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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Legal Amendment for the Manage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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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개발 초기에는 군사용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던 드론이 최근 영상촬
영, 농업, 레저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유럽 국가
들, 중국,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드론 운용에 대한 선
제적인 법제 개선을 통해 드론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업용 드론 뿐 만 아니라 개인 레저용 드론
이 급격한 증가세에 있으며, 드론 수 증가에 따른 선제적인 법제 개선
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드론은 그 크기가 다양하고 민수용 드론의 경
우 그 크기와 무게가 그리 크진 않지만 비행 중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드론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
요합니다. 또한, 드론은 여러 산업분야기술이 융합된 결과물이고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분야이기에 드론의 관리를 목적으로 드론 산업
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역시 드론 관련 법제 개선 시 고려되어
야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드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법
제 대응을 목적으로 관련 법제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현
행 국내 드론 관련 법제 및 국외 법제 개선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드론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련 산업계 종사
자, 민간협회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자문
회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론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 수요를 수집
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별 법제 개선방안을 도

출하였고, 신규 법제 제정 등 급격한 변화보다는 드론 보급 확대의 초
기라 할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고, 드론 수 증가
에 따라 향후 드론만의 신규 법제 제정을 통해 관리하는 단계별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수행 결과 도출된 법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열린 드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여러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을 비롯한 모든
드론 관련 전문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미래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드론에 대한 효율적인 법제
개선방안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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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개요
개발 초기에는 군사용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던 무인비행장치(이하 ‘드론’)가
최근 영상촬영, 농업, 레저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그 활
용목적에 따라 날개의 형태(고정익, 회전익, 틸트로터, 생물모방), 비행거리,
비행고도, 제공시간, 이륙중량 등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세계 드론 시
장의 규모는 민간용/군사용을 합쳐 2016년 54억 달러에서 2025년 203억 달러
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민간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26억 달러에
서 2025년 109억 달러로 연평균 15.4%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된다. 우리나라 역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상업용 드론 뿐 만
아니라 개인 레저용 드론이 급격한 증가세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7대
신산업육성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향후 드론의 안전관리 및 관련 산업 활성
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과 드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드론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1) 따라서 드론 수 증가에 따른 미래 대
비를 위한 선제적인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드론은 그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고 비행 중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드론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드론은 여러 산업분
야기술이 융합된 결과물이고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분야이기에 불필요한

1)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육성분야, http://blog.naver.com/mlt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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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드론 산업의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현명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드론에 관하여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서 중량, 가시거리, 고도,
비행시간, 비행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드론의 기계적, 운용적 특성 및 안
전사고위험의 형태 등이 기존 항공기와 상이하여 드론의 관리를 위한 보다 세
부적인 법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다. 국내 현행법에 의해 드론의 정의는 초경량
비행장치 범주 내에서 그 용도(사업용, 비사업용)와 무게에 따라 구분되며, 그
구분기준에 따라 드론의 등록 및 인증과 같은 안전관리 규정이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고성능 개인 레저용 드론과 저중량 사업용 드론과 같은 목적, 성능,
위험도 측면에서 현행법 상 적절한 관리가 힘든 다양한 형태의 드론들이 출현
하면서, 드론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하고 그 드론
의 분류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미국, 유럽국가들, 중국,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드론 운용에 관한 선제적인 법제 개선을 통해 드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육성
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연방항공청(FAA)에서는 공공용으로만 무인항공기의
운항 허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부문에서는 연구개발, 훈련 등에 한하
여 유효기간, 공역제한, 가시비행 등의 제한을 두고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하
며 운영자의 자가점검 및 FAA에서의 수시점검을 진행한다. 유럽은 각 국가별
로 무인항공기 인증체계 및 개발 수준이 상이하나 2013년에 유럽 민간 무인항
공기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호주는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을 가장 먼

㎏

저 제도화한 나라이며 무인항공기 이륙중량 150 을 기준으로 소형 및 대형
으로 나누고 비행영역 및 인증사항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에 저고도교통체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드
론 관련한 현행 법제를 분석하고, 주요 법제 이슈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현행 국내외 드론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드론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련 산업계 종사자, 민간협회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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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드론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 수요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별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드론 수 증가에 따른 단계별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 현황
가. 시장규모
민수시장(704억 원)은 태동기로 군수요 중심
취미용·농업용을 중심으로 민간수요 증가 추세

나. 운영현황
활용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나 주로 소규모 운영
측량/탐사, 건설 등 다양화·세분화 추세

다. 시장전망
제작시장 대비 7.9배의 활용시장

라. 기술수준현황
군수는 세계 최고수준 대비 85% (5년 내외)
민수소형 세계 최고수준 대비 65% 추정
고부가가치 항법, 제어 S/W 부문은 선진국 우위
소형모터, 프로펠러 부문은 중국 우위
스마트폰 공용 부품(AP, 배터리, 디스플레이) 부문은 경쟁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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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외 법제 현황
선진국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선제적 법제 개선을
통해 무인비행장치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육성에 힘쓰고 있음

미국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무인항공기 운항 허가 부여, 항공기 운영실태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 소형 드론(25kg 이하)부터 제도 정비 추진 중 (250g 이상 소유주 등록제,
상업적 활용 등)

유럽

각 국가별로 무인항공기 인증체계 및 개발 수준이 상이하나 2013년에 유럽
민간 무인항공기 통합 로드맵을 발표
중장기 공역 통합 로드맵 마련
· 위험도 기반 드론분류 : open, specific, certified

