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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drone)은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군사용을 벗어나 민간 영역에까지 그 활용 범위를 넓

혀가고 있다. 현재 드론은 농업 분야를 비롯하여 무인 택배, 영상콘텐츠 제작, 건축 분야 등에서 드론의 사용이 활발

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최대 이륙중

량 2kg 이상의 드론 비행은 비행경력과 실기 시험이 요구된다. 그러나 2kg 미만의 드론은 비행경력이나 실기 시험이 

필요 없이 온라인 교육 자격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최근 최대 이륙중량 2kg 미만의 촬영용 드론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급격히 증가하는 촬영용 드론의 특징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와 관련된 촬영용 드론 교육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ABSTRACT

A drone invented for the military has been increased the range of applic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relevant 
technology, and it influences to include the private area. Currently, the use of drone has been increasing in many areas, 
such as agriculture, unmanned parcel service, production of image contents, and architecture. In 2021, South of Korea, a 
drone certificate system for drone flight is introduced and on operation. In case of drone flight with the maximum takeoff 
weight as 2kg or up, the flight experience and practical examination are required, whereas in case of drone lighter than 
2kg, the online education qualification is enough to operate it without the flight experience and practical examination. 
Recently, the drone related accidents have been increasing with the rapidly supply of camera drones with the maximum 
takeoff weight as less than 2kg. This paper introduc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mera drone to meet burgeoning demand, 
and discusses an education plan for the camera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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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드론(Drone)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벌·기계 

따위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드론은 사

람이 직접 기체에 타지 않고 원격조종 또는 일부 자율 

조종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개조된 항공기 

즉 무인항공기 UVA(Unmanned Aerial Vehicle)를 총칭

한다. 1915년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국 발명가였던 니콜

라 테슬라(Nikola Tesla)가 군사용 목적으로 무인비행기

에 대한 개념을 최초 정립하였고, 미국은 테슬라의 연구

를 바탕으로 1918년 케터링 버그(Kettering Bug)라는 자

폭 무인기 테스트에 성공하였다. 그림 1은 케터링 버그 

드론을 보여준다. 

Fig. 1 Kettering Bug 

무인항공기는 2000년 초반에는 UAV(Unmanned 
Aerial Vehicle)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드론의 기체 이외에 조종기, 모니터, 비행에 필요한 다

양한 장비 등을 포함한 시스템의 개념으로 바뀌어 UAS 
(Unmanned Aircraft Systems), 또는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드론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군사용으로 사용되

면서 군사용 무기 중 하나로만 인식되었다. 2010년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프랑스 패럿(Parrot)사가 스마트폰으로 조종 가능한 쿼

드콥터 AR드론을 소개하면서 레저용 드론 및 상업용 

드론 사업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림 2는 

프랑스 패럿 사의 AR 드론을 보여준다. 군사용으로 사

용된 드론은 현재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농업을 비

롯하여 영상콘텐츠 제작, 무인 택배 서비스, 측량·탐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

Fig. 2 AR Drone of Parrot

특히 국내에서는 전체 드론 활용 사업체 현황 중 표 1
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에서 필요한 사진, 영상, 방송 

분야의 드론 사업체가 60%를 넘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드론이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Domestic Businesses Using 
Drone

Classification
Nov. 2016 Jun. 2017

Number of 
Businesses Percentage Number of 

Businesses Percentage

Agriculture 236 24.5% 295 23.9%

Image Contents 631 65.5% 747 60.5%

Measurement/
Exploration 46 4.8% 77 6.2%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25 2.6% 32 2.6%

Education 22 2.3% 69 5.6%

Others 2 0.3% 14 1.2%

Total 962 100% 1234 100%

영상 촬영에 사용되는 드론은 주로 소형의 드론으로 

최대 이륙중량 2kg 미만의 드론이 대부분이다. 이는 드

론의 핵심 부품들이 소형화되고 드론의 짐벌(Gimbal) 
및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2kg 미만의 촬영 전

문 드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촬영 분야에서 활발하

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4종의 드론 자격

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최대 이륙중량이 2kg 이
하의 드론은 비행경력이 없이 온라인 이론교육 이수만

