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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드론은 방송, 통신, 농업, 물류, 취미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고층 건물의 화재

나 산림화재와 같은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재난현장에 사람이 투입되었을 경우 화재․폭발․

독성가스 중독 등과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

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재난현장에서 사람이 아닌 재난안전드론이 투입된

다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상황 파악이 가

능해진다. 또한, 극한 환경 및 광범위 지역 감시 분야

에 활용 한다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재난안전분야에 드론 활용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드론을 이용해 허리케인 중심부

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영국 석유회사 BP는 알

래스카의 송유관 파손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스모그 감시용으로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은 드론으로 화학물질을 분사해 스모그를 제거하는 시

험에 성공했다4).

국내에서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드론으로 산림보

호활동에 활용 중 이다. 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실

시간으로 해운대구 CCTV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감시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15년 1월 해월정 인근 야산에서 

산불의 발화지점을 찾아내기도 했다7).

2016년 2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강원 영월 등의 

지역을 시범사업 공역으로 정하고 드론을 이용한 산림

화재감시 및 물품수송, 국토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 중

이다.

Fig. 1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시한 재난안전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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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ational forest research institute of drone use of 
scenario8).

활용 시나리오이며 활용도를 보면 우선 고도가 높은 

고정익 드론이 산불을 감시하고 산불종합상황실로 정

보를 보내게 된다. 

후에 산불이 감지되면 영상을 송신할 수 있는 회전

익 드론이 실시간으로 현장영상을 종합상황실로 보내

게 되고 산불분석과 화재가 난 위치의 정보공유로 진

화전략을 수립하고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진행 중임에도 불구

하고 각 기관에서는 시나리오만 제공할 뿐 공통 법안

과 재난상황에 맞는 드론의 성능기준이 없어 구체화,

획일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8). 

재난안전드론의 성능은 규격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역량에 따라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적으로 재난안전드론은 국토교통부의 항공법중 

일반용 드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드론을 운

용하기에 제한요소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드론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법규의 문제점과 성능기준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난안전드론 관련 법규

현재 재난안전드론 운용 시 일반드론에 관한 법률만 

존재하여 위급한 현장에 적용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벌써 재난안전드론이 많

이 활용되고 있으나, 역시 일반드론에 관한 법률만이 

마련되어 있어 최근 재난안전드론에 관한 법안을 별도

로 제․개정하려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안을 비교분석하여 

재난안전드론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적절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유럽을 조사 후 대책을 수립하려 한다.

2.1 국내의 드론 관련 법규

국내의 재난안전드론은 항공법을 따르고 있으며 드

론에 관련된 법은 항공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68조

이다. Table 1은 드론에 적용하고 있는 법안을 정리한 

것이다10).

Table 1. Domestic dron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viation Act Operational Limitations

Unit body weight Unmanned aircraft must weigh less than 12 kg

Visible distance Visual line-of-sight only(within a 500 m radius)

Height Maximum altitude of 500 feet above ground level

Permit system Flight approval of Regional Aviation Administraion

Licensing system Drones maneuvering written test acquisition

Night flight Daylight-only operations

Declare procedures Exist

Safety inspection
(Temporar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dependent 
frequency band

None

항공법 내용으로는 드론 본체 중량을 12 kg 기준으

로 정하고 있으며, 가시거리는 반경 500 m 이내로 규

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거리란 드론 조종사가 드론 본체

를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며 기상상태와 

같은 이유로 본체의 시야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고도는 152.4 m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이상

의 고도를 비행하고자 할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

부에 신고를 한 후 허가받아야만 비행이 가능하며, 서

울 강북지역과 원전주변에서는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

정되어있다. 

드론을 조종하고자 할 경우에는 드론 조종술 필기시

험을 취득해야하며 야간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일몰 전후는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드론의 안전성 검사는 전문기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적으로 안전

성 검사를 하고 있다. 

