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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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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대조차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서, 다양한
기체와 활용 범위를 가지는 무인비행장치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그리고 활용 목적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적으로도 명확한 분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여러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문이 많이 있으나, 소형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드론의 실제 활용(정부·공공기관, 사업용, 레저용 등)에 따른 드론
교통 흐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한 실제
안전성 평가 및 정책 지원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드론 운영은 시설물
감시, 촬영, 단속 등 한정된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육안 관찰이 불가한 비가시권 운영, 야간 운영, 악천후 운영 등 활용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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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성화 상황을 가정하고 실제 안전 정도를 판단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드론 교통흐름의 정의
현재까지 드론 활용 수준은 육상교통 수준과 비교하여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교통흐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드론 교통흐름을 드론이 운영되는 제도적 상황으로 정의한다. 도로교통
분야에서 정의하는 차량과 차량 관계에 기반한 차량 이동 상황을 의미하는
교통흐름과는 다른 의미로서, 드론이 운영되는 거시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뜻한다.

다. 4차연도 연구 수행 방법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협동 및 융복합 연구로써, 한국교통연구원과 한서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드론 및 항공 안전 관련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드론 교통흐름 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한서대학교에서는 실제
드론 활용 시나리오 기반 드론 교통흐름 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각 기관에서
개발된 정책 및 운영 평가지표는 상호간 피드백 과정을 통해 보완되었으며,
드론 안전관리 기초자료 활용,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 드론안전관리지침(안)
등 다양한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에 활용되었다.
1차연도는 드론 안전성 지표 구축방향 정립, 2차연도는 드론 간 교통흐름
개념에서의 개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수행하였다. 1, 2차연도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3차연도는 드론 운용 개념에서 국가드론안전관리체계 및 운용자의
항공 안전관리체계에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안전성 지표와 사업주체의
안전관리지표를 제안하였다. 4차연도는 3차년 간 연구를 검증하고 개선하며,
정책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 계획으로 보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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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차별 연구내용 개념도

2. 주요 연구내용
가. 국내외 드론 정책 현황 및 전망
1) 국외 드론 정책 현황
세계 주요국들은 무인항공 분야를 선도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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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유인항공 분야의 경우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준과 권고관행(SARPs, Standard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통해 국가별로 대체로 통일된 운항개념이 명확히 확립되어 온 데 반해, 무인항공
분야는 국가에 따라 기체의 무게 분류 및 제한, 운항 방식, 감항 인증제도, 조종자
자격제도, 공역 사용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국가별로 그 차이가 큼을 확인하였다. 이에 해외 각국의 드론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드론 활용 및 안전 정책 수립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2) 우리나라 드론 정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 드론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등에서
나타나듯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안전 및
위험관리 분야에서는 정책 및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

」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의 개념을 확장하여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P) 을
제안하였다. 기존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SP)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드론 안전분야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드론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우리나라 드론 안전에
필요한 분야를 국가 드론 안전프로그램(SDSP)에서 제시한 4대 요소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드론 교통흐름의 개념을 국가 드론 안전 수준인 프로세스
관점으로 확장하여 실제 정책 프로세스의 단계적인 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드론 운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위험가능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드론 안전 문화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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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정책 평가지표 개발
4차연도 연구는 3차연도 연구에서 도출된 드론 안전 거시적 안전성 지표 구축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된 지표를 제시하였다. 3차연도 연구에서는 드론 상용화
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평가항목의 구성과, 항공부문에 포함이 어려운 드론 고유
평가항목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드론 상용화 단계를
구분하고 이에 맞추어진 평가지표를 구축하였으며, 추가적인 신규 드론 관련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3차연도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방법에서 나아가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델파이 기법을 통한 최종 평가지표 결과를
도출하였다. 1차적으로 도출된 PQ에 대한 답변을 피드백하고, 참여 전문가들과
평가항목에 합의하여 최종 PQ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문항이 합의된 단계에서 평가를
합의과정 없이 반영하였다. 평가지표 도출 및 검증 결과, 자격(PEL), 감항(AIR),
사고조사(AIG), 공항(AGA) 분야는 연구진과 자문단의 평가결과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령(LEG), 조직(ORG), 운항(OPS), 항행(ANS) 분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문단의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다.
연구진에 비해 각 분야 전공의 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이 드론 안전성 지표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다.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운영 평가지표 개발
1) 소형 드론 운용 위험평가 프로세스
비행 운용 개념은 소요되는 비행체의 운용영역, 장소 및 비행체가 가지고
있는 비행 성능 및 세부 기능의 조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임무 운용에 소요되는 비행체의 형태 및 기능 범위를 정의하고, 정의된
임무와 비행 운용개념에 맞춰 표준적인 비행체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위험평가 프로세스 수립에 있어 가장 먼저 정의되고 설정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비행체의 운용 개념은 다양한 임무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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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될 수 있으나, 다양한 상황의 임무별 운용 개념을 정리하여 이들의 공통점을
수합할 경우, 다양한 비행 시나리오를 일정수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연도에서 제시된 드론 운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재 운용 수요가 증대되거나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즉시 구현이 가능한 드론
사용 형태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 안전진단’ 임무를 기준으로
소형 드론을 이용한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이를 기존 위험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프로세스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 JARUS SORA 소형 드론 위험평가 적용
소형 드론을 이용한 임무와 임무가 주로 수행되는 몇 가지의 비행계획을
정의하고, 이에 맞는 위해요소-위험사건-심각도의 연계를 SORA를 통해 반정량적
보우타이 모델로 정의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반정량적 보우타이
모델에 따라 위해요소-위험사건-심각도의 연계를 모델화하여 정리하고,
운용자는 정리된 모델에 실 운용을 위한 비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위해요소
저감방안, 안전기제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한 장의
시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용상 발견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를
비행 후 정리/기록함으로써 안전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실증적 데이터
요소의 기록을 축적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소형 드론 운용에 따른 반정량적 보우타이 위험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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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적 활용방안
1) 드론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드론 및 무인항공기의 정책 중 위험관리와 안전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안전시스템과 위험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축과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드론 및 무인항공기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정책의 절차와
위험관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의와 분류만으로도 드론 안전 데이터와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드론 및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데이터 수집과 관리 위주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구축하고, 규제
보다는 사용자에게 안전방안을 좀 더 제시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지원한다면
산업활동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앞으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안전정책과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범위와 특성을 반영한
방안(고시)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범위에도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가 포함될 것을 제안하였다.

2) 드론 안전을 위한 국가 관리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시스템 운영지침에서 제시한 위해요소별
위험사건의 Bow-tie table을 기반으로 임무 시나리오별 위험을 분석하였다.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드론 운용 시나리오를 정리하였고, 분석된 드론 운용
시나리오별 위험사고 및 위험사건을 드론운용에 대한 위해요소로 반영하여,
기 분석된 안전기제와 방어기제가 반영될 수 있는 드론시스템의 추가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또한 소형 드론 반정량적 위험평가 지침(안)을 구성하였다. 단순화된
형태의 소형 드론용 위험평가 프로세스 활용 및 임무 시나리오별 보우타이 모델의
사용을 통해 소형 드론이 운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운용상의 위험과
위험요소별 사건 징후에 대한 예측을 빠르고 쉽게 운용자가 예상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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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형 드론 운용자들에게 위험평가를 위한 교육을 통해,
드론의 운용상 위험 평가를 통한 안전운용 방안을 각인시켜 운용상의 위험발현
가능성을 낮춤과 동시에 위험발생빈도를 시나리오 및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드론 안전 관련 정책 확산 방안
본 연구에서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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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개별 PQ에 대한 드론과의 관련성과 항공안전 대비 수준의 파악은
많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러한 기초 연구결과가 구축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논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정책적인
활용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위험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드론 운영에
따른 안전 지표를 제시하고 자발적인 드론 안전문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단순히 피해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에 따른 안전완화방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해주며, 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자의 자발적인 안전완화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쉽게
안전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본 연구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서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한 드론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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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4년 과제 중 마지막 4차연도 과제로, 1, 2차연도에서는
드론 움직임에 대한 미시적 안전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3, 4차연도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책 및 운영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특히 드론의 교통흐름
개념을 운영 전반으로 확장하여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 제안, 드론 위험평가지침(안)
등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실제 드론 안전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한서대학교에서는 실제 드론
운용 시 활용 가능한 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드론 관련 SNS 및 인터넷 뉴스 분석결과, 전년도와 같이 아직 실제 안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관심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드론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임에 따른 결과로, 드론 활용이 일상화되는 경우, 특히
드론택배, 에어택시 등 실생활과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논의
및 관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의 항공안전 법규 및 정책을 토대로
드론 안전 관련 법규 및 정책 지표를 제시하고 전문가/종사자 대상으로 개발된
지표 기준, 현재 드론 정책 수준을 검토하였으며, 항행과 운항 관련 제도가
낮은 준비 수준, 법령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준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드론 운영의 개념은 폭넓게 제시되었으나 실제 드론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운항 감독, 항행안전시설 등의 구체적인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실제 드론 운용 시 활용 가능한 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임무별, 비행구역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나리오 및 위험평가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JARUS의 SORA 프로세스를
토대로 정량적 자료 기반 위험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용어 및 분석 단계가 어려워
일반 운용자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여 관리자 및 운용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개발된 지표는 드론 운용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위험 관리 및 계도 목적임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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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드론안전프로그램, 드론 위험평가
지침(안) 등 다양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직 드론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데이터 부족, 선행연구의 부재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드론 교통흐름의 정책 및
운영 평가지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나. 정책제언
현재 드론 관련 정책은 공공에서의 활용 확대에 따른 국산 드론 제조업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안전에 대한 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다. 이는 현재 드론 교통흐름의 안전성을 검토할 정도의 수준으로 드론이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 드론택배 등 소형 드론의 활용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점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및 운영 평가지표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정책 평가지표를 토대로 드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존 지표와 함께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로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토대로 드론 활용
분야를 촬영 분야, 감시 분야, 도심항공교통 분야 등으로 세부 구분하여 추가
검토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안전성 검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으로 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안전하더라도 운용자 또는 제3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드론 활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자율주행차,
하이퍼루프 등 새로이 개발 중인 수단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
관련 공통적인 이슈가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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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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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대조차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서, 다양한
기체와 활용 범위를 가지는 무인비행장치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그리고 활용 목적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적으로도 명확한 분류가 논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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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연도 연구에서는 드론의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표현하기
위한 미시적인 안전성 지표 개발에 집중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아가 3차연도 연구부터는 드론의 교통흐름 개념을 드론에 대한 운영 전반으로
확장하고, 정책적으로 활용가능한 안전성 지표(상업용 항공안전수준 기준 활용 지수)
및 방안(국가 드론안전관리체계 등)과 드론 운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Safety Management System)와 이에 따른 안전성지표(위험평가 매트릭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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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 4차연도에서는 안전성 평가지표의 개념을 국가 드론안전

」

프로그램(가칭 State Drone Safety Programme, SDSP) 개념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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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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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연도 연구에서는 드론 교통흐름의 개념적인 정의와 미시적 안전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향후 드론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선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교통흐름에 대한 기초 메커니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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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수준이 높은
상업용 항공이 가지는 안전 수준과 대비하여 아직 안전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3차연도 연구부터는 드론의 미시적인 정의나 분류와 개별 드론
간 관계보다 넓은 범위에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 차원과 드론 운영자
단위의 안전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1, 2차연도 연구에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웠던 드론의 교통흐름에 대한 의미도,
개별적인 드론의 관계가 아닌 드론 운영 전반이라는 의미로 정의를 쉽고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국가차원국가 차원과 드론 운영자 단위의 안전성 지표 개발에는 현재
항공안전관리에 적용되는 국가 항공안전 프로그램과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수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안전성 지표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4차연도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지표의 개념을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P)」으로 확장하여 안전시스템이라는

큰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

3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드론의 실제 활용(정부·공공기관, 사업용, 레저용 등)에 따른 드론 교통
흐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한 실제 안전성
평가 및 정책 지원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드론 운영은 시설물 감시, 촬영,
단속 등 한정된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육안 관찰이
불가한 비가시권 운영, 야간 운영, 악천후 운영 등 활용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장래 드론 활성화 상황을
가정하고 실제 안전 정도를 판단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서 현재 항공안전 분야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드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와 함께 신규 활용 가능한 정책 추진 목적의 거시적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유럽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f Unmanned Systems,
무인항공기 정책을 위한 항공당국 연합)의 SORA 프로세스1)를 기반으로 실제 드론
운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운용자 및 관리자가 실제 운용 시 참고할 수 있는 미시적
운영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 드론 안전평가
지침(안) 등 드론 안전 관련 다양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범위
가. 드론 교통흐름의 정의
현재까지 드론 활용 수준은 육상교통과 비교하여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교통흐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드론 교통흐름을 드론이 운영 되는 제도적 상황으로 정의한다. 도로교통

1) JARUS(2019), JARUS Guidelines on 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 (SORA),
JAR-DEL-WG6-D.04.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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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정의하는 차량과 차량 관계에 기반한 차량 이동 상황을 의미하는
교통흐름과는 다른 의미로서, 드론이 운영되는 거시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뜻한다.

나. 드론의 범위
드론의 규모는 Global Hawk와 같은 대형 드론부터 완구 형태를 띠는 초소형
드론까지 매우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는 거시지표와 미시지표에서 다루게 될
드론의 범위를 각각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미시적 범위
미시지표의 개발을 위한 소형 드론의 범위는 건조중량 150kg 이하의 비인증급
UAS(Unmanned Aircraft System, 무인항공시스템) 중 비행 간 호버링이 가능하고,
가시권(VLOS, Visual Line of Sight) 운영과 확장된 가시권(EVLOS, Extended Visual
Line of Sight) 운영이 가능한 30~40kg 급 UAS를 모델로 상정하였다. 전년도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EASA(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 항공안전청)
에서 규정하고 있는 7kg 수준보다 큰 소형 드론은 부품 고장에 따른 추락 시 치명적인
상해를 야기할 수 있으나, 비인증된 소형 드론은 부품별로 특정한 수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활용 가능한 사용사업의 범위가 넓은 30~40kg 급 소형 드론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모델을 대표 모델로 구성하였다.

2) 거시적 범위
거시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K-드론시스템이
지향하고 있는 드론 배송 및 드론 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상정하였다.
특히 드론 택시에 대해서는 성인 4명 기준(75kg X 4 = 300kg) 유상하중을 탑재할
수 있는 규모를 가정하였다. 드론의 비행형태는 현재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지상의 조종자가 가시거리 이내에서 무선 조종하는 방식이나 향후 레벨 5, 즉
완전한 자동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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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입력된 루트를 비행하면서 비행 중 돌발 상황에 대하여는 인공지능이
대처하는 방식을 가정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드론이 유인 항공기와 병행하여
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안전상의 사유로
유인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 드론이 혼재하여 비행하는 개념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도심 또는 도심 인근 Vertiport(수직이착륙 전용비행장)에서 이륙한
드론이 공항 인근 Vertiport에 착륙하는 방식의 비행을 검토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제2절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수행 방법
1.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사항
본 연구는 협동 및 융복합 연구로써, 한국교통연구원과 한서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드론 및 항공 안전 관련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드론 교통흐름 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한서대학교에서는 실제
드론 활용 시나리오 기반 드론 교통흐름 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각 기관에서
개발된 정책 및 운영 평가지표는 상호간 피드백 과정을 통해 보완되었으며,
드론 안전관리 기초자료 활용, 국가 드론 안전프로그램, 드론안전관리지침(안)
등 다양한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에 활용되었다.

<표 1-1>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사항
기관

역할 구분

세부내용

․․주요국의
드론 운영 개념 및 제도 조사
드론 안전에 대한 정책적 니즈 검토
정책 평가지표 ․국가 드론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시스템에 적용하기 위
한국교통연구원 개발 및 상호 연계 한 드론 안전 정책 거시적 평가지표 개발
․미시적
드론 교통흐름 운영 평가 지표와 국가 드론 안전
정책 지표 연계
․․가시권,
비가시권 등 운영 개념 제시
기존의 교통관리체계 연구 분석 및 용도에 따른 운영 형태
검토
운영 평가지표
한서대학교 개발 및 상호 연계 ․드론 안전성 운영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교통흐름 시뮬
개발
․레이션
드론 운용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위험도 매트
릭스 개발 및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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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협동 및 융복합 연구 관계도

협동 및 융복합 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성과를 실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제포럼 및 연구성과발표회 개최, 드론산업협의체, UAM Team Korea
실무협의체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유튜브 채널 개설, 대한교통학회 방송
패널 참석 등 대외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표 1-2> 협동 및 융복합 연구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석 목록
일시

행사명

참석기관(참석자)

주요내용

1차드론산업진흥협의회 국토교통부 및
17.05.11.
(전경련회관)
공공기관 다수

공공기관 드론 활용 및 도입계
획 상호 공유 지원

2차드론산업진흥협의회
(전경련회관)
드론산업 발전
17.07.19. 기본계획(안) 공청회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드론 활용 및 도입계
획 상호 공유 지원

17.06.09.

국토교통부 및
공공기관 다수
국토교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

국회(의장)
대한민국 드론정책포럼
17.08.24.
국토교통부
(대한민국국회)
교통안전공단 등
18.03.08.

2018 대한교통학회
춘계학술대회
(도로교통공단)

대한교통학회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발표
및 의견 청취
드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
보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의 역할과 제도개선 정책 및 국
회지원방안 도출
드론 안전성 관련 AHP 결과 등
연구 주요 내용 발표

제1장 서론

일시

행사명
공공부문 드론 구매계획
18.07.17.
점검회의
(대한교통학회)
공공부문 드론활용 현황
18.10.23.
및 성과 점검회의
(국토교통부)
드론산업
19.09.04. 민관합동발전전략협의체
(더플라자호텔)

참석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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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및
공공기관 다수

공공기관 드론 도입 및
활용 계획 점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다수

국토부 등 17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드론 활용 현황 공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참석

EuroUSC, Beihang Univ.,
2019 국제 드론 안전 세미나 국토교통부,
19.09.06.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가든호텔)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주광저우총영사관,
신성장정책교류회
Ehang, DJI,
19.09.27.
(주광저우총영사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등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국토교통부,
평가지표 연구결과
20.10.13.
항공안전기술원,
웹심포지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한국교통연구원)
2020 UAM Team Korea 국토교통부
20.10.28.
2차 실무협의회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외
(항공안전기술원)
산학연 37개 기관
교통학회 TV
20.12.15,
“교잘알 x 교알못”
대한교통학회
20.12.17.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공식
20.12.24.
유튜브 Song’s TV
송기한 항공교통연구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드론 안전 정책 공유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 내용
발표

4차연도 연구 주요 성과 발표

SORA process 관련 연구 내용
발표
UAM 관련 방송 출연 및 홍보

UAM의 역사 및 전망

주: 1~4차연도 전체 기간 동안의 드론 관련 행사 참여 실적임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차연도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국내외 드론 정책 현황 파악, 국가 정책적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드론 운용자가 활용 가능한 운영 안정성 평가지표의
개발이다.
드론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해 우선 정부, 국제기구, 협의체, 산업체들의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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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및 안전 정책에 관한 추진사항을 조사하고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뉴스와 SNS에 기반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적 니즈를 분석하였다.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연도에 이어 크게 정부 정책과 드론 운용자의 측면에서
안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드론 교통흐름에 대한 정책 안전성 평가지표는
3차연도 연구에서 도출된 거시적 안전성 지표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지표를 발굴하고자 드론 상용화 단계에 따른 평가지표를 구축하였으며, 드론에
한정된 신규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최종항목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 자격, 운항 등 8개 분야에 대해 연구진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평가지표에 대해 검증하였다.
드론 교통흐름에 대한 운영 안전성 평가지표는 3차연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물 안전진단’ 임무를 선정하여 반(半)정량적
보우타이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설정하였다. 또한 사고 유형별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수행 절차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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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드론 안전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기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들과 향후 관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인기 관제 및 운항기술기준과 함께 저고도 교통관리체계(UTM,
UAS Traffic Management) 관련 R&D가 진행 중에 있다. 해외에서는 ICAO,
JARUS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드론 활용 및 안전에 관한 패널회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제도 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규정이 제시된 상황은 아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추진 및 법제도 제정 노력과 별개로, 실제 드론 활용에
있어 안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검토 항목이다. 드론은 전동화, 자율화, 무인화
등 최근의 기술 개발 트렌드를 모두 포괄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와
많은 부분에서 이슈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와 드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율주행차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제자리 또는 안전지대에 멈추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 반면 드론은 상공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추락으로 인해 제3자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검토 항목이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드론 활용이 보편적이지 않고
실제 활용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드론 활용의 안전성 확보 및 평가를 위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드론 활용 및 교통흐름에
있어 필요한 안전 평가 항목을 “정책”과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전반적인 드론
안전 수준을 평가하거나, 미시적으로 드론 운용자가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지표를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부문에서 본 연구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책 평가지표 개발에서는 기존 항공교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드론에 활용될 수 있는 추가 지표 도출
및 전문가, 종사자 대상 실제 활용성 검토를 통해 드론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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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안전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항공교통 분야는 교통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통틀어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지표들을 기반으로
드론 교통 부문에서의 활용성 검토와 함께 드론 부문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운영 평가지표 개발에서는
JARUS의 드론 운용 위험관리 프로세스인 SORA를 기반으로 드론 운용 표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실제 운영 상황에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가칭 “드론 위험관리 지침”을 통해 실제 드론 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1-3>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보고서명 및 연구 목적

구분

주
요
선
행
연
구

주요 연구 내용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 개발 및 통합 ․무인기 관제기준 및 절차 제정
시범 운용- 항공기급 무인항공기(자체중 ․무인기 운항기술기준 제정
1
량 150kg 이상)가 유인항공기와 동일한 ․무인기 인증기준 제정
공역에서 같이 운용되기 위한 기술 개발 ․무인기 탐지 및 회피 기술 개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운항을 위한 저 ․문헌 조사
2 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 시험｣ ․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 강화
- 드론의 교통관리체계 개발
․국내 법제도 개정
불필요하나 안
․JARUS(2019), Guidelines on Specific ․인증(Certification)이
전상 문제가 발생 가능한 드론 운용 상
Operations Risk Assessment(SORA)드론 운용 시 적용해야 할 위험관리 프
로세스

․소형 드론 운용 표준 시나리오 및 운용

․Airbus(2018), BLUEPRINT FOR THE
4

․무인항공기, 자율비행, 도심 운항 등
항공교통 미래상 제시
․자율비행 수준의 단계 구분 및 정책,

3

SKY- 항공교통의 미래상

황 관리 체계 제시
절차 제시

공역, 기술 필요 항목 제시

본 연구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에 대한 정책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기반 드론 안전
운영 평가지표 개발
평가를 위한 수정 및 추가 항목 도출
․국가 드론 안전 지표 개발(안전 정책 수 ․실제 정책 수립권자가 드론 운영의 위
준 파악을 위한 안전성 지표, 사용자 수
준의 미시적 지표 개발)
국가 단위 드론안전프로그램으로 개념
및 범위 확대

․

․

험성을 알 수 있는 드론 위험관리 지침
(안) 개발
드론 운용자가 안전관리시스템에 활용
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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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차별 연구결과 요약

제1절 1차연도 연구결과: 드론 안전성 지표 구축 방향 정립2)
1. 사례조사 및 동향분석
가. 주요국의 드론 관련 제도
많은 국가에서 드론의 비가시권(BVLOS, Beyond visual line of sight) 비행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일본을 제외하고 무게 기준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 상업적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 일본, 호주에서는
감항증명, 운용요건, 조종자격 등 특정요건 하에 BVLOS 운용을 허가하며, 영국,
호주,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표 2-1> 국가별 무인기 규정 현황
구분

공역 통제 정부기관

미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영국

Civil Aviation Authority

○
○

일본

Japan Civil Aviation Bureau

×

호주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싱가포르

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

한국

Civil Aviation office

드론 등록

○
○
○

자료: PWC(2016), Clarity from above PWC Global Report on the Commercial Applications of Drone Technology, p. 27.