으로 해당 종류의 드론 조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러한 무게 2kg 이하의 촬영용 드론은 안전한 비행을 위

한 다양한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나 드론 비행 중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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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은 촬영용 드론의 비행

과 촬영에서 필요한 능력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교육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Ⅱ. 드론 자격증과 촬영용 드론

2.1. 드론 비행 자격 및 교육

현재까지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다양한 드론 교

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2-3]. 우리나라는 2021년 

새로운 드론 자격체계를 실시하여 드론을 비행할 때 필

요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 운영한다. 2021년 이전에는 드론 자격을 차등화하지 

않고 하나의 자격으로 시행하였으며 한국안전공단의 자

료를 보면 자격취득자는 2014년 606명을 시작으로 2019
년에는 14,708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해마다 자격취

득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드론 자격은 일반적으로 무

인멀티콥터 자격을 의미하며 드론의 무게를 기준으로 자

격을 차등화하여 1종에서 4종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드론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통과

한 후 1종과 2종은 요구되는 비행경력을 갖추고 전국의 

96개 전문교육기관 및 실시 시험장에서 비행 실기 시험

을 통과해야 한다. 1종과 2종 자격과 달리 3종 자격은 6
시간의 비행경력만 갖추면 된다. 그림 3은 전문 교육기

관에서의 드론 비행 교육과 교육용 드론을 보여준다.

  

Fig. 3 Training Site in Drone Education Institution & 
Drone for Education

드론 자격 4종은 비행경력이나 비행 실기 시험 없이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고 온라인 이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드론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드론을 비행할 경우 드론 관련 국내법으로 징역 또

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4].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론교육에서는 드론

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론 지식에 대하여 다루며 주로 

항공 안전법, 항공 사업법, 공역 및 항공 안전, 무인항공

기 인적요인,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비행 이론, 항공 기

상의 내용 등 전반적인 이론 지식에 대하여 다룬다. 1종
에서 4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교육

과 비행경력 시간 기준은 표 2와 같다.

Table. 2 Current Status of Needs for Each Domestic 
Drone Certificate

Classific
ation

Online
Education 

Flight
Career

Experience
Weight

Written Practical

1st × 20hrs ○ ○
Heavier then 25kg
~150kg or lighter

2nd × 10hrs ○ ○
Heavier then 7kg
~25kg or lighter

3rd × 6hrs ○ × Heavier then 2kg
~7kg or lighter

4th ○ × × × Heavier then 250g
~2kg or lighter

드론 자격의 실기 평가는 각 자격 종류별 비행경력을 

갖춘 후 정해진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

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는 드론 비행 실기 평가 코

스는 보여준다. 각 자격증 등급별로 비행경력을 갖추게 

되면 그림 4와 같은 코스 비행을 하게 된다. 실기 평가 

비행은 그림 4의 A 위치에서 드론을 이륙하고 드론 점

검을 한 후 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시동 이륙 : A
2. 정지 호버링(좌측 우측 정렬) : A→B
3. 전진 및 후진 비행 : B →C→D →C →B
4. 삼각 비행 : B → F→B →E →B
5. 원주 비행 : B →A→E →C → F →A
6. 비상 조작 : A →G→A
7. 측풍 접근 및 착륙 : A → F →A
8. 비행 종료 : A

Fig. 4 Practical Test Course for Dron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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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실기 평가에서 모든 비행은 GPS 모드로 비

행을 하게된다. GPS 모드는 드론이 위성 신호를 받아 

드론의 위치, 고도, 수평을 자동으로 유지하게 해준다. 
그러나 비상 조작에서는 드론 비행 시 GPS가 비활성화

된 상태에서 안전한 비행을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

세 모드로 비행을 하게 된다. 이는 GPS의 도움 없이 조

종자가 조종기 스틱만을 움직여 정확히 착륙장에 착륙

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2.2. 촬영용 드론의 특징

최근 드론에 고성능 카메라가 설치된 촬영용 드론이 

개발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 및 취미용으로 촬

영용 드론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에서 최초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에 송출된 것

은 2011년 11월 ‘우면산 산사태’를 알리는 뉴스에서 시

작되었다. 이후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5]. 그림 5는 촬영용 드론으로 촬