중국

드론 제도 구체화 및 소유주 등록제 도입 추진
· 7가지 유형에 따라 비행범위, 조종자격 등 적용

일본

드론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총리 주재 민관협의회(’16)
드론 안전기준 법제화 및 산업지원
공공발주 건설사업 드론 등 IT기계 사용 의무화

3. 개선방안
가. 기본개선방향
1단계 :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내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안에서 무인비행
장치, 그 중에서도 무인동력비행장치 그대로의 상태에서 가능한 법률
개정사항 제시
2단계 : 드론의 성능이 개선되고 항공교통관제 대상에 포함해야할 정도로 활
용도 및 중요성 높아진다면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와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단계 : 드론 보급이 확산되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준까지 이를 경우, 별도의
드론 특별법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선박을 포함한 무인이
동체 특별법 제정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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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개선내용
구분

관련 법제

정의

정의 및
기체분류
개체
분류

한계점 및 이슈

개선방향 및 제안

[항공안전법]
제2조 제2호
제3호

다중기준 기반 분류체계 필요
[고려요소1]
위험도 기준 3단계 분류
· open, specific, certified
크게 사업용과 비사업용으 category
로 구분하고 있음
[고려요소2]
· 무인항공기와 구분되는 무인 일반, 상용, 특수목적으로 구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비행장치 기준(150kg) 근거 · 상용목적 드론에 대한 규제
제2조 제1호 나목
불분명
완화를 통해 관련 산업 장려
제5조 제5호
[고려요소3]
성능 기준으로 분류
· payload, 운용반경, 운용
시간, 정착센서 및 장비 등

해외의 경우 비업무용 드론
소유자 등록의무 기준 강화
· 중국 : 250g 이상 모든 드론
· 미국 : 비사업용 포함 0.55
파운드 이상 모든 드론

현재 자체중량 12kg 이하인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드론
무게기준을 낮출 필요 있음
[등록방식]
소유자 등록(미국사례)
기체등록(차대번호)

고액이고 내용연수가 긴 드
기체
론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와
항공기등록규칙, 등록령
등록원부
같이 소유권의 변동 공시가
필요

150kg 이하인 드론 중에서도
5년 이상의 내용연수가 인정
되고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인
드론에 한하여 항공기 및 경량
항공기와 같이 기체등록
원부로 관리할 것을 제안함

사업자 [항공사업법]
등록 정지 제47조 제8항
및 취소 제51조 제7항

현행 법률 동일하게 적용

신규
등록

[항공안전법]
제122조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제5호
항공기등록규칙, 등록령

등록관리

[항공사업법]
사업자 제46조
등록 기준 제48조 제2항
제50조

-

현재 25kg 이하의 드론만 사용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
업자에 대해서만 3천만원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이
면제됨

[제안1]
25kg 이하의 드론만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
스포츠사업의 경우에도 자
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
면제
[제안2]
면제 시 소비자 보호 및 안전
관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있으므로 금액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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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

한계점 및 이슈

개선방향 및 제안
[제안3]
자체중량 25kg 이하의 초경량
비행장치만 사용하는 무인
사업자들의 자본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후 판단

[제안]
변경신고 사유로 기체개조
[항공안전법]
변경등록
여부 포함
제123조 제1항
등록된 드론 중 [별지서식
및
· 자체중량 및 최대중량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16호]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
등록이력
변화가 없는 센서 등 일부
제302조
이 변경될 수 있음
관리
장비의 교체는 변경신고
별지 제116호 서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말소
등록

[항공안전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4항

[항공안전법]
등록
제123조
전담기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지정
제26조

공역
관리

운항관리

운항
관리

-

[항공안전법]
제127조

운항정지 [항공안전법]
및 제한 제161조 제5항

-

현행 법률 동일하게 적용

-

현재 수준에서는 각 지방항
공청에서 충분히 수행가능
향후 드론 수요가 폭증할 경
우에 대행사업 위탁 또는 전
담기관 지정 검토

비관제공역 내에서 공역운영
방안 개선 필요
· UTM(Unmanned aerial system
현재 비관제공역에서 운행 Traffic Management) 과제
가능
에서 공역관리 내용을 다
루는 중이므로 과제완료
후 문제의 상당부분 해소
가능
2017.11.10.자로 시행예정인
개정입법의 효과를 분석하여
개정 항공안전법 제127조
비가시권 운용금지 해제 등은
제3항을 신설하여 운항관리의
장기적으로 검토
안전성 제고

비행금지구역 위반 여부에
사법경찰관을 통한 안전관리
대한 단속건수 현황
· 경찰관 직무교육 또는 교통
· 과태료 처분 건수 : 2013년
안전공단 위탁교육 내용에
4건, 2014년 6건, 2015년
추가
20건, 2016년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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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범

관련 법제

한계점 및 이슈

개선방향 및 제안

[항공안전법]
조종자 및
제122조
사업자
제125조
등의 의무
제129조

드론을 이용한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을
따르도록 함

2017.11.10.자로 시행예정인
개정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4항에서 보완된 바 실효성
검토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보완
후 재추진

면허발급 [항공안전법]
및 관리 제125조

장기적으로 위험도 및 목적기준
사업용의 경우 12kg 미만은 등을 다원적으로 고려한 분류
면허발급이 의무화되지 않음 체계 완성 후 그에 따라 적용
해야 함

교육 및
면허
[항공안전법]
전담기관 제126조
지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시 갱신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간을 명시하고 갱신 시 지정
재심사 기준이 미비함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심사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내 조항
필요성 검토
· 시행규칙 제70조 제4항 “동승
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보험가입
항공기대여업자, 항공레저스포츠
제70조 제4항
는 조항의 필요성 검토
의무 범위
사업자는 항공보험 중 제3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취미용에 대한 책임보험가입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음
의무화는 시기상조임
· 타교통수단 및 완규류와의
형평성 고려
(예: 자전거, RC카, RC선박)