2) 한국교통연구원(2017),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1차연도) 내용 요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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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가별 무인기 규정 내용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한국

상업적
비행허용

비행면허

○
○
○
○
○
○

○
○
×

○
○
○

BVLOS

BVLOS
비행면허

보험

면허취득
필수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사업용 무인비행장치만이 의무보험 대상임.
자료: PWC(2016), Clarity from above PWC Global Report on the Commercial Applications of Drone
Technology, p. 27.

나. 드론 교통관리체계 연구동향
드론 교통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 나라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연구 진행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드론
교통관리체계 관련 로드맵 수립, 운영 개념 정립, 공역 개념 정립 부문으로
연구동향을 검토하였다.
첫째, 드론 교통관리체계 관련 로드맵 수립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드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단계별 정책 및 규정 개정, 관련 기술 개발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운영 개념 정립의 경우, 미국은 UTM(UAS Traffic Management,
무인항공시스템 교통관리)의 운영 개념 및 관리 시스템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JUTM은 운영절차 및 전용 주파수 활용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셋째, 공역 개념 정립의 경우, Metropolis project3)는 Full Mix, Layers,
Zones, Tubes 등 4가지 컨셉의 교통흐름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Oliver Schneider 외(2014). Metropolis – Urban Airspace Design, p. 12

제2장 연차별 연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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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Personal Aerial Vehicle, 개인항공기)와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Full Mix 컨셉을 제외하면 PAV와 UAV가
사용하는 공역을 분리시켜서 운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2. 드론 교통흐름 개념 정립
가. 드론 운영 개념
드론 운영 개념으로는 가시권(VLOS) 운영, 확장 가시권(EVLOS) 운영,
비가시권(BVLOS), 전파가시권(RLOS, Radar Line of Sight) 운영 등이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드론의 운영을 허가하고
있는 범위는 가시권(VLOS) 운영이다. 둘째, 확장 가시권(EVLOS) 운영이라는
개념은 관찰자를 통하여 가시권을 일부 확장시킨 개념이다. 셋째, 비가시권 개념은
조종사나 관찰자가 육안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카메라나 다른 센서
등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드론의 교통흐름이라는 것은 비가시권 운용이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넷째, 가시권, 비가시권은 다 육안을 기준으로
범위를 잡은 것에 비해 전파가시권(RLOS) 운영은 통신 안테나를 사용한 통신
반경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활용분야에 따른 운영 형태
활용분야에 따른 운영 형태로는 한정영역에서의 수직 이동, 근거리 내에서의
수평 이동, 비가시권 이동 등이 있다. 첫째, 한정영역 수직 이동은 전신주 시설
점검이나 건물 안전 진단과 같이 한정된 영역에서 수직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활용 시에는 해당 작업과 상관없는 드론은
작업 공역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작업 중인 드론은 작업 공역 안에서만
머물도록 가상 경계의 설정(Geo-fencing)이 필요하다. 둘째, 농약 살포나 항공촬영
시에는 주로 조종사 가시권 내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14

운용된다. 이 경우도 한정영역 수직 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업 공역을
한정하여 가상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셋째, 비가시권 이동은 택배나 재난 감시,
측량 등 가시권을 벗어나 운용되는 형태이다.

다. 교통흐름 범위 설정 및 정의
드론 성능의 경우, 현재보다 많이 발전하여서 비교적 장시간, 장거리의 비행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Broadcast)나
다른 정보 공유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 위치 주변의 타 드론의 현재 위치, 속도,
방향, 고도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배터리나 전원 관리 기술 등이 발전하여서
비행시간이 1시간까지 가능하다고 가정하였고, 최고 비행속도는 100km/h로
설정하였다. 40%의 안전마진을 고려하여 드론의 최대 운용 반경은 30km로
설정하였으며, 운용 고도의 경우 현재의 기준인 150m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드론 교통흐름의 경우, 드론의 주요 활용분야의 쓰임이 늘어남에 따라 운용되는
드론의 수가 증가하고 그와 동시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미래를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드론의 교통흐름이 형성이 되는 상황은 비가시권 비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드론의 비가시권 비행이 허용된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따르는 교통 안전성을 평가한다.
조종사 유무의 경우, 비가시권 비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또한 교통흐름이
생길 정도로 드론의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이 조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안전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드론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종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사람에 의한 불확실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교통흐름 관리체계의 경우, 한정영역 수직 이동이나 근거리 내 수평 이동의
경우는 좁은 영역에서 가상 경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복잡한 교통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1차적으로 비행 계획에 의한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특정한 항공로 형태가 없는 Full Mix 컨셉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제2장 연차별 연구결과 요약

15

라. 교통량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슈 파악
본 연구에서는 드론 교통량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브레인스토밍 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참여자의 합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AHP 분석을 위한 요인과 계층을 선정하였다.
항공운항, 관제, 항공기 시스템공학 등 항공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평가요인들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드론 안전 저해 요인을 제시하였다.

<표 2-3> AHP 중요도 분석 결과
제1계층

중요도

제2계층
비가시권
운용 필수
기능

기술

0.238

안전·보안
확보 기능

0.122

0.427

드론
교통체계

0.320

부가적
요구 기능

0.131

관리 제도

제도

중요도

0.536

0.762

운용 기준

0.464

상황인식을 위한 기술

중요도
(순위)
0.301(17)

충돌 회피 기술

0.612(15)

악천후 비행 기술

0.087(18)

주파수 혼선, 전파 노이즈 등
극복 기술

0.179(14)

제어 불능 시 비상 대처 기술

0.459(9)

전자 공격 및 해킹 극복 기술

0.362(11)

드론 탐지 기술

0.424(12)

비행계획 관리

0.576(10)

운용 시 드론의 온도 영향
극복 기술

0.343(16)

소음 저감 기술

0.657(13)

드론 전용 주파수 배분 제도

0.117(8)

드론 등록 및 이력관리 제도

0.134(7)

사고 발생 대응 체계

0.432(1)

제3자 피해 보상 등 보험
규제

0.317(2)

비가시권 운용 기체 기준

0.265(5)

안전 필수 장비의 범위·요건
및 관련 절차

0.277(4)

비행허가의 기상 상태 기준

0.165(6)

운용 지역에 따른 기준

0.292(3)

제3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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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중요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드론으로 인한 사고 및 그 피해에 관한 제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드론 운용 분야에 따른 상이한 운용
지역에 대한 기준 역시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드론
교통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비행계획을 잘 관리하여 드론 간의
충돌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드론
교통흐름의 안전성 평가는 전문가 의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된다.

3. 평가지표 모형 개발
본 과제의 계획에 따르면 1~2차년 동안 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하게 되어있으며,
1차년에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드론 간 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형태의 교통망을 한정 짓고 그 안전성만 평가하지는 않으나,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이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형태는 기존의 도로 교통이나 항공 교통과 유사하게 드론이 이동하는
길을 지정하는 경우로 교통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용이한 구조이나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 가능하다. 두 번째 형태는 특정 도로가 없이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하는 경우로 이론상 최단경로로 이동이 가능하나 다른 드론들의 이동
경로가 정형화되지 않아 예측이 어렵고 그로 인한 안전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두 가지 형태의 구체적인 활용 예로 택배용 드론은 첫 번째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으나 개인용 비서 드론과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형태가 적당할 수 있다.

가. 드론 간 위험도 계산 방법론
위험의 개념에 따르면, 위험(Risk)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Probability)와
그 심각도(Severity)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2장 연차별 연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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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 Probability * Severity

항공교통에서 conflict는 두 항공기 간 최근접 거리가 분리간격(보통 수평방향
5NM, 수직방향 1000ft)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conflict가 발생하면
항공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되며, 드론 간의
거리도 일정 거리보다 가까워지면 위험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드론 간
최근접 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위험도 평가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수평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드론 간 충돌(혹은 conflict) 위험도
지표를 제시하였다. 두 드론 간 최단거리 d가 주어졌을 경우 심각도는 아래와
같으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별 conflict의 심각도는 HIP의 기댓값이다.

   



 

   ∙    



위의 식에서 HIP(Horizontal Intrusion Parameter)는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진다.

HIP = 1

– d/sep

본 연구는 전술적 위험도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치적인
시뮬레이션에서 임의의 드론들을 생성하여 conflict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다.
위험도는 빈도와 심각도의 곱인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d에 따라 심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빈도는 d의 확률밀도함수가 되며, 이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하지만 d의 확률밀도함수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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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각도도 d의 함수이기
때문에 총 N개의 교차하는 드론의 쌍이 있을 경우 위험도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di는 i번째 교차하는 드론 쌍의 최근접 거리를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별 conflict의 심각도는 HIP의 기댓값이고, 실제
최근접 거리(dact)는 folded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d가 최소분리간격보다
매우 크더라도 심각도는 0이 아닌 값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0.1 이상의
심각도를 가진 경우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한 유효 위험도를 사용하며, 그 값은
다음과 같으며, Neff는 유효한 심각도의 개수를 의미한다.

  




    ∀   ≧ 
 

나. 정형화된 교통흐름과 자유 비행 상황의 드론 간 conflict 위험도
1) 정형화된 교통흐름의 conflict 위험도
첫 번째 분석은 교통류율이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드론
속도를 10m/s, 교차각을 90°로 고정하고 교통류율만 0.1~0.9/초로 변화시켜가며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평균적인 conflict 위험도는 교통류율에 따라 크게 바뀌지
않았다. 최소 0.392에서 최대 0.411까지 변화하였다. 그에 반해 유효한 conflict의
수는 교통류율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최대 심각도는 교통류율과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분석은 속도가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통류율을
0.1/초, 교차각을 90°로 고정하고 속도만 10~20m/s로 변화시켜가며 위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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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 드론의 속도 역시 평균적인 conflict 위험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교통류율보다 약간 큰 영향을 끼친다.
세 번째 분석은 두 흐름의 교차각이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드론 속도를 10m/s, 교통류율을 0.1/초로 고정하고 교차각만 10~170°로
변화시켜가며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교차각이 증가함에 따라 conflict 위험도, 유효한
conflict의 수, 최대 심각도 모두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값들은 교차각이
커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2) 자유 비행 상황의 conflict 위험도
첫 번째 분석은 드론 대수를 10대에서 180대까지 10대 간격으로 증가하면서
conflict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드론 대수는 평균적인 conflict 위험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한 conflict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최대 심각도는 드론의 수가 50을 넘어선 이후로
0.9 이상으로 커졌다.
두 번째 분석은 속도가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드론의 대수는
100대로 고정한 뒤, 속도의 범위를 변화시켜가며 conflict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드론 속도의 분포는 conflict 위험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3) 정형화된 교통흐름과 자유 비행 상황 비교
정형화된 교통흐름과 자유 비행 상황을 비교하였다. 동일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모든 드론의 속도는 10m/s로 고정하였으며, 정형화된 교통흐름의 교차각은 90°로
설정하였다. 교통류율과 드론의 속도를 이용하여 평균 드론 대수를 계산하였다.
자유 비행 상황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대 심각도의 차이가
매우 큰데, 이는 정형화된 교통 흐름의 교차각은 90°로 고정되어있는 것에 반해
자유 비행 상황은 모든 방향에서 교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형화된
교통 흐름이 자유 비행보다 conflict 안전성 측면에서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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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활용방안 및 성과
가. 드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및 이슈들을 AHP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및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조성이 요구된다. AHP 분석을 통해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추가 설문분석을 통해 각 과제의 시급성을 도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과제를 분류하였다.

<표 2-4> AHP 분석을 통한 제도적 과제 도출
세부항목

단기

중기
장기

우선순위

사고 발생 대응 체계

1

제3자 피해 보상 등 보험 규제

2

비가시권 운용 기체 기준

5

드론 전용 주파수 배분 제도

8

안전 필수 장비의 범위·요건 및 관련 절차

4

비행허가의 기상 상태 기준

6

운용 지역에 따른 기준

3

드론 등록 및 이력관리 제도

7

<표 2-5> AHP 분석을 통한 기술적 과제 도출
세부항목

단기

중기
장기

우선순위

제어 불능 시 비상 대처 기술

9

비행계획 관리

10

전자 공격 및 해킹 극복 기술

11

주파수 혼선, 전파 노이즈 등 극복 기술

14

충돌 회피 기술

15

상황인식을 위한 기술

17

드론 탐지 기술

12

운용 시 드론의 온도 영향 극복 기술

16

악천후 비행 기술

18

소음 저감 기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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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적 활용방안
1) 드론 교통 체계 수립 지원
첫째, 드론 운영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드론의 비행 데이터 등 운용 관련 데이터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드론 운용에 있어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 형태 및 지역적 특성 등에 따른 드론 교통 안전성 평가체계가
요구된다.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고위험군을 분류한
후 이에 대한 위험수준 완화를 위한 교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위험도
분석은 위험요소의 발생빈도와 심각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단계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평가지표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내에
적합한 드론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활용 형태 및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교통관리체계 개념 설계 단계 및 운영관리 중 안전관리
개념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평가지표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교통 안전성 평가체계 및 교통체계 수립 시 적극적 지원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조직
편성 및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규정의 제·개정 검토가 요구되며, 검토 시 안전성 부문에 근거자료로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드론 교통관리체계 플랫폼 지원
드론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드론 교통관리체계의 안전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교통관리체계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통관리체계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및 관리, 보안, 안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그중에서
교통체계에서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안전성 평가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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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 관련 R&D 사업 지원
현재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안전운항체계 개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발 등 다양한 R&D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
무인비행체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서 교통체계의 수립, 안전 운항에 대한
시범운용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시험운용 단계, 교통체계 개념 정립 등
다양한 연구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드론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지원
드론의 경우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으로 운항관리, 안전관리, 사고책임
등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안전관리시스템 수립이
요구된다. 이 경우 안전지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항목으로 본 과제에서 제시한
Conflict 위험도, Conflict 심각도 등이 위험도 지표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드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드론 포럼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 관련 정책, 산업, 안전관리,
기술 개발 등으로, 최근 드론 관련 주요 이슈 또는 국제사회 대응 사항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논의 및 의견 제시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드론 포럼의 기대효과로는 포럼을 통해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의 대정부
정책제안의 기회로 활용하여 무인항공 시대를 위한 선제조건인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드론 관련 국제회의 개최 시 주요 이슈를 사전
검토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정부·산업계·연구계의 향후 개선사항 및
연구과제 제안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의 드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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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차연도 연구결과: 개별 드론 안전 지표 분석 방법론 개발4)
1.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 모형 지표 개발
가. 안전성 평가지표의 개요
1) 평가 요소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전에 그 안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
평가지표는 관리체계의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모형이어야 한다.
드론 간 공중 충돌 위험 외에 드론 교통 관리 체계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는 드론 기체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예, 모터나 센서 고장 등), 드론과
기타 장애물(예, 건물 등)과의 충돌, 지상 제3자 피해 등이 있다. 하지만 드론 기체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는 교통 흐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드론과 기타 장애물 간에는 Geo-Fencing 기법을 사용하여
드론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비해 드론 간의
충돌은 단순한 Geo-Fencing 기법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드론 교통흐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목적에서 가장 주요한 평가 요소는 드론 간 공중충돌 위험도와
지상 제3자의 피해도가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드론 교통 관리 체계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는 드론 간 공중충돌 위험도와 지상 제3자의 피해도이다.

2) 평가방법
첫 번째 평가방법은 드론 간 공중충돌 위험도로서, 충돌이 발생할 확률과
그 상황의 심각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충돌이 발생할 확률은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계산하였으며, 심각도는 두 드론의 최근접 거리에 따른
HIP 값을 이용한다. 두 번째 평가방법은 지상 제3자 피해도로서, 인구 밀도,

4) 한국교통연구원(2018),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2차연도) 내용 요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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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효과 등을 이용하여 천만 비행시간당 사망자 수를 계산한다.

3) 평가 기준
드론 간 공중충돌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치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정책 입안자의 판단에 따라야 하지만, 1차년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교차각이 90도일 때 약 0.2가량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교통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적정 교통량을 설정한 뒤
그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에 비해 지상 제3자 피해도는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항공청)가 설정한 유인항공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값은 천만
비행시간당 사망자 1명이다.

4) 평가 배점
평가 배점 역시 정책 입안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본 평가지표의
목적이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지상 제3자 피해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충돌 회피 기술 현황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전성 평가지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드론의 교통흐름에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 회피 기술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 통제 시스템 기반 방식으로, Radar
surveillance 기반 통제, UTM 기반 통제 등을 통한 충돌 회피 기술이 있다.
둘째, 기체 개별적 단위로 판단·통제하는 stand alone 방식으로,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 기반 기술, 초음파 센서(소나) 기반 기술, LiDAR 센서 기반 기술 등을
통한 충돌 회피 기술이 있다. 앞서 살펴본 중앙 통제 및 stand alone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과 여러 센서들에 대한 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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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대치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중앙 통제 방식은 stand alone 방식에
비교하여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지만, 기존의 인프라에 통합되어 작동하기에는
인력과 자본, 시간의 문제가 크다. 그에 비해 stand alone 방식은 중앙 통제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개별적으로 동작하므로 기존 인프라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낮은 센서 신뢰도 때문에 센서들 간의 융합 및
보정이 필수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다. 드론 간 공중충돌 위험 평가 모형 요약
본 연구의 1차년에는 드론교통흐름의 관리체계를 제시한 뒤, 드론 간 공중
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드론의 활용 형태나 분야에 따라
교통흐름의 형태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관리체계도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가
적용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위험도 평가지표는 관리체계의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모형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2가지 형태의 드론교통흐름 관리체계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 형태는 드론이 정형화된 항공로를 따라 비행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
형태는 드론이 자유 비행을 하는 경우이다. 드론의 초기 위치, 속도, 교차각,
교통류율, 대수 등을 바꾸어가며 공중충돌 위험도를 비교하였다.

라. 지상 제3자 위험도 평가 모형
1차년에는 드론 교통흐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드론 간 공중 충돌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공중 충돌이 발생하면 사고 잔해들이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상에 있는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드론 교통의
흐름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공중 충돌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고의 2차 피해자인
지상 제3자의 위험도를 평가할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2차년에는 드론 간 공중
충돌로 인한 지상 제3자 위험도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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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안전치

≥ 드론 간 conflict 빈도 * conflict로 인한 공중 충돌

사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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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지상 피해 모형, 목표 안전치, 드론 간 conflict
빈도, conflict로 인한 공중 충돌 사고 확률, 사고로 인한 피해 면적, 피해 면적의
인구, 피해 면적의 보호 효과, 예상 충격량 등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표 2-6> 지상 제3자 위험도 세부 항목 검토
구분
목표 안전치

세부내용

․FAA의 유인항공기의 안전 목표치인 천만 비행시간당 사망자 1명
․분당 약 0.5회의 conflict가 발생하며 이를 천만 비행시간당으로 환
드론 간 conflict 빈도
산하면 3억 회/천만 시간
․
conflict 발생 방지에 실패할 확률 * DAA가 해결하지 못한 conflict가
conflict로 인한 공중
공중 충돌로 이어질 확률
충돌 사고 확률
․ 0.6%*0.01% = 0.00006% 혹은 천만 분의 6
사고로 인한 피해
․사고영역 넓이(m2) = 0.220464 * 항공기 무게(kg)
면적
피해 면적의 인구 ․지상 제3자 위험도 평가를 진행할 대상 지역의 인구 밀도를 적용
․공중 충돌로 인한 추락 지역은 건물 옥상이나 외벽, 건물이나 차량의 유리창,
피해 면적의 보호
차량의 천장, 일반 도로나 인도일 수 있다. 각 지역의 보호 효과는 매우 상이
효과
․구조물 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지상의 사람의 경우에는 보호 효과 없음
․(공중 충돌로 인한 운동에너지 손실)


   
․       ′     


․(공기저항이 있는 자유 낙하의 종단 속도)

예상 충격량
cosh  
․  

․(낙하 드론으로 인한 충격량)
․충돌 이후 낙하한 드론이 지표면에 닿을 때 잔해가 갖게 되는 운동에
















 



너지는 충돌 직후 수평 방향의 운동에너지와 낙하로 인한 수직 방향
의 운동에너지의 합

충격량에 따른 사망
확률

․P(fatality|X)

ln   
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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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 제3자 위험도 모의 평가 수행
드론의 충돌 지점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는 인구 밀도와 주변 건물 등에 의한
보호 효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 중심부 명동을 대상으로 지상 제3자 위험도 모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드론 활용의 최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본 평가에서는 드론의 질량이 10kg이고, 10m/s의 속도로 120m에서 이동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충돌 직후 드론의 속도는 약 7.21m/s이며, 지표면에 닿기까지
약 6.361초가 소요된다. 따라서 충돌 잔해는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7.21m/s *
6.361s = 45.9m 떨어진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 다만 바람으로 인한 저항이
있을 뿐더러 경로상 건물이나 사람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서 부딪치게 되면 그
거리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충돌 잔해의 최대 도달 거리까지 미치는
영역을 대상으로 지상 제3자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3. 드론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방법론 개발
가. 드론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개요
본 연구는 택배용 드론의 교통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와
동시에 택배용 드론의 이동경로를 지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알고리즘을 서울의 한 지역에 적용하여 드론 교통량을 대략적으로 모사하였다.

나. 택배 드론 교통량 예측 모형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가시권 비행 및 자동 비행 등에 관한 규제로 초기
드론 택배 서비스 운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소형 드론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 측면에서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터리, 추진 및 통신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장거리 및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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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배송 서비스의 시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드론이 가까운 미래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가정하고, 기존
및 신규 배송 서비스의 수단 선택 행태 분석을 위해 이산선택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는 드론 배송 서비스의 이산선택모형을 적용한 최초의 연구로서 트럭에 의한
기존의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만 활용되는 오토바이(퀵서비스) 배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선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드론 배송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합리적으로 예측한 결과를 제공하여 드론을 활용한 신규 시장을
준비하는 배송 서비스 회사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배송 서비스인 드론택배 도입 시 기존 배송 서비스 수단
간 선호도 분석을 위해 SP 조사를 통한 수단선택 행태 변화에 대한 이항 로짓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상 기반 배송 서비스는 전통 배송 서비스인
트럭 배송과 오토바이 기반 퀵 배송 서비스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택배 배송은
무겁거나 큰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트럭을 활용하며, 일반적으로 1~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모든 배송물품은 중앙 유통센터로 수집 및 배송되어
최종 목적지로 분류되는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hub-and-spoke system)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반면에 퀵 배송 서비스는 오토바이를 활용하므로 배송물품의 크기와
무게가 제한되지만 교통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몇 시간 내에 배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퀵 배송 서비스는 배달원이 직접 문에서 배송물품을 받아서 목적지로
직접 배달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서비스(point-to-point service)에 해당한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두 가지 이항로짓모형을 제안하였으며, 로짓 모형의 독립 변수는
배달비용과 시간이다.