영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Fig. 5 Image Taken by a Camera Drone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DJI의 경우 다양한 

상업용 드론을 출시하고 있다. DJI사의 대표적인 촬영

용 드론인 Inspire 1, 2는 드론 기체에 필요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화질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Inspire 2는 

최대이륙 중량이 4kg으로 드론 자격 3종 이상이 있어야 

비행이 가능하며, 무게가 2kg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사

업용이라도 기체 장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촬영 

전문 드론은 드론의 떨림을 카메라에 전달하지 않고 흔

들림 없이 안정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짐벌(Gimbal)에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드론이 점차 소형화되고 드론의 짐벌 및 카메

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최대 이륙중량이 2kg 미만

의 촬영 전문 드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촬영 분야

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대 이륙중량이 2kg 미
만의 드론은 드론 비행 실기 시험 없이 온라인 이론교육

을 이수한 4종 드론 자격으로 비행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촬영용 드론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매빅(Mavic) 2
나 매빅 에어(Mavic Air) 2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이 1kg
이 안되며, 고성능의 1인치의 카메라 센서를 탑재하여 

UHD 해상도의 및 HDR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하다. 이
러한 드론 카메라는 영화를 촬영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만큼 고 퀄리티의 영상을 확보하게 해준다[6]. 그림 6은 

촬영용 전문드론과 최대 이륙중량을 보여준다. 

Inspire 2 (4kg)

Mavic 2 (907g)
       

Mavic Air 2 (793g)

Fig. 6 Camera Drone and Weight

Inspire와 몇몇 드론을 제외한 대다수의 촬영용 드론

은 4종 드론 자격증만으로도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이다. 
즉 비행 경험이나 실기 평가 없이 온라인 이론 강의 이

수 후 온라인 시험만 합격하면 비행을 할 수 있는 드론

이다.
2018년 출시된 매빅 2의 경우 전·후방, 상·하향 및 좌·

우측 득 기체의 모든 면에서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APAS 기능이 전·후방에 있는 장애물

을 자동으로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다양한 촬

영용 드론은 여러 개의 장애물 센서를 장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센서들이 드론의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물 감지 센서들은 일정 수준의 

보호만 제공할 뿐 주변 환경에 따른 판단은 조종자가 판

단하여야 드론의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센서를 탑재한 드론의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비행 조종 미숙의 결로 나타나고 있다. 2020
년도 드론 추락/분실의 원인을 살펴보면 조종자 실수가 

89.5%로 기체 결함 및 원인불명인 10.5%보다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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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게 나타나 드론 조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림 7
은 센서를 탑재한 촬영용 드론의 파손 그림과 드론 기체

별 사고 현황을 보여준다. 그림 7에서 보면 매빅 미니와 

매빅 2, 매빅 에어 2의 사고 발생 횟수가 다른 기종에 비

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드론 기체 문

제보다는 촬영용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이기 때문에 많은 판매량을 가진 기체이고 이에 따른 사

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Fig. 7 Current Statue of Accidents in Each Type of 
Sensor Drone(the number of accidents) in 2020

Ⅲ. 촬영용 드론의 비행과 촬영 교육

촬영 전문 드론인 DJI사의 Inspire 2는 자체중량이 

3.44kg 최대이륙 중량이 4kg으로 시속 94km/h의 속도

로 비행하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15인치의 카본 소

재의 프로펠러 4개를 탑재한 이 드론은 가까이서 비행

할 때 큰 위험성을 느낄 수 있다. 무게가 2kg 이내의 촬

영용 드론도 강력한 모터의 힘과 프로펠러 회전으로 인

해 여전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게 2kg 미만

의 드론은 비행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비행 실기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드론 4종 자격으로 드론의 비행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숙한 드론 비행 조종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게 2kg 미
만의 촬영용 드론 운영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하는데 촬영용 드론의 교육은 드론 비행과 드론 

카메라, 드론 비행과 촬영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이 세 가지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드론 비행 

최대이륙 중량 2kg 이하의 촬영용 드론의 경우 비행 

속도는 기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0km/h~75 
km/h 정도이며 상승 하강 속도는 21km/h 정도이다. 이
는 초당 20m로 전·후진 비행을 초당 6m 상·하 비행을 하

