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3, No. 4, April 2020(pp. 588-594)
https://doi.org/10.9717/kmms.2020.23.4.588

1. 서  론

드론은 기술적으로 무인 비행체(unmanned aerial

vehicle: UAV), 원격조종비행체(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무인항공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UAS)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1][2]

통칭 ‘무선전파로 조종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뜻한

다. 국제무인기협회(AUVSI)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세계 드론 산업 시장 규모는 820억 달러(약 9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산업 고용 인력도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3,4].

드론기술은 드론을 구성하는 부품 산업, 카메라 

및 센서 기술과의 결합,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하는 추세다. 그 

활용 분야도 장난감 완구에서부터 전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드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난감 

모형에서부터 촬영용 드론, 비즈니스용 드론, 군사 

작전을 위한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은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

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재난 안전 현장에서 현

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구조가 필요한 자를 수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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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되며, 교통정보를 수집하거나 재난 현장에 구

호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등 다양한 공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물류배

송, 통신 중계, 농약 살포, 영화 촬영 등 다양한 용도

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5]. 또한 드론 시스

템이 소형화, 대중화되면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촬영용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이

와 위치에 날아가 촬영하여 영상을 전송하고 있으며 

주로 방송이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영상취재에 활용하는 드론 저널리즘

(drone journalism)은 최근 국내외에서 보도 영상취

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드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와 비용 장벽의 제거는 신문과 

방송 가릴 것 없이 드론을 언론 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저널

리즘 분야 실제 활용에 관한 기초 논문조차 국내에 

없는 실정이며 이에 본 논문은 국내에 드론이 본격적

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방송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저널리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

는지를 실제 드론 활용일지 및 내용분석을 통해 조사

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드론을 보도에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종합편

성 채널의 지난 4년간의 전체 드론 촬영일지를 분석

하여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드론 활용실태를 제시하

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드론 기술의 활용분야 확대

드론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첨단 기술의 축

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드론의 비행시간 연장을 위해 드론 기체의 안

정성 및 강도를 유지하면서 무게를 낮추는 재료 기술

과 드론의 동력을 제공하는 배터리 기술, 비행체의 

운동 모델을 기반으로 한 무인 항법 시스템, 자세와 

고도 제어를 위한 회로 및 모터기술, 비행 컨트롤러

(FC: Flight Controller) 개발 등 기체 제작을 위한 

재료 및 기구, 제어를 위한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기

술, 통신기술 등 수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드론 산업은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발전하고 있는데 가상현실(VR), 자율주행, 물류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첨단 기술과 융합하고 있다. 드

론기술의 세계적인 기업으로는 중국의 ‘DJI’, 프랑스

의 ‘Parrot’, 미국의 ‘3D Robotics’ 등 세 업체가 전 

세계 민간드론 시장에서 선두를 형성하고 있다.[6]

이 외에도 ‘Aero Vironment’, ‘Titan Aerospace’,

‘Aurora Flight Sciences’, ‘Yamaha’ 등의 회사들이 

특화된 드론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드론기술업체 이외에도 드론을 활용한 다

양한 서비스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2013년 전자상거

래 기업인 ‘아마존(Amazon)’은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의 식품회

사인 ‘도미노피자’는 2014년 6월에 드론으로 피자를 

배송하기 시작했으며 택배회사인 ‘디에이치엘(DHL)’

은 2014년 9월 의약품과 긴급 구호 물품 배달 서비스

를 시작한 바 있다. 중국 또한 2015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대형 온라인유통업체인 알리바바가 드

론 택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서비스한 바 있다[7,8].

이처럼 드론은 민간 부문에서는 물류배송, 통신 중

계, 농약 살포, 영화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그 사용범

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재난 안전 현

장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구조가 필요한 자를 

수색하는 데 사용되며, 교통정보를 수집하거나 재난 

현장에 구호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등 다

양한 공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국내 IT기업들도 드론 기술의 사업화에 관심을 두

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남북 대치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드론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국내의 경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KT가 5세대 통신(5G) 네트워크를 활용해 드론들이 

GPS(위성항법 체계)와 카메라 센서로 근처 드론들

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무선통신으로 컴퓨터의 지시

를 받아 끊임없이 위치를 수정하는 ‘드론 오륜기 쇼’

를 선보인 바 있으나 아직 상업적으로 드론을 본격적

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9].