<표 2-7> 드론택배 배송 서비스 물품 선정
물품

의류

분유

긴급 계약 서류

운임

100,000원
500,000원

100,000원

N/A

적용
모형

모형 1

모형 1

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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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드론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택배 배송용 드론의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수행과정
및 수행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택배 배송용 드론의
운용개념을 설정하고, 운용개념 구현을 위해 필요한 드론 성능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의 입력 사항으로 사용하였다. 비행안전 확보가 가능한 교통흐름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지역을 모델링 후,
모델링된 경로에 동시에 투입되는 드론 개수에 따라 단위시간당 지역 내 드론이
배송할 수 있는 최대 배송횟수를 최적경로 산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드론 교통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운용개념 및 모델링 규칙을 형태가 상이한 유사면적의 배송지역과
형태가 유사한 2배 이상 확대된 드론 배송구역에 각각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드론택배가 규정된 지역 내 배송할 수 있는 단위시간당 최대 배송량을 동시
투입 드론 대수에 따라 각각 200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산출하고,
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4. 정책적 활용방안 및 성과
가. 지상 제3자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적 활용 방안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 드론의 분류체계 기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개선안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드론의 기체가 갖는
운동에너지이며,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운동에너지에 따른 사망 피해 확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 드론이 추락할 때 초기의 위치에너지 중 일부가
운동에너지로 변환이 되며, 운용 고도가 높을수록 변환된 운동에너지의 양 또한
매우 크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드론 분류체계 기준 개선안에는 이에 대한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 개선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위치에너지를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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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며, 그 계산 방법론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드론 교차로의 위치는 드론 간 공중 충돌 사고의 위치를 결정하는바, 지상
제3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그 위치에 따라 사고 여파 영향
지역의 건물이나 도로, 차량의 교통량, 인구 밀도 등이 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드론 교차로 설정 시 건물로 인한 보호 효과가 높은 지역이나, 인구 밀도나
교통량이 낮은 지역의 상공에 위치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상 제3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론 운용 고도는 드론이 지표면까지 낙하했을
때 속도와 에너지의 양을 결정한다. 위치에너지에서 전환되는 운동에너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 낙하산의 장착이 필수적이다. 낙하산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낙하 속도(vf)는 감소시키고 낙하시간(tf)은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추락하는 드론을
지상에서 보고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락용
낙하산 의무화에 대한 규정 개정이 요구된다.
여기서, 지상 제3자 위험도 평가의 입력 변수 중 conflict로 인한 공중 충돌 사고
확률은 임의의 수치로 가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conflict가 천만 번 발생할
때 6번 공중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나, 이는 제3자 위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탐지 및 회피 시스템의 인증 기준을 설정할
때 천만 번 conflict 발생 시 충돌이 1회 이하로 발생하도록 강제한다면 앞에서
구한 제3자 위험도는 6분의 1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탐지 및 회피 성능의
향상 개발과 함께 관련 인증 기준 수립이 요구된다.

나.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정책적 활용방안
현재 시험비행 중인 택배 드론은 아직 20분 정도만 비행이 가능하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에 한계가 있고, 기체 무게에 화물의 무게가 더해지므로 비행시간은
단축된다. 비행시간의 단축은 곧 택배 가능 거리의 제약을 의미한다. 택배의
특성 상 편도가 아닌 왕복인 점까지 고려하면, 드론의 비행 거리는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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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진다.5) 따라서 연료전지, 가솔린 하이브리드와 같은 장기체공이 가능하며
연료의 재보급이 용이한 새로운 동력원을 이용한 드론의 성능규격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여, 드론 택배의 실용화를 위한 드론의 최소 비행운용시간 제한조건을
산출하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륙부터 배송을 거쳐 모기지로 복귀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드론의 자동비행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FOD(Foreign Object Debris, 활주로 이물질),
국지성호우, Bird Strike(조류충돌) 등의 돌발적 환경요인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돌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현재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드론마다
비상용 낙하산을 장치함으로써 돌발적 비상상황에도 기체를 최소한의 파손으로
지상 착륙시키는 것이 소요된다. 따라서 낙하산과 같이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연구함으로써 안전성이 담보된 드론 택배 체계 구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택배 드론이 목적지에 도착 후, 집 앞마당과 같은 넓은 공간에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물품을 내려놓고 가는 방식으로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착륙을 위해 소요되는 사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드론택배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택배를 수령하고, 보관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이 마련되거나, 이를 위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자동비행 및 비가시권 비행이 요구되는 드론 택배의 실용화는 현재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사업 출범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드론 택배의 실용화 연구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응용사업 발전을
위해 적절한 비행 안전성 확보방안에 맞춰 자동 계획 비행 및 비가시권 비행의
허가는 규정 개정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서민교, 김희준 (2018). ｢한국에서의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상용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
거래연구, 18(6), 377-393,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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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3차연도 연구결과: 드론 안전 정책 및 운영 평가지표 개발6)
1.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방향 검토
가. 정책 니즈 분석
드론분야 안전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에 앞서 필요한 것은 기술을 체감하는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니즈를 꿰뚫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니즈와 산업적
니즈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분석하였다. 텍스트 추출 소스는 개인별 니즈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며, 산업적 니즈의 경우 네이버 뉴스 포털에서
추출하였다.
개인별 니즈 상위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드론’ 관련 촬영 및 여행 관련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으며, 안전 관련 단어 빈도수는 확연히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개인적인 니즈 안에서 기술 사용의 경험 혹은 체험에서 안전 관련 사고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드론이란 기술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행과 동화되는 동안
그에 대한 드론 안전성의 개인적 평가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적 니즈 상위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연도별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만큼 ‘안전’ 관련 단어의 절대적인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연도별 상위
1000개 단어 대비 비율의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과 비슷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는 ‘무인자동차’와의 뉴스 키워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안전’
관련 단어의 절대 빈도 수는 무인자동차가 높았지만, 상위 1000개 단어 대비
비율과 연도별 증가폭은 드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추후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나아가 텍스트 추출 소스를 ‘논문’으로 시도했을 때, ‘산업’, ‘기술’, ‘안전’ 관련
빈도수와 비율이 뉴스와 유사하게(안전 키워드 비율 0.4~0.5%) 도출되었으며,
이는 산업적 니즈와 학술적인 연구 방향의 범위가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가정을

6) 한국교통연구원(2019),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3차연도) 내용 요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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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드론산업 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안전 관심도의 꾸준한 증가가 학술 연구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나. 항공안전 대비 드론 안전수준 비교 분석
항공과 드론의 안전에 대한 수준 차이 분석을 위해 국내 항공 관련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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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를 활용하였다. 추가로 국내
규정의 법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신설과 개정이 필요한 항목들을 검토하였다.
신설과 개정은 각각 가중치를 1과 0.5로, 법령과 시행규칙은 가중치 차이 없이
합계를 도출하였다(법령에 대한 하위 구분은 인증, 운항, 자격증명, 교육훈련,
관제로 구분). 글로벌 규정은 기술요인, 인적요인, 조직요인, 시스템요인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 943개 PQ 항목에서 드론 관련 부문을 구분하고 항공과의
수준 차이를 조사하였다.
국내 항공안전법 분석 결과 운항과 관련된 84개의 법령과 81개의 시행규칙이
신설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장 많은 니즈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자격증명 부문이 많은 법령과 시행규칙의 신설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운항과 차이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무인항공기가 운영됨에
있어서 운항에 대한 부문에서 일반 상업용 항공운송과 드론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CAO PQ에 기반한 글로벌 규정에 대한 차이점 분석 결과7), 조직요인에 있어서
항공안전과 드론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술적 요인은
근소한 차이로 시스템 요인과 함께 낮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평가는 내부 연구진이 1차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4차연도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검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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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안전관리시스템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 지표를 추정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최신의 PQ
질문지를 확보하였다. 정부의 경우 지속적으로 ICAO의 항공안전감사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항공에 대한 PQ 답변은 이미 기 구축되어 있어, 향후 본 연구가 정책에
적용됨에 있어서 큰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축된 질문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8개 분야(법령, 조직, 자격, 운항, 감항, 항행, 비행장, 사고조사)에 대한
담당 내부 연구진을 배정하였다. 1차에서는 드론과 관련된 별도 기준 없이 연구자
개인의 판단으로 관련 질문 항목들을 도출하고 그 이유를 문서화하였으며, 2차에서는
서로 해당 분야를 임의적으로 교환해, 문서화된 이유를 확인하고 드론과 관련된
항목들을 재분류하였다. 드론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부문과 달리, 드론이 가지는
항공 안전에 대한 수준의 파악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3차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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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점을 못 찾은 부문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답변에 대한 임의성을 시뮬레이션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으로 어떠한 경향 없이 답변한다는 가정의 시나리오와
취합된 결과를 중앙값으로 삼각분포를 가지고 답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다는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본은 Random Latin Hypercube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Minimal Standard 기준으로 임의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1,000회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개별 CE(Critical Element, 핵심요소)와
사고요인에 대한 안전성 지표에 대한 파급효과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시나리오
발견(Scenario Discovery) 방법8)을 적용하였다.

8) 한국교통연구원(2017), 교통정책평가 국제협력연구: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교통투자 의사결정방법론
연구, pp. 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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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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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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지표와 함께 1, 2차연도에서 개발된 안전성 지표에 기반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2-1> 안전성 평가 지표 검증 과정 개념도

3. 안전성 평가지표 산출을 위한 위험도 매트릭스 개발
무인비행체의 경우 ICAO에서 논의되고 있는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원격조종(무인) 항공기시스템)뿐만 아니라 비관제구역에서 운용되는
소형의 무인비행체 시스템까지도 임무별 운용개념, 최소 장비목록 및 부품 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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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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확보와 최소한의 안전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무인항공기에 대한 대표적 임무 모델을 설정하고, 임무 모델별
비행체의 운용개념과 최소 운용장비 소요 목록을 식별하여, 이에 따른 위협
및 위해 요소(Hazard/Harm)를 식별/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비행체 중, 운용수요가 많아 안전관리에 대한 정량적
안전데이터 관리 및 축적이 필요한 무인비행장치를 대상으로 현행 운용제한으로
설정되어있는 BVLOS 운영을 포함한 대표적인 임무를 설정, 임무에 대한
운용개념을 정의하고, 위협요소에 따른 안전데이터를 식별/정의하여 운용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위협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위험 요인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대상 임무별 무인항공기의
운용개념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운용개념은 다양한 임무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으나, 다양한 상황의 임무별 운용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수합할 경우 일정수준의 카테고리로 임무, 최소장비목록, 운용환경 및 지역 등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구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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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사고를 야기하는 위해요소의 분석은 드론시스템 장치별 integrity
또는 장치 수명주기에 따른 신뢰성과 관련된 위해요소, 그리고 운용자의
비행숙련도와 관련된 위해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드론시스템의 장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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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은 시스템의 PBS(Product Based Structure)를 기반으로 비행에 소요되는
최소장비목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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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ure)를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위해 요소별 위험사건과 이를 야기시키는 원인 사건
및 안전기제 및 방어기제를 망라한 bow-Tie 모델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항공안전시스템 운영지침’ 중 ‘별표 1-1’에서 기술된 위해요소별 위험사건의
Bow-tie table을 기반으로 임무 시나리오별 위험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8> 드론 운용 시나리오 정리
구분
Payload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공역
드론등급
피해객체

시설물 진단 모니터링

고속도로 위반체증

행사장 촬영

EO/IR 카메라
인적이 드문 통제된 시설물
인근지역

EO/IR 카메라

EO 카메라

고속도로 상공

인구밀집지역

- VLOS 및 BVLOS
- 1시간 이내, 실시간 통제
-

Loiter : 5km
고도 : AGL 400ft 이내
Class C3
OPS type B2
1차 : 시설물
2차 : 관리인력, 화재,
Crew

-

BVLOS 및 EVLOS
1시간 내외
계획경로 비행 및 추적
Loiter : 20km
고도 : AGL 200ft 이내
Class C3
OPS type B2
1차 : 차량
2차 : 2차 차량사고,
Crew

-

VLOS
30분 내외
실시간 통제
Loiter : 5km
고도 : AGL 100ft
개인용: C2/C3 OPS A3
사업용: C3, OPS B2
1차 : 직접 신체 손상
2차 : 2차 신체 손상
Crew, 화재

<표 2-9> 위해요인-이벤트 Bow-Tie 모델 예시
CONSEQUENCE : 비행중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비행 중
항공기화재
조류충돌에 의한
항공기 손상

상황인식,
비상대처훈련
상황인식,
비상대처훈련
상황인식,
악기상대처훈련

난류조우

｢

위험사건

방어기제

조종능력
상실

조종능력
상실
손상 정도 확인,
대응 조종
난류 회피
/대응 기동

｣

잠재결과
지상충돌
급격한
기동
급격한
기동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제1033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 [별표 1의1]

잠재결과
심각도
항공기 전손,
사상자 발생
항공기
일부 손상
승객/승무원
상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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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분석된 드론 운용 시나리오별 위험사고 및 위험사건을 드론 운용에
대한 위해요소로 반영하여, 기 분석된 안전기제와 방어기제가 반영될 수 있는
드론시스템의 추가 구성요소를 제안하고, 안전기제와 방어기제가 반영된
상태에서 위해요소들이 어떠한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위험평가는 ICAO 심각도 산정기준, FAA ATO(Air Traffic Organization)
SMS manual 심각도 산정기준 보고서를 참고하여 사건의 발현 시 군중의 밀집도
또는 시설물의 밀집도에 따라 얼마의 확률로 실질 피해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의 발생빈도를 추정하였다.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제1033호, [별표 1의5] 위험평가 매트릭스 예시에서 발췌 및 편집

<그림 2-2> KASP 위험평가 매트릭스 기본

시뮬레이션에 있어 변경될 수 있는 파라미터는 동시에 운용되는 드론의 개수와
인구 밀도이며, 동일한 인구 밀도에서 동시에 운용되는 드론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인구 밀도에 따라 선형 증분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시에
운용되는 드론이 모두 추락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동 시뮬레이션의 과대계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인구 밀도가 0.04명/m2보다 작아지는 경우 급격한 확률
감소가 일어날 것을 예측 가능케 하며, 실 운용에서는 인구 밀도가 작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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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형태의 확률 감소가 이루어질 것을 예측 가능케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지역에서 드론의 개수를 고정하고 인구 밀도를 변화시키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인구 밀도에 따른 인명피해 확률은 선형적으로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시에 운용되는 드론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은
인구 밀도에 선형적으로 대응되거나 0.1명/m2보다 작은 인구 밀도에서
로그형태의 인명피해 확률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위험평가 방안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KASP)의
위험평가 매트릭스를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시나리오별로 각 위험사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4. 정책적 활용방안
가.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 체계 마련
본 연구를 통해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범위와 특성을 반영한 방안(고시) 추가를 제안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범위에도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가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드론 및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데이터 수집과 관리 위주의 항공안전관리
시스템(SMS)을 구축하고, 규제보다는 사용자에게 안전방안을 좀 더 제시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지원한다면 무인항공기에 대한 안전정책과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에 드론 및 무인항공기 위험기반 분석 정책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인 첨단항공과 및
미래드론교통담당관과 관련 미팅을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향후
드론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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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제적 드론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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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본 방안이 앞서 법령 개선에서도 설명하였듯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안전방안과 안전문화를 증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폼(안) 을 제안하였다. 간단한 사용자의 요인을 입력하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본 연구 결과물을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피해 결과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본 연구의 안전완화 방안을
정리해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드론 안전 공감대 형성
’19년 8월에 개최한 글로벌 드론안전 세미나(Policy Strategy on UAV’s Safety
Regulation)와 제2회 항공정책 연구협력 세미나에서는 무인항공기 정책을 이끄는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f Unmanned Systems, 무인항공기
정책을 위한 항공당국 연합) 전문가가 초청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였다. 국토교통부 및 산업계에서도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공유할 수 있었다.
단순히 세미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인항공기 위험기반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JARUS 안전정책 국제업무를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연구나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무인항공기의 위험관리 연구를 수행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책활동과 함께 국제활동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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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4차연도 연구 방향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4차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지난 3년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된 연차별 연구내용은 <표 2-10>과 같다. 드론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과 외부환경은 본 연구가 시작된 이후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다. 소형 드론 관련 산업에서 여객과 화물 운송으로 관심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법과 제도 구축 방향도 초기 개별 특별 제도 마련에서 항공운송 제도 활용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1차연도에는 드론 간 교통흐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인
안전성 지표 개념을 연구하였다. 2차연도에는 촬영 등 드론 활용으로 인한 제3자
피해를 기반으로 하는 지표 확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3차연도에는 여객과
화물 운송에 대한 정책 니즈가 국내외적으로 증대되어 정책측면과 운영측면
안전성 지표로 연구 방향을 수정 보완하였다. 4차연도에는 연구 완성도를 위해,
3차연도 연구 피드백을 반영한 개발된 안전성 지표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2-10> 연차별 연구내용
구분

세부내용

․․가시권,
비가시권 등 운영 개념 제시
주요국의
드론 운영 개념 및 제도 조사
2017년(1차년)
드론 교통관리체계 연구 ․기존의 교통관리체계 연구 분석 및 용도에 따른 운영 형태 검토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드론 포럼 개최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계속)
2018년(2차년)
안전성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개발
미시적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드론 포럼평가용
개최
․국가
드론안전관리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성 지표 개발
2019년(3차년)
및 평가
드론 운영 개념에서 안전성 ․드론 안전관리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성 지표(위험도
평가지표 개발
개발 및 드론 안전관리시스템 시뮬레이션
․매트릭스)
드론 국제 포럼 개최
2020년(4차년)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으로 ․미시적 지표와 거시적 지표 피드백 분석 수준 확대
연구성과 종합 및 정책적 ․국가 드론 안전프로그램 수준으로 개념 및 성과 확대
활용성 극대화

42

구체적으로 1차연도는 드론 교통관리체계 연구, 2차연도는 드론 간 교통흐름
개념에서의 미시적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수행하였다. 1, 2차연도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3차연도는 드론 운용 개념에서 국가 드론안전관리체계 및 운용자의
항공안전관리체계에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안전성 지표와 사업주체의 안정성을
개발하였다. 4차연도는 3차년 간 연구를 검증하고 개선하며, 정책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 계획으로 보완 수립하였다. 1, 2차연도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계획에서 연구 평가를 통하여 개선된 내용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연차별 연구내용 변경(안)
연차별 목표
2017년(1차년)
드론 교통관리체계
연구

2018년(2차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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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
변경 목표

기존 세부내용(안)

변경 세부내용(안)

2019년(3차년)
드론 운영 개념에서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국가 드론
안전체계 및 개별
운용자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안전
성 평가용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개발 완료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등에서
운용 데이터 획득
․획득한
데이터와 개발된 평가
지표에 따라 안전성 평가
․드론 포럼 개최

․․드론
안전에 대한 정책적 니즈 재검토
국가 드론안전관리체계에 적용하기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위한
드론 운용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위험도 매트릭스 개발
․및국제사례드론분석포럼으로 확대 추진

2020년(4차년)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으
로 연구성과 종합 및
정책적 활용성
극대화

․실안전성
드론의 시험비행을 통한
․미시적
드론 교통흐름 지표와 국가
평가
드론 안전 지표 및 위험도 매트릭스
․평가지표
활용 방안 제시 및
개선 및 연계
정책지원
․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 수준으로
․드론 포럼 개최
개념 및 성과 확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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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연도에서는 기체범위와 운용영역 등을 개념적으로 제한하고 미시적
지표를 개발하였다. 3차연도에서는 안전성 지표의 개념을 국가 안전 정책과
위험분석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4차연도 연구에서는 드론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시스템의 구축을 국가 단위로 확대하였다.

<그림 2-3> 연차별 연구내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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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외 드론 정책 현황 및 전망
1. 드론 관련 정책 동향9)
Teal Group은

」

Forecast

10)에서

「2020/2021

World Civil UAS Market Profile and

세계 민간 무인항공 시장 규모가 2020년 50억 달러 정도에서

2029년에는 184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세계 주요국들은 무인항공
분야를 선도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유인항공 분야의 경우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준과
권고관행(SARPs, Standard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통해 국가별로
대체로 통일된 운항개념이 명확히 확립되어 온 데 반해, 무인항공 분야는 국가에
따라 기체의 무게 분류 및 제한, 운항 방식, 감항 인증제도, 조종자 자격제도,
공역 사용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국가별로
그 차이가 크다.11) 3차연도에 JARUS의 Working Groups와 Airbus의 무인항공

9)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차연도 보고서 참조
10) Teal Group(2020), 2020/2021 World Civil UAS Market Profile and Forecast, p. 1
11) JARUS(2018), Comparison National Regulations_Oct2017,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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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로드맵

「BluePrint」

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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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해외 각국의 드론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되짚어보고 드론 활용 및 안전 정책 수립의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가. JARUS
JARUS는 56개국의 민간항공당국과 EASA, EUROCONTROL의 연합으로서
안전한 원격 조종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기술적, 운영적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7개의 Working
Group(WG)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조종자 자격(WG1), 운항(WG2),
감항(WG3), 탐지 및 회피(WG4), 명령 및 통제(WG5), 안전위험관리(WG6),
운항개념(WG7)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에 대해 전 세계의 항공당국,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료: JARUS, “Working Groups Concept“ http://www.jarus-rpas.org/working-groups(2020.9.24.)

<그림 3-1> JARUS의 Working Groups 구분

12) Airbus(2018), BLUEPRINT FOR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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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irbus의 무인기 로드맵 「BluePrint」
Airbus는

「BluePrint」

13)로드맵에서

무인항공기의 발전 단계를 자동화 정도에

따라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로 구분하였다. 조종사에 의해서만 운항되는 0단계를
시작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조언을 주거나 운항의 일부분만 통제하는
1단계(불완전한 자동화), 조종사는 시스템을 관리 및 감독하고 필요시에만 조종을
개시하는 2단계(부분적 자동화), 자동화 시스템이 운항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운항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만 조종사의 통제권으로 들어가는 3단계(조건적
자동화), 능동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인간의 주의가 필요할 때만 사전 통고하는
4단계(높은 수준의 자동화), 마지막으로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5단계(완전한
자동화)로 정의된다. 또한 안전한 자동 운항을 위해 비행 지역의 밀집도와 교통
혼잡도에 따라 여러 가지 비행경로 설정 방식을 제안하였다.

주: 비행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왼쪽부터 기존 비행, 자유경로, 회랑 설정, 고정경로로 구분
자료: Airbus(2018), BLUEPRINT FOR THE SKY, p. 16.

