행된다.
55lbs 이상의
UAS를 운항하려면
운영자는 기존
333절 면제
프로세스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감항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표준 감항
인증, 제한된
범주의 제한된
형태의 특별 감항
인증 또는 적절한
실험용 감항 인증)

자료 : JARUS(2018), Comparison national Regulations_oct2017

지원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1) 최소 16세
2)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한다.
3) 소형 UAS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있다.
4) 초기 항공 지식
시험 통과-승인된
시험 기관에서
5) TSA 하에 있다.
그러나 61절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는 항공
지식 시험 대신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여기에는 107.31에
따른 가시권
운항이 포함된다.

고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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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 1-2> 해외 주요국 드론 정책 현황(2)
국가

호주

횡적 거리

RP 거리로
제한되는
가시권 운항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보고 제어하며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운항 제한
(a) 무인 항공기는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는 사람의 가시권 내에서
운항된다.
(b) 무인 항공기는 일별로
400피트에서 혹은 지상 400피트
아래에서 운항된다.
(c) 무인 항공기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의 30m 이내에서
운항되지 않는다.
(d) 무인 항공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작동되지 않는다.
(i) 금지 구역
(ii) RA3로 분류된 제한 구역
(iii) 규정 101.065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RA2 또는 RA1으로
분류되는 제한 구역
(iv) 인구가 많은 지역
(v) 비행장의 기동 지역으로부터
3해리 이내
(e) 무인 항공기는 각 부분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화재, 치안과 같은 공공 안전과
비상상황을 책임지는 지역 위에서
운항되지 않는다.
(f)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는 사람은
오직 해당 무인 항공기만을

항로 점유권

없다.
다른 모든
항공기에 우선권
부여

사고 보고

일반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사고와
사건

보험

안전문제로 간주
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음

항공품질
기술관리

?

비행 교육기관

비고

인증된
비상예측운항상
황 자격
보유자는 원격
조종사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음

이 내용은
1998년 민간
항공 안전 규정
101 파트의
개정에 의해
구현될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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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횡적 거리

운항 제한

항로 점유권

사고 보고

보험

항공품질
기술관리

비행 교육기관

비고

담당한다.
기타 승인이 필요한 조건

오스
트리
아

벨기
에

캐나
다

500m

운항 지역에 따라 다르다. AOO는
미개발 지역, 비주거 지역, 주거
지역, 인구 밀집 지역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주의 허가가
있다면, 공항에서 2500M 이내에서
운항.

있음

조종사와
관측사 사이의
거리 관련

통제된 공역, 특수한 지역
>공항으로부터 1,5NM 거리
>헬리콥터로부터 0,5NM 거리
>건물, 사람, 동물로부터 50m

무인 항공기는
모든 유인
항공기에
통행권을 주어야
한다.

현재
조종사로부터
최대 측면
거리는
가시권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수운항증명서(SFOC :
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에는 최소 70개의 안전
조건이 있다. 주제 영역: 특이
조건(예; 공역 및 고도 제한), 일반
조건(예: 관측자 사용), 일반 비행

특수운항증명서
(SFOC)에
포함된 유인
항공기에 항상
우선 통행권
부여

있음

있음

적용 불가능한
규칙 < 79 Joule
BVLOS는 유인
항공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운항
지역을 4개로
분류

있음

있음

있음-제3자도
가능

아직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항공품질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

없음

없다. 운영자의
책임이지만 비행
강사가
필요하다.
1군 활동에 대한
이론 및
실기시험
2군 활동에 대한
실기시험
없음
비행 학교 요건
존재

2016년 4월
발표 예정

현재 무인
항공기 시스템
운영자들은 안전
운항을 위한
조건을 기술하는
특수운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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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적 거리

소형 무인
항공기(25kg
이하)에 대한
향후 규정은
조종사로부터
최대 거리를
갖게 될 것이다.