손해배상
[민법]
범위 및
제750조
절차

별도 입법 불요
·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보험금
보험자에 지급거절 할 사유에 지급거절에 대한 구제신청
해당할 경우 피해의 보전 ·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
소송 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촬영신고
[국가정보원법]
및 허가
제3조
제37조

12kg 미만 드론은 신고의무가
없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가능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음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12kg
미만 드론에 대한 소유자신고
기준 강화 시 촬영장치 장착
여부 확인

[항공안전법]
개인정보 제129조 제4항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촉행위 제15조
제75조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정의
되므로 드론은 제외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유지
무단침범 시 불법수색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수립
수색영장 없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논의 및 판단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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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또는 항공안전법
“위치정보”는 “개인이 특정한 상 위치정보수집 근거 필요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 · 개인 및 이동성 있는 물건의
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위치정보 수집이 금지되어
개인위치정보”는 “특정개인의 있으므로 드론을 이용한 위
위치정보”를 의미
치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특
별규정이 필요
항공안전법 관련조항 검토
· 제149조 제1항에 따른 “과
실로 드론을 파손한 사람에 항공안전법 개정 필요
[항공안전법]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형법 제366조와 상충하지
제149조 제1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 않도록 항공안전법 제149조
[형법]
벌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제1항의 문언을 “사람이 현존
제366조
형법 관련조항 검토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개정
· 제366조 재물손괴의 구성요 필요
건에 과실에 의한 손괴는 포
함되어 있지 않음
항공안전법 검토 필요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불법사
[항공안전법]
20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등의죄의 형량을 취미용
제161조 제3항
부과 행위로 이동하여 형
12kg 이하 드론에 동일하게
제5항
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적용하기는 과중함
처벌
· 소송경제, 국민들의 범죄
기록 증가 등 고려
항공안전법 검토 필요
· 제2조 제8호 다목 중 무인비행
장치의 경우는 제외
· 위치확인 및 접근불가한 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형의 사고, 사람이 탑승하는
관한 법률]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만
제2조 제1항 제1호
불가능한 드론에 대한 사고조사
사고조사 대상에 포함
[항공안전법]
위원회 조사 여부
· 무인비행장치를 제외하지
제2조 제8호
않으면 8명의 항공사고조
사관 인력으로 법률상 부여
된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어
려울 것이 예상됨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4항
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보호법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촉행위
제18조
제19조

단속 및
벌칙 1

한계점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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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연구
본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드론의 기
체분류방안 및 운항관리방안 등 추가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드론 운용방안
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드론의 기체 분류 방안에 대한 연구
국외사례를 고려하여 드론의 위험도(open, specific, certified 등), 활용목적
(일반, 상용, 특수목적 등), 성능 등을 기준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드론 분류
체계 및 정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

드론의 항로 정의 및 항로별 운항관리방안 연구
드론의 안전관리와 운항 및 공역관리의 용이성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드론의 항로 정의 및 항로에서의 운항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드론의 안전관리와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간 Trade-off 연구
드론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개선요소와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개선요소를
각각 분석하고 그 상충점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

드론의 법제개선방향에 따른 세부 법제개정방안 연구
법제 개선 방안들을 실제 법조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 및 이해
관계자들 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드론의 교통분야 활용방안 연구
교통분야에서 교통정보 수집, 가공, 제공 측면에서의 드론 활용방안 및 기술적
요구사항 연구

xviii

드론 시스템의 보안(해킹 등) 대책 연구
해킹 등에 의한 피해 및 드론의 범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처벌 조항 등)에 대한 연구 필요

드론 자율운전 성능 수준별 관리방안 연구
드론의 자율운전 성능 및 기술수준별 교육, 인증,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법
제도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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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발 초기에는 군사용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던 드론이 최근 영상촬영, 농업,
레저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그 활용목적에 따라 날개의
형태(고정익, 회전익, 틸트로터, 생물모방), 비행거리, 비행고도, 제공시간, 이
륙중량 등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민간용/군
사용 합쳐 2016년 54억 달러에서 2025년 203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
며, 특히 민간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26억 달러에서 2025년 109억 달러로
연평균 15.4%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2) 우리나라 역시 드
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상업용 드론 뿐 만 아니라 개인 레저용 드론
이 급격한 증가세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7대 신산업육성분야 중 하나
로 선정하고 향후 드론의 안전관리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과 드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인 드론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3) 따라서 드론 수 증가에 따른 미래 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법제

2) Teal Group, 민/군 드론시장 전망,
http://www.tealgroup.com/index.php/about-teal-group-corporation/press-releases/135-teal
-group-analysts-forecast-military-civil-uas-markets-will-total-135-billion-over-next-decade
3)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육성분야, http://blog.naver.com/mlt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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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드론은 그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고 비행
중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드론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드론은 여러 산업분야기술이 융합된 결과물
이고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분야이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드
론 산업의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현명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드론에 관하여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에서 중
량, 가시거리, 고도, 비행시간, 비행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드론의 기계적,
운용적 특성 및 안전사고위험의 형태 등이 기존 항공기와 상이하여 드론의 관
리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법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다. 국내 현행법(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항공사업법 제48조)에 의해 드론의 정의는 초경량비행장치
범주 내에서 그 용도(사업용, 비사업용)와 무게에 따라 구분되며, 그 구분기준
에 따라 드론의 등록 및 인증과 같은 안전관리 규정이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고성능 개인 레저용 드론과 저중량 사업용 드론과 같은 목적, 성능, 위험도 측
면에서 현행법 상 적절한 관리가 힘든 다양한 형태의 드론들이 출현하면서,
드론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하고 그 드론의 분류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미국, 유럽국가들, 중국,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드론 운용에 관한 선제적인 법제 개선을 통해 드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육성
에 힘쓰고 있다.4) 미국은 연방항공청(FAA)에서는 공공용으로만 무인항공기의
운항 허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부문에서는 연구개발, 훈련 등에 한하
여 유효기간, 공역제한, 가시비행 등의 제한을 두고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하
며 운영자의 자가점검 및 FAA에서의 수시점검을 진행한다.5) 유럽은 각 국가
별로 무인항공기 인증체계 및 개발 수준이 상이하나 2013년에 유럽 민간 무인
항공기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6) 호주는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을 가정