<그림 3-2> 자동 운항의 다양한 비행경로 설정 방식

13) Airbus(2018), BLUEPRINT FOR THE SKY,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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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정의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 기술, 공역에 대한 기준이 함께
제시되었는데, 상위 단계로 갈수록 필요한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공역관리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정교한 정책 및 규정 수준이 요구된다. 기초적인 수준의
회피 기능을 갖춘 항공기와 ADS-B를 통해 위치 파악만 가능한 감시체계 내에서는
비행규칙을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비행제한구역을 설정한 후, 운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보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개입이 없는 4단계 또는 5단계 수준의 자동화를 통한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해지려면 기체와 공역관리 시스템의 기술 수준이 고도화되어야 하는
것에 더불어 정책과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공항과 도심 내에 드론의
운항을 허가하는 정책적 결정에 더해 기체와 공역관리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인증과 그 성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즉, 정책과 기술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둘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드론 운송/사용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2.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노력
JARUS에서는 2008년 네덜란드 호프도르프에서의 첫 총회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매년 2회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56개국의 항국당국 관계자, EASA,
EUROCONTROL 내 전문가 그리고 무인항공기 제작사, 무인항공시스템 산업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기 소유자 및 조종사 협회(IAOPA) 등으로 이루어진
이해당사자협의체(SCB, stakeholders consultation body)가 모여서 무인항공
분야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표준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 오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독일

쾰른에서 EASA와,

2019년 10월에는

중국 청두에서

중국민간항공국(CAAC)과 공동 주관하였고 2020년에는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무인항공 분야의 국제적 표준 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성과물로서 원격조종자 자격증명 요건(WG1), 무인항공기
운용 제안(WG2), RPAS 통신 환경 내의 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용 제안(W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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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각 WG별로 기술기준, 인증 절차, 표준 시나리오를 제안했으며 주요 발간물의
목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 JARUS의 무인항공 관련 발간물 목록
발간
연도

발간물

주요 내용

2013

CS-LURS(Certification Specification for Light 소형무인회전익항공시스템 인증
Unmanned Rotorcraft Systems)
표준 및 절차

2014

RPAS C2 Link
원격조종 무인항공시스템 C2 링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concept) 크를 위한 통신 성능

2015 FCL(Flight Crew Licensing) Recommendations

원격조종자 자격증명 요건

Recommendations on the use of Controller Pilot RPAS 통신 환경 내의 CDPLC(조
2016 Data Link Communications(CPDLC) in the RPAS 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용
Communications Context
제안사항

2016

CS-LUAS(Certification Specification for
Light Unmanned Aircraft Systems)

소형무인항공시스템 인증 표준
및 절차

2017

Guidelines on 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SORA)

특별운용위험평가 절차 안내

2019 Operations Category A & B

저위험 및 고위험 무인항공기 운
용 제안사항

2019

CS-UAS(Certification Specification
for Unmanned Aircraft Systems)

무인항공시스템 인증 표준 및 절
차

2019

SORA STS-01,02(Standard Scenario
for Aerial Work Operations)

공중 운용 표준 시나리오 제안

자료: JARUS, “JARUS Publications”, http://jarus-rpas.org/publications(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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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 드론 정책 현황 및 전망
1. 드론 안전에 대한 국민의 니즈14)
3차연도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15)16)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가진
‘드론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인식 수준과 산업적인
영역에서의 인식 수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 바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 적용을 위한 데이터의 출처로 3차연도와 동일하게 일상적(개인)
영역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산업적 영역은
종합 온라인 언론 매체인 네이버 뉴스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였으며, 산업적
영역은 기존의 3차연도 연구 결과에 2019년 데이터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17)18)

가. 인스타그램 키워드 분석
‘드론 안전’에 대한 일상적(개인적)인 영역의 인식을 종합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소스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검색 키워드는 4개 단어(드론, 드론스타그램, 드론샷,
드론촬영)로 설정하였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본문과 해시태그를 포함한
텍스트를 크롤링하여 만든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출한 단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촬영’, ‘여행’ ‘서핑’, ‘캠핑’, ‘일상’ 등의 단어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스타그램의 주 사용층인 20~30대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키워드별 결과를 종합하여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안전’의 빈도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위협, 충돌 등의 안전과 관련된 단어들도 거의 포함되지

14) 3차연도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3차연도 보고서 참조
15) 매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파일로 변환, 여러 개의 단어로 토큰화(Tokenizing)하여 나눠진 단어들을
종합해 단어 빈도수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기법
16) 김성근 외(2016), 학술연구에서의 텍스트 마이닝 활용 현황 및 주요분석기법, pp. 317-329.
17) 네이버뉴스, 2014년 1월~2019년 12월까지의 뉴스 데이터를 파이썬 selenium 패키지를 이용하여 수집
및 분류 , https://news.naver.com(2020.4.23.).
18) 인스타그램, 검색일자 기준 전체 데이터를 파이썬 selenium 패키지를 이용하여 수집 및 분류, https://
www.instagram.com(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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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즉, 일상 영역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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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이버 뉴스 키워드 분석
산업적인 영역은 드론 관련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니즈가 반영되어 복합적인
추세(Multi-Trend)를 띤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다. 한 가지의 추세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일상적(개인)인 영역과는 차이가 있다.
네이버 포털의 뉴스페이지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색 키워드는 ‘드론’ 1개의 단어로, 크롤링 작업은 각 뉴스기사의 헤드라인을
추출하였다. 2019년에 새롭게 추가된 기사 수는 44,209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크롤링된 기사 수가 대폭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4차산업혁명 개념의 확산과 더불어 드론 분야의 기술적
성장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안전 인식과의 연관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뉴스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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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으로 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통한 연도별 빈도수 분석, ‘안전’ 및 ‘위협’ 키워드 분석,
무인 자동차 키워드와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차이점과 특징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

1) ‘드론’ 키워드 네이버 뉴스 연도별 빈도수 분석
연도별 ‘드론’ 검색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14년에는 ‘무인기’, ‘로봇’, ‘공습’과 같이 군용 무인기 관련
단어들로 한정되어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드론 레이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민간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2016년은 ‘미래’, ‘기술’, ‘활용’ 등의 단어가
대두되었으며 이와 같은 특징은 한정적이었던 드론 사용의 목적과 활용의 폭이
넓어져 관심도가 증가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산업혁명’ 단어의 빈도수가 상위권에 나타나며 ‘개최’, ‘개발’, ‘교육’ 등의 단어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4> 네이버 뉴스 ‘드론’ 검색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결과(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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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드론 관련 교육 및 활용, 대회와 같은 단어의 빈도수가 급증하여,
정책적으로 드론산업이 기술촉진 및 교육 등 미래지향적 분야를 향해 나아가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드론산업의 확대는 이와 같은
트렌드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으며, 드론 산업의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드론’ 키워드 네이버 뉴스 ‘안전’ 관련 빈도수 분석
산업적인 영역을 ’안전성‘ 측면에서 상위 단어들과 비교한 결과, 그 빈도수는
약 3800여 개로 일상적 영역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다른 단어들과
비교해서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성’, ‘공공안전’과 같은 단어의 경우에도 약 100여 개의 미만의 빈도수를
보여 기술, 미래와 같은 단어들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 네이버 뉴스 ‘드론’ 키워드 종합 단어 빈도수(순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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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비 위험 관련 키워드의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3차연도와 비슷하게
‘안전’ 키워드의 빈도수가 대비 위험 관련 키워드(‘위협’, ‘충돌’, ‘위험’, ‘해킹’)의
빈도수는 대략 10% 수준으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일상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드론의 활용과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안전에 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네이버 뉴스 ‘드론’ 키워드 종합 단어 빈도수(위험도)

그러나 ‘드론’ 키워드만으로 데이터를 추출한 데에 따른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어서 다른 키워드로 추출한 소스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3) ‘드론’, ‘무인자동차’ 키워드 네이버 뉴스 안전 단어 비교 분석
‘드론’ 키워드 뉴스에서 ‘안전’ 단어의 연도별 빈도수와 전체 단어(상위 1000개
단어 기준) 대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연도가 지날수록 빈도수와 비율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살짝 꺾인 모습을 볼 수 있다. 2019년은 안전의 빈도수와
비율 모두 떨어졌지만, 이는 ‘드론교육’ 및 ‘드론활용’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심도는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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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네이버 뉴스 ‘드론’ 키워드 연도별 ‘안전’ 빈도수 및 비율

‘무인 자동차’ 검색 키워드에 대한 ‘안전’ 빈도수와 전체 단어 대비 비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안전’ 단어의 빈도수와 비율이 낮고 증가 폭도 크지
않았으나, 이후 빈도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19) 무인 자동차도 드론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기술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안전’의 출현 비율만 비교해 보았을 때 ‘드론’ 검색 키워드의 비율이
‘무인자동차’ 키워드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추후에는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빈도수도 ‘무인자동차’를 추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드론 안전에 대한 국민의 니즈 시사점
국민 니즈 관련 키워드 분석에서 도출된 드론 안전에 관한 인식 수준은 드론
자체에 대한 관심도와 비교해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지만, 지속해서 관심도가

19) 한국교통연구원(2019),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3차연도)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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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현재의 추세와 더불어 무인 자동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향후에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드론’ 관련 안전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드론 택시, 드론 택배 등으로 드론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안전 사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드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마련이다.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상용화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반발과 드론 산업 발전에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와 같은 구체적인 평가 및 관리 방안의 개발을 통해
정책적으로 안전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현재 정부(국토교통부)의 드론 정책 현황
현재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20)에서 볼 수 있는 드론 관련 정책
사항은 자국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산업 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를 위한 민·관
합동의 창의·혁신 지원 및 신기술·제품을 위한 제도와 기준을 연구 중이며
공공분야의 다양한 실증 및 활용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은 <그림 3-8>과 같다.
’19년 10월에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21)이 발표되었다. 신산업
분야의 새 접근법으로 ‘드론’ 분야에 대한 선정과 드론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뚜렷한 대응 및 기술발전 전개 양상 예측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에 따른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이를 산업현황 및 기술 수준에 맞게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영역과 활용
영역으로 나눠 규제 이슈를 제시하였다. 이 중 1단계 인프라 영역의 7개의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하여 <표 3-2>에 정리하였다.

20) 국토교통부(2017),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2017~2026].
21)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9),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드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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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2017~2026], p. 13.

<그림 3-8> 드론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표 3-2> 로드맵 1단계(~2020) 드론 인프라 영역 세부 내용
규제 이슈

기존 내용

개선 사항

1. 자유로운
드론비행을 위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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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

재밍(전파차단) 장비 도입·운영을
위해 전파법(과기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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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이슈

기존 내용

마련

전파차단 장비의 활용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서는
불가능

3. 각종 비행승인의
단일 창구로서
드론 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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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공원 조성
확대
5.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기체등록 기준
마련
6.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 기준
마련

7. 드론 보험제도
개선

수도권 지역은 비행금지공역으로
자유로운 드론비행에 제한

비사업용 12kg 이상 및 사업용
드론에 대해 기체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무게·용도
위주의 단순 분류체계로
안전관리에 비효율적
기체 중량 12kg을 초과하는
사업용 드론 조종을 위해
국가자격증인 드론 조종자 증명
취득 필요

운영환경 및 위험도에 따른
특화된 드론 보험 상품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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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항
공항시설법 개정 추진(~’20)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 퇴치 장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 추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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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뿐만 아니라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성능·위험도
기반으로 분류체계를 세분화
하여 기체등록 기준 재정비
(~’20)
위험군 분류 기준에 따른 조종자
자격 기준 및 유효기간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20)
운영목적·기체중량 등 위험도와
드론 운용 특성에 따라
단기보험상품 등 다양한
드론보험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 보험가입현황 관리를
위해 드론보험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21)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9),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드론분야, pp. 9-12.

본 로드맵은 드론의 3대 기술변수(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5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으며 드론의 기술발전단계에 맞추어 협업
연구체계 마련과 인프라 구축, 선제적 규제 발굴 및 정비를 주목적으로 한다.
’20년 6월,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Korea-Urban Air Mobility)

58

로드맵22)을 제시하였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신개념 비행체인 전기 분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를 활용하여 도심 내 이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교통서비스로서
버스, 철도,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수단) 등과의 연계교통 서비스적
성격을 강조한 개념이다. 정부가 20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위해 제시한
세 가지 비전과 3대 기본방향, 그에 따른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2020),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p. 9.

<그림 3-9>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목표 및 추진전략

22) 정부 관계부처 합동(2020),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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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적 시사점
1.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P)
앞서 연구 동향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드론 분야 안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JARUS를 중심으로 안전위험 분석에 따른 안전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드론 안전
분야의 정책은 드론 산업의 발전에 맞춰 UTM을 중심으로 한 방안만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아직 드론 및 무인항공기의
위험분석이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표 3-3>은 무인항공기 글로벌 연구그룹인 JARUS의 7개 안전 Working
Group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무인항공기 안전 정책의 현황을 표시한 내용이다.
7개 그룹 중 6개 관련 분야는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은 중심으로
각계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전 및
위험관리 분야에서는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크게 연구되거나 정책 및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표 3-3> JARUS의 7개 Working Group과 우리나라 연구 및 정책 현황
WG

담당 연구 혹은 정책 기관

상태

운항승무원 자격(Flight Crew
Licensing)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및 무인항공기
자격증명 운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미래드론교통
담당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등
다수의 항공 및 우주 관련
연구 기관

한국형 UAM 연구개발
착수
다수의 R&D 추진
K-UAM 로드맵 발표 및
UAM TEAM KOREA
발족(2020.06.24.)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외

부재

운항(Operation)
감항(Airworthiness)
탐지 및 회피(Detect & Avoid)
명령, 통제 & 통신(Command,
Control & Communications)
운항개념(Concept of
Operations)
안전 및 위험 관리(Safety &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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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에서 안전 위험분석과 이에 따른 국가 단위 계획은 안전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시로 수립되어 있는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SP)은 2009년 6월에 처음으로 고시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분석에 따른 방법론과 시스템도 계속 발전 중이다. 또한,
위험분석에 기반하여 수행해야 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은 법령에 의해
항공운항과 안전에 관련된 기관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SP)은 총 4가지 요소로서 국가 안전 정책, 안전 위험관리,
안전 보장, 안전 진흥(문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ICAO(2018), Doc 9859, Safety Management Manual, Fourth Edition, p. 91.

<그림 3-10> ICAO에서 제시하는 SSP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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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의 개념을 확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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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P, State Drone Safety Program) 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SP)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4가지 요소인 국가 안전 정책,
안전 위험관리, 안전 보장, 안전 진흥(문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드론 안전분야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드론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안전정책과 위험관리, 안전보장의 내용은 제4장에서 ICAO의 항공안전
상시평가(USOAP-CMA)에서 제시하고 있는 CE-1부터 CE-8까지를 기준으로
정책 프로세스의 격차분석을 실시, 우리나라의 드론 안전 정책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드론 교통흐름의 안전위험 분석은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여
실제 운영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드론 안전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3-11>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P)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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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드론 안전프로그램 로드맵의 필요성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드론분야」와
2020년 6월에 발표한「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의 공통적인
정부에서 2019년 10월에 제시한

특징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물론 해외 각국의
드론 및 무인항공기 정책 역시 단계적으로 발전된 정책 수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드론 안전 정책과 안전성 평가지표는 이러한 단계적인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 드론 및 무인항공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데이터가 전무한
실정이며, 따라서 정량적인 안전 수준 분석과 안전 목표를 제시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안전목표 수립을
프로세스 관점(Process-oriented)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드론 안전 목표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3-12> 본 연구의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발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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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우리나라 드론 안전에
필요한 분야를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P)에서 제시한 4대 요소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로, 우리나라 드론 교통흐름의 개념을 국가 드론 안전 수준인
프로세스 관점으로까지 확장하여 실제 정책 프로세스의 단계적인 수준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드론 운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위험가능성을 측정하였다.
세 번째 요소인 안전 보장의 경우, 현재로서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국가
항공안전목표 또는 적정안전성과목표(ALoSP, 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목표를 제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안전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드론의 운항규칙, 감항 승인 절차,
드론 교통업무, 드론 이착륙장의 운영, 사고 관리체계, 안전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데이터의 확보 및 지속적인 개선 연구를 통하여 개별
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차원의 안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가
드론 안전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드론 안전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안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드론산업의 전체적인 기술은 통신을 기반으로 한 첨단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적 역량이 수반되며, 기술적 역량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활용도(상업용
드론)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술발전이 지속하여 활용 비행체의 수가
공역 안에 많아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충돌과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예비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 예비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중점에 둘 것인가를 고려한다. 이에 따라 정책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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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증진에 따른 산업 확대 정책과 드론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충돌
및 추락, 해킹 피해 등)에 대한 규제 중심 정책의 두 가지 분야에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점진적으로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JARUS, 해외 무인기 관련 정책 동향, Airbus의 무인기 로드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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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산업이 추후 확대되었을 때의 단계별 기준이 명시되어있다.
특히, Airbus의 BluePrint 단계별 과정 및 정책에서는 우리나라 무인항공기의
종합적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단계는 ‘불완전한 자동화’의 1레벨로
안전정책과 관련된 규정들에서 인증체계와 위험관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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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에
따른 5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으나, 본문에 기술된 JARUS-SORA처럼
위험(Hazard)체계 평가 방법론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우리나라 드론 관련
인프라 및 규제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2036년까지 기술발전에 따른 드론 활용방안의 폭이 확장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0년 이내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 안전시스템도 정책적
니즈의 중요 이슈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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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하여(추후의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 사업 등) 앞서 설명한 자동화의 기술과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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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의 정책적 니즈는 기술과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필수 불가분의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드론 충돌 및 추락 문제를 접하는 현재 상황에서 인지된 위험을
탐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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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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연도 연구는 3차연도 연구에서 도출된 드론 안전 거시적 안전성 지표 구축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된 지표를 제시한다. 3차연도 연구에서는 드론 상용화
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평가항목의 구성과, 항공부문에 포함이 어려운 드론 고유
평가항목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드론 상용화 단계를
구분하고 이에 맞추어진 평가지표를 구축하였으며, 추가적인 신규 드론 관련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피드백하여 최종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완성도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3차연도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4차연도 결과가 반영된 내용으로 본 장을 구성하였다.

제1절 전제사항
1. 드론 안전 거시적 안전성 지표의 개념
4차연도 연구에서는 3차연도에 개발된 거시적 안전성 지표를 수정 보완하여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4-1>과 같이 드론 운영을 위한 제도적
준비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념을 유지한다. 드론 운영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누적된 자료가 미비하고 선제적인 항공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시적 안전성 지표 완성도와 적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우선 고려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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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차연도 연구에서 전제하는 가정 사항들은 전년도 대비 환경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3차연도 연구 전제사항을 준용한다. 우선 평가 대상이 되는 대상은
글로벌 제도 구축 수준으로 하도록 하며, 평가항목 그룹도 3차연도와 동일하게
가정한다. 다만 드론 운영과 관련된 제도가 완성되는 목표 단계와 중간 단계
개념을 도입하여, 각 단계별 관점에서 거시적 안전성 지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3차연도), p. 68.

<그림 4-1>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안전성 평가지표 개념

도출된 거시적 안전성 지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3차연도에서 제시한
지표 구축을 위한 수식 체계를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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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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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미래 드론과 관련된 상황 전개에 따라 개별 CE에 대한 가중치 설정을
다르게 하는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and 
    
   
def
 =  ∘      ∈ ∈   
def

 =       ∈∈ and  
def
 =       ∈∈ and ∈  

      


2. 안전성 지표의 활용방안
거시적 안전성 지표는 우선적으로 드론 운영 제도 준비와 관련된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한다. 아직 드론의 적극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나 준사고
건수로 드러나는 횟수가 적어 드론 운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자원 투입이 어려운 현재
시점에서, 본 지표는 안전과 관련된 실용성이 높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동시에 목표치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량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드론안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일관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에 일조할 것이다.
특히 분야별 단계별로 개선한 4차연도 지표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 방안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드론 활용에 있어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협동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는 드론 미시적 운영에 대한 지표가 활용이 된다면, 드론 운영 초기에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드론 관련 안전성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3차연도에 제시한 국내 규정 반영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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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실 소속 부서별로 고시한 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4-1> 첨단항공과 드론 관련 규정 고시 현황
고시번호

일자

고시 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000호

2017. 5.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0호

2019. 3. 5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예규·고시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2020.10.15.)

<표 4-2> 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규정 고시 현황
고시번호

일자

고시 명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00호

2019.12. 9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000호

–

2019.12. 4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11호

2019.10.29

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601호

2019. 7.16

항행업무감독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86호

2019. 7.15

항공교통업무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000호

2019. 6.19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4호

2019. 2. 2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74호

2018.11. 9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958호

–

2018. 7.24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688호

–

2018. 5.24

항공교통관제절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33호

2018. 4. 6

비행절차업무기준

｢

｣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예규·고시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2020.10.15.)

70

<표 4-3> 항공산업과 드론 관련 규정 고시 현황
고시번호

일자

고시 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1호

2020. 7.30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

｣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예규·고시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2020.10.15.)

<표 4-4> 항공안전정책과 드론 관련 규정 고시 현황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685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85호

일자
2018. 2. 6

고시 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2020. 5.20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

2020. 5.20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4호

2020. 3. 6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22호

2020. 2.20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29호

2019.11. 5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ㆍ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19호

2019.10.31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497호

–

2019.10.24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56호

2019. 9.30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329호

–

2019. 3.14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42호

2020. 7.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90호

2019. 9.17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575호

2019. 4.30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2019. 4.17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2019. 4.17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1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15호
｢

｣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예규·고시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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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항공기술과 드론 관련 규정 고시 현황
고시번호

일자

고시 명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31호

2018.12.18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496호

–

2018.11.1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96호

2018. 6.15

항공기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60호

2017.11. 9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55호

2017.10.16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54호

2017.10.16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46호

2017. 8.18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71호

2017. 7.28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722호

2016.12.21

경량항공기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22호

2016. 7.19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00호

2012.11.14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

｣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예규·고시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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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공항안전환경과 드론 관련 규정 고시 현황
고시번호

일자

고시 명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347호

–

2017. 9.13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995호

–

2017. 6.21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000호

2017. 5.12

공항안전운영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000호

2017. 5. 2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000호

–

2017. 5. 2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493호

–

2017. 3.22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678호

–

2016.12. 8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623호

–

2016.12. 1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521호

–

2016.11.16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 운영 및 점검지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53호

2015. 2.27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52호

2015. 2.27

공항비상계획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51호

2015. 2.27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000호

2014. 5.30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

｣

‧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예규·고시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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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항행시설과 드론 관련 규정 고시 현황
고시번호

일자

고시 명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28호

2020. 5.28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5호

2020. 2.10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603호

–

2019.11.20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143호

–

2019. 8.13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000호

–

2019. 7. 3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264호

–

2017. 8.21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837호

–

2017. 8.18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679호

2016.12.12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48호

2016.12. 6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40호

2016. 9. 7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03호

2016. 3.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20호

2016. 3. 8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9호

2014. 2. 8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예규·고시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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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드론 안전정책의 단계별 제시 필요성
Airbus의 무인기 로드맵

「BluePrint」

23)에서는

미래 무인기의 청사진을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특히 무인기의 기술적 성능에 따른 단계를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각 분야에 필요한 임무들도 제시하였다.
레벨은 0부터 5까지 단계를 나누고 있으며, 현재는 레벨 1로써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라 정의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은 인간 조종사를 지원하며 업무량을
줄여주고 안전을 향상하는 차원이며, 자동조종 기술은 이제 막 도입된 시점에서
제한된 공역에서 운영이 이뤄졌다. 레벨 2에서는 부분적인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레벨 3부터는 조건적 자동화가, 레벨 4부터는 본격적인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레벨 5는 완전한 자동화를 의미한다. 최종적으로는 자동화에 대한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기체 간 탐지 및 회피 기술을 이룩해야 하며, 위험 기반의
승인체계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제3기관이나 조직이 자유롭게
이를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에서 볼 수 있는 드론 관련 정책 사항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의 마련을 통하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9년 10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드론

」

분야 에서는 신산업 분야의 새 접근법으로 ‘드론’ 분야에 대한 선정과 드론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뚜렷한 대응 및 기술발전 전개 양상 예측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발굴된 규제 이슈를 상용화 시기를 고려, 드론 기술발전 단계별로 배치하여 로
드맵을 작성하였으며, 횡축에 드론의 기술발전 단계와 출현 시기(year)를 두고
종축에 2대 영역(인프라/활용)별 향후 정비가 필요한 규제 이슈를 배치하였다.

23) Airbus(2018), BLUEPRINT FOR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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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9),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드론분야, p. 4.