운항 제한

조건(예: 통신 링크 탐지, 인력
조건(예: 훈련된, 자격 있는 조종사),
무인 항공기 시스템 조건(예:
유지관리 요건)과 사고 및 사건 조사

항로 점유권

사고 보고

보험

항공품질
기술관리

비행 교육기관

비고
를 요구한다.
향후 규정은
운항되는 가시권
무인 항공기
25kg 이하를
다룰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특수운항증명서
를 취득할
것이다.
조종사는 허가를
필요로 할
것이다. 무인
항공기는 복잡한
환경에서 운용될
때(비행장 근처,
통제된 공역,
건설된 구역 위),
표시되고 등록될
것이다. 또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는 설계
표준을
충족해야한다.
운영자는 새로운
운항 및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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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공화
국

크로
아티
아

핀란
드

횡적 거리

가시권(500m
이하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값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가시권 최대치.
500m

가시권

운항 제한

G군에서 자유롭게 운항. 조정된
경우에만 항공교통관제소와
항공교통관제권에서. 완충지
대에서는 불가(고속도로, 철도,
저수지, 자연 보호 구역, 금지 구역,
제한 구역, 위험 구역)
무인 항공기>7kg>제3자로부터
100m>혼구역으로부터 150m
AllRPA 는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실제 고도의 2배 정도)

날 별로/사람과 건축물로부터 30m
거리/다수의 사람들로부터 150m
거리/항공교통관제권 내 운항은
금지/공항과 진입로로부터
3km/공항의 경우 무인 항공기
지역이라 정해진 출발 구역
제외/물체의 낙하 금지
혼잡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무게와
운영 요건이 있다.
ANSP의 허가 없이는
항공교통관제권에서 지상 최대 50m

항로 점유권

사고 보고

보험

다른 모든
항공기에 우선
통행권
부여(무인
항공기 포함)
가시권 운항상
규정된 절차
없음

있음

있음
(Reg. EC
785/2004)

-

있음(EC
376/2014 적용)

있음(EC
785/2004 적용)

무인 항공기는
모든 유인
항공기에 우선
통행권을 주어야

있음

예. (EU)
785/2004 참조

항공품질
기술관리

비행 교육기관

비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 표시가
보여야 한다.
내화성 식별판이
기내에 있어야
한다.
유상하중, 짐,
펄스제트나
로켓엔진도
있어서는 안
된다.
FPV는 오직
2그룹에서만
가능하다(한
명의 조종사가
가시권 운항)

-

-

없음

없음

2016년/2017년
전체 규정 변경
계획

없음

국가 규정 OPS
M1-32는 영어로
제공된다.
규정은 운영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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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횡적 거리

운항 제한
가까운 활주로에서 5km 이상
가까운 경우에는 ANSP의 허가가
필요

프랑
스

독일

100m(S3),
200m(S1),
1km(S2) 또는
운항에 따라
제한 없음.

가시권

항로 점유권

사고 보고

보험

항공품질
기술관리

비행 교육기관

중심, 위험 및
성능 기반이다.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자가 신고 방식

한다.

4가지 운항 :
S1: 무인구역에서 가시권 운항의
경우, 최대 수평 거리 200m, 최대
고도 150m
S3: 인구 혼잡 지역에서 가시권
운항의 경우, 최대 거리 100m, 최대
중량 8kg, 최대 높이 150m,
안전반원
S2: 무인지역에서 가시권/비가시권
운항의 경우, 최대 거리 1km, 최대
고도 50m 또는 무인 항공기<2kg인
경우 150m
S4: 무인구역에서 비가시권 운항의
경우, 최대 중량 2kg, 최대 고도
150m

무인 항공기
모든 유인
항공기에 우선
통행권을 줘야
한다.

사람, 사고, 재난 구역, 안전 구역,
교도소, 군사 시설, 산업 구역,
발전소 위에서 제한됨. 비행 제한이
있는 금지 구역에서 제한.
공항에서부터 >1.5km. RMZ에서
ANSP 제공자는 공지되어야 함.

무인 항공기는
모든 유인
항공기에
통행권을 주어야
한다.

비고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허가되지 않음

2015년 12월
17일, 두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
2016년 10월
24일에 제정된
법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는
운영자의
책임이다. 요구
사항은 행정
규정의
일부분이며,
법적 구속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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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횡적 거리

운항 제한

항로 점유권

사고 보고

보험

항공품질
기술관리

비행 교육기관

비고
없다.
연방정부는
승인과 감독을
담당한다.

아일
랜드

이스
라엘

이탈
리아

20kg< 경우,
500m

가시권 최대치.
500m

가시권 : 최대
500m

VFR(Visual Flight Rules), 혼잡
구역, 통제된 공역, 공항에서 >8km
, 사람 무리에서 >150m,
사람으로부터 >150m, 선박, 차량 및
구조물에서 150m,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2km.
>20kg : 특정 승인 필요. <1.5kg와
<7kg의 경우, 추가 제한 필요

있음

국내 항공정보간행물에 따르면
도심지역(가시권 전용)-운영자의
특별 허가

비임계 : 혼잡한 구역에서 >150m,
사람과 재산으로부터 >50m,
통제되지 않는 공역, ATZ 외부 및
공항에서 >5km. Sublasses 존재

있음

무인 항공기
가시권 운항은
교통을 방해할
경우 모든 유인
항공기에
통행권을 주어야
한다.