4)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5)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6)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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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도화한 나라이며 무인항공기 이륙중량 150kg을 기준으로 소형 및 대
형으로 나누고 비행영역 및 인증사항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7)
본 연구는 미래에 저고도교통체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드
론 관련한 현행 법제를 분석하고, 주요 법제 이슈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현행 국내외 드론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드론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련 산업계 종사자, 민간협회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론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 수요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별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드론 수 증가에 따른 단계별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드론이라 불리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련 법제도를 대상으로
미래 드론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현행 법제도의 개선 수요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항공법(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 드론 외의 유인항공기 등의 기타 항공기는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드론을 관리하는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등의 현행 항공 관련
법제와 함께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교통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법제 현황을 조사하였다. 현행 법제의 제한점 및 이슈사항에 대한 다양한 이해

7)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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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드론 관련 학계, 산업계, 이용자, 정부관계
자 등을 대상으로 미래 드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법제
수요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행 관련 법제와 법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법제 항목별 이슈사항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도출된 개선안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검토가 진행되도
록 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드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종 법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방법 및 흐름도

제1장 서론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조사 결과, 드론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법제 개선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저고도 교통체계에서 안전하고 효율적
인 드론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 보고서명 및 연구 목적
주
요
선
행
연
구

주요 연구 내용

드론 산업현황 분석·전망 및
․과제명 :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수립을 위한 ․국내외
로드맵 사례 조사·분석
연구
․국내 드론 산업의 핵심기술 수준·경
․연구자(연도) : 한국교통연구원(2017)
분석 및 소요 기술 발굴
․연구목적 : 드론산업의 활용분야 발굴, 인프 ․쟁력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발
라 투자, 기술개발 추진, 시범사
굴 및 제시
업 활성화 등 각 분야를 포괄하는
․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중장기
중장기 로드맵 수립
로드맵 마련

․국내외 드론 개발·이용 및 관리(법
제) 현황 분석
관리를 위한 드론 관련 선제적 법제 개선방안 ․드론 이해관계자별 법제 수요 파악
연구로서 향후 예상되는 정부의 드론 관련 법 ․드론 관리를 위한 법제 기본방향 수립
제 개선 작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드론 법제 기본방향 및 개선방안에

․미래 저고도 교통체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본 연구

대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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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무인비행장치 기술 개발 현황
1. 국내 무인비행장치 기술 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틸트로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군사 정찰
용 드론 개발 등 중대형 드론을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8). 국방
과학기술조사서9)에 의하면 군수용 드론 기술의 경우 가장 높은 기술수준을 보
유한 미국과 비교하여 85% 수준10)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격차는
5년 내외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민수용 드론 기술의 경우는 개발단계로 기술
수준 평가는 어려우나 최근 급격히 상용화되고 있는 소형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 대비 65% 수준으로 분석된다.11)
<표 2-1> 국내 드론 체계개발 수준
드론 기술

국내 기술수준

고정익 전술급 드론

체계 및 양산개발 단계

틸트로터 드론

핵심기술 확보(탐색개발완료)

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 10. 10), 민간 무인기, 어군 탐지 등 해양사업 분야부터 개발 시작.
9) 국방기술품질원(2015), 국방과학기술조사서.
10) 기술 순위 : 미국(100), 이스라엘(94), 프랑스‧독일‧영국(90), 중국(88), 러시아‧한국(85).
11)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발표자료,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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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술

국내 기술수준

고고도 전기동력 드론

핵심기술 확보(비행시험 완료)

복합형 회전익 드론

개념설계 단계

무인전투기

기초 핵심기술 연구

고고도 장기 체공기

기초 핵심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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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5),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p. 107,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p. 138를 재정리함.

한국은 스마트폰&드론 공통 부품인 AP, 배터리, 디스플레이, 카메라, 일부
SW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나 로터 및 프로펠러, 동력전달장치, 추진
장치, 전기식 작동기, 비행조종컴퓨터, 위성관성항법장치, 탑재안테나, 통신장
비 등 드론 분야 8대 핵심 부품에서는 선진국과 여전히 격차 존재하고 있다.