<그림 4-2>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드론 분야 중 단계별 로드맵

<표 4-8> 드론분야 인프라 영역 단계별 정의
단계

정의
안정적인 드론 운용·관리
단계(7건)

→
2단계 본격적인 드론 활용 단계(9건) →
3단계 드론의 고도화 단계(3건)
→
1단계

내용
드론 교통관리시스템(UTM) 구축,
안티드론 도입 제도 마련 등
도심 내 드론 비행운영기준 마련,
글로벌 인증 지원 체계 등
중대형 드론의 이착륙장 기준,
수소·전기 충전시설 기준 마련 등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9),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드론분야, p. 5.

<표 4-9> 활용 영역 단계별 정의
단계

정의

→
2단계 고기능 임무수행 단계(4건) →
3단계 고난이도의 ‘배송·운송’(6건) →
1단계

단순 임무수행 단계(6건)

내용
시설점검, 교통경찰, 관측드론 등의
모니터링과 근거리 농약살포 등
센서 고도화, 장거리 비행을 통한
해양생태 모니터링, 인공 강우 등
인구밀집지역 비행, 사람탑승 등을 통한
택배 드론, 드론 택시 등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9),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드론분야,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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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평가지표 개발 방법론 구축
1. 안전성 지표 추정 절차
4차연도 연구에서는 3차연도 이후 갱신된 최신 PQ 질문지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정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ICAO의 항공안전감사에 대응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PQ 결과는
드론 상용화에 대비한 글로벌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어, 항공교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ICAO 항공안전감사 결과와는 상관성이 없다.
전반적인 절차는 3차연도 방법론을 다시 반복하여 적용하였다. 4차연도
연구에서는 Airbus(사)의 무인기 로드맵

「BluePrint」

24)를

기준으로 드론

상용화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평가 항목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신규 드론 관련 평가 항목들을 추가해, 3차연도 연구 결과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완성된 평가 항목 체계를 제시하였다.
2020년 기준 ICAO USOAP-CMA PQ는 총 94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로는
감항, 항행, 공항, 운항, 사고조사, 법령, 조직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PQ를 기준으로 드론 안전체계 관련 항목을 선정하고, 드론 안전 관련
기 반영된 내용 확인, 드론 관련 추가 반영이 필요한 문항을 확인하고 지표에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론 관련 추가 제·개정이 필요한 고시, 훈령, 지침
등을 확인하고, 드론 관련 타 국가의 입법사례 확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과
드론 안전 관련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평가 지표를 위한 항목 현황은 <표 4-10>과 같다.
각 PQ에 대한 드론안전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관련이 있다면 해당 관련성을
5점 척도로 제시하고, 이를 다시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드론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24) Airbus(2018), BLUEPRINT FOR THE SKY,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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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은 항공전문가와 연구진이 3차연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선정하고 답변을
피드백하여 최종 지표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4-10> ICAO CMA Protocol Questions 현황
순번

분야(Area)

PQ 수(Number
of PQs)

관련 PQ

신규 PQ

1

법령(LEG)

23

20

13

2

조직(ORG)

14

13

10

3

자격(PEL)

99

94

23

4

운항(OPS)

146

127

16

5

감항(Air)

210

196

17

6

사고조사(AIG)

103

99

13

7

항행(ANS)

179

173

13

8

공항(AGA)

168

161

11

계

942

883

116

2. 안전성 지표 검증 방법론
4차연도에는 3차연도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방법에서 나아가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델파이 기법을 통한 최종 평가지표 결과를 도출하였다.
1차적으로 도출된 PQ에 대한 답변을 피드백하고, 참여 전문가들과 평가항목에
합의하여 최종 PQ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이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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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문항이 합의된 단계에서 평가를 합의과정 없이
반영하였다. 참여한 전문가 자문단 현황은 <표 4-11>과 같다.

<표 4-11> ICAO CMA Protocol Questions 현황
순번

분야(Area)

전문가 구성

1

법령(LEG)

전문가 2인(연구원, 대학교)

2

조직(ORG)

전문가 2인(연구원, 대학교)

3

자격(PEL)

전문가 2인(연구원, 공단)

4

운항(OPS)

전문가 2인(연구원, 대학교)

5

감항(Air)

전문가 2인(연구원, 기술원)

6

사고조사(AIG)

전문가 2인(연구원, 대학교)

7

항행(ANS)

전문가 2인(연구원, 대학교)

8

공항(AGA)

전문가 2인(연구원, 대학교)

계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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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 평가지표 활용 안전성 평가 결과
1. 드론 분야의 신규 프로토콜 질문 제시
현재 ICAO의 프로토콜 질문의 드론 관련 연관성 외에도 드론 분야에 맞는
새로운 질문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드론 거시지표를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신규 프로토콜을 본 장에서 제시하였다.

가. 법령분야(LEG, Primary Aviation Legislation and Specific
Operating regulations)
법령 분야 신규 프로토콜 질문은 총 13개로 다음과 같다. 기존의 법령분야
질문 중 적용 범위가 항공기로 한정된 질문에 대하여 드론으로 확장하고 드론
안전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인 내용을 추가하였다.

<표 4-12> 법령 분야(LEG) 신규 프로토콜 질문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질문 내용
드론 관련 구체적인 고시/훈령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드론 관련 고시/훈령을 준비하는 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교육/훈련을 이수하였는가?
드론 관련 법령/고시/훈령은 드론을 다루는 인력들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 있는가?
드론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내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업무 분장)
드론 안전감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설정되어 있는가?
드론 관련 ICAO의 활동을 확인하고 입법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는가?
드론 관련 행정규칙을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와 행정처분
심의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드론 관련 행정처분 정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드론 감독관은 드론 사업장 및 비행장에 제약 없이 출입하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드론 감독관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드론의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드론 감독관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드론 운영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드론 자격증명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드론 관련 제반 사항이 AIP에 수록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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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분야(ORG,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조직 분야는 다음의 총 10개 신규 프로토콜 질문을 제시하였다. 주로 드론의
안전감독과 관련된 내용으로 안전감독 인력의 수급 및 유지 방안 등 안전감독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4-13> 조직 분야(ORG) 신규 프로토콜 질문
구분

질문 내용

1

드론 안전감독 관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2

드론의 안전감독 및 사고조사 관련 명확한 책임한계가 조직에 반영되어 있는가?

3

드론관련 유관부서와의 협력관계는 수립되어 있는가?

4

드론 감독관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Conflict of interest가 완벽하게 분리되도록 규
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5

드론 안전감독 관련 충분한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가?

6

드론의 안전감독 관련 충분한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가?

7

드론 감독관은 지속 가능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처우가 마련되어 있는가?

8

드론의 안전감독/조사 기관은 기술직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을 마련하였는가?

9

드론관련 전문인력 채용 시 충분한 전문성/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10

드론 안전감독 관련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다. 자격 분야(PEL, Personnel licensing and training)
자격 분야 신규 프로토콜 질문은 총 23개로 다음과 같다. 자격 관련 규정,
자격 담당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자격의 유효성, 위탁심사관 관리 시스템
등 자격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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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자격 분야(PEL) 신규 프로토콜 질문
구분

질문 내용

1

드론 자격관련 법령은 마련되어 있는가?

2

드론 자격관련 훈령, 고시, 지침은 작성되고 고시되어 있는가?

3

드론 자격관련 법 규정은 ICAO 국제표준이 개정될 때 적기에 개정되는가?

4

드론 자격관련 국내 규정이 ICAO 표준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 차이점이 통보되는가?

5

드론 자격관련 규정들은 대중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포되어 있는가?

6

드론 자격을 관장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7

드론 자격담당 조직의 기능과 책임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8

드론 자격담당 조직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기술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9

드론 자격관련 인력 채용 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는가?

10

드론 자격관련 직원에 대한 최소 자격 및 경험이 수립되어 있는가?

11

드론 자격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12

드론 자격담당 직원들에 대한 국가의 권한 부여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가?

13

드론 자격담당 직원들에게 ICAO 각종 서류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어 있는가?

14

적절한 장비와 도구가 지급되고 있는가?

15

드론 자격관련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6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격에 대한 연장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7

자격증명 보유자가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8

외국 자격증명에 대한 인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9

외국에서 드론관련 자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
어 있는가?

20

항공의학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21

드론관련 위탁심사관 관리 시스템은 수립되어 있는가?

22

드론 훈련조직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가?

23

드론 정비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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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항 분야(OPS, Aircraft Operations)
운항 분야 신규 프로토콜 질문은 다음과 같이 총 16개를 제시하였다. 운항
관련 규정은 안전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향후 UAM 운송사업자가
생겨날 경우 안전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항공운송사업자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운항증명 절차와 운항감독 조직 및 인력 관리, 그
외에 위험물 운송, 전염병 확산 방지대책 등의 질문을 포함한다.

<표 4-15> 운항 분야(OPS) 신규 프로토콜 질문
구분

질문 내용

1

드론 운항관련 법령은 마련되어 있는가?

2

드론 운항관련 국제표준과의 차이점을 ICAO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3

드론 운항감독 조직의 기능과 책임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4

드론 운항감독 인력의 직무기술서는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5

드론 운항감독관은 드론 운항현장 및 운항업자 사무실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가?

6

드론 관련 AOC 보유회사는 자체적인 안전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7

드론 운항감독관에 대한 훈련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8

드론 운항감독관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가?

9

드론 운항감독관은 업무 투입 이전에 OJT 훈련을 이수하는가?

10

드론 안전감독 절차 및 체크리스트는 적절하게 제공되는가?

11

드론 운항을 위한 AOC 발행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12

드론 운항관련 MEL을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3

드론 운항관련 타 드론 또는 항공기와 충돌방지 기능이 준비되어 있는가?

14

드론 조종과 관련된 인력에 대한 피로위험관리는 시행되고 있는가?

15

드론 운항관련 위험물 운송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16

드론 운항관련 전염병 확산 방지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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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항 분야(AIR, Airworthiness of aircraft)
감항 분야 신규 프로토콜 질문은 총 13개로 다음과 같다. 감항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드론 등록절차, 감항감독 관리 등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

<표 4-16> 감항 분야(AIR) 신규 프로토콜 질문
구분

질문 내용

1

드론 감항관련 법령은 마련되어 있는가?

2

드론 감항관련 국제표준과의 차이점을 ICAO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3

드론 감항감독 조직의 기능과 책임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4

드론 감항감독 인력의 직무기술서는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5

드론 감항감독관은 드론 정비현장 및 정비 사무실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가?

6

드론 정비관련 감항당국과 서비스 제공자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가?

7

드론 감항감독을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8

드론 감항감독관에 대한 훈련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9

드론 감항감독관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가?

10

드론 감항감독관은 업무 투입 이전에 OJT 훈련을 이수하는가?

11

드론의 등록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12

드론의 등록부호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가?

13

드론의 소음관리 절차는 수립되어 있는가?

14

드론의 비행기록 장치와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가?

15

드론 인가정비업체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가?

16

드론 감항 엔지니어는 채용되어 활동하는가?

17

드론에 대한 형식증명 발행 절차는 수립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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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고조사 분야(AIG,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사고조사 분야 신규 프로토콜 질문은 다음과 같이 총 13개를 제시하였다.
독립적이고 원활한 사고조사 수행을 위한 근거와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4-17> 사고조사 분야(AIG) 신규 프로토콜 질문
구분

질문 내용

1

드론 사고조사 관련 법령은 마련되어 있는가?

2

드론 사고조사 관련 국제표준과의 차이점을 ICAO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3

드론 사고조사 관련 규정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 있는가?

4

드론 사고조사 관련 책임사고조사관 임명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5

드론 사고조사 관련 목격자 등에 대한 진술을 실시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가?

6

드론 사고조사 관련 비행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7

드론 사고조사 관련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되어 있는가?

8

드론 사고조사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고조사관은 채용되어 있는가?

9

드론 사고조사 관련 조사관에 대한 교육정책, 프로그램은 수립되어 있는가?

10

드론 사고조사 관련 조사관에게는 출동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11

드론 사고조사 관련 조사보고서가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12

드론 사고조사 관련 잔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은 확보되어 있는가?

13

드론 사고조사 관련 안전권고는 유관 기관들이 존중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사. 항행 분야(ANS, Air navigation services)
항행 분야 신규 프로토콜 질문은 총 13개로 다음과 같다. 항행 분야는 운항
분야와 마찬가지로 드론 운항 중의 직접적인 안전위해요인과 관련되며 통신절차,
항로 설정, 비상절차 등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드론의 특성상 기존의 민간항공과는 다른 새로운 대책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안전성 평가지표로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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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항행 분야(ANS) 신규 프로토콜 질문
구분
1

질문 내용
드론 관제 관련 법령은 마련되어 있는가?

2

드론 관제 관련 국제표준과의 차이점을 ICAO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3

드론의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하게 착륙하게 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4

드론의 비상사태 발생 시 요격 또는 체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가?

5

드론의 최소 분리간격은 설정되어 있는가?

6

드론 운항 관련 기상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가?

7

드론 운항관련 항행안전시설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8

드론 운항관련 비상절차는 수립되어 있는가?

9

드론 조종자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절차는 수립되어 있는가?

10

드론 운항과 관련된 정보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적절하게 수록되고 있는가?

11

드론 운항과 관련된 항로는 설정되어 있는가?

12

드론 항로를 설계하는 인력은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13

드론을 활용한 수색구조는 항공기 수색구조본부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는가?

아. 공항 분야(AGA, Aerodromes and ground aids)
공항 분야 신규 프로토콜 질문은 총 11개로 다음과 같다. 드론은 기존의 공항과는
다른 Vertiport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항을 활용하므로 이에 맞는 질문이 요구된다.

<표 4-19> 공항분야(AGA) 신규 프로토콜 질문
구분

질문 내용

1

드론 Vertiport 관련 법령은 마련되어 있는가?

2

드론 Vertiport 관련 국제표준과의 차이점을 ICAO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3

드론 Vertiport 관련 규정은 이해관계자들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 있는가?

4

드론 Vertiport 감독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은 채용되어 있는가?

5

드론 Vertiport 감독관에 대한 훈련정책, 프로그램은 수립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6

드론 Vertiport 인가와 관련된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7

드론 Vertiport 운영을 위한 manual은 감독 당국에 제출되는가?

8

드론 Vertiport 운영 manual은 적기에 개정되고 있는가?

9

드론 Vertiport 관련 사항은 AIP에 반영되어 발행되는가?

10

드론 Vertiport 주변의 장애물은 확인되고 안전 운항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가?

11

드론 Vertiport 운영 관련 문제점은 보고되고 수정되는 절차가 작동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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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 도출 결과
거시적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PQ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안전성
평가지표는 <표 4-20>과 같다. 본 지표는 국내 제도에 대한 평가가 아닌 글로벌
준비 단계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드론과 관련한 제도 자체가 현재까지 국제
표준도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간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도 글로벌 수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단계별로 안전성 지표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예상하였던 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격 분야를 제외하고는 단계별로
안전성 지표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드론 운용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자격과 관련된 제도 구축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3단계부터 자격에 대한 제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0> 2020년 거시적 안전성 지표 결과 - 연구진
구분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법령(LEG)

0.4800

0.4700

0.4600

0.4600

0.4600

조직(ORG)

0.4231

0.4154

0.4077

0.4077

0.4077

자격(PEL)

0.4702

0.4096

0.3489

0.3394

0.3372

운항(OPS)

0.4370

0.4126

0.3882

0.3874

0.3874

감항(Air)

0.4474

0.4383

0.4291

0.4291

0.4291

사고조사(AIG)

0.4434

0.4394

0.4354

0.4354

0.4354

항행(ANS)

0.4145

0.3879

0.3613

0.3613

0.3613

공항(AGA)

0.4416

0.4217

0.4019

0.4012

0.4012

총계

0.4408

0.4191

0.3975

0.3963

0.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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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분야 중 변화가 큰 자격 분야를 제외하면 항행과 운항 관련 제도가
낮은 준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드론 운영의 개념은 폭넓게
제시되었으나 실제 드론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운항 감독, 항행안전시설
등의 구체적인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장 준비 수준이 높은 분야는 법령 분야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드론 운영에
있어 법령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는 감항과 사고조사 부문에 대한 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항공분야에 이미 마련된 제도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흡수하여 사용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조직과 공항 관련 안전성 지표는 중간 정도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직과 사고조사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3단계를 기준으로 안전성 지표 변화
수준이 바뀌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드론 안전성과 관련된 제도 정비가 3단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단계는 조건적
자동화 단계로서 조건적 자동화 단계부터는 자동화에 대한 제도 구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4-3> 4차연도 안전성 평가지표 결과

88

3. 자문단 평가를 통한 검증
도출된 지표 검증을 위해, 자문단을 통한 지표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4-21>과 같다. 연구진 이외에 전문가 2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다른 평가결과가 도출되었다. 여기서 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설 기각이 평가지표의 유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적정
범위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표 4-21> 자문단 안전성 지표 검증 결과
구분

LEG

ORG

PEL

OPS

AIR

AIG

ANS

AGA

연구진

0.4800 0.4231 0.4702 0.4370 0.4474 0.4434 0.4145 0.4416

전문가1

0.4600 0.4077 0.4809 0.4370 0.4474 0.4424 0.4075 0.4478

전문가2
0.4400 0.3769 0.4617 0.4370 0.4439 0.4374 0.3983 0.4304
일원배치 분산분석
2.18E-051.38E-060.449821 0.00041 0.588115 0.44573 0.0182040.743267
(유의확률)
기각여부
×
×
×
×

○

○

○

○

주: 평균결과는 1단계 기준, 일원배치 분산은 단계별 전체 답변 기준 분석

<표 4-22> 2020년 거시적 안전성 지표 결과 – 전문가 1
구분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법령(LEG)

0.4600

0.4450

0.4200

0.4100

0.4050

조직(ORG)

0.4077

0.3692

0.3077

0.2923

0.2769

자격(PEL)

0.4809

0.4245

0.3628

0.3500

0.3479

운항(OPS)

0.4370

0.4079

0.3787

0.3780

0.3780

감항(AIR)

0.4474

0.4352

0.4209

0.4209

0.4209

사고조사(AIG)

0.4424

0.4354

0.4273

0.4273

0.4273

항행(ANS)

0.4075

0.3873

0.3653

0.3653

0.3653

공항(AGA)

0.4478

0.4217

0.3913

0.3901

0.3901

총계

0.4409

0.4176

0.3914

0.3892

0.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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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2020년 거시적 안전성 지표 결과 – 전문가 2
구분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법령(LEG)

0.4400

0.4250

0.3700

0.3300

0.3250

조직(ORG)

0.3769

0.3615

0.3154

0.2462

0.1769

자격(PEL)

0.4617

0.4160

0.3670

0.3617

0.3553

운항(OPS)

0.4370

0.4126

0.3787

0.3339

0.2890

감항(AIR)

0.4439

0.4383

0.4276

0.4260

0.4260

사고조사(AIG)

0.4374

0.4333

0.4232

0.4232

0.4232

항행(ANS)

0.3983

0.3942

0.3902

0.3902

0.3902

공항(AGA)

0.4304

0.4205

0.4012

0.3969

0.3963

총계

0.4316

0.4183

0.3985

0.3884

0.3801

<그림 4-4> 2020년 거시적 안전성 지표 결과 – 전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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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020년 거시적 안전성 지표 결과 – 전문가 2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자격(PEL), 감항(AIR), 사고조사(AIG), 공항(AGA)
분야는 연구진과 전문가 2인의 평가결과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령(LEG), 조직(ORG), 운항(OPS), 항행(ANS) 분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가 2 집단의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다. 공통적으로
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1 집단에 비해 각 분야 전공의 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2 집단이 드론 안전성 지표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특히 조직 분야 준비 수준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는데, 드론 운영 자체를 위한
준비는 운영자 니즈에 의하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에 대한 고려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연구진,
전문가 1 집단, 전문가 2 집단의 평가 결과 모두 3단계를 기점으로 안전성 지표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 이전에 자동화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결론을 재강조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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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제사항
1. 드론 안전 미시적 안전성 지표 개념
3차연도 연구에서는 비인증급 UAS를 대상으로 한 운용상 안전 확보와 최소한의
안전성과지표를 제언한 바 있다. 또한 비인증급 UAS 운용에 대한 위험평가를 위해
비인증급 UAS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임무모델을 설정하고, 임무 모델별 UAS의
운용개념에 따른 위협(Hazard) 및 위해 요소(Harm)의 식별/분석을 통해 임무 종류별
UAS의 운용 최소장비 구성을 고찰하고, 최소 장비체를 포함하는 부품의 고장 모드
분석을 통해 위험영향성을 최소화 하며 평가를 통해 임무 분류에 맞는 최소 안전
확인이 필요한 UAS 부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비인증급
UAS의 운용자가 자신이 운용하고자 하는 UAS의 임무비행계획 및 목적과 비행체의
취약점으로부터 야기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사건의 파급 결과를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운용자 개개인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4차연도 연구는 UAS를 이용한 운용 수요가 많은 임무에 대한 반정량적 위험평가
및 관리 방안을 비인증급 UAS를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운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한 수준으로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결과 도출의 적합성 및 보편성 확보를 위해 드론 운용범위는 유럽의 비인증급
드론 운용 방법을 준용하여 최대 민간 UAS 규정 표준화 조직인 JARUS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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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반정량적
위험평가를 위한 독자적인 종합적 위험평가 프로세스 또한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프로세스는 전년도 연구에서 분석, 도출된 위험평가
결과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유사하게 도출되는지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에 맞추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전년도 연구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반정량적 위험평가 및 관리방안을 누구나 쉽게 손수 이행해 볼 수 있도록 Checklist
형태로 정리하였고, 이를 JARUS의 비인증급 UAS에 대한 SORA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구 결과의 비인증급 UAS에 대한 적용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2. 비인증급 UAS 운용상 분류
UAV의 임무를 제약했던 배터리, 모터 등 동력 기술의 개발과 보편화로 2시간
내외의 비행시간에 맞는 임무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드론 임무가 다양한 범위로
확장되고 있으며, 위치정보의 오차로 인해 가시권(VLOS) 운영으로 한정되었던
드론의 임무운용 범위도 한국형 위성항법 보강시스템(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의 시범운용과 D-GPS의 보편화에 따라 EVLOS, 나아가 BVLOS
임무영역까지 확장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한편, UAV 및 UAS에 대한 규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드론, RPAS, UAS,
UAV, PAV 등 운용형태와 범위에 따라 통칭되고 있는 다양한 무인항공시스템의
정의와 분류를 ‘드론’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이를 기존 항공안전법과 연동하기
위해 기존의 무게 단위로 다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
운용은 감항성 평가 및 운용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히 25kg
이하의 소형 드론의 경우 별도의 감항성을 평가하거나 부품품질인증을 설정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에 밀려 항공안전 프로그램은 물론 적정한 수준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부품인증도 정의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의 항공안전은
단지 공역과 비행구역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거나, 시민의 신고에 의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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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비행을 통제하는 식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실제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행체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기준의 미비로 안전을 방치하고, 수집되어야 할 자산인 안전성과지표가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UAS를 다음의 두 가지의 원칙에 따라 분류 및 운용하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UAS를 크게 인증급과 비인증급으로 분류하여 인증급 UAS는
기존 항공체계 및 항공안전시스템의 범주와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고, 비인증급 UAS는
시스템의 복잡성과 가용 고도에 맞춰 보다 상세한 별도의 분류, 표준 비행 시나리오
및 운용 규정을 정의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비인증급 드론은 별도의
비행규정을 준수하되, 기존 항공체계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항공교통체계 및 규정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고의 원인조사와 방지방안 연구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로 인해 기존의 항공교통체계의 운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존 체계까지 새로운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비인증급
UAS에 기존 항공체계의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시킬 경우 비인증급 UAS의 도입
및 운용비용을 기존 항공기시스템만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항공급이
아닌 부품을 사용한 운용이 있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해 국내의 UAS 제도는 UAS를 150kg 이상의 인증급과
150kg 이하의 비인증급으로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인증급 UAS에 대한
민간 규정은 연구 중이며, 비인증급 UAS에 대해 드론 조종자격 증명, 비행체
보험 및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절차를 법제화하여 가시권 내에서 운용되는
UAS의 운용상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제도는 드론사용사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지정된 드론비행구역에서만 비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드론사용사업자라 할지라도 운용상의 준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규명,
법적 책임 및 피해자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UAS 소유자 및 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드론’으로 통칭되는
비인증급 UAS에 대한 비행안전 관련 규정과, 비인증급 UAS에 적용될 수 있는

94

비행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안전관리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인증급 UAS의 범위는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인증급 UAS 중 비행체 등록(신고)여부 및 비행승인 필요여부에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UAS를 포함한다. 이는 근래에 들어 멀티콥터형 회전익 무인비행장치와는
다른 Lift-and-go형 수직이착륙형 UAS, 분산추진장치를 이용한 Tilt-Wing,
Tilt-Rotor 형태 등의 다양한 형태의 비인증급 UAS가 안정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드론’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는 멀티콥터 형태의 회전익
무인비행장치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 연구 결과의 보편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비인증급 UAS를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범위 설정에 있어 UAS의 형태와 종류를 150kg 이하의
비인증급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너무 다양한 종류와 운용형태의
차이로 인해 연구/분석의 모호성이 증대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좁히되, 특정한 연구범위 내의 특정한 시나리오를 가지는 UAS
형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유럽, EASA 소형 드론 운용 분류
EASA는 소형 드론을 ‘OPEN’, ‘SPECIFIC’, ‘CERTIFIED’의 3개 위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운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각 카테고리별 소형 드론의 표준 운용
시나리오를 제정하는 방법으로 소형 드론 운용상의 위험을 특정한 형태로 한정지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그러나 EASA는 각 국가별 공역 관리 및 운항 허가는
국가별 항공당국(이하 CAA, Civil Aviation Authority)이 권한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용 국가의 공역 운용, 자격제도 및 안전시스템 등의 정의 및 운용은 EASA의
기준을 준용하여 CAA에서 세부 운용하게 된다.
드론의 사고를 유발하는 요소와 위험도는 드론의 크기 및 분류와 같은 단편적인
요소가 아닌 드론 운용, 감항, 면허, 교육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현되고, 위험이
사건으로 발현되는 데에 있어서도 실제적 피해는 각 사건별 대응방안 및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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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방안을 통한 대처의 적절성에 따라 다르게 통제되어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EASA 및 유럽 국가들은 EASA 및 JARUS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 5-1>과 같이
적용된다.