>25 kg의 경우

아일랜드 접근에
있어 ICAO에
따른 공역
분리는 필수적

있음

있음

없음

있음

NAA를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없음. 지원자를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할 권한
있는 기관의
경우 가능

승인된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보유자는 원격
조종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있음

무인 항공기 및
무선 비행 통제
시스템의 ID

무인 항공기와
무선 비행 통제
시스템 ID. 설계
인증 가능.
위험물 없음. 25
kg 초과 등록
필요.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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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제한

항로 점유권

사고 보고

보험

항공품질
기술관리

비행 교육기관

비고
보호를 위한
요건. 무인
항공기에 대한
ENAC 규정
최신판 2차
개정판():

일본

승인 없이
가시권 운항

라비
타

500m

다음의 공역에서 UA를 운용하려는
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항 주변 공역과 지상 150m 이상
-인구 밀집 지역
UA를 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아래의 운항제한을 따라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낮 시간 UA 운항
-가시권 내에서 UA 운항
-지상/수면 위 사람이나 재산과 UA
사이 운항 거리 30m 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UA 운항하지 말 것
-UA에 의한 폭발물 같은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UA로부터 어떤 물건도 떨어뜨리지
말것
낮에만
>250g : 사람으로부터 >50m, 지상

예. 허가 혹은
승인을 받은
운영자는 사고와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JCAB는
허가 혹은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사고 혹은
사건의
자율보고를
요구한다.)

모든 유인
항공기에
통행권을 주어야

없지만,
권장사항

있음

운항 제한을
벗어나는 운항에
대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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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제한

항로 점유권

위 재산과 IFR 비행장으로부터 5km,
기타 비행장에서 3km 떨어진 곳
>1.5kg : 혼잡 구역
>25kg : 무인 구역
특정 CAA 승인이 없는 한 따라야
하는 제한 사항

한다.

리투
아니
아

1000m

차량, 사람, 건물에서 >50m
이착륙장으로부터 >1, 8km
물체로부터 1~3NM 떨어진 곳

몰타

150m, 그렇지
않으면 가시권
서면 승인

혼잡 지역, 기반시설, 사람들로부터
>150m, 사람으로부터 >50m,
선박·차량·구조물로부터 >150m,
비행장으로부터 >7.5km

500m(확장된
가시권 허용)

증축구역, 군중, 간선 도로에서 >
150m
철도, 산업 구역에서 >50미터
항공교통관제권로의 제한
접근(외부, 150피트)

네덜
란드

사고 보고

보험

항공품질
기술관리

비행 교육기관

승인이 필요.
JARUSSORA에
근거
등록 필요.
잘못된 영어
번역,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가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비행
허가를 받은
사례에 대해
심의관이
제공하는
표준화된 운영
절차를 가지고
있다.

있음

무인 항공기는
모든 유인
항공기에
통행권을 주어야
한다.

무인 항공기는
모든 유인
항공기에
통행권을 주어야
한다.

비고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자체 평가
시행

등록 필요. ID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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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제한

항로 점유권

사고 보고

보험

항공품질
기술관리

비행 교육기관

충돌 주의
공항에서 >5km인 곳과
항공교통관제권에서는 제한됨
사람과 재산으로부터 충분한 거리
유지

폴란
드

포르
투갈

가시권으로
제한

카타
르

정의되지
않았지만 A0과
A1에서는
'안전하다'.
A2에서는
20m(로터크래
프트) 또는
A3에서는
50m(고정
날개)이다. 안전
평가 또는 B의
표준
시나리오에
따른다. C의
TCDS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도가 서로 다른 항공교통관제권은
Rwycenterline 및 임계값과의
거리에 따라 제한된다.

A
오락용으로 쓰이는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 장난감 항공기,
소형모델항공기
밴드 C
상업적, 비상업적, 상업적, 비
상업적 운항, 분산적 제품 및 운송
위험물, 자동 산업적UA, 항공운송,
상업적, 대상 교통권
금지된 작업
A
낙하물, 산물 살포 위험물,
자동공학적UA,
밴드C
상용 항공 운송 전달 전달자,

비고
25kg 이상 등록
필요
멀티로터는
조종사에게 다른
범주임

무인 항공기는
모든 유인
항공기에
통행권을 주어야
한다.