<표 2-2> 드론 주요 핵심부품 국내 기술수준
분야

주요기술

최고기술
보유국
및 보유기관

국내 기술
수준(%)

기술격차
주요 내용

지상
통제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미국 /
처리/분배 기술
NorthropGru
오픈 구조 기반
mman
확장가능 통합기술

80

네트워크 기반 항로
안전운항 기술

추진시스템

압축기 연소기 터빈 등
엔진 핵심 설계기술 미국 / UAV
고온부재료 및
turbines
제작 기술

80

보기류 개발/생산 기술
고온부 재료 및 제작 기술

52

고효율기어 팬턴 설계 및
제작 기술
하우징 설계제작 기술 및
특수공정

동력전달
시스템

소형/경량/고정밀
기어 패턴 설계
제작기술
하우징 설계 제작 기술,
특수공정처리 기술

독일 / ZF

8

분야

주요기술

고정밀서보제어 기술
소형/경량/고기동
전기식 구동기
선형작동기 설계
제작기술
고효율프로펠러/로터
프로펠러 및
블레이드 설계 기술
로터블레이드
카본 성형/제작 기술

최고기술
보유국
및 보유기관
미국 / CK
design

미국/ KDE

국내 기술
수준(%)

기술격차
주요 내용

50

정밀 서보제어기술
모터, 정밀기어,
위치/속도센서 시험평가

90

고효율프로펠러 및
블레이드 설계 기술
탄소섬유 성형제작
안정화 기술

75

고신뢰성 및 소형/경량화
설계 제작
가격 경쟁력

75

고정밀/고신뢰성 센서
융합기술
소형/경량화 설계 및
제작 기술

비행조종
컴퓨터

고신뢰성H/W 및
S/W 개발 기술
초소형/초경량화
제조 기술

미국 / BAE

위성관성
항법장치

고신뢰성/고정밀
항법장치 개발기술
초소형/초경량 설계
제조기술

미국 /
HONEYWELL

추적안테나 및
탑재안테나

고정밀/고감도
고속추적 안테나
설계 기술
고감도 패치형
안테나 설계 기술

미국 / Allen

75

고속 빔조향 추적안테나
설계 기술
소형/경량화 메타재질
안테나 설계 제작

통신시스템

고신뢰성 대용량
고속 통신 기술
소형/경량화 기술

미국 /
L3COM

60

대용량 데이터 전송기술
위성 데이터 링크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3), 스마트드론 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보고서 기반 추가 재정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p. 139.

2. 국내 무인비행장치 산업 현황
국내 드론 산업은 플랫폼 분야, 부품 및 시스템 분야, 소프트웨어(S/W) 분
야, 운용서비스 분야 등이 있으며, 각 분야별 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분야의 경우 중대형 드론 제작업체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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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소형 드론 제작업체의 경우 규모나 기술력 측면에서
영세하다. 둘째, 부품 및 시스템 분야의 경우 대부분 자사의 체계 개발에 필요
한 부품을 개발하는 수준으로 부품 전문업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셋째, 소프트
웨어 분야의 경우 부분별 소프트웨어 업체가 존재하나, 드론 상업화 확대도입
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드론 획득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는 초보적 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12) 넷째, 운용서비스 분야의 경우 농약 살포 서비스 분야
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분야별 서비스 제공이 태동하는 단계이다.13)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발표자료, p. 5.

<그림 2-1> 국내 드론 시장현황

12) Invest KOREA, 산업동향 - [항공우주] 한국 드론산업의 현황과 전망,
http://www.investkorea.org/kr/published/industry.do?mode=view&articleNo=468900&artic
le.offset=0&articleLimit=10
13)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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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인비행장치 장래 시장 전망14)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수립 연구에서는 Teal 그룹 및 EuroConsult 자료
기반 국내 민간 분야별 제작 및 활용시장 규모를 예측하였다. 예측결과 국내
분야별 제작시장은 2016년 기준 약 231억 원에서 2025년 4,829억 원(연평균
약 40.2% 성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국내 분야별 활용시장
은 2016년 기준 약 473억 원에서 2025년 36,066억 원(연평균 약 61.9% 성장)
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5)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p. 148.

<그림 2-2> 유망 활용분야별 부스트업 국내 무인기 시장 규모 전망

14)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p. 61-65.
15)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연구,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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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정부는 드론 산업을 국토교통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하였고, 드론 활성화 지
원 로드맵(’17~’26)을 수립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다.16)
국내 시장의 경우 군수용 무인기를 중심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민수시장의 경우는 아직 태동기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촬영용 및 농업용 드론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민수 활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이러한 드론 산업 활성화에 따른 드론 활용 증가는 드론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선제적 규제 확보가 요구된다.

16)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발표자료, p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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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외 규제 현황17)
1. 미국
가. 규정 제정 현황
드론 담당 정부기관은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이며 드론과
관련하여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Title 14 규정을 따르고 있다. 또한
FAA Advisory Circulars (AC) Part 107에서 소형무인기 대상, 범위, 운용제
한 조건 등 준수해야 할 요구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표 3-1> 소형 무인기 규정현황
구분
Title 14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dvisory
Circulars

세부 규정
Part 1, Definitions, Civil Aircraft, section 1.1
Part 21,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Products and Parts
Part 21, Subpart H, Airworthiness Certificates, Experimental
Certificates, sections 21.191 and 21.193

․
․
․
․AC 107-2 –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Part 107) (PDF)
․AC 00-1.1A, Public Aircraft Operations

17) 한국교통연구원(2017, 12월 발간예정), 드론 민간활용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제2장 사례조사 및
동향분석 제1절 주요국의 드론 관련 제도,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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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규정
AC 91-57A
Model Aircraft Operating Standards
AC 21-12, Application for U.S. Airworthiness Certificate, FAA
Form 8130-6
AC 45-2D,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Marking

․
․
․

–

자료 : FAA, 무인기 규정, https://www.faa.gov/uas/resources/uas_regulations_policy/

나. 기체등록 및 운용허가
운용 목적을 취미 목적과 상업 목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운용 기체, 조
종사 자격, 공역, 운용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취미 목적의 드론 운용은 재미
나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무인 항공기 비행이고, 상업용 목적의 드론 운용은
소형 무인기 규정(14 CFR part 107)에 따라 항공 측량, 사진 서비스 제공과
같은 상업적 용도의 비행을 말한다.