<표 5-1> 드론 운용관련 유럽 표준 법령 규정
드론 운용 위험 카테고리 분류

구분
감항증명

OPEN(A)

SPECIFIC(B)

CERTIFIED(C)

EU 945/2018

EU Art 11.2(d) 947
(SORA 반영)

Amd Part21
(계획 중)

UAS.SPEC.050 1(i)

Amd 1321/2014
(계획 중)

1. 제조사 운용 매뉴얼 기반
유지감항 수행
유지감항

2. UAS.OPEN.06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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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EASA, https://www.easa.europa.eu/document-library/, 발간 문서 정리 (2020.10.15)

나. 미국/북미, FAA
소형 드론 운용에 있어 미국의 FAA는 무인기와 유인기의 공역 분리를 통한
공역 운용상의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데 무인기의 운용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망라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시스템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무인교통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UAM의 개발이 빠르게 진척됨에 따라 소형 드론의 비관제구 운용을 포함한 무인기
공역관리를 단순한 공역분리로 커버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FAA는 2020년 상반기 UTM 운용을 위한 ConOps 2.0 버전(UTM 2.0)을
추가 발표, 공유하고 이를 위한 UTM 체계 운용을 위한 추가 기능요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UTM 2.0은 공역 구분상 UTM의 관제 범위에 대한 개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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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SA(2020), UTM Concept of operation v2.0, p. 5. & 13.

<그림 5-1> 공역 Class에 따른 UTM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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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M 2.0에서 도출된 공역 운용원칙이 기존의 방식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드론의 공역 분리를 기존의 지역 및 광역의 고도 분리가 아닌 시간을
하나의 Dimension 요소로 활용하여 기존의 3D가 아닌 4D의 영역에서 공역의
분리를 완성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드론과 기존 항공기가
공역의 일정부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항공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역의
점유지점이 변화하게 되는 시간적 특성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항공교통방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야기하는 공역 점유 부분을 일시적으로 중첩되지
않도록 Time-Domain에서 관리하여 공역 사용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안전위험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의 구현을
위해 UTM 운용상 시간적 정합성을 우선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항공기-UTM 간의 위치적 Time delay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은 4-D를 이용한 일시적 공역 분리 및 유-무인기 간 공간 분리의
개념을 보여준다.

자료: NASA(2020), UTM Concept of operation v2.0, p. 38.

<그림 5-2> 정보를 이용한 일시적 공간분리 운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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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적용 소형 드론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드론을 나름의 공역 운용 개념에 맞춰
분류하고, 분류별 운용 개념 및 운용 시나리오를 표준화하여 위험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소형 드론의 운용 안전을 확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형 드론에 대한 공역 운용 개념은 그동안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미국
FAA의 개념 및 원칙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역이
군에 의해 통제되어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특별한 허가 없이는 소형 드론이 합법적으로 운용될 수 없는 환경적
제약을 가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의 특수한 공역 운용환경 특성, 국내 소형 드론 기술 발전 동향과
전년도 소형 드론에 대한 상업적 임무별 위해(Hazard) 요소 위험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소형 드론 범위는 건조중량 150kg 이하의 비인증급 UAS
중 비행 간 호버링이 가능하고, VLOS와 EVLOS 운영이 가능한 30~40kg급 UAS를
모델로 상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물론 12kg 전-후의 호버링이 가능한 소형 드론을 연구 모델로 산정함으로써
국내 소형 드론의 등록 모델과 비등록 모델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12kg급의 모델은 동력계통도 배터리-모터로 한정되고, 이로 인해 최대 비행시간도
30분 수준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이를 이용한 형태의 ‘드론사용사업’도
한정적이라는 제약을 가진다. 또한 전년도 연구 결과를 볼 때, EASA에서 규정하고
있는 7kg 수준보다 큰 소형 드론은 부품고장에 따른 추락 시 모두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고, 비인증된 소형 드론은 부품별로 특정한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의 범주가 넓은 30~40kg급 소형 드론이
연구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여 동 모델을 대표 모델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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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영 평가지표 개발 방법론 구축

1. 소형 드론 운용 시나리오 대응 위험평가 프로세스 개요
비행 운용 개념은 소요되는 비행체의 운용범위, 장소 및 한계 등 비행체가
가지고 있는 비행 성능 및 세부 기능의 조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임무 운용에 소요되는 비행체의 형태 및 기능 범위를 정의하고,
정의된 임무와 비행 운용 개념에 맞춰 표준적인 비행체 운용에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위험평가 프로세스 수립에 있어 가장 먼저 정의되고
설정되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비행체의 운용 개념은 다양한 임무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으나, 다양한 상황의 임무별 운용 개념을 정리하여
이들의 공통점을 수합할 경우, 다양한 비행 시나리오를 일정 수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운용 수요가 증대되거나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즉시 구현이 가능한 드론 사용 형태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 안전진단’ 임무를 기준으로 소형 드론을 이용한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이를 기존 위험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프로세스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 소형 드론 운용 모델
1) ‘시설물 안전진단’ 임무 운용 시나리오
위험평가 프로세스의 시뮬레이션에서 소형 드론을 이용한 운용 모델은 이전
연구에서 PBS(Product Based Structure) 기반의 고장진단에 기인한 가장 확실한
위해요소 식별과 위험평가가 가능했던 시설물 안전진단 임무를 설정하였다.
동 임무는 자세안정용 짐벌이 장착된 수직 이착륙형 소형 드론을 이용하여

100

시설물의 균열, 파손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임무로 정의된다.
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 대상물은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통제가 가능한
교량, 통신탑, 태양광발전소, 전력전송용 송전선 및 송전철탑 등의 시설물이며,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상물은 주변 환경에 인적위해 요소가 쉽게 반영될 수 있는
교량 및 건물로 산정하였다.

｢

｣

자료: 중앙일보(2018.08.28), 고해상카메라 탑재한 드론, 건물 균열 쏙쏙 잡아낸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2920670(2020.11.19)

<그림 5-3> 시설물 감시/모니터링 임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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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 환경 및 비행방법
소형 드론의 운용 환경은 시설물 주변의 옥외 환경으로 시설물 중심 반경
10m 내외는 통제되는 환경이다. 따라서 시설물의 입지환경 및 시설물 진단
시 주변의 인적피해요소는 제한되는 환경에서 비롯된다.
점검에 사용되는 드론은 VLOS 비행을 기본으로 하되,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한된 상황에서의 BVLOS를 허용하며, BVLOS 운영은 Geo-Fencing과
D-GPS를 이용한 측위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계획비행으로 한정한다.

3) 운용 시퀀스
전년도 연구결과의 연속성을 반영하여 VLOS 및 BVLOS 운영형태를 가정한
드론의 운용 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5-2> 시설물 안전진단 드론 운용 시퀀스
단계

항 목

1

시설물 인근 RPS(Remote Pilot Station, 원격조종국) 구축

2

드론 통신 및 상태 확인

3

드론 상태 확인용 장주비행 또는 호버링

4

진단 대상물 확인 및 BVLOS용 경로 입력

5

VLOS 비행 및 임무 수행(30분 이내)

6

D-GPS 등 보조 위치확인장치 확인

7

BVLOS 경로비행 임무 수행(10분 이내)

8

경로복귀

9

Data Backup 및 진단 완료

주: 2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운용자가 함께 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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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형 드론 비행체 요구 기능 및 성능
전술된 임무 개념을 완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드론은 다음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ㅇ 고도 300ft 이상
ㅇ 1시간 수준의 운용가능
ㅇ 짐벌을 갖춘 고성능 전자광학 카메라 탑재
ㅇ Auto Hovering(제자리 비행), Auto RTB(Return to Base, 기지 귀환)
ㅇ GPS-Based Planned Nav.
ㅇ Secondary datalink
ㅇ 비상용 낙하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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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드론 운용 카테고리
4)항에서 전술한 C3 class 드론은 운용 카테고리상 OPEN 카테고리와 SPECIFICED
카테고리에서 모두 운용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 SPECIFIED 카테고리는
일반적인 OPEN 카테고리와 달리 비행 허가를 항공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사용되는 무인기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조종자가 교육되어 특정한 조종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 임무 수행에 있어 가정된 사항이 전술된 드론의 기능이 1시간 이상 비행하고
5km 이상의 로이터(Loiter)와 계획경로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므로 OPEN 카테고리에서 운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무대상인 교량 및 통신탑의 경우 주거인구가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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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역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SPECIFIED
카테고리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동 임무는 전술된 기능을 보유한 C3 Class의 등록된 드론이
SPECIFIED 카테고리의 운용규범을 가지고 운용됨으로 가정되고 위해요인별
원인(Based event, defect)과 피해(Harm)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6) 공역 운용 방안
임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공역은 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관제구 고도와
EASA의 SPECIFIC Category 드론 운용에서 요구하는 고도 400ft 이하 신고 및
400ft 이상 허가의 기준을 준용하고, 시설물의 높이가 초고층 구조물이 아닌
것을 고려하여 표면고도(AGL, Above Ground Level) 300ft 이내의 운용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로이터의 경우 교량과 같은 대형 시설물과 BVLOS 상의 경로계획운용을
고려하여 로이터 반경 5km로 가정하여 설정하였다.

7) 예상 사고 및 피해 객체
동 임무에 사용되는 드론은 R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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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피해 그리고 UAS 운용자에 대한 준비 시 비행체 파손으로 야기된 피해로
한정할 수 있다.
기체 추락으로 인한 피해 객체는 시설물, 관리인력의 상해, 시설물 또는 주변지의
화재로 볼 수 있으며, UAS 운용자의 피해는 UAS 시스템의 오작동 또는 오동작으로
야기된다. 따라서 동 임무의 위험 요소 분석 시 기체 추락을 야기시키는 원인과
UAS 기체의 오류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피해의 심각도를
FAA-SMS Manual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04

나. 소형 드론 운용 위험평가 프로세스
현재 항공기 운용을 위한 위험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는 법률 및 고시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인 SMS 프로세스에 의존하고 있다. 고시된 SMS의 프로세스는
항공기의 운항을 특정 목적을 위한 운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항공운송
및 항공교통 관리업무에 기반하고 있다.

<그림 5-4> 일반 위험 평가 및 감쇄 프로세스

이에 반해 임무 및 임무를 위한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운용을 위한 비행궤적
및 운용 필수장비를 구현하는 무인기는 고시된 기존 SMS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사유로
ICAO는 무인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UAS Working Group(UAS WG)과 전문가
집단의 상업적 모임으로 구성된 JARUS를 통해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 및
무인시스템을 통찰하는 무인시스템용 위험평가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지침
및 적용 예시를 공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위험의 평가를 통해 운용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원인 및 사고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형 드론에 대하여, 소형 드론이 운용되는 SPECIFIED Operation을 운용원칙으로
하는 SORA를 개발하고 이를 배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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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SORA를 이용한 무인항공기용 위험평가 프로세스

이러한 JARUS SORA는 대부분의 무인항공기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기존의 SMS에서 정의한 용어 및 정의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와
지침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해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JARUS SORA
프로세스가 일반항공기용 SMS의 용어와 분석/평가 원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SORA 프로세스를 이용해 직접 위험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SORA의 사용이 EASA Specified UAS 등급의 무인항공기뿐만 아니라,
이보다 상위의 Certified Class인 ICAO RPAS 수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ATM
운용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입된 내재적
지상/공중/운용 위험을 이용한 위험분석/평가 방식은 SORA 사용을 통한
일반사용자의 위험평가 접근을 어렵게 하므로 소형 드론의 임무에 적합한 형태로
SORA를 분석할 수 있도록 JARUS의 표준 운용 시나리오에 맞춰 SORA를 WEB
BASE의 Step by step 형태로 단순화시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툴에도 불구하고 SORA의 근본적인 SMS 연관성으로 인해 사용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용을 위한 일반수준 이상의 사용자 교육 또는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EuroUSC-Italia사가 개발한 WEB BASED
SORA인 SAMWISE-SORA-ONLINE의 프로세스 및 사용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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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AMWISE, “SORA Online Process” http://www.online-sora.com 내용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2020.07.25)

<그림 5-6> SAMWISE SORA Online 프로세스

특히 소형 드론의 경우 임무운용절차 및 임무운용을 위한 비행계획이 소형
드론이 비행하게 되는 운용지역의 환경적 상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로 상황별로 다양한 비행계획상의 환경적 위해 요소들의 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화된 복잡한 형태의 SORA에 맞춰 소형 드론의 운용위험을 분석하고
판별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과 위해요소의 명확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형 드론을 이용한 임무에서는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임무별
보우타이로 대응시킬 수 있는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을 개발하고, 각 임무별
기본 배경 상황을 운용지침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SORA를 사용해 위험평가 하는 것보다 비행체를 25kg 미만의 소형
드론으로 특정하여 비행에 필요한 최소장비를 PBS로 식별하고, 소형 드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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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카테고리화하여 임무별로 나타날 수 있는 위해요소
및 위해 사건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해요소에 따른 사건 및 사건
결과(consequence) 도출, Event를 야기하는 원인들을 모델로 작성하고 DB화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다음은 소형 드론을 위한 운용 임무별 표준형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그림 5-7> 소형 드론용 표준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안)

전술된 프로세스는 특정 임무에 대하여 표준 시나리오를 비행 환경상 나타날
수 있는 요소까지 반영하게 되면 비행계획의 상세화로 인해 너무 다양한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임무별로 표준화된 보우타이 모델의
운용프레임을 비행필수장비로 인한 위험-위해요소가 반영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운용하고자 하는 환경과 임무, 그리고
추가될 수 있는 임무장비 및 안전 장비에 대한 위해 저감 및 안전방어 기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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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추가적으로 보우타이모델에 반영하여 운용 전에 먼저 운용 간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어떠한 안전지표를 수집하게 될지에 대해 평가하고
운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상기의 프로세스 운용을 위해서는 임무별 운용개념이 범주화 되어야
하고, 운용개념에 따른 임무별 상세 비행계획이 JARUS가 제공한 표준 시나리오의
항목에 적합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제약을 가진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이후
단에서는 상기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요소들을 확인하고, 각 프로세스별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전술된 임무가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로 위험/위해요소
대비 심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 JARUS-SORA의 위험평가 프로세스 적용 방안
SORA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크기, 사용 지역의 지역적 특성,
그리고 비행계획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행계획이 내재하고 있는 각각의 지상위험,
공중위험 및 운용상의 안전상태 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위험에 대한 수준을
규정짓는다. 각 위험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있어 비행계획으로부터 발현되는 내재
위험내역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비행계획이 변경되거나, 비행체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면 내재적 위험이 변동되게 되는 구조로 동작하게 된다. 다시 말해 내재적 위험이
프로세스에 의해 세부적으로 계산되고 할당되어 평가되는 형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변화에도 비교적 정확한 수준의 내재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에 의해 계산되어 나오는 위험이기 때문에 사소한
비행환경의 변경에도 반응할 수 있으며, 어떤 변화가 위험의 변화를 야기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도록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단점은 전문적인 항공 교통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SORA 프로세스를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형 드론의 운용에 있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임무 지역에
따른 비행 환경의 변화는 매 비행 임무마다 발생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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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SORA 평가를 한다는 것은 운용자에게도 큰 자산을
소모하도록 하고, 소형 드론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1회
운용비용의 증대를 크게 야기시킨다 할 수 있다. 또한 운용자가 변경될 경우
이러한 비용이 중복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법적 강제성이
없는 SORA 평가를 통한 임무 간 내재적 위험의 식별 및 위험도 확인을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무절차가 발전할 가능성이 증대되며, 이는 드론사용산업
측면에서의 보험료 상승, 비행 허가자와 운용자 간의 사고시 손해사정비율 등의
분쟁 가능성 증대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인프라 및 공역 운용 환경상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로서의
접근으로 항공당국 또는 공적 이해당사자가 소형 드론을 이용한 임무와 임무가 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카테고리화 하여 정의하고, 정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규정한
후, 이에 맞는 위해요소-위험사건-심각도의 연계를 SORA를 통해 모델화 하여
배포한다면, WEB-BASED SORA 수준의 정교함은 부족하지만 소형 드론을 이용한
임무 운용에 보다 쉽고 보편적인 위해요소 식별 및 위험도 확인의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드론을 이용한 임무와 임무가 주로 수행되는 몇 가지의
비행계획을 정의하고, 이에 맞는 위해요소-위험사건-심각도의 연계를 SORA를 통해
반정량적 보우타이 모델로 정의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반정량적 보우타이
모델에 따라 위해요소-위험사건-심각도의 연계를 모델화하고, 운용자는 정리된
모델에 실제 운용을 위한 비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위해요소 저감방안, 안전기제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한 장의 시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용상 발견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를 비행 후 정리/기록함으로써
안전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실증적 데이터 요소의 기록을 축적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그림은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되는
반정량적 보우타이 모델의 관리 도표 예시를 나타낸다. 동 모델을 관리용 지표 수집용
관리표로 설정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제, 방어기제 및 각 기제별
강화/분리 소유 방법에 따른 완화계획 등이 부가될 수 있도록 추가 기제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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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임무의 운용 복잡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5-8> 소형 드론 운용에 따른 반정량적 보우타이 위험평가 모델

<표 5-3> 보우-타이 위험모델 개발 단계별 적용 순서(안)

4
5
6

단계별
수행내역
위해요소 식별
원인사건 식별
사건 식별 및
구체화
결과 식별
예방대책 식별
감소대책 식별

7

악화요소 식별

8

악화요소
방지대책 식별

9

수행업무 식별

10

반정량적
적합성 평가

11

수행업무
추적관리

단계
1
2
3

단계별 수행을 위한 확인 질문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유해위험요인이 통제되지 않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유해위험요인이 통제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사상의 잠재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위협(원인)을 통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결과의 크기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예방(감소)대책이 실패하거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는가? 예방(감소)대책의 기능을 약화 또는 무효화
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방(감소)대책이 실패되지 않음을 보증하는가?
예방대책(감소대책)이 계속 유효함을 보증하기 위한 수행
업무는 무엇인가?(설계분야, 정비/검사분야, 운전분야,
관리분야)
대책(방호계층)이 적절한가?(목표수준을 만족하는가?)
만약 목표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대책을 추가하여 5~10
단계를 반복한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하는가? 절차서, 체크리
스트, 작업지시서 등이 있는가? 완료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는가?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1), 정량적 보우타이(Bow-Tie) 리스크 평가 기법에 관한 지침,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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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운영 평가지표 활용 안전성 평가 결과
1. 운용 시나리오 대응 위험평가 프로세스 적합성 검증
가. 시설물 안전진단용 소형 드론 운용임무 관련 위해요소 분석
본 연구에서 진행될 드론 운용 시나리오별 위해요소 식별은 시나리오에 따른
드론 운용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먼저 식별하고, 식별된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해요소와 위해요소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고의 유형은 ICAO Occurrence DB에서 제시된 35가지 사고 유형에서
발췌하되 무인기 사고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유인기 사고와 동일
유형 또는 가장 근사한 가치를 갖는 유형으로 발췌하여 이에 대한 원인으로
확장/구체화 하는 방법으로 식별하고, 두 가지의 사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보다 선행 원인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원인사고로 구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4> ICAO 사고 DB 요약(Occurrence DB)
순번

제 목

1

활주로 미/과착

2

비정상적 활주로 충돌

3

활주로 이탈

4

활주로 침범

5

지형 충돌

정의
활주로, 착륙대 등의 표면 밖에 착지한 경우
이착륙 중 활주로 등에 비정상적인
접촉이 발생한 경우
활주로 측면 또는 끝단을 이탈한 경우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표면 보호구역에 항공기,
차량, 사람이 규칙에 어긋나게 진입을 한 경우
비행제어 상실 징후 없이 지형, 장애물 등과 충돌한 경우

자료: 국토교통부(2018), 2017 항공안전 백서, pp. 56-58. (아래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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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순번

제 목

정의

6

이착륙 중 장애물 충돌

이착륙 중 지상의 장애물 등과 충돌이 발생한 경우

7

조종능력상실(비행 중)

비행경로를 이탈하였거나 비행제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8

직접 화재

9

간접 화재

10

엔진 외 고장/결함

11

엔진 고장/결함

12

객실 안전

항공기 객실 안전 관련 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13

지상조업

지상조업 중 또는 그 결과로 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14

난기류

비행 중 난기류 조우가 발생한 경우

15

윈드시어

윈드시어 또는 뇌우에 조우한 경우

16

항공기 결빙

항공기에서 화재, 연기 발생
(다른 유형의 후속 화재는 제외)
다른 사고유형의 결과로 화재나 연기가 발생한 경우
동력장치 외의 장비 및 부품에 고장, 결함이 발생 경우
동력장치 고장,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표면에 눈, 얼음, 비의 결빙, 서리 등이 쌓여
항공기 조종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17

공중충돌

18

지상충돌

19

지상 조종능력 상실

20

양력 상실

21

저고도비행

22

급기동

23

항행오류

비행 중인 항공기 간 공중충돌 또는 니어미스(Near
Miss)가 발생한 경우(ACAS 경보, 분리 손실 등 포함)
유도로 또는 사용 중인 활주로에서 충돌이 발생
지상 운항 중 항공기 제어능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비행 중 양력 상실로 중도 착륙을 한 경우
지표면 가까이에서 비행 중 장애물 등에 충돌하거나
충돌위험 발생한 경우(단, 이착륙 단계는 제외)
의도적인 항공기 급기동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의 잘못된 항행으로 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료: 국토교통부(2018), 2017 항공안전 백서, pp. 56-58. (아래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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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순번

제 목

정의

24

조류충돌

25

야생동물충돌

26

급유관련

27

공항운영관련

공항 설계, 서비스, 기능 문제로 안전사건이 발생

28

계획에 없던 계기비행

공항 설계, 서비스, 기능 문제로 안전사건이 발생

29

외부 장착물 관련

30

보안관련

31

기타

32

원인 미상

조류와의 충돌 또는 니어미스가 발생한 경우
공항이동지역에 나타난 야생동물과 충돌하거나 충돌 회
피 조작을 한 경우
연료 고갈, 부족, 관리 실패. 오염, 기화기 또는 흡기
계통 결빙으로 엔진의 출력이 감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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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교통부(2018), 2017 항공안전 백서, pp. 56-58.