공역에서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민간 사업자의
경우(A0, A1 및
대형 모형
항공기 제외)
해당 운항이
상업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있음

있음

다음에 대한
인증 필요:
>25kg;
야간 비행;
비가시권 운항;
특정 고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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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제한

항로 점유권

사고 보고

보험

항공품질
기술관리

비행 교육기관

비고

없음
(2016년 2월 1일
이후 적용 가능)

새로운 구체적인
법안이 공개
토론 중에
있으며, 우리는
2016년 2월
1일까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업적 항공 운송 전달자, 이미지
및/또는 영상 적응 장치, 대상-적용
적용

로마
니아

도시 외곽에
있는 분리
공간에서만,
-2016년 2월
1일 이후 가시권
500m
분리
공역에서의
비가시권
운항은 제한
없음

2016년 2월 1일 이후 운항, 영역 및
ROC 사양에 따라 다름

슬로
베니
아

주간 VFR, G급 영공에서 허용되며,
군중 위 300m, 전선, 도로, 철도
등에서 50m 초과 떨어진 곳.

남아
프리
카

다양한 제한사항: (i) 50m 미만의
가로 방향 거리에서 /ii) 어떤
구조물이나 건물에서 50m의 거리
내에서 /ii) 사람 또는 그룹에 대한
직접적 작동, (iv) 야간 운영 없음, (v)
s의 시각적 선을 넘는 작동 없음; (vi)
공항에서 반경 10km 이내의 400
ft/m 이상의 운영은
금지/원자력발전소, 교도소, 경찰서,
범죄 현장, 법원, 국가 주요 지점
또는 전략 시설, 위험물 수송 없음;

500m(승인 시
EVLOS 허용)

현재 드론은
우선순위가
있다(비행은
분리 공간에서만
수행됨).

있음

있음(최대이륙중
량 20kg이 넘는
경우 필수)

없음

있음

무인 항공기는
모든 유인
항공기에
통행권을 주어야
한다.

있음

있음

등록 필요.

없음

있음

등록 필요
ID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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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보험

항공품질
기술관리

비행 교육기관

비고

-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에는
특정 요구사항만
내포되어 있지
않다.

있음

없음

없음

ID 번호판 필요.
25kg 이상 등록
필요

있으나 규제되지
않음

수동 제어가
항상 가능해야
한다. 점점 더
무거운 항공기에
대한 요구사항
마련.
항공기는
등록증에
기록되어야
한다.

통제된 영공에서의 운항 없음;
착지가 허용되지 않는 허가 도로 단,
이는 ROC의 보유자에 의해서만
허용되며 민간 항공국의 책임자에
의해 승인된다.

스페
인

무인 항공기(<
25kg)용 500m

스웨
덴

가시권으로
제한

스위
스

가시권=육안으
로 모든 3차원의
무인 항공기
제어
비가시권=GALL
O에 따름

범주 : < 2, < 25 kg, > 25 kg.
운영 조건이 >25 인 경우 감항
인증에 해당
통제불능의 공역 내, 도심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공항에서 >8km

TIZ or TIA 일반적으로 사람, 동물
및 재산으로부터 >50미터인 경우
특정한 승인이 없는 한, 통제된 영공,
TIZ[6] 또는 TIA[7]에서 비행하지
않는다.
VFR night

인파로부터 > 100m 떨어진 곳 &
비가시권에서 FOCA 승인
필요(GALLO 프로세스)
5km 떨어진 에어필드 & CTR에서
지상 150 초과시, ANSP 승인 필요

무인 항공기는
모든 유인
항공기에
통행권을 주어야
한다.

충돌 방지:
SERA
3201
3205
적용 가능

있음

예, 운영
허가(ROC)의
필수 부분

있음

있음

-

가시권 이상
또는 인파에서
100m보다
가까울 경우와
비가시권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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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횡적 거리

운항 제한

항로 점유권

사고 보고

보험

항공품질
기술관리

비행 교육기관

비고
위험평가 기반
운영자
승인(GALLO)
GALLO 승인을
받은 모든
RPAS는
식별판이
있다(예.SUI-56
78).