<표 3-2> 운용 목적에 따른 드론 운용 범위
구분
조종사
자격조건

기체
자격조건

운용구역
조건

운용
규정

취미 목적

․조종사 자격 조건 없음
․무인기의 무게가 0.55 lbs 이상인 경
우 반드시 등록

․공항 및 항공 교통 관제소에 사전 통
보 없이 공항으로부터 5 mile 구역
에서 운용 가능

․항상 유인기에 권리를 양보해야함
․무인기를 시야에 두고 운용해야함
(가시권 운용)
․무인기는 0.55 lbs 미만이어야 함
․커뮤니티 기반 안전지침을 준수하
여야 함
․공항 5 mile 이내에서 운용하기 위

해서는 공항 및 항공 교통 관제소에
통보해야함

상업 목적

․원격 조종사 항공자 자격 보유
․16세 이상
․TSA 검사 통과
․무인기 무게 55 lbs 미만
․무인기 무게 0.55 lbs 이상인 경우
반드시 등록(온라인 가능)
․무인기가 안전한 운용 조건에 있는
지 비행 전 사전검검 받아야함

․Class G 공역
․무인기를 시야에 두고 운용해야함
(가시권 운용)
․400 feet 이하에서만 비행 가능
․주간 비행만 가능
․유인기에 권리를 양보해야함
․군중 위 비행 금지
․움직이는 차량 위 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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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미 목적

운용
목적

․교육 또는 취미 목적 비행만 가능

상업 목적

․상업용 목적 비행(항공측량 또는 사
진 서비스 제공)
․사업의 부수적 목적 비행(지붕 검사
또는 부동산 사진 촬영)

관련
규정

․Public Law 112-95, Section 336
– Special Rule for Model Aircraft ․Title 14 of the Code of Federal
․FAA Interpretation of the Special Regulation (14 CFR) Part 107
Rule for Model Aircraft

자료 : FAA, 드론, https://www.faa.gov/uas/getting_started/

14 CFR part 47 (Aircraft Registration) 또는 part 48 (Registration and
making requirements for small unmanned aircraft)에서 소형 무인기의 등
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무인기의 무게가 0.55 lbs 이상이거나 55 lbs 이하
인 경우, 목적에 상관없이 무인 항공기를 등록하여 기체에 등록번호를 부착하
고 안전지침을 인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상업적 무인기는 14 CFR part 107 규정에 따라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 우선
조종사는 16세 이상으로 FAA가 승인한 지식 시험 센터에서 항공운항 지식관
련 시험에 통과하고, 면허 발급 전에 교통안전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기체는 55 lbs 이하이고, 반
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운용구역은 Class G 공역이고, 가시권, 400피트 이하,
주간시간, 100 mph(87 knots) 이하에서 비행해야 하고 유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며 다른 항공기 근처(특히 공항 근처), 군중 위, 움직이는 차량 위
에서는 비행을 금지 등18)을 규정하고 있다.
원격조종사 자격증명19) 시험은 최소 16세 이상 응시 가능하고 영어 읽기·
말하기·쓰기·이해가 가능해야 하며, FAA에서 승인한 공식 지식 시험 센터에서
기초 항공 지식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기초 항공 지식 시험은 소형 무인기
시스템 관련 규정, 공역 및 운용 제한, 소형 무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 기상.
소형 무인기 적재 및 성능, 응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18) 14 CFR part 107 subpart B-Operating Rules(§107.11 – 51).
19) 14 CFR part 107 subpart C-Remote Pilot Certification(53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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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항 관리20)
드론 운용 시 보안 민감 공역, 임시 제한 공역, 제한 또는 특수 공역, 스포츠
경기장, 공항 등은 제한 구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FAA의 14 CFR § 99.7
- 특별 보안 지침(SSI, Special Security Instructions) 내 UAS NOTAM FDC
7/7137에 정의된 보안 민감 공역에서는 지표면에서 최대 400 feet AGL까지 모
든 UAS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 비행 제한 공역은 산불이나 화학 물질 유출, 유엔 총회와 같은 일시적
인 위험 혹은 안보 관련 상황으로 인해 비행이 제한되는 공역이다. 제한 공역
중 미국에서 가장 높은 제한 공역은 워싱턴 DC를 둘러싼 영공으로 이곳에서
의 무인기 비행은 불법이다. 특수 공역에는 금지 구역, 제한 구역, 경고 구역,
군 작전 구역(MOA, Military operation areas), 경계 구역, 사격제한구역(CFA,
Controlled firing areas) 등이 있다. 스포츠 경기 한 시간 전후로 경기장 3 해
리 반경 이내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공항의 경우는 5 miles 이내
비행 시 공항 운영자 및 공항 관제타워에 통보해야 하며, 주요 공항의 Class
B 공역은 특별 항공 교통 허가 및 조정 없이 운용이 금지되어 있다.

라. 보험
소형 무인기의 보험은 14 CFR part 107 규정상에는 강제하지 않는다.

20) FAA, 드론 운용 범위, https://www.faa.gov/uas/where_to_fly/airspace_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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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가. 규정 제정 현황
The Air Navigation Order(ANO)에서 드론의 운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
며, 모든 UAS 운항은 영국의 통합항공시스템에서 관리된다.