2.2 해외의 드론 관련 법규

2.2.1 중국의 드론 관련 법규

중국의 드론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중량이 7 kg 이

하로 국내보다 엄격하다. 소형 무인기의 가시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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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ina’s drone-related laws and regulations11)

Aviation Act Operational Limitations

Unmanned aircraft system 
management enforcement 

rules for people

Allow the weight of 7 kg or less of small 
unmanned aircraft to fly in a radius smaller 

than 500 m of height 120 m in sight

반경 500 m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국내 항공법과 동일

하며 고도는 120 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2.2 일본의 드론 관련 법규

일본의 경우에는 신주파수대역을 할당하고 있어 고

정밀 영상 전송이 수월해지고 전자제품의 주파수대역

이 겹치지 않아 주파수 간섭에 의해 추락할 위험성이 

낮아진다. 또한, 전파 출력규제 완화를 통해 장거리 비

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항공법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허가제가 있으며 국

내의 서울 도심에서 드론 비행을 할 경우 신고하고 운

영하는 것과 같다. 일본은 도쿄도를 포함하여 23구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드론 비행 시 신고하도록 되어있

다. 또한, 공항 주변에서 고도 150 m 이상 상공에서 비

행 시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테러 방지를 위한 위험물 

운송 및 물건 투하가 금지되어있다. 

Table 3. Japan’s drone-related laws and regulations12)

Laws Content Comments

Radio 
Regulation 

law

Allocation of new frequency 
bands

High-definition video 
transmission

Radio wave output deregulation Long distance possible flight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future licensing system Plans

Aviation 
Act 

Permit system for accident 
prevention

During the flight in the densely 
populated areas

Flight approval first Overflight during the declaration 
of the Airport 150 m

Prevention of terrorism Transport and falling objects 
drop ban on dangerous goods

2.2.3 캐나다의 드론 관련 법규

캐나다의 경우에는 2 kg 미만의 소형드론, 한정된 

운용이 가능한 25 kg 미만의 드론, 다양한 목적으로 활

용 가능한 25 kg 미만의 드론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

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5 

kg 미만의 드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목적이란 

공공임무용 드론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을 말한다. 캐나다의 경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5 kg 미만의 드론은 야간 비행을 허용하고, 비

행장 근처에서 비행하는 것, 도심 9 km 내 비행, 사람

Table 4. Canada’s drone-related laws and regulations13)

Aviation Act Approval

Whether to allow night flights Permit

Whether or not to allow the near drone operation of the 
airfield

Permit

Whether to allow the flight of downtown 9 km Permit

Whether the flight permission of the densely populated areas Permit

들 위에서 비행하는 것 등 상당히 많은 것을 허용해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2.2.4 미국의 드론 관련 법규

미국의 항공법은 국내와 거의 동등한 법안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 항공법과의 차이점은 안전성 검사에서 운

영자 자가 검사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수시점

검을 하는 것이다.

Table 5. USA drone-related laws and regulations14)

Aviation Act Operational Limitations

Unit body weight Unmanned aircraft must weigh less than 25 kg

Safety inspection
Self-test and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rom 

check any time

Flight time zone Daylight-only operations

Visible distance Visual line-of-sight only (within a 500 m radius)

Height 152.4 m (500 Feet)

UAV Management Registration

Licensing system Drones maneuvering written test acquisition

2.2.5 유럽의 드론 관련 법규

프랑스의 경우에는 드론의 무게를 25 kg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소, 용도 등을 세분화하여 구별하

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드론 무게를 

25 kg으로 기준을 두고 있으며 25 kg 미만의 드론을 

여가용으로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

진을 공개하는 것 등 타인의 사생활보호만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외에는 규제 제로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다17). 