터키

시야 내(500 mt)
비가시권=위험
평가

표준 조건:
(a)무인 항공기를 운영하는 사람의
가시권 내에서 RPA가 운항됨
(b)무인 항공기는 지상 400피트
내에서 운항 및
조작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
물체, 차량으로부터 >50미터
(c)무인 항공기가 운항되지 않는
경우:
(i) 금지 구역
(ii) 제한 구역
(iii) 인구 밀집 지역
(iv) 특정 임계 이내의 비행장
(d) 무인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는
해당 RPA만 운영한다.
그 외 승인이 필요한 경우금지 구역에서는 위험평가와 승인이
필요하다.(인구 밀집 지역, 비행장,
군사지역 등)

무인 항공기는
모든 유인
항공기에
통행권을 주어야
한다.

사고와 사건은
반드시 48시간
내에 터키
DGCA에
보고되어야
한다.

모든 상업 운항
또는 >25kg의
경우 가능

없음

İHA0/İHA1를
위한 6개의 기관

운영자와 조종사
그리고
İHA0/İHA1의
경우 온라인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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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아랍
에미
리트
연방

횡적 거리

오락용
<250grm=30m
2>UAS
>5kg=60m
5
<UAS>25kg=실
내에서만
상업용:
120m

운항 제한
오락용 :
운영되기 전 사용자와 드론 모두
등록되어야 한다;
2kg 이하인 드론만 승인된 공역에서
비행할 수 있다.;
드론 비행 시, 비디오나 사진 촬영
장비는 사용될 수 없다;
드론은 낮 시간, 좋은 날씨에만
비행할 수 있다;
드론은 오락용으로 사용되고 상업적
목적은 아니다;
사용자는 드론이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고 있고, 비행 전에
점검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공공장소, 개인의 재산, 혹은 대중이
모인 곳 150m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다;
공항, 헬리콥터, 이착륙장 혹은
통제된 공역으로부터 5km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다;
무선링크제어는 사용자와 드론
사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주파수 제한은 유지되어야 한다;
드론 사용자는 사람, 물체, 다른 유인
혹은 무인 항공기와 충돌을 피할
책임이 있다;
250grm 이상 드론을 운영할 최소
나이는 16살이다;

항로 점유권

사고 보고

보험

있음

상업용에 대해
필수

항공품질
기술관리

없음

비행 교육기관

없음

비고

ID 필요. 모든
항공기에 대해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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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횡적 거리

운항 제한

영국

500m 또는
가시권
제한(500m
미만인
경우)(EVLOS
허용)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혼잡한
지역에서는 허가하지 않는다.
혼잡한 곳에서 >150m, 사람, 물체,
차량이 운전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을 때 >50m

미국

없다.
참고 : 구름과의
최소 거리는
구름 밑
500피트
이상이고
구름으로부터의
수평 거리는
2000피트
이상이다.

사람이 건물 아래나 정차해있는
차량 내부에 있지 않는 한, UAS의
운항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
바로 위에서 운영하지 않는다.
낮에만 운영한다. 상용 박명은
충돌방지 조명을 사용했을 때
허용된다. 야간 운항은 면제 서류를
작성했을 때 승인될 수 있다.
운항 B, C, D, E 공역은 사전에 ATC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항 G 공역은
ATC 사전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항로 점유권

다른 모든
항공기에
통행권을
양보해야 한다.

사고 보고

보험

있음

있음,
EC785/2004
준수

지휘하는 원격
조종사는 사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최소한
심각한 부상,
의식 불명 또는
최소 500달러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운항을
FAA에 보고해야
한다.
특정 UAS
사고는 또한
국가교통안전회
에 보고되어야
한다.

없음
현재 오락용이나
상업용 소형
UAS 운항에는
필요하지 않다.

항공품질
기술관리
예 - EASA
인증과
대조적으로 국가
항공품질기술관
리(QE : Quality
Engineering)라
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없음

비행 교육기관

비고

혼잡한 지역의
제한 속도 70kts

자격 요건 없음
원격 조종사
자격증은 이론
시험을 통과하고
다른 적격자를
만나보길
권장한다.
그러나, 지난
24개월간
비행을 완료한
61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는
이론 시험 대신
UAS의 특정
구역 운항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다른 구성원은
조종사 자격증을

제107부(소형
UAS 규칙)
대부분의
제한사항은
신청자가 운항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입증할 경우
면제된다.
0.55파운드
이상의 항공기는
14 CFR 47절
또는 48절에
나와있듯이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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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횡적 거리

운항 제한

항로 점유권

사고 보고

보험

항공품질
기술관리

비행 교육기관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항공
이론 시험을
치고 통과해야
한다.
FAA는 FAA
웹사이트에
공인된 이론
시험 센터를
이용가능하게
관리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지원자는 또한
시험 일정을
잡으려면 바로
이론 시험
서비스 제공자와
연락할 수 있다.