<표 3-3> 소형 무인기 규정현황
구분

Order

세부 규정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ANO) and Regulations
․CAP 393 Air Navigation: The Order and the Regulations22.
․UK 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Regulation (EU) 923/2012 (Standardised European Rules of the
Air).
․EASA Decision 2013/013/R of 17 July 2013 (Acceptable Means of

Compliance (AMC) and Guidance Material (GM) for Implementing
Regulation (EU) 923/2012 of 26 September 2012)

자료 : CAA(British Civil Aviation Authority), 무인기 규정,
http://www.caa.co.uk/Commercial-industry/Aircraft/Unmanned-aircraft/Unmanned-Aircraft/

나. 기체등록 및 운용허가21)
기체 무게별 드론 운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3-4> 기체무게에 따른 드론 승인 범위
구분

감항증명

7kg 미만

7kg 이상 20kg 미만

20kg 이상 150kg 미만

․설계, 생산 또는 다른 ․UAS OSC 제출에 따른 ․형식 인증 기준 동의
감항증명 승인 없음
감항성 평가(설계요소, ․형식인증 요구 조건
․형식인증(TC) 또는 형식 생산요소, 지속성 및 가능성
인증 기준(TCB) 없음
감항성 요소 평가)
․설계 및 생산 승인 필요

21) CAA, 드론 운용 조건,
http://www.caa.co.uk/Commercial-industry/Aircraft/Unmanned-aircraft/Unmanned-Aircraft,
http://dronesafe.uk/wp-content/uploads/2016/11/Droneco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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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g 이상 20k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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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 이상 150kg 미만

․설계승인 또는 생산승인 ․지속적 감항증명 절차
또는 형식인증 또는
형식인증기준 없음

운용

OSC 및 감항증명
․운항 승인 또는 UAS ․UAS OSC volume 1, ․UAS
제출 또는 AOC 유형
OSC* Volume 1에 따른
승인 없음

조종사
자격증명

운용
환경

영향요인

평가

․조종사

자격 요건의
표준 허가 증거가 필
요한 경우

2, 3 제출에 근거한 승인

평가에 근거한 엄격한
승인

․조종사 역량 증명 필요 ․조종사 역량 증명 필요

․혼잡지역 비행
․혼잡지역 그리고/또는
․가시권 비행
위험이 표준허가
높은 위험 환경 그리고/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제3자
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또는 BVLOD, BRLOS
․400 feet 이하 비행금지 복잡한 환경 비행
등 그리고/또는 복잡
․저위험지역 비행
․VLOS, EVLOS
한 공역
․높은 복잡성 그리고/
․낮은 복잡성, 낮은 교

통량, 양호한 운영 환경

또는 높은 교통량 그
리고/또는 인구밀도가
높거나 또는 높은 위
험 환경
인구밀집지역 위 비행
복잡한 비행프로파일
한 명의 운영자 통제
하의 다수의 무인기

․중간정도 복잡성
․혼잡지역 또는 A 보다
위험이 높은 환경
․
․교통량 증가
․
․

주 : *UAS Operating Safety Case
자료 : CAA(2015),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s in UK Airspace
p. 32.

– Guidance cap722,

무인기 중 20kg 이하는 기체등록이 요구되지 않고, 20kg이상 무인기는 등
록이 필요하고 등록번호는 항공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British Civil Aviation Authority(CAA)에서는 조종자 자격을 평가하며, 평
가 시 파일럿 경험, 최대 이륙 중량, 비행 제어 모드, 운영 제어 및 안전성 평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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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무인기 기체무게에 따른 규정현황 및 자격증명
구분

기체등록
대분류

7kg
이하(SUA)

7kg 초과
20kg 이하

감항 승인

×

등록
운용허가
조종자격

×

책임규제
기관
조종자 역량 및
자격요건

150kg
초과(UAS)
EASA 승인
또는 CAA
승인3

○
○
○
○

3

○
○
○

3

○
○

1

1&2

National Aviation Authority
없음, 또는
NQE4 역량
평가 또는
AMC5

20kg 초과
150kg 이하
(Light UAS)

없음, RPL6,
NQE4 역량
평가 또는
AMC5

2

2

National
Aviation
Authority
RPL6, NQE4
역량 평가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EASA
RPL6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주 : 1. 항공 작업 목적 또는 혼잡지역이나 사람 및 재산 근처 비행 항공기 적용
2. 운용 허가 신청 시 사안별로 조종사의 경험도 고려
3. 감항성 및 등록 요건에서 특정 면제가 가능함.
4. NQE-National Qualified Entity(the Basic National UAS Certificate Small(BNUC-S
™)/Remote Pilot Qualification)
5. AMC-Acceptable Means of Compliance
6. RPL-Remote Pilot’s License
자료 : CAA(2015),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s in UK Airspace
Guidance cap722,
pp. 33-34.(규정협황), pp. 44-45(자격증명).

–

–

상업용 목적 드론 운용의 경우 특정 추가적인 단계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
한 절차를 통해 상업용 무인기 운용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인기 운용 조
건은 사람 또는 재산의 안전 확보, 가시권 비행, 항공 교통 관제 기관의 허가가
없는 경우 A, C, D 또는 E 클래스 공역에서 비행금지, 공항 주변 비행금지,
7kg -20kg이하 기체 운용, 400 ft(120m) 이하에서 비행, 사람 및 주택
150ft(50m) 이내 또는 군중 및 빌딩 500ft(150m) 이내 비행 금지 등이 있다.
혼잡지역 내 착륙 혹은 운용 시 CAA의 허가가 필요하나 응급서비스 또는
건물의 유지 보수 검사를 수행하는 지방당국은 특별 승인 외에 영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국내외 법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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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항 관리
150kg 이하 무인기는 Regulation (EC) 216/2008 (EASA 기본 규정)의 규정
을 따르지 않으며, ANO 국내 규정을 따른다.
공역 상에서 무인기는 자동 공역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역권을 갖기
위해서는 유인 항공기에 적용되는 규칙 및 절차를 동등한 수준으로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무인기는 ANO 및 항공 규정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임시 위험
지역(TDAs, Temporary Danger Areas) 설립을 통해 운용이 가능하다.
위험지역 또는 분리 공역 밖의 모든 항공기 비행의 경우 조종자는 기체운용
및 항공교통관제사와의 통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특히 특
정 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유인기 비행조건인 특수 장비 등을 장착해야 한다.
그리고 무인기는 계기비행 또는 가시 비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NO 2009 Article 166에 의해 최대이륙중량이 7kg 이하인 소형 무인기 운
영자는 Class A, C, D 또는 E 공역 내 또는 활동 중인 ATZ 내에서의 운항을
위하여 항공 교통관제기관(ATC)으로부터 비표준비행(NSF, Non-Standard
Flight)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안전 확보를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교통구
역 5km 밖에서의 운용을 권고하고 있다.