위의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드론 무게 

150 kg 미만의 드론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비행신고 

절차를 거치치 않고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고도 120 

m 이하에서는 비행할 경우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도 비행이 허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외 드론관련 법규를 정리해보면 Table 6처럼 요

약할 수 있다. 이런 국외 법규를 참고하여 국내 재난안

전드론 관련 법규를 제안하고자한다. 우선 일본의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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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유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전파 혼신 발생의 

우려로 드론 추락․충돌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

으므로 국내도 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이 부분은 

법안 마련 및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캐나다와 유

럽의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드론의 경우 가시거리 

확보 여부에 따른 비행 허가 및 야간비행 허용 부분은 

국내도 마찬가지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기관이 국내의 경우에는 교통안전

공단에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가 검

사와 연방항공청(FAA)의 수시점검, 유럽의 EASA(유럽

항공안전기구), 캐나다의 교통국, 일본의 국토교통성, 

중국의 민항국처럼 전문기관 마련이 시급하다.

3. 재난안전드론의 성능상 문제점

현재 재난안전드론에 대한 성능기준은 통일성 및 전

문성이 필요하나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종에

서 도출된 각각의 성능을 기초로 하여 공통된 성능기

준의 척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성능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감지기술과 배터리 기

술, 화질, 방폭 등이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드론의 열감지기술은 사람

과 야생동물의 구분이 어려우며 화재를 정확히 식별하

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열감지기술은 시범사업

에 참여한 기술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발이 되어있지만 

참여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고려하여 더 낮은 수준

의 성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는 종합상황실에서 재난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능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보급 중에 있는 드론의 배터리는 리튬이

온 배터리를 이용하여 참여하거나 휘발유를 연료로한 

드론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2시간 충전해서 

7∼1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현장에 투입

이 되었을 경우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돌

아와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휘발유를 연료로한 드론은 

추락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2차 화재․폭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화질의 경우에는 드론 본체가 가볍게 되면 기류의 영향

을 받아 흔들리게 되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영상에 굴곡현

상이 발생하여 선명한 영상정보 제공을 못하게 된다.

가스시설에 투입되는 드론은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

지만 향후 재난안전드론의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

폭에 대한 성능도 마련되어야한다.

4. 개선 방안 제시론

4.1 재난안전드론 관련법규 제정 및 개선 방안 제시

국내 법안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Fig. 2처럼 신고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드

론의 중량이 12 kg 초과 시에는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고도 150 m 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지방항공

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안의 문제점은 서

울 도심의 초고층건물 같은 경우 평균 고도가 300 m 

이상이므로 150 m 이상의 고도에서 재난 발생 시 허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맹점이 있다. 재난안전

드론의 경우 신속하게 현장투입이 필요한 만큼 각 기

관에서 운용하는 신고절차의 간소화나 선 조치 후 보

고 등과 같은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 

Country
Regulations Korea China Japan Canada USA EU

Unit body weight 12 kg standards 7 kg standards 10 kg standards 25 kg standards 25 kg standards 150 kg standards

Whether it is possible flight 
by ensuring visibility × × × ○ × ○

Height Below 152.4 m Below 120 m Below 150 m Below 152.4 m Below 152.4 m Above 120 m

Permit system ○ ○ ○ ○ ○ ×

Licensing system ○ ○ ○ ○ ○ ×

Independent frequency band None None Institution None None None

Night flight × × × Possible public 
interest purposes × Possible public 

interest purposes

Declare procedures ○ ○ ○ ○ ○ ○

Safety inspection

(Temporar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Transport Canada
Self-test and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Table 6. Summary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aster safety dron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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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ight procedures for unmanned flight equipment9).

또한 현재 서울 강북지역과 원전주변에서는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재난안전드론의 신속

한 투입이 어려우므로 재난안전드론에 한해서 서울 도심이

나 원전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원자력에서 화재 발생 시에 사람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드론을 초기에 

투입해 초동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신고절차와 같은 허가

절차가 길어지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재난안전드론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그에 맞는 권한을 주

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야간비행이 금지되어 있는 것과 가시거리 제한

에 있다. 재난안전드론의 야간비행의 경우 한시적 운용

이 아닌 24시간(주간/야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 재난 

감시․관리가 필요하다. 가시거리의 경우 현재 기술수준

으로 드론을 보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수

준에 맞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고도 제한 항목의 개정이 필요성이다. 국내 산림

의 평균 고도가 482 m, 국내 초고층건물의 평균 높이가 

300 m 로서 안전문제가 해결된다면 고도를 상향해야한

다고 생각한다. 