자료 : JARUS(2018), Comparison national Regulations_oct2017

비고

222

부록 2. 드론 안전 공감대 형성 활동

1. 국제 드론 및 무인항공기 안전 포럼 개최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국내에서는 매년 드론 및 무인항공기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지식공유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반면, 국내 많은 드론 관련 포럼 개
최에도 불구하고 드론 안전에 대한 내용이나 연구가 미비하며 드론산업 정책
에 관련 이슈에만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드론 안전에 대한 정책과 방안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한 드론 안전에 대한 연구
와 지식 공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세미나를 유치하여 정책자와
운영자 간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지식 공유 확대를 통해 안
전혁신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였다.

나. 해외사례
1) JARUS(무인항공기 정책을 위한 항공당국 연합)
전 세계 항공당국의 연합을 통해 무인항공기에 대한 안전정책을 논의하고,
통일된 안전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15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국토
교통부도 소속이 되어 있으며, 매년 총회를 통해 각 국의 의견을 나누고 정책
을 수립하고 있다. 2018년 총회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2019년 총회는 3월 폴
란드 카토비세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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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세계 드론 회의’와 ‘국가 드론 안전 포럼’
호주에서 ‘18년에 열린 ‘세계 드론 회의(World of Drones Congress)에서
‘국가 드론 안전 포럼(National Drone Safety Forum)’이 개최되었다. 드론 안
전과 관련된 포럼을 위해 인프라부 장관, 호주 항공당국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그림 부록 2-1> 호주 세계 드론 회의 중 안전포럼 전경

다. 글로벌 드론안전 포럼 개최
☐ 행 사 명: 글로벌 드론안전 세미나(Policy Strategy on UAV’s Safety
Regulation)
☐ 참석 대상
❍ 일정: 2019년 9월 6일, 09:00 ~ 13:00
❍ 장소: 대한민국,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가든 호텔
❍ 해외참가자
- Mr. Filippo Tomasello, Senior Partner, EuroUSC(Speaker), Mr. Liu Hao,
Professor, Beih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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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참가자
- 국토교통부 오원만 첨단항공과장, 미래드론교통과 사무관, 한국항공우
주연구원 김동민 무인기체계부장, 항공안전기술원 강현우 선임연구
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강준 처장, 무인기안전협회 김종복 회장, 한국
교통연구원 연구진
<표 부록 2-1> 국제 드론 안전 세미나 프로그램
Time

Program

∼

Speaker and Panels

09:00 09:15(15) Registration

∼

09:15 09:30(15)

- Welcome address
- 기념 사진 촬영

∼

- 첨단항공과장, MOLIT
- Chief Director of Aviation Research
Department, KOTI

09:30 10:10(40) Main keynote presentation

■ Common rules for marketing and operations of

-

Mr.Filippo Tomasello,
Partner, EuroUSC

Senior

civil UAS in the European Union

∼

10:10 10:20(10)

- Coffee Break

-

□ Moderator: Kihan Song, Chief
□
-

∼

10:20 11:50(90) Panel Discussion
-

∼
12:00∼13:00(60)

11:50 12:00(10) - Closing
오찬

Director of Aviation Research
Department, KOTI
Panels:
Mr. Filippo Tomasello, Senior
Partner, EuroUSC(Speaker)
Mr. Liu Hao, Professor, Beihang
University
미래드론교통과 서정석 사무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동민 무인기체
계부장
항공안전기술원 강현우 선임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강준 처장
무인기안전협회 김종복 회장
한국교통연구원 김명현 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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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는 이탈리아 Giustino Fortunato 대학 교수이자, EuroUSC에서
Senior Partner로 활동 중인 Filippo Tomasello가 유럽 연합 내 무인항공기 마
케팅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는 기존 항공 패러다임을 이끄는 미국이 최근에 무인항공기 정책 분야를
리드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무인항공기 분야는 유럽이 글로벌 리더십을 이
끌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럽 정책의 큰 방향으로는 성능기반 법규와 위험기
반 법규로 나뉘며, 무인항공기 운항은 비행 뿐만 아니라 훈련, 보험, 매뉴얼
및 절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운항 전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림 부록 2-2> 국제 드론 안전 세미나 전경(1)