2.2 미디어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드론을 영상취재에 활용하는 드론 저널리즘(drone

journalism)은 최근 몇 년 사이 보도 영상취재의 중

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드론 저널리즘 이전에도 

유무인 항공기를 통한 촬영이 있었다. 항공촬영은 인

간의 비행체 탑승 여부에 따라 유인촬영과 무인촬영

으로 구분된다. 취재를 목적으로 한 유인촬영에는 헬

기가 주로 쓰였으며 무인항공기는 체공 시간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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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불과하고 바람이나 기온 등 날씨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공촬영은 주로 유인항공이 사용

되었다. 그러나 무인촬영은 유인 항공기로는 수행하

기 어려운 저공 촬영의 장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드론 저널리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무인기

는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회전익 멀티콥터로

서 GPS 센서와 짐벌을 장착한 총 무게 25킬로그램 

이하의 드론’이다. 현재는 비행 안정성과 이륙 중량에

따라 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토콥터까지 주로 3가지 

형태가 언론계에서 촬영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낮아진 드론 활용 기술 및 비용 장벽은 신문

과 방송 가릴 것 없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용

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기자의 취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취재 영역의 확장을 넘어서 인간 시야

각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변환시키는 영상 문법을 바

꾸는 시각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드론의 역

할은 ‘부감(俯瞰, high angle)’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수단적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드론의 최대 장점

은 ‘높이’가 아니라 ‘자유로운 움직임’에 있다. 높이라

는 특정한 지점은 드론이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공

간적 축(axis) 중에서 선택 가능한 하나의 축일 뿐인 

것이다.[10] 이러한 점에서 진닐드(Gynnild)는 드론 

저널리즘을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사례로 보고 드론이 기존 영상 저널리즘에 대한 개념

을 뒤바꿔 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11].

드론 저널리즘은 무인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활용

하여 기자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은 물론 그밖에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취재 보도에 활용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드론 저널리

즘의 4가지 핵심 영역은 ① 속보⋅일상 정보(daily

news)⋅스포츠, ② 탐사 저널리즘, ③ 분쟁⋅재난⋅

전쟁, ④ 포토(photo) 저널리즘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박승근, 2014; Alexandra, 2013). 드론 저널리즘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비교적 저렴한 고성능 무인비

행기가 속속 등장하고 또한 가벼운 고화질 카메라 

장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12].

드론을 활용한 저널리즘 사례는 지속해서 늘어나

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디지털 혁신 서밋

(Digital Innovation Summit)에서 수상한 다양한 사

례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수상작은 주로 재난과 환경

오염 등과 같은 사례들이 많은데 우선 데일리 텔레그

라프(Daily Telegraph)의 필리핀 태풍현장 영상을 

들 수 있다. 태풍과 같은 재난 현장은 헬리콥터처럼 

고공에서보다는 드론을 활용한 적절한 높이의 영상

이 훨씬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현장에 드론으로 접근하여 찍

은 대니쿡(Danny Cooke) 기자의 영상은 핵이 녹아

서 내려앉아 접근할 수조차 없는 현장을 드론을 활용

해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 해외 

언론들은 터키의 반정부 시위 현장, 이스라엘 공격으

로 파괴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참상,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유령도시가 된 우크라이나 현지 모습 등 

다양한 사건 및 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뉴스뿐만 아니라 자연 다큐멘

터리, 스포츠중계 등 다양한 방송 및 취재 분야에서

도 드론이 사용되고 있다[13]. 국내의 경우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당시 방송

사들은 드론을 이용하여 붕괴 현장의 처참한 상황과 

당시 강당 지붕에 얼마나 많은 눈이 쌓여 있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2015년 인천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사고 현장에서도 짙은 안개 속에서 드론

은 사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드론 저널리즘은 이 같은 장점 못지않게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선 드론은 기존에 취

재 가능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생활에도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취재 대상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강도를 높였다. 드론의 충돌로 인

해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드론의 추락으로 인명 피해

가 발생하는 등 드론의 운용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드론의 사유지 비행에 따른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 차원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

무인으로 하늘을 나는 장점이 있는 만큼 위험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위험물질을 싣고 특정 지역으로 

날아가 테러를 감행한다든지, 마약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을 나르는 데 활용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개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당할 수 있다. 해킹에 의

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또, 의도적이지 않더라

도 배터리의 방전, 운전 미숙 등으로 추락하여 예기

치 않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사건들

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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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대상 및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의 하나인 TV조선의 2015

년, 2016년, 2017년, 2018년 4개년간의 드론 사용일지

를 분석하였다. 동 일지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촬

영을 담당하는 <조선영상비전>의 내부 자료로 4년

간 드론을 활용한 날짜와 사용자, 보도내용, 활용장

비 등 전체가 기록된 자료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TV

조선의 경우 2015년 5월 인스파이어1과 팬텀3프로 

각 1대 등 2대의 드론으로 방송에 활용을 시작한 이

후 2018년 9월 팬텀4프로 2대 매빅2 3대등 5대가 추

가로 활용되는 등 매년 기종과 대수를 상향시키고 

있다.