사고를 야기시키는 위해요소의 분석은 드론시스템 장치별 integrity 또는 장치
수명주기에 따른 신뢰성과 관련된 위해요소, 그리고 운용자의 비행숙련도와 관련된
위해요소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드론시스템의 장치별 신뢰성은 시스템의 PBS(Product
Based Structure)를 기반으로 비행에 소요되는 최소장비목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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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ure)를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드론시스템의 위해요소별 원인 사건 중 장치의 MTBF를 확인하여 분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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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COTs(Commercial Off The
Shelf)를 사용함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구조적 강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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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군사용 드론을
제외한 일반적 드론시스템은 부품별 MTBF를 확인할 수 없는 부품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근원적 문제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론시스템의 PBS에
따른 원인 사건에 관련된 부품의 신뢰성을 파악해보되, 정량적인 구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인 부품으로 인한 방어기제를 Hard Redundancy part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위해요소별 위험사건과 이를 야기시키는 원인 사건 및 안전기제 및
방어기제를 망라한 bow-Tie 모델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중 ‘별표 1-1’에서 기술된 위해요소별 위험사건의 Bow-tie
table을 기반으로 임무 시나리오별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우타이 모델에서 제시된 예시에서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표 5-5> 보우타이 모델 용어 정의
구분

용어

정의

1

원인사건

위험사건의 원인

2

위험사건

위해요인이 발현되어 시스템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건의 형상

3

안전기제

원인사전이 차단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또는 대응방안

4

방어기제

위험사건이 성공적으로 차단된 경우의 원인과 결과

5

잠재결과

위험사건에 대한 방어기제 또는 대책이 실패하여 위험사건이
발현된 경우의 예상되는 결과

6

잠재결과 심각도

공학적 연계성 또는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잠재결과의 심각성
을 기술하고, 이를 FAA-SMS Manual 상의 Hazard Severity 등
급에 맞춰 정량화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기술한다.

｢

｣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제1033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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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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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버링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회전익을 가진 멀티콥터 또는 헬리콥터형 드론으로 산정하여 사고유형을
기술하였다.
동 임무에 대한 드론 시스템의 PBS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것으로
간략화 가정하여 사고 유형별 위해요소를 분석하였다.

<그림 5-9> 시설물 안전진단용 드론의 최소비행장비 PBS

위해 요소별 원인 및 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Bow-tie 모델을 통한 심각도
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주요 위험사건으로 하기의 4가지 사건을 종합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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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물 진단/모니터링 임무의 위험사건
- 모터/모터드라이버 기능 이상/정지
- 비행제어장치(FCC, Flight Control Computer) 기능 이상
- 배터리 기능 이상 / 파손
- GPS 기능 이상(BVLOS 운용시)

상기 임무별 위험으로 제기될 수 있는 대표 위험사건으로 기술된 대표 위험사건별
원인사건의 연계성과 이를 차단/보완할 수 있는 안전기제 그리고 사건의 발현 시 생기게
되는 위험과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어기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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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 모터 및 모터드라이버 이상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양력 상실,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ESC 파손 및
기능 이상

안전기제

위험사건

사용시간 기록
전류제한기 부착

방어기제

잠재결
과

잠재결과
심각도

비상 인식 후
연착륙

지상 충돌

항공기 전손,
사상자 발생

비상 인식 후
연착륙

지상 충돌

항공기 전손,
사상자 발생

사용시간 기록
및 MTBF 확인
모터 파손 및
기능 이상

인증부품 사용
Hard
Redundancy
사용

모터 및
모터드라이버
기능 이상

배터리 잔량표시
배터리
전류출력 부족

동력계 외
전류제한기 부착

비상착륙
비상 인식 후
연착륙

낙하산
운용

항공기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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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CC 기능 이상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FCC 기능 이상이 발생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7> FCC 기능 이상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안전기제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결
과

잠재결과
심각도

지상 충돌

항공기 전손,
사상자 발생

지상 충돌

항공기 전손,
사상자 발생

인증부품 사용
FCC 보드
이상

제어 S/W
오류

Hard
Redundancy
사용
버전 확인 등
사전점검 절차
의무화
배터리 잔량 표시

배터리
전류출력 부족

가속도, Gyro,
AHRS, GPS 등
주요 센서 이상

FCC용 Backup
배터리 장착

FCC
기능 이상

비상 인식 후
연착륙

비상착륙
낙하산
운용

항공기 파손

인증부품 사용
Hard
Redundancy
사용

지상 충돌

항공기 전손,
사상자 발생

3) 배터리 기능 이상 / 파손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배터리의 기능 이상 또는 파손이 발생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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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배터리 기능 이상 / 파손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분석
CONSEQUENCE : 양력 상실, 조종능력 상실
원인사건
배터리
충전량 표시
오류

배터리 셀
한계수명 도래

안전기제

방어기제

잠재결
과

잠재결과
심각도

인증부품 사용
Hard
Redundancy 사용
사용시간 기록
및 MTBF 확인
인증부품 사용

배터리 팩
기계적 파손

위험사건

배터리 기능
이상
또는

지상 충돌
비상 인식 후
연착륙

비상 착륙

항공기 파손,
사상자 발생

배터리 파손

장착 전
배터리 육안검사

직접 화재

항공기 파손
사상자 발생
간접 화재

4) GPS 기능 이상
드론시스템 중 비행체의 PBS상 GPS의 기능 이상이 발생되는 위험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이벤트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정리된 표에서 위험의
원인사건 중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추가 위험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9>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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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전
기체 육안검사

위험사건

방어기제

잠재결과

잠재결과
심각도

비상착륙

항공기
망실

BVLOS
GPS
기능 이상

Waypoint
운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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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평가 프로세스 대응 보우타이모델 시뮬레이션 검증
소형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임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사건 및 사건
결과는 앞 절에서 전술되었다. 3절에서 제안한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식별된 드론 운용 안전상의 위험사건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결과를 모두 전시하고 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 분석된 동일 임무에 대하여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로 위험사건을
전시하고 이로 생성된 비행계획상의 여러 안전기제, 방어기제를 및 잠재결과와
심각도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인지시킬 수 있도록 도시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함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이전 절에서 전술된 임무에 대해 정리/분석된 위험 사건 및 결과에
맞춰서 모든 위험사건 및 사건결과가 운용자에게 전달, 응용될 수 있는지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에 전시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어떠한 부분에 이관에
따른 위험 및 부족분이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쉬운 수준의 위해요인-위험사건-잠재
결과의 스토리텔링이 전달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에 사용되는 임무는 이전 절에서 전술된
‘시설물 안전진단’ 임무이며, 이 임무에 대한 추락을 야기하는 심각도 높은
위험사건은 3가지로 이미 분석이 완료되었다. 동 사건을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에
기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동일 사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적용을 수행하여
상호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제시된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의 기본형
정보 구성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의 구성은 크게 원인사건-안전기제위해사건-방어기제-잠재결과 및 이에 따른 심각도 예상치를 연결한 보우타이
스티치 부분과 각 위험요소의 안전기제 간 연계 및 순서를 Index 형태로 구성한
안전기제 Listing 영역, 방어기제 Listing 영역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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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성을 통해 ‘시설물 안전진단’ 임무를 JARUS STS-01에 정합성을 지니는
지역에서 운용함을 전제하여 시뮬레이션을 구성한 결과 하기와 같이 구성되었고,
각각의 안전기제 및 방어기제 또한 다음의 표와 같이 기술/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10>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의 Hazard – event relation 차트

<그림 5-11>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의 안전기제 Listing 차트

<그림 5-12>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 방어기제 Listing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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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운용자가 가질 수 있는 상당부분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유사하지만 이질성 있는 임무 운용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기제 방해요소,
방어기제 무력화 요소 및 위해사건 전개 시나리오 경로에 따른 심각도 변경
등의 추가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운용 중에 발생된 위해요소가
예측가능한 위해요소인지, 예비되지 않은 실제 위험요소인지 비행 완료 후
기록하고 Back Briefing을 통해 기록 관리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우타이 모델
반영 요소의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13> 위해요소 발생 시나리오 전개 경로 차트

<그림 5-14>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 안전기제 무력화 요소 Listing 차트

<그림 5-15>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 방어기제 무력화 요소 Listing 차트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을 이용한 기본 반정량적 보우타이
모델을 보우타이 위해요소 관리 시트로 확장함이 필요한 것으로 표준형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유로 표준형 모델에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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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야 할 최소한의 관리요소로 위해요소 발현 Path Route 차트, 안전기제
무력화 요소 및 연계요소 관리 차트, 방어기제 무력화 관리 차트 등을 전 절에서
제안한 표준형 모델에 추가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또한 이 차트를 단순한 위험의 인지가 아니라, 소형 드론 운용자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용 경험을 통해 새로운 위해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본
프레임으로써 사용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한 소형 드론 위해요소 식별 및 안전 확보 응용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2. 소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소형 드론을 이용한 운용자가 확인해야 하는 임무별 위험사건과
위해요소 그리고 잠재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항공위험평가를 위한 소형 드론
운용자용 반정량적 보우타이 모델 작성 지침과 ICAO SMS 매뉴얼에 기반하여
해당되는 보우타이 모델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기 도출된 위해요소에 대하여
표준형 보우타이 모델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특정 임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상기의 연구수행 과정에 있어 소형 드론을 이용한 드론 사용사업 및 드론
안전운용을 위해 임무별, 비행구역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나리오 및
위험평가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형 드론의 위험평가 프로세스로 널리
알려진 JARUS-SORA 프로세스를 통해 객관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정량적 자료에
기반으로 정성적 위험 지표 수집은 수행할 수 있으나, 프로세스의 용어 및 분석
단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 운용자에게 사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소형 드론의 운용 안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소한의 운용안전 기반 확보를 위해 표준 운용시나리오인 JARUS STS-0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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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02을 적극 활용하여 소형 드론 이용 사업군별 운용 시나리오 및 절차를
수립, 적용 적합성을 확인한 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화된 형태의 소형 드론용 위험평가 프로세스 개발을 통해
소형 드론이 운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운용상의 위험과 위험에 따른 영향성을
빠르고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소형 드론 운용자들에게
위험평가를 위한 교육을 통해 드론의 안전운용 의무를 징벌적 수단이 아닌 스스로
운용상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툴로 인식하도록 계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식별된 소결론들을 종합할 때, 소형 드론 운용상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향후 설정 지표들의 수집/분석으로 다양한
임무별 안전관리 방안으로 피드백함으로써 개발된 소형 드론을 위한 위험평가
지침의 지속적 갱신을 수행함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용 및 내재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소형 드론의 운용 위험 인지로
인한 비행계획 조율로 사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UTM 적용 전까지 소형 드론의
운용 위험 관리를 통한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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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활용방안

제1절 개요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국가 드론 안전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성과를 이끌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P)」 구성을 목표로 하였다.

드론 분야는 항공 분야의 국가 안전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을 이끌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할 뿐더러 더 큰 제약은 드론 안전 프로그램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드론 기체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초 안전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국가 드론 안전 정책의 절차와 수준,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P)의 기준에 맞춰 안전 정책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SP)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4가지
요소인 국가 안전 정책, 안전 위험관리, 안전 보장, 안전 진흥(문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드론 안전분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성요소 1인 국가 안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드론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령에 따라 진행 중인 드론 특별 승인 추가 제도에서
본 연구의 위험도 분석 기준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3자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드론 안전을 위한 추가 논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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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될 드론 택배 안전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O) 개념과 이에 따른 법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구성요소 2인 국가 안전 위험관리와 관련해서는 국가 드론 안전 위험관리
체계를 제시하였다. 현재 부재한 드론 분야 안전 위험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어려운 소형 드론의 반정량적 위험평가 지침(안)을
제안하여 향후 안전위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구성요소 3, 4인 안전 보장과 안전 진흥을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인 국가의
항공안전 정책에 대한 지표를 활용하여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위험분석을 기반으로 드론 안전평가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안)을 제안하였다. 위험 목표는 국가의 안전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모바일 플랫폼은 드론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안전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6-1>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 개념에 따른 정책성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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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드론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 위험도 분석에 따른 드론 특별 승인 추가 절차
1차연도에는 드론 간 충돌위험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드론의
최고속도, 운용반경, 운용고도 등 드론의 성능을 가정하였으며, 교통흐름에
있어서는 자유 비행과 정형화된 교통흐름 상황에서의 비행속도, 분리간격, 교차각,
교통률, 공역넓이, 초기위치, 드론의 댓수, Look-ahead time 등을 가정하여
conflict 위험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2차연도에는 지상 제3자 위험도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지상 피해 모형, 목표 안전치, 드론 간 conflict 빈도, conflict로 인한
공중 충돌 사고 확률, 사고로 인한 피해 면적, 피해 면적의 인구, 피해 면적의
보호 효과, 예상 충격량 등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위험도 분석’은 앞으로 다수의 드론이 비가시권 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 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검사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승인 절차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2020.07.18.)

<그림 6-2> 드론 특별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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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25)에서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26)의 별표 1에서 제시하는 공통상황에 따른 장비 등 장착,

야간비행을 위한 사항, 비가시비행의 안전 기준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정한 다수의 드론 운영 상황에서는 더 복잡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기준 검사가 요구되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다수의
교통량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본 특별승인 절차에 위험도 분석이 추가되어
더 안전한 절차로 발전하도록 제안한다.

공통사항
(안전장비 장착
기준 등)

+

개별사항
(야간비행,
비가시비행
요구사항)

+

위험도 분석
(교통흐름에 따른
위험도 분석 수행
결과 반영)
- 본 연구의 1,
2차연도 성과

<그림 6-3> 위험도 분석에 따른 드론 특별 승인 절차(안)

2. 지상 제3자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드론 안전기준 개선(안)27)
➀ 드론 분류 체계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분류 체계를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드론의 기체가 갖는 운동에너지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운동에너지에 따른 사망 피해 확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 드론이 추락할 때 초기의 위치에너지 중 일부가 운동에너지로 변환이
되며, 운용 고도가 높을수록 변환된 운동에너지의 양 또한 매우 크게 된다. 그러나

2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개정 2020.5.27., 2020.12.10.>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4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27) 한국교통연구원(2018),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2차연도), pp. 121-127. 2차연도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요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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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드론 분류 체계 기준 개선안에는 이에 대한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드론 분류체계와 안전기준도 위치에너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계산 방법론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 있다.
➁ 드론 교차로의 위치 설정 방안 제시
2차연도 연구결과와 같이, 드론 교차로의 위치는 드론 간 공중 충돌 사고의
위치를 결정하는바, 지상 제3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그 위치에
따라 사고 여파 영향 지역의 건물이나 도로, 차량의 교통량, 인구 밀도 등이 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드론 교차로 설정 시 건물로 인한 보호 효과가 높은 지역이나,
인구 밀도나 교통량이 낮은 지역의 상공에 위치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상 제3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➂ 추락용 낙하산 의무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론 운용 고도는 드론이 지표면까지 낙하했을 때
속도와 에너지의 양을 결정한다. 위치에너지에서 전환되는 운동에너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 낙하산의 장착이 필수적이다. 낙하산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낙하
속도(vf)는 감소시키고 낙하시간(tf)은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추락하는 드론을
지상에서 보고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락용
낙하산 의무화에 대한 규정 개정이 요구된다.

➃ 탐지 및 회피 성능의 향상 및 인증 기준 필요
지상 제3자 위험도 평가의 입력 변수 중 conflict로 인한 공중 충돌 사고 확률은
임의의 수치로 가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conflict가 천만 번 발생할 때 6번
공중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나, 이는 제3자 위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탐지 및 회피 시스템의 인증 기준을 설정할 때 천만 번
conflict 발생 시 충돌이 1회 이하로 발생하도록 강제한다면 앞에서 구한 제3자
위험도는 6분의 1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탐지 및 회피 성능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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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함께 관련 인증 기준 수립이 요구된다.

3.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드론 택배 안전 확보 방안28)
➀ 드론 택배 실용화를 위한 비행시간 확보
현재 시험비행 중인 택배 드론은 아직 20분 정도만 비행이 가능하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에 한계가 있고, 기체 무게에 화물의 무게가 더해지므로 비행시간은
단축된다. 비행시간의 단축은 곧 택배 가능 거리의 제약을 의미한다. 택배의
특성상 편도가 아닌 왕복인 점까지 고려하면, 드론의 비행 거리는 더욱더 짧아진다.
따라서 연료전지, 가솔린 하이브리드와 같은 장기 체공이 가능하며, 연료의
재보급이 용이한 새로운 동력원을 이용한 드론의 성능규격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여, 드론 택배의 실용화를 위한 드론의 최소 비행운용시간 제한조건을
산출하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➁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확보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륙부터 배송을 거쳐 모기지로 복귀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드론의 자동비행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FOD, 국지성 호우, Bird Strike 등의 돌발적 환경요인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돌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현재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드론마다 비상용 낙하산을 장치함으로써 돌발적 비상상황에도 기체를 최소한의
파손으로 지상 착륙시키는 것이 소요된다. 따라서 낙하산과 같이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연구함으로써 안전성이 담보된 드론 택배 체계
구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8) 한국교통연구원(2018),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2차연도), pp. 127-129. 2차연도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요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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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물품 수령 방안 확보
택배 드론이 목적지에 도착 후, 집 앞마당과 같은 넓은 공간에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물품을 내려놓고 가는 방식으로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착륙을 위해 소요되는 사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드론택배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택배를 수령하고, 보관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이 마련되거나, 이를 위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➃ 비행 규제 개선
자동 비행 및 비가시권 비행이 요구되는 드론 택배의 실용화는 현재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사업 출범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드론 택배의 실용화 연구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응용사업 발전을
위해 적절한 비행안전성 확보방안에 맞춰 자동 계획 비행 및 비가시권 비행의
허가는 규정 개정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P) 개념 및 법규 및 지침개정(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의 개념을 확장하여

」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P, State Drone Safety Program) 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SP)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4가지 요소인 국가 안전 정책,
안전 위험관리, 안전 보장, 안전 진흥(문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드론 안전분야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드론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우리나라 드론 및 무인항공기의 정책 중 위험관리와 안전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안전시스템과 위험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축과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드론 및 무인항공기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정책의 절차와 위험관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의와 분류만으로도 드론 안전 데이터와 시스템의 기반을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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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P)」 개념

이러한 기반을 놓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규 및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무게 제한인 최대이륙중량과 사업용을
기준으로 장치신고 여부가 나뉜다. 특히 사업용인 경우 25kg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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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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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초경량비행장치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제공자는 정부의 항공안전프로그램(SSP)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구축하게 되어 있다.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제작사, 전문교육기관, 항공기정비사업자, 공항,
항행안전시설은 SMS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 및 무인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법적
분류나 이를 반영한 계획은 아직 정부나 산업계도 미비한 실정이다.
물론 현재 드론 관련 사업이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산업의 규모
측면에서 많은 제약 요소가 있으며, 무엇보다 산업을 저해하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도 안전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 초기 데이터 수집과
위험을 분석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드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 위주의 방안이 아닌 안전데이터 수집과
안전문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드론 및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데이터 수집과 관리
위주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구축하고, 규제보다는 사용자에게 안전방안을
좀 더 제시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지원한다면 산업활동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앞으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안전정책과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항공안전법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의
범위와 특성을 반영한 방안(고시) 추가를 제안하며, 당연히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범위에도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가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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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항공안전법 제58조 수정(안)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의 항공안전에 관한 목표
2.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업무, 항행시설 운영, 공항
운영 및 항공기 설계ㆍ제작ㆍ정비 등 세부 분야별 활동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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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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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0. 24.>
1.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3.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4.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5. 항공기정비업자로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7.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6.

8.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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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드론 안전을 위한 국가 관리체계 구축
1. 국가 드론 안전 위험 분석 방법론(위험도 매트릭스) 제안
안전프로그램에 있어 위험관리 체계 중 위험 분석 방법론 구축은 위험관리를
위한 기초이자 핵심사항이다. 항공안전프로그램 역시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안전지표를 기반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안전 위험 분석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드론과 무인항공기에 대한 위험 분석 방법
과 법령 체계는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시스템 운영지침에서 제시한 위해요소별
위험사건의 Bow-tie table을 기반으로 임무 시나리오별 위험을 분석하였다.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드론 운용 시나리오를 정리하였고, 분석된 드론
운용 시나리오별 위험사고 및 위험사건을 드론 운용에 대한 위해요소로 반영하여,
기 분석된 안전기제와 방어기제가 반영될 수 있는 드론시스템의 추가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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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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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객체

- 1차 : 시설물
- 2차: 관리인력,
화재, Crew

- 1차 : 차량
- 2차 : 2차 차량사고
Crew

- 개인용: C2/C3 OPS
A3
- 사업용: C3, OPS B2
- 1차 : 직접 신체 손상
- 2차 : 2차 신체 손상
Crew, 화재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3차연도)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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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안전기제와 방어기제가 반영된 상태에서 위해요소들이 어떠한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드론 운영과 연구 기간에 따른 한계로 단 3가지 시나리오별
위험평가 매트릭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단순 3가지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내용으로는 앞으로의 드론 운영에 대한 위험분석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하지만,
3가지 시나리오에 기반한 드론 위험 분석 결과는 앞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드론
운영과 이에 따른 위험 분석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항공안전
역시 각 사업, 운영 주체별 기 수립된 위험분석 방법론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특성에 맞는 위험 매트릭스를 수립하는 중이다.

<그림 6-5> 본 연구 성과를 기반(3가지 시나리오)으로 한 드론 안전 위험 분석
방법론(위험도 매트릭스)

136

본 연구의 드론 위험평가 매트릭스는 현재 수립된 위험평가 방법론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드론 택배 등 수 많은 드론 운영에 적용되어 확장되길 바라며, 또한
이러한 방법론에 따른 데이터가 축적되어 향후 드론 및 무인항공기 운항에 따른
기초데이터 축적 기준과 데이터 생성에 기여하길 바라는 바이다.