그리고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는 무인항공기 위험성에 따라 3개의 범주
로 수준을 나뉘고 이에 대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A 범주
는 open 분류로서 사고시 피해가 적은 무인기이며, 현재 드론과 같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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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의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기체 등록,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사고조사와
같은 기초적인 단계를 수행한다. 이후 B 범주는 허가가 필요한 중간급 항공기
로서, 특히 본 단계를 위해서는 위험기반 분석이 동반됨을 강조하였다. 이후
C 범주는 현재 전통적인 항공운송산업에서 사용되는 안전수준과 동등한 안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망하였다. 총평으로는 유럽의 무인항공기 규정은
각 분야별로, 그리고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단순히 운항의 측
면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드론 및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정책 토론을
이어나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유럽이 현재 빠르게 무인항공기 정책을 리드하
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에도 참고사항이 많으며, 자격증명이나 기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전문가 의견으
로는 유럽의 무인항공기 정책 혹은 철학이라 할 수 있는 성능기반 법규와 위험
기반 법규는 유럽과 같이 기술적인 기반을 다져야만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서도 무인항공기 운영 전체에 대해 볼 수 있는 시스템 간 연계와 위험기반 정
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
은 투자와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무인항공기 연구를 통해 데이터
확보, 기체 신뢰성 등을 강조하였다.

<그림 부록 2-3> 국제 드론 안전 세미나 전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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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회 항공정책 연구협력 세미나 개최
☐ 행 사 명: 제2회 항공정책 연구협력 세미나
☐ 참석 대상
❍ 일정: 2019년 9월 6일, 13:30 ~ 13:00
❍ 장소: 대한민국,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가든 호텔
❍ 해외참가자
- Introduction of OAG OTP(On Time Performance) Mayur Patel
(OAG), UAVs Safety Regulations of China Liu Hao (북경항공항천대
학교)
❍ 국내참가자
-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최준선 학회장,
한국항행학회 최용석 학회장, 한국항공경영학회 이동명 학회장,
AIRAMP 천용우 총원우회장,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 유경인
교수, 연세대학교 서지원 교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이휘영 교수, 인천국
제공항공사 이재훈 실장, 한국공항공사 장호상 본부장,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구삼옥 책임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정은영 국장 외 다수
❍ 행사 규모 : 참석자 약 150명 예상
❍ 기조발표: Introduction of OAG OTP(On Time Performance) Mayur
Patel (OAG), UAVs Safety Regulations of China Liu Hao (북경항공
항천대학교)
❍ 발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행학회, 한국
항공경영학회
❍ 토론(2020년 항공 산업 전망과 대응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인천국제
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
도심공항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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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 2-2> 제2회 항공정책 연구협력 세미나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오찬

～
13:00～13:30
12:00 13:00

운영위원회 회의 (오찬포함)
등 록
개회식

～

13:30 13:35

개회사

～

13:35 14:00 환영사 및 축사

～
～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최준선 학회장
- 한국항행학회 최용석 학회장
- 한국항공경영학회 이동명 학회장
격려사: AIRAMP 천용우 총원우회장

▪

14:00 14:10

14:10 15:10

▪ 개회사: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
▪ 축사: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 환영사:

단상 정리, 기념사진 촬영

기조발표

▪ Introduction of OAG OTP(On Time Performance)
Mayur Patel (OAG)
▪ UAVs Safety Regulations of China
Liu Hao (북경항공항천대학교)