동 드론을 활용한 총 사용횟수는 아래의 표와 같

이 매년 그 활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총 60회의 사용을 기록해 주 

1회 이상 드론을 방송에 활용하고 있었다.

전체 활용건수를 보도된 뉴스 내용에 나타난 지역

별로 구분해 보면 전체의 36.9%가 경기도, 31.3%가 

서울, 8.1%가 인천 지역의 뉴스로 나타나 전체 활용

건수 대비 76%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학자들은 드론 저널리즘의 4가지 핵심 활용 영역

으로 일상 정보(daily news)와 스포츠, 탐사 저널리

즘, 재난과 전쟁, 포토(photo) 저널리즘으로 구분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12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장 많이 활

용한 영역은 각종 사고가 포함되는 재해/재난 뉴스

가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20.0%), 각종 건설과 개발현장뉴스(12.5%)의 

순을 보였다. 포토저널리즘에 해당하는 자연(예:설

악산 가을풍경 등) 풍광 등도 전체의 10%에 이르게 

활용되고 있었다.

드론 활용건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겨울(12월∼

2월)과 봄(3월∼5월)에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

지고 여름(6월∼8월)과 가을(9월∼11월)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월별 드론 활용 뉴스분야를 계절별로 교차

분석해본 결과 활용이 활발한 가을의 경우 자연풍광

과 재해 관련 뉴스가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여름의 

경우 재해/재난 뉴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도별 드론 활용 뉴스분야를 교차분석해본 결과 

도입 초기에는 재난이나 재해 관련 뉴스 촬영이 가장 

높았지만 2018년의 경우 재난/재해 관련 뉴스 못지

Table 1. Drone Using Frequencies per Year in TV Chosun

Year Frequency Percent

2015 31 19.4

2016 27 16.9

2017 42 26.3

2018 60 37.5

Total 160 100.0

Table 2. Drone News Coverage by Region

Region Frequency Percent

Kyungki 59 36.9

Seoul 50 31.3

Kangwon 17 10.6

Incheon 13 8.1

Kyungnam 4 2.5

Chungnam 4 2.5

Kyungbuk 3 1.9

Chungbuk 3 1.9

Chonnam/Kwangju 2 1.3

Cheju 2 1.3

Daeku 1 .6

Busan 1 .6

Chonbuk 1 .6

Total 160 100.0

Table 3. Drone News Coverage by News Genre

News Genre Frequency Percent

Disaster 44 27.5

Social Issue 32 20.0

Construction &
Development

20 12.5

Nature 16 10.0

Traffic 12 7.5

Economy 8 5.0

Event 8 5.0

Sports 7 4.4

Politics 7 4.4

Etc 2 1.3

Culture 2 1.3

Living 2 1.3

Total 1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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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사회문제나 개발/건설현장 등의 비중이 높아져 

해를 거듭할수록 드론 활용분야가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연풍광이나 다양한 이벤트, 정치 현장 

등의 촬영에 드론이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어 향후 

드론 활용 취재 분야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드론 관련 기존 연구는 대부분 드론을 구성하는 