는 상당히 빠른 비행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드

론을 비행 조종하기 위해 조종자는 조종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조종기는 두 개의 스틱으로 드론의 비행을 조종

하게 되며 사진, 영상 촬영, 비행 모드 변환 등을 담당하

는 버튼과 토글 키들이 부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드론 

조종기의 조종 모드는 모드 1과 모드 2를 사용한다. 모
드 1은 RC 비행기나 헬기에서 주로 사용되고 드론 비행

에서는 모드 2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모드 2는 왼쪽의 

스틱이 드론의 상승과 하강, 좌·우 회전을 오른쪽 스틱

이 드론의 진행 방향을 조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8
은 드론 조종기의 2가지 모드를 보여준다.

(a) Mode 1                                 (b) Mode 2
Fig. 8 Drone Controller Mode

드론의 기본적인 비행은 상승과 하강, 전·후진 이동

과 좌·우 수평 이동이다. 이는 조종기의 하나의 스틱만

을 움직여 드론의 비행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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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비행에서 하나의 스틱만을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주로 두 개의 스틱을 같이 움직여 

조종하는 복합 키를 이용한 드론 조종법이 사용된다. 촬
영용 드론을 빠르게 촬영 위치로 이동시켜 비행하기 위

해서는 복합 키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드 2에서 

두 개의 스틱을 앞으로 밀었을 때 드론은 상승하면서 전

진하게 된다. 반대로 두 개의 스틱을 뒤로 당겼을 때 드

론은 후진하면서 하강하게 된다. 또한 피사체의 주위를 

돌며 촬영하는 아크 촬영을 위해서는 드론이 원주 비행

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른쪽 스틱을 앞으로 밀고 왼쪽 

스틱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조절하면서 드론이 왼쪽

으로 원을 그리거나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비행하

게 된다. 이러한 비행들은 촬영 드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행 방법이기 때문에 촬영용 드론의 조종자는 복합 키

의 사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복합 키 

사용은 정해진 일정한 코스를 이동하는 교육으로는 습

득하기 힘들다. 물론 정해진 코스를 정확히 이동하는 비

행 조종능력도 중요 하지만 촬영용 드론은 정해진 코스

를 벗어난 자유로운 비행 상태에서 주로 촬영을 한다. 
그러므로 3차원의 공간이 상공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복합 키 사용 능력을 반드시 습득하여야 

한다. 

3.2. 드론 카메라

촬영용 드론은 3차원 공간을 자유롭게 비행을 하면

서 원하는 피사체를 영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7]. 
특히 드론이 피사체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하이

앵글 촬영에 대부분 사용이 된다. 그러나 드론이 소형화

되면서 기존의 유인 항공기로 촬영을 할 수 없는 근접 

촬영 또한 가능하며 드론 기체의 움직임과 드론 카메라

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기존의 카메라 워킹을 드론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8]. 
드론의 카메라는 그림 9와 같이 드론 기체에 다양한 

카메라를 장착시킬 수 있는 착탈식 카메라와 드론 기체

에 고정된 고정 카메라가 있다. 드론의 정지 비행인 호

버링 상태에서 착탈식 카메라는 팬(Pen) 틸트(Tilt) 움직

임이 가능하며 기체에 고정된 카메라는 틸트(Tilt) 움직

임만 가능하다. 

(a) Removable Camera (b) Fixed Camera

Fig. 9 Drone Camera

드론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

라의 기본 기능인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ND 필터의 

사용법을 잘 알아야 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촬

영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드론 카메라는 고정 조리개를 

사용한다. 그러나 가변 조리개 조절 기능이 있는 카메라

의 경우 조리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

한 드론의 비행과 카메라의 동작 원리와 촬영원리를 교

육과정에서 습득하여야 올바른 드론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 드론은 드론 비행과 함께 원하는 피사체를 촬영하

는 장비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드론 카메라의 기능

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3. 카메라 워킹과 드론 촬영

카메라 워킹은 카메라를 움직이거나 렌즈의 줌 조작

을 통하여 촬영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

이다. 촬영 현장에서는 다양한 구도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워킹을 사용한다. 이러한 카메라 워킹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카메라 삼각대인 트라이포

트 이외에 크레인, 지미집, 레일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촬영 드론은 이러한 장비 없이 드론의 비행만으

로 다양한 카메라 워킹을 구현할 수 있다. 드론의 비행

으로 촬영 가능한 카메라 워킹은 표 3과 같다. 