～

15:10 15:20

Coffee Break
발표 및 토론

15:20 15:35

～

발표 1-1

～

발표 1-2

15:35 15:50

～
16:05～16:20
15:50 16:05

～

16:20 17:00

17:30

발표 1-3
발표 1-4

세션 토론

▪ 주제: 공항연결성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한 국제항공망
의 관성과 역동성 분석
▪ 발표자: 한국교통연구원 박용하 부연구위원
▪ 주제: 항공사고의 법적 정의와 개정 필요성
▪ 발표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 유경인 교수
▪ 주제: 공항 안전을 위한 GPS 재밍 대응 기술
▪ 발표자: 연세대학교 서지원 교수
▪ 주제: 항공운송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
▪ 발표자: 인하공업전문대학 이휘영 교수
▪ 주제: 2020년 항공산업 전망과 대응 방안
▪ 좌장: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본부장
▪ 토론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재훈 실장
한국공항공사 장호상 본부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삼옥 책임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정은영 국장
한국도심공항주식회사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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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사는 기존 관련 행사에서 주로 논의되던 여객운송사업을 포함하여 법
제도, 항행시설, 항공물류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민관
학연의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해외 연사 2인의 기조발표, 한국교통
연구원 및 3개학회의 4개 주제발표 및 2020년 항공산업 진단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부록 2-4> 항공정책 연구협력 세미나 참석자 기념사진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1회 행사가 항공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2회 행사는
해외 연사를 초청하는 등 국제적인 학술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항공정책 관련 연구협력이 본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이러한 항공정책 관련 행
사를 매우 환영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업계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
공유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보다 자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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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학회 회장단의 환영사에서는 항공정책 분야 연구 협력 및 정책 확산에 대
한 노력에 매진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의 협력을 약속하였다.
첫 번째 기조발표를 진행한 OAG의 Mayur Patel 이사는 정시성 관리의 중
요성 및 국내 공항, 항공사의 지연결항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기조발표를 맡은 중국항공항천대학교(Beihang Univ.)의 Liu Hao 교수는
장래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위한 법제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
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세계 공항의 네트워크 중심성 및 연결성(한국교통
연구원 박용하 부연구위원), 항공사고에서 화상의 의미와 개정 필요성(한국항
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 유경인 교수), GPS 재밍 대응을 위한 기술(연세대학
교 서지원 교수), 항공운송사업의 해외진출 전략(인하공업전문대학 이휘영 교
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한 박용하 부연구위원은 아시아 지역의 연결중심성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미국 국내선 연결 중심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향후
노선의 특징을 반영한 연결중심성 비교 분석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유경인 교수는 ICAO 부속서 13의 중상(重傷)에 2도 이상 화상,
48시간 입원을 요하는 부상 등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해당 사
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서지원 교수의 발표에서는
GPS 재밍이 공항시설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재밍에 대응할 수 있
는 체계 마련 및 주요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마지막 발표를 진행
한 이휘영 교수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지속 성장 중이나 향후 불확실성
이 매우 큰 상황으로 외국계 항공사 투자 확대, 해외기지 다변화, 5자유 운수
권 활성화 등 항공운송사업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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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2-5> 항공정책 연구협력 세미나 전경

토론 세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재훈 기획조정실장, 한국공항공사 장호
상 전략기획본부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삼옥 책임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정은영 기획혁신본부장, 한국도심공항 이상갑 물류사업본부장이 참석하여 현
재 항공산업의 변화 상황 및 장래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본과의 정치
적 이슈로 인한 수요 감소 및 단거리 노선 다변화 문제, 김포공항 역할 확대,
드론 활용 확대로 인한 항공운송업의 저변 확대와 함께 야기되는 인증 및 안전
문제, 최근의 항공운송사업자 신규 면허 발급, 항공화물에 대한 도심공항터미
널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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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JARUS(무인항공기 정책을 위한 항공당국 연합) 안전정책 국제업무 협업
본 연구의 주요 선행 연구로서 JARUS(무인 항공기 정책을 위한 항공당국
연합)의 무인항공기 위험기반 관련 문서를 참고고 있다. JARUS에는 유럽연합
과 함께 총 62개국(호주, 중국, 일본 포함)이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
교통부도 이와 협력하여 무인 항공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JARUS에서 수행하고 있는 7개의 주요 Working Group
중 하나로 안전 및 위험관리(Safety & Risk Management)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무인항공기의 위험관리 연구를 추진한 실적이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으로 무인 항공기의 위험관리 연구를 수행
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책활동과 함께 국제활동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를 Working Paper로 작성하여 국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선 국제 포럼과 같은 행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JARUS와의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부록 2-6> JARUS 홈페이지에서 국토교통부 소개

부 록 233

3. 드론 안전방안 기술협의체 추진

‧ ‧

국토교통 2017년부터 업계 학계 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
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드론산업진흥협의회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선하여 드론 기술 및 안전과 관련된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

부는 체계적 산업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계 실
태조사를 실시하며, 추진기구로 정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드론산업에 종사
하는 사업자 등 공급업체 등으로 구성된 ‘드론산업협의체’ 운용을 법제화 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드론산업협의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될 드론
및 무인기의 안전완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할 ‘드론 안전방안 기
술협의체’를 구성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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