각종 기술적 특성에 관한 연구이거나 드론의 다양한 

산업적 활용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국내

외를 막론하고 신문이 방송 등 저널리즘 분야에 드론

을 활용하는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그 연구 

편수 또한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언론사의 드

Table 4. Drone News Coverage by Month

Month Frequency Percent

January 8 5.0

February 7 4.4

March 4 2.5

April 8 5.0

May 9 5.6

June 20 12.5

July 12 7.5

August 18 11.3

September 24 15.0

October 16 10.0

November 15 9.4

December 19 11.9

Total 160 100.0

Table 5. Drone News Genre by Season

Season
Total

Spring Summer Autumn Winter

News
Genre

Construction/Development
Frequency 4 4 8 4 20

% 2.5% 2.5% 5.0% 2.5% 12.5%

Economy
Frequency 0 3 3 2 8

% 0.0% 1.9% 1.9% 1.3% 5.0%

Traffic
Frequency 0 3 5 4 12

% 0.0% 1.9% 3.1% 2.5% 7.5%

Etc
Frequency 0 1 1 0 2

% 0.0% 0.6% 0.6% 0.0% 1.3%

Culture
Frequency 0 1 0 1 2

% 0.0% 0.6% 0.0% 0.6% 1.3%

Social Issue
Frequency 6 7 12 7 32

% 3.8% 4.4% 7.5% 4.4% 20.0%

Living
Frequency 0 2 0 0 2

% 0.0% 1.3% 0.0% 0.0% 1.3%

Sports
Frequency 1 2 2 2 7

% 0.6% 1.3% 1.3% 1.3% 4.4%

Nature
Frequency 0 4 9 3 16

% 0.0% 2.5% 5.6% 1.9% 10.0%

Disaster
Frequency 7 18 9 10 44

% 4.4% 11.3% 5.6% 6.3% 27.5%

Politics
Frequency 2 1 4 0 7

% 1.3% 0.6% 2.5% 0.0% 4.4%

Event
Frequency 1 4 2 1 8

% 0.6% 2.5% 1.3% 0.6% 5.0%

Total
빈도 21 50 55 34 160

% 13.1% 31.3% 34.4% 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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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활용 현황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따라서 그 현

황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는 

언론 현장에서 이뤄진 4개년간의 드론 활용일지를 

확보하여 분석한 것으로 드론 저널리즘 분야의 기초

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연구라는데 의의를 들 수 

있다.

국내의 경우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

관 붕괴사고 당시 방송사들이 드론을 이용하여 붕괴 

현장의 처참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이 드론 

저널리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점으로 알려져 있

다. 이후 2015년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사고 현장에 

대한 생생한 보도 이후 드론이 대부분의 언론사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드론 활용일지를 분

석한 본 연구는 국내 언론사의 드론 활용에 대한 선

행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방송사의 실제 4년간 드

론 활용일지를 분석한 기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

다.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채널 전체를 대상으로 분

석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 본 연구

의 분석 대상 종편 채널인 TV조선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드론을 실제 방송현장에 도입했으며 활용도 또

한 타 방송사 대비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 

결과가 한국 방송 전체의 드론 활용 현황을 대변한다

고 볼 수 있다.

드론 활용일지 분석 결과 도입 초기에는 드론의 

장점을 살려 접근하기 힘든 재해나 재난, 사건 현장 

등의 취재에 투입되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각종 스

포츠나 이벤트, 자연풍광, 정치 등 다양한 분야로 활

Table 6. Drone News Genre by Year

Year
Total

2015 2016 2017 2018

News
Genre

Construction/Development
Frequency 1 3 4 12 20

% 0.6% 1.9% 2.5% 7.5% 12.5%

Economy
Frequency 1 1 5 1 8

% 0.6% 0.6% 3.1% 0.6% 5.0%

Traffic
Frequency 3 3 4 2 12

% 1.9% 1.9% 2.5% 1.3% 7.5%

Etc
Frequency 0 2 0 0 2

% 0.0% 1.3% 0.0% 0.0% 1.3%

Culture
Frequency 0 0 2 0 2

% 0.0% 0.0% 1.3% 0.0% 1.3%

Social Issue
Frequency 3 5 6 18 32

% 1.9% 3.1% 3.8% 11.3% 20.0%

Living
Frequency 1 1 0 0 2

% 0.6% 0.6% 0.0% 0.0% 1.3%

Sports
Frequency 2 1 2 2 7

% 1.3% 0.6% 1.3% 1.3% 4.4%

Nature
Frequency 6 2 3 5 16

% 3.8% 1.3% 1.9% 3.1% 10.0%

Disaster
Frequency 10 4 15 15 44

% 6.3% 2.5% 9.4% 9.4% 27.5%

Politics
Frequency 0 4 1 2 7

% 0.0% 2.5% 0.6% 1.3% 4.4%

Event
Frequency 4 1 0 3 8

% 2.5% 0.6% 0.0% 1.9% 5.0%

Total
Frequency 31 27 42 60 160

% 19.4% 16.9% 26.3% 3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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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드론을 

실시간 방송(생방송)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볼 수 없

었으나 휴대폰 기반의 DMNG(Digital Mobile News

Gathering)중계기를 활용한 백팩(Backpack) 저널리

즘과 드론 저널리즘이 결합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드론을 활용한 방송 생중계 등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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