넷째,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안전드론에 대해 무게 

제한의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 의료품, 투척용 소화기 등과 

같은 재난구호물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동력과 

같은 성능이 상향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드론 자체의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낙하물 투척의 경우 현재 항공법에서 낙하물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정의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이

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낙하물의 명확

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낙

하물 투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 고유 주

파수를 할당하는 것과 사이버 공격에 대비가 가능토록 

보안툴을 연구해야한다.

끝으로 가스시설과 같은 작은 점화원에도 화재․폭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투입되는 드론은 규격성능을 

갖춘 드론만 투입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개정해야한다. 

재난안전드론 법안의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드론의 신

고절차, 운영자의 권한, 야간비행 금지, 고도 제한, 무게 

제한, 낙하물의 정의 미비, 고유 주파수 할당, 보안툴 마

련이다.

4.2 재난안전드론 성능기준 개선 방안 제시

재난안전드론이 갖추어야할 성능기준을 제시해보았

으며, 앞으로 드론 개발자들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

려하여 재난안전드론을 개발한다면 향후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첫째, 명확한 식별이 가능한 열감지기술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보급 중에 있는 드론의 열

감지기술은 명확한 물체․상황 등 식별이 어렵기 때문

에 열화상카메라와 같은 성능위주 드론이 도입되면 외

부에서 육안으로 감지되지 않는 내부의 연소 상황을 

파악하여 초동조치가 가능해지므로 신속한 화재 진압

을 할 수 있다.

둘째, 재난안전드론은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체공

시간이 길어야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

고 최소 체공시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배터리 기술로는 1시간 이상 체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조배터

리를 드론에 장착하는 것은 2차 사고를 야기 할 수 있

기 때문에 태양열 충전, 프로펠러와 같은 동력기를 이

용한 자가 충전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행과 동시에 충

전이 가능한 기술성능이 필요하다. 

셋째, 야간비행 시 재난상황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

한다면 재난안전드론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야간에 드론을 운용하여도 재난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드론이 필요하며, 이를 성능기준 항

목에 추가시켜야 한다.

넷째, 가시거리 성능은 기존 촬영기기의 기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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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상태 등으로 인해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

며, 고화질의 영상전송이 어렵다. 하지만, VR고글 등과 

같은 FPV(First-Person View)드론을 활용한다면 시야확

보와 주변 환경 극복은 물론, 증강현실이 가능케 되기 

때문에 생생한 현장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FPV드론을 적용한다면 추후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재

난현장을 재현하거나 화재조사 등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화질의 경우 기류의 영향

을 받으면 본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 영상에 굴곡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굴곡률의 기준을정하여 

정확한 재난상황과 물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전자파 출력성능기준을 향상시킨다면 드론 조종

기와 드론본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종이 가능해진다.

일곱째, 가스시설에 드론을 투입할 경우 드론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화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방폭구조 등과 같은 성능을 갖춘 드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다. 

첫째로는 각 기관에 맞는 획일화된 별도의 재난안전

드론 법안의 필요성, 그리고 신뢰성확보와 안전성 검

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 각각의 재난 상황

에 맞는 재난안전드론의 운용 권한의 필요성, 드론에 

대한 고유 주파수 대역을 할당, 가스시설에 투입되는 

드론 등에 대한 법안 마련이다. 

둘째로는 각 기관에서는 시나리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상황에 맞는 성능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며, 향후 재난안전드론이 갖추어야할 최소의 성능기준

이 제정된다면 재난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군사시설, 원자력 발전소 등과 같은 보안

이 민감한 지역 및 각 지자체,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갖춘 드론에 대한 재난안전관련 법규 및 운용 

제도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기준이 만들어져 재

난안전드론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드론의 관련 기준 정비와 향후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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