Table. 3 Camera Working Shots that Could be taken 
by Drone Flight

Camera Working Shot Drone Flight

Pen Shot, 
Tilt Up/Down Shot

Hovering,
Camera-Rotating Flight

Zoom Shot Forward/Backward Flight

Tracking(Dolly) Shot Left/Right
Horizontal Mobility Flight

Arc Shot Circular Flight

Boom Up/Down Shot, 
Crane Shot

Climbing and
Descending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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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드론은 기본적으로 비행을 하면서 원하는 피사

체를 촬영하게 된다. 촬영 드론으로 비행하면서 피사체

를 촬영하는 기법은 카메라의 움직임 없이 드론의 비행

만으로 촬영하는 것과 드론 비행과 함께 카메라의 움직

임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촬영하는 기법이 있다. 이때 드

론의 비행 속도에 맞추어 카메라의 팬/틸트 움직임을 적

절히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조종기의 스틱 조절과 함께 

카메라 운용 휠,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

다. 이는 조종자의 드론 조작 능력과 촬영 능력에 따라 

다양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촬영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자주 사용되는 비행과 카메라 움직임

은 표 4와 같다.

Table. 4 Frequently-used Drone Flight and Camera 
Movement

Drone Flight and Camera Movement

Drone Flight
+

Camera
Fixed

Forward/Backward Flight

Left/Right Flight

Circular Flight

Circular Flight after Forward Flight

Forward/Backward Flight Camera Tilt Down 
Fixation

Drone Flight
+

Camera 
Moving

Forward/Backward Flight + Camera Pan 

Left/Right Flight + Camera Pan

Forward/Backward Flight from Low Altitude to 
High Altitude + Camera Tilt Down

Forward/Backward Flight from HIgh Altitude 
to Low Altitude + Camera Tilt Up

Forward Flight + Camera Tilt Down

Backward Flight + Camera Tilt Up

촬영 드론은 조종자 혼자 비행하면서 촬영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촬영 드론으로 촬영

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인 1조로 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드론을 비행할 때 드론 조종자는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드론을 조종하게 된다. 그러나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종기에 부착된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촬영

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바라보는 촬영하는 동안 드론

은 위험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드론이 

주변 물체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드론으로 촬영을 할 경우는 드론 조종 및 촬영을 담당하

는 조종자와 드론 주변의 위험을 인지하고 알려주는 육

안 감시자 2인이 1조를 이루어 드론 비행과 촬영을 해야 

한다. 육안 감시자는 비행하고 있는 드론을 육안으로 추

적하면서 비행상태와 주변 상황을 감시하며 드론 비행

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즉각적으로 조종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안전한 촬영 드론의 운영을 

위해 조종자과 육안 감시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하며 이는 직접적인 촬영 실습을 통해 습득되어

야 한다.

Ⅳ. 결 론

우리나라는 2021년도부터 안전한 드론 운영을 위해 

드론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드론 자격증 1종과 2
종 자격은 드론 비행경력과 비행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3종은 6시간의 비행경력이 필요하지만 4종은 온라

인 교육 후 이론 시험을 통과하면 드론 비행경력 없이 무

게 2kg 미만의 드론을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들어 드

론의 핵심 부품들이 소형화되고 드론의 짐벌 및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2kg 미만의 촬영 전문 드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촬영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무게 2kg 미만의 촬영용 드론은 안전한 비

행을 위한 다양한 센서를 탑재하고 있지만 드론 비행 중 

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은 촬영

용 드론의 운영에서 필요한 교육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촬영 드론의 교육에는 드론 비행과 드론 카메라, 드론 비

행과 촬영 부분으로 구분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촬영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증가하는 촬

영용 드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촬영용 드론의 안전한 운용에 대한 여러 가

지 규제 방안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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