<그림 6-6> 본 연구의 드론 위험평가 방법론 확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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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드론 반정량적 위험평가 지침(안)
가. 위험평가 지침(안)의 필요성
국가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이하 SMS)의 개발
및 운용에는 정부기관과 개별 사업체인 항공기 제작사, 운용기관, 비행훈련기관
등 주요 항공인프라가 대부분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분산되어있던 항공관제 유관
기관들을 FAA 산하로 편입하고, 유관 기관들을 통한 SMS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연구개발을 통해 SMS 운용 성숙도를 높임으로써 SMS의 보편적 적용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물론 SMS의 자율구축/운용 및 사후 보고를 수행하는 항공기
사업자의 경우 운용 및 적용 성숙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29)
SMS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안전보증(Safety Assurance)의 두 가지
프로세스로 운용된다.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항공사고 예측 및 분석기술은
선진국 대비 50% 수준이며, 안전관리기술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30) 2013년 이후 국내 SMS의 제도적 변경은 미비하므로 안전관리체계의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항공 운송을 주로 운용하는 항공사의
경우 해외 항공기 도입에 맞춰 해외 개발 모델을 도입하는 형식으로 최소한의
안전관련 기본 수준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드론분야에 있어서는 벤처 수준의
서비스-운용사업이 대부분으로 비행안전 및 안전지표관련 인식 및 교육의 부족,
안전지표의 설정 및 정의 등 정보 공유에 따른 실제 운용 사례가 부족하고,
낮은 SMS 적용 성숙도를 보이는 실정이다.
SMS 운용에서 관리되는 지표에는 어커런스, 이벤트, 위해요인 및 피해결과
가 있다. 소형드론 사용사업상 SMS 적용을 위해서는 기 정의된 항공 사건/사고에
대한 규정된 지표 적용의 연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형드론 또는

29) 윤윤진(2013), ｢항공 안전관리체계 연구개발 - 항공사고 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사고위험모델
중심으로｣, p. 76.
30) 윤윤진(2013), ｢항공 안전관리체계 연구개발 - 항공사고 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사고위험모델
중심으로｣,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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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에 대한 SMS 지표의 정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따라서 항공 사건/사고
규정에 기반한 무인기용 SMS 지표의 정의 및 적용 기준 수립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특히 소형 드론 운용사업에 대하여 SMS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운용/관리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사고의 SMS 지표에
기반하여 소형 드론 운용상의 다양한 SMS 지표를 기존 분류체계에 맞도록
지정하고, 관련 지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항공기와 무인기의 SMS 지표 간의 연계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사건/사고에 대한 분석 필요 항목을 자의적으로 정의할
경우 SMS 지표의 중복, 과잉적용, 모호성 증대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효과적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게 될 수 있다.31) 따라서
정부 항공당국 또는 항공 안전 전문기관이 소형 드론을 이용한 사용 사업군별
운용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통한 SMS
지표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안전지표의 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나. 위험평가 지침(안) 구성 요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침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안전위험관리(SRM,
Safety Risk Management)의 개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동 고시
18조 위험관리 개념, 21조 시스템 분석 절차 확립부터 25조 위험 경감 조항에
이르는 내용에 구조적으로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위험분석 및 위험 평가를 위한 기준은 국가항공안전시스템과 별도로
구성될 경우 향후 안전평가의 기준 시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유로 인해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위해요소 분석, 위험분석 및 평가를 최대한
준용하여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1) 윤윤진(2013), ｢항공 안전관리체계 연구개발 - 항공사고 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사고위험모델
중심으로｣,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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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해요소의 잠재결과 발생가능성 분류는 비행시간당의 정량적 판정을
위한 각 부품별 위해요소의 발현을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에 대한
결과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형 드론의 비행 빈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빈도 발생의 실증적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다음은 위해요소의 위험경감대상에 대한 안전/방어기제의 선정방안에 대한
Flow를 나타낸다.

<그림 6-7> 안전-방어기제 선정 Flow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침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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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2. 적용 범위
3. 용어 정의
4. 일반 사항
가. 위험평가 시기
나. 위험평가팀 운용
다. 위험평가 소요자료 및 자료요건
5. 소형 드론 운용위험 평가 기법
가. 운용위험 평가 프로세스
나. 이해관계자 역할 및 책임
다. 적용 보우타이 모델
라. 보우타이 모델 적용 절차
마. 보우타이 모델을 이용한 위험평가 방안 및 유의 사항
6. 후속조치
가. 일반사항
나. 안전지표 수립관련 환류방안
다. 지표 수집 및 기록관리

다. 지침의 적용 범위 및 한계
1) 적용 범위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지침의 적용 범위는 안전성 인증이 완료된 소형 드론을
이용한 사용사업 및 일반 운용에 대해 수행될 수 있는 리스크 분석에 적용된다.
ICAO의 안전증진 목표에 부합하는 안전계획 또는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항공안전관리 계획의 구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소형
드론을 이용한 일반인, 항공기 사용사업자 또는 사용사업자의 위탁을 받은 드론
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적용 범위로서의 특성을 가지지는 못하며, 이로 인해 관리
업무의 주관도 기본적인 항공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구성과는 다르게 위험평가
정보를 수집하는 적용범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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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한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침의 적용은 항공안전법 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0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578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내용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공기 사용사업자 또는 소형 드론을 운용해야
하는 운용자가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기반정보인
안전성과지표(SPI)로 변환하기 위한 기초적인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규정한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성격 및 위상과는
다른 정보전달의 위치만을 가지는 한계에 기반하여 정보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 위험평가 지침(안)의 활용방안
신규로 개발되는 특정 항공시스템의 SMS 적용에 있어 사건/사고 데이터의
보고 및 취합은 사고의 위해요인을 확인하고 각 위해요인을 피해결과 및 위험
저감방안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근거가 된다.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취합된
데이터는 각 위해요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피해결과로 수렴되고, 피해결과를
저감시키거나 회피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DB화 되며, SMS
시스템에 기반하여 유사 사례 발생시 피해결과의 심각도를 예측하고 공유되는데
사용된다.
현재 국내의 항공기 운용시 발생되는 사고/준사고 및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는 국토부 항공안전정보시스템(esky.go.kr)을 통해, 자율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KAIRS(Korea Aviation Safety Hindrance
Reporting System)을 통해 SMS 시스템 에 기반해 수집된다.32) 이때, 피해결과가
산출되는 상황은 의무적으로 보고되고, 가시적인 피해가 없는 항공장애 정보는

32) 윤윤진(2013), ｢항공 안전관리체계 연구개발 - 항공사고 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사고위험모델
중심으로｣,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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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측정, 수집, 관리되어 SMS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식별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표 관리를 위한 안전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안전모델에 작용하는 인적, 시스템적 요인에 대한 안전지표
수집 및 관리지표를 제한된 모델로 개발하고, 이를 작성할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해관계자 내에서 보편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지침은 기존의 SMS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적용되게 함으로써 일반인의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항공위험분석 전문가들에게도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소형 드론 이용자의 면허 취득시 본 지침과 모델 사용법을 배포/교육하고
소형 드론을 이용한 운용자가 확인해야 하는 임무별 위험사건과 위해요소 그리고
잠재결과를 비행 전 개발된 보우-타이 모델을 이용하여 사전 인지하도록
활용함으로써 다음의 안전 향상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화된 형태의 소형 드론용 위험평가 프로세스 활용 및 임무 시나리오별
보우타이 모델의 사용을 통해 소형 드론이 운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운용상의 위험과 위험요소별 사건 징후에 대한 예측을 빠르고 쉽게 운용자가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형 드론 운용자들에게 위험평가를
위한 교육을 통해, 드론의 운용상 위험 평가를 통한 안전운용 방안을 각인시켜
운용상의 위험 발현 가능성을 낮춤과 동시에 위험발생 빈도를 시나리오 및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설정된 안전 지표들의 수집/분석을 통해 다양한 임무별 안전관리
관리 방안으로 피드백함으로써 개발된 소형 드론을 위한 위험평가 지침의 지속적
갱신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소형 드론의 운용 위험 인지로
인한 비행계획 조율로 사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이로써 장기적으로 UTM 적용 전까지 소형 드론의
운용 위험 관리를 통한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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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드론 안전 관련 정책 확산 방안
1.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SDSP)의 단계별 목표 제시
글로벌 관점에서 항공안전 대비 드론 안전의 거시적 수준을 표현하는 안전성
지표를 제시한다. 여기서 안전성 지표는 항공 수준의 안전 확보 대비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접적인 사고 발생과는 관계가 없는 정성적 정보에 근거한
정량적 지표이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결과 중심의 안전지표인 사고 건수나
사고율과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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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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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과
함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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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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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2020년 드론 안전 거시적 지표 최종 결과
단계

단계별 정의

정책집행자와 규정

레벨 0 : 인간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책임이 있다. 기존의 항공기는 정해진 공역
VLOS 운항 규칙(US Part
무인화 지침, 조종사의 조심성, 탑재된 충돌 방지 시스템에 의거해 서로를 피해간다. 드론은
107, NZ 101/102)
전 단계 합법적으로 조종사의 시야 안에서만 운항된다.
레벨 1 : 컴퓨터 시스템은 업무량을 줄여주고 안전을 향상함으로써 인간 조종사를 지원한다,
불완전 자동화는 GPS와 여러 운항 기술 등 조종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Waiver program
VLOS 조종 자격
한 자동 조종 장치의 형태로 운영된다. 자동조종 기술은 이제 막 도입된 시점에서
자동화 제한된 공역에서 운영이 이뤄진다.
승인 정책

레벨 2 : 탑재된 자동화 시스템은 현재 활동의 대부분을 통제한다. 조종사는 시스템을 관리
등록 사항
부분적 및 감독하고 필요시에만 조종을 개시한다. 항공기와 드론은 낮은 밀도로 공존하기 운항장비의 ID 부여
비상상황과 최우선상황에
자동화 위한 지상 기반 시스템으로 조직화된다.
대한 대비책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레벨 3 : 자동화 시스템은 항공기 운항의 대부분을 수행한다. 하지만 운항 조건이 충족되지
운항 규칙
않았을 때, 시스템은 다시 조종사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간다. 정해진 절차, 운항
조종사/시스템 등급화
조건적
규정, 소통 채널을 통해 항공기와 드론은 항공기 근처에 공항이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사람 위로 지나가는 운항
자동화 근접하여 운영된다.
정당한 접근성 제공

레벨 4 : 감독자는 조종자에게 사적인 공역을 요구하기보단 비행대를 적절히 조직화함으로써
자동화 인증
높은 그들을 관리한다. 드론은 더 넓은 범위의 자동화된 공역에서 날 수 있다. 상업항공은
탐지 및 회피 기술 인증
단
독
조
종이
가
능
하다
.
자
동
화는
능
동
적으
로
위
험을
관
리
하고
인
간
의
주의
가
필
요할
수준의
위험 기반의 승인
자동화 때, 인간에게 사전 통고를 준다.
레벨 5 :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완전한 그리고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드론 운영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일반항공 그리고 상업항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인증 서비스에 대한 서드
완전한
파티의 인가
서 완전한 자동화된 운항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과 결합되어, 탑재된
자동화 시스템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공역이 사용될지 결정한다.
레벨 0
최종 지표

레벨 1
최종 지표

레벨 2
최종 지표

레벨 3
최종 지표

레벨 4
최종 지표

레벨 5
최종 지표

법령
(LEG)
조직
(ORG)
자격
(PEL)
운항
(OPS)
감항
(Air)
사고조사
(AIG)
항행
(ANS)
공항
(AGA)

-

0.4800

0.4700

0.4600

0.4600

0.4600

-

0.4231

0.4154

0.4077

0.4077

0.4077

-

0.4702

0.4096

0.3489

0.3394

0.3372

-

0.4370

0.4126

0.3882

0.3874

0.3874

-

0.4474

0.4383

0.4291

0.4291

0.4291

-

0.4434

0.4394

0.4354

0.4354

0.4354

-

0.4145

0.3879

0.3613

0.3613

0.3613

-

0.4416

0.4217

0.4019

0.4012

0.4012

총계

-

0.4408

0.4191

0.3975

0.3963

0.3960

제6장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정책적 활용방안 145

2.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폼(안)
본 연구의 위험분석 결과물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드론 안전평가와 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크게
고려했던 부분은 강제적이거나 혹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안전을 규제한다면 현재
소형 드론 위주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안전문화 참여도가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한 어려운 방법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위험분석을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사)한국드론협회와 함께 드론 안전과 관련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명칭 : Ready to fly)을 공동 개발하였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위성위치시스템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드론 안전 관련 규정 내용도 알기
쉬운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용자의 자발적인
안전 참여는 위험지역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 한국교통연구원(2019)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3차연도) p. 182.에서 재인용

<그림 6-8> 드론 안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Ready to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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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위험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쉽고 간략하게 드론 운항에
따른 안전 지표를 제시한다면 자발적인 드론 안전문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폼」을 제안한다.

먼저 현재 드론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GPS 기반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알려준다.
또한 위치정보 외에도 운항날씨, 인구밀집, 주요 시설 등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를 종합하여 ‘위험’과 ‘안전’ 등을 구분하여 최종적인 이미지화한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1, 2차연도의 위험분석과 3차연도의 위험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른 인명피해 가능성을 보여준다. 재산피해의 경우 현재
연구결과로는 구체적으로는 나올 수 없으나, 향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연구 중인 드론 보험제도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위험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피해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에 따른 안전완화방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자의 자발적인 안전완화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쉽게 안전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3차연도), p. 183.

<그림 6-9>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폼(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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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3차연도), p. 184.

<그림 6-10>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폼(2안)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3차연도), p. 184.

<그림 6-11>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폼(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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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의 위험분석 연구를 모바일 기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위험분석 방법론과 방식을 모바일 형식에 맞게 수정하고 활용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략적인 비용을 도출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개발비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안전’과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검색하였다. 본 드론 어플리케이션과 유사도가 높은 내용으로 결과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4> ‘안전’과 ‘어플리케이션’ 기준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황
용역명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
어플리케이션 개발

수요기관

예산(원)

외교부

150,000,000

전기안전 통합 어플리케이션 제작 용역

한국전기
안전공사

41,800,000

119안전재단 전용 스마트밴드 및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119안전재단

36,250,000

안전문화 증진 어플리케이션 제작 용역

한국가스공사

11,105,600

일자
2018
/10/30
2017
/12/19
2016/
11/28
2016/
09/07

총 4개의 결과 중, 한국가스공사의 안전문화 증진 어플리케이션이 제목 유사도는
가장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 요청하는 위험분석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5> 현장 안전문화 증진 Application 신규제작 용역 계획(안)

○ 행동관찰
프로그램(BBS)
- 내용 : 불안전한 행동 발견 시 관찰 및 조치 내용 기록
○
○
○

- 활용범위 : 지역본부 전 사업장
- 사용대상 : 지역본부 전 직원, KGT, 협력업체
T.B.M 관리
- 내용 : 현장에서 시행된 T.B.M 결과 공유 및 이력 실시간 관리
- 활용범위 : 지역본부 전 사업장
- 사용대상 : 지역본부 전 직원, KGT, 협력업체
재난 대응 행동
- 내용 : 재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임무현황 공유
- 대상 : 지역본부 전 사업장
- 사용대상 : 지역본부 전 직원
공종별 위험작업
- 내용 : 공종별 위험성 및 안전대책 제시
- 대상 : 공사 현장
- 사용대상 : 지역본부 전 직원, KGT, 협력업체

자료: 한국가스공사(2016.07), 현장 안전문화 증진 Application 신규제작 용역 계획(안),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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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본 연구의 내용처럼 기술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본 어플리케이션과의 과업
유사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본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비용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예산에 비교하여 약 5천만 원으로 설정하였다.
<표 6-6> 전기안전 통합 어플리케이션 제작 사업제안요청서 중 사업내용
ㅇ 전기관련 기술서적 6종을 e-book으로 제작
-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전기사업법, 전기안전 기술자료, 전기안전지침(KESG), 전기
설비 사고 대응 가이드, 안전작업수칙
- 본문 검색, 이동, 책갈피, 메모, 확대·축소, 인쇄 기능 포함
ㅇ 자동 기술계산 프로그램 6종 제작
- 수·변전 설비, 전선의 허용전류, 용량에 따른 전선의 굵기, 전압 강하, 케이블트레이,
콘덴서 용량의 자동 계산 프로그램
ㅇ 공사업무 관련 수수료 계산 프로그램 7종 제작
- 사용 전 검사(설치, 변경공사), 정기검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점검, 안전진단,
계약점검,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계산이 가능한 프로그램 제작
ㅇ 공사의 모바일 홈페이지(htttp://m.kesco.or.kr), 대표전화(1588-7500) 연결

｢

｣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2017.11), 전기안전 통합 어플리케이션 제작 사업제안요청서 , p. 1.

모바일용 위험분석방법론 연구기간은 약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완성도 있는 제품을 위해서는 1차, 2차 시험개발
이후 완성되므로 적어도 약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인건비는 2020년 학술용역
기준 50% 기여율로 연구책임자 1인, 연구원 1인으로 계산하였다. 직접 경비는
총 인건비의 약 15%로 책정하였다. 총금액은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표 6-7> 드론 안전평가 모바일 플랫폼 예산(안)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1. 인건비(맞춤형 방법론 연구 및 개발)
68,474,928
6,459,460원×1인×12월×50% 기여율
1) 인건비 책임연구원
38,756,760
- 2020년 학술용역 기준
4,953,028원×1인×12월×50% 기여율
연구원
29,718,168
- 2020년 학술용역 기준
2. 직접경비
60,000,000
1) 관련 경비
인건비의 약 15%
10,000,000
2) 용역(어플리케이션 개발)
유사 용역 기준
50,000,000
3.일반관리비
(인건비+직접 경비)의 5%
6,423,746
소
계
134,898,674
VAT(10%)
13,489,867
총 용역비
148,388,541

비고
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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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본 연구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서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한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4년 과제 중 마지막 4차연도 과제로, 1, 2차연도에서는
드론 움직임에 대한 미시적 안전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3, 4차연도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책 및 운영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특히 드론의 교통흐름
개념을 운영 전반으로 확장하여 국가 드론안전프로그램 제안, 드론 위험평가지침(안)
등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실제 드론 안전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한서대학교에서는 실제 드론
운용 시 활용 가능한 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드론 관련 SNS 및 인터넷 뉴스 분석결과, 전년도와 같이 아직 실제 안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관심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드론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임에 따른 결과로, 드론 활용이 일상화되는 경우, 특히
드론택배, 에어택시 등 실생활과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논의
및 관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의 항공안전 법규 및 정책을 토대로
드론 안전 관련 법규 및 정책 지표를 제시하고 전문가/종사자 대상으로 개발된
지표 기준, 현재 드론 정책 수준을 검토하였으며, 항행과 운항 관련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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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준비 수준, 법령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준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드론 운영의 개념은 폭넓게 제시되었으나 실제 드론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운항 감독, 항행안전시설 등의 구체적인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실제 드론 운용 시 활용 가능한 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임무별, 비행구역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나리오 및 위험평가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JARUS의 SORA 프로세스를
토대로 정량적 자료 기반 위험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용어 및 분석 단계가 어려워
일반 운용자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여 관리자 및 운용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개발된 지표는 드론 운용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위험 관리 및 계도 목적임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드론안전프로그램, 드론 위험평가
지침(안) 등 다양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직 드론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데이터 부족, 선행연구의 부재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드론 교통흐름의 정책 및
운영 평가지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제2절 정책제언
현재 드론 관련 정책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검토는 시작 단계에 있다. 현재 드론 정책은 공공에서의 활용 확대에
따른 국산 드론 제조업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안전에 대한
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다. 이는 현재 드론 교통흐름의 안전성을
검토할 정도의 수준으로 드론이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9년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은
실제 항공안전법 규정의 예외 적용 등 드론 활용의 확대를 중점 목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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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향후 드론택배 등 소형 드론의 활용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점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및 운영 평가지표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법이 향후 활성화와 함께 항공법이 사업/안전/보안 분야로 분법된
것과 같이 세부 분야로 나누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현재의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에서 드론 사고 관련 비중도 높아질 것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및 한화시스템의 사업 진출, 서울, 대구, 제주에서의 실증행사
등 도심항공교통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차관 직속의
미래드론교통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 지원 토대도 마련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직이착륙전기항공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항공기와 드론의 중간 단계에 있는 기체이다. 소형 드론에
적용되어야 할 안전 수칙과 일반 항공기에 적용되는 안전 수칙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 거꾸로 둘 다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정책 평가지표를 토대로 드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존 지표와 함께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로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토대로 드론 활용 분야를 도심항공교통 분야 등으로
세부 구분하여 추가 검토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안전성 검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누적하는 것이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으로 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안전하더라도 운용자 또는 제3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드론 활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자율주행차, 하이퍼루프 등 새로이 개발 중인 수단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 관련 공통적인 이슈가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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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evaluation index for the safety level of drone
traffic flow
Myeonghyeon KIM⦁Kihan SONG⦁Ik-Hyun HAN⦁Jiheon BAE

As utilization of drones is broadening commercially and privately,
a preemptive attempt to develop a safety evaluation index for drones
is the most urgent priority in order to achieve drone operational safety.
“Drone” is a term generally used to indicate an unmanned aerial
vehicle. It varies in size from a tiny toy to a large military unmanned
aircraft system (UAS) such as the Global Hawk. In this study, two
criteria have been proposed according to drone size. The first includes
drones with dry weight less than 150kg, which operates within visual
line of sight (VLOS) or extended visual line of sight (EVLOS),
particularly for public use including a safety examination of facilities,
a proof of violation for speeding vehicles on highways, or filming over
an event place with the crowd. The other covers drones over 150kg
specifically for urban air mobility (UAM), which will be used as air
transportation connecting cities to airports or other cities in the near
future.
Prior to developing evaluation criteria for the safety level of drone
operations, the researchers first performed text mining analysis 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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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and public writings of social network services to understand the
policy-level needs for drones. Second,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drone
related policies suggested by several organizations including 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f Unmanned Systems (JARUS), Airb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se two analyses, the researchers
suggest assessment tools for the safety level of drones for both policy
makers who make guidelines to ensure safety and qualified remote
pilots who actually operate drones.
Concerning a policy-level and macroscopic evaluation index for the
safety level of drones, the researchers derived several drone-specific
protocol questions not originally incorporated in the ICAO protocol
questions for civil aviation, in eight different areas consisting of primary
aviation legislation and specific operation regulations (LEG), civil
aviation organizations (ORG), personnel licensing and training (PEL),
aircraft operations (OPS), airworthiness of aircraft (AIR),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AIG), air navigation services
(ANS), and aerodrome and ground aids (AGA). Based on the
“BluePrint”, a roadmap outlined by Airbus, current technical and/or
institutional levels of safety were assessed in comparison with the target
level set by five phases of drone automatization. Moreover, external
experts from eight areas conducted evaluations for verification purposes.
For a microscopic approach assessing safety levels of drone operation,
the researchers developed a semiquantitative risk assessment bow-tie
model for remote pilots operating small drones of less than 150kg in
weight. The researchers established simplified procedures and scenarios
for the operations based on the standard scenario for aerial work
operations produced by the JARUS, and verified the result through
simulations.
As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premise that applying the
existing safety index for civil aviation directly to drones has a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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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insufficiency, the researchers present comprehensive criteria for
safety evaluation tools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Drone Safety
Programme (SDSP) propos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he researchers
suggest policy proposals to strengthen the state’s drone safety risk
management capability and to invigorate safety promotion, which
include a risk assessment manual for remote pilots, a database platform
for registration, and a mobile risk assessment application. Furthermore,
the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as a fundamental resource to support
government projects and R&D projects such as a drone regulatory
sandbox project, Korea urban air mobility (K-UAM) roadmap, and an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OPPAV)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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