라. 보험
무인기 운영자는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보험을 보유해야 하고,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제3자 사고 및 전쟁 위험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항공기 또는 최대이륙중량 20kg 미만 항공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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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법제 현황
가. 규정 제정 현황
일본은 2015년 12월 the Aeronautical Act를 개정하여 무인항공기
(Unmanned Aircraft/Drone) 안전 규정을 도입하였다.
The Aeronautical Act에 의한 무인기는 탑승자 수용 불가하고, 원격 또는
자동으로 조종 가능한 모든 비행기, 회전익기, 글라이더 또는 비행선을 말한다.

나. 기체등록 및 운용허가
무인항공기 기체 등록이 의무화 되지 않았고 비행면허를 규정하고 있지 않
으나, 비행 승인·허가22)를 위해서는 기체의 기능·성능, 무인항공기 조종자 비
행경력·지식·기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적합성을 판단한다.
무인기를 운용할 때에는 몇가지 운용 조건을 지켜야 한다. 우선 주간시간(일
출에서 일몰 사이), 가시권 내(VOLS), 무인기와 지표면/수면 위의 사람 또는
재산 간 거리를 30m로 유지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인구밀집지역 위 무인
기 운용금지, 무인기로 폭발물 등 유해물질 운송금지, 무인기에서 물체 낙하를
금지해야 한다.

다. 운용 범위
지상 150m 이상의 영공, 공항 주변의 장애물 제한 표면 영공(진입 표면, 수
평 표면, 전이 표면, 확대 진입 표면 등), DID (Densely Inhabited Districts/인
구집중지역) 위 공역에서 운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여 공공기관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위해 비
행하는 경우는 "비행 금지 구역" 및 "운항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2) 국토교통성 항공국(2015), 무인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허가·승인 심사 요령(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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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험
무인기에 대한 보험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호주
가. 규정 제정 현황
호주는 2016년 9년 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1998 (CASR) Part 101
을 개정하여 원격조종항공기(RPA, Remotely Piloted Aircraft)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고 모델 항공기, 원격 제어 비행기 및 헬리콥터, 비행선, 로켓, 연 및
무인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레크리에이션용 무인 비행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기체등록 및 운용허가
RPA 운용은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시야 내에서 비행해야
한다. 또한 야간 비행금지, 구름·안개 속 통과 및 비행금지, 차량·보트·건물 또
는 사람들의 30m 이내에서 비행금지, 해변이나 인구가 많은 공원 또는 스포츠
경기장 등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항공기 등록은 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1988 volume2 Part
101.015 규정에 의해 Part 47의 등록 규정을 따르고, Part 45의 항공기 마킹
규정에 따라 항공기(RPA 포함)에 국가식별마크, 등록마크 및 항공기 등록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kg 미만의 상업용 원격 조종 항공기의 경우, 비행 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전에 CASA에 통보하고 주간에 가시거리(VLOS) 이내 운항, 120m (400 피트)
이상 비행금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30m 이내 비행금지, 금지/제한 구역, 인구
밀집구역에서의 비행금지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RPA 운영자 인증서
(ReOC) 소지자는 개인으로부터 15m 이상, 30m 이내에서 운항가능, 야간비행
가능, 그 외 다양한 추가 승인 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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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g 이상의 상업용 원격 조종 항공기의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은 개인이 RPA
운영자 인증서(ReOC)를 보유해야 하는 사업자를 위해 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원격 파일럿 라이센스 (RePL)의 형태로 제공되며, 위의 운용조건을 따라야 한다.
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1988 volume3 subpart 101.F (Remotely
piloted aircraft)에 따르면 원격조종자자격(RePL, Remote Pilot Licence)은
우선 CASA에서 인증하는 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교육과정
을 통해 자격을 얻을 방법이 있다. 원격조종항공기 시스템 작동에 초점을 맞추
어 이론 및 운영 교육, 항공기 통신 자격(AROC, Aircraft Radio Operators
License) 교육을 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이 자격이 없을 경우 가시권 비행
및 통제 공역에서의 비행이 금지 된다. 승인 된 교육 기관을 통해 RePL을 취득
하면 중량 및 등급이 ReOC 운영과 일치하는 한 CASA의 추가 비행 평가가 요
구되지 않는다.
유인항공조종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PPL 지상 이론 시험 통과, CASA 비행시
험 통과, 표준 작동 조건에서의 RPA 5 시간 비행 완료 조건을 충족하여 RePL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 운용 범위
도시 대부분인 통제 영공에서는 지상 120m (400 피트) 이상 비행 및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하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 비행장 및 헬리콥터 착륙
지점과 최소 5.5km 이상 떨어져 운용되어야 하고, 관리기관 허가 없이 RPA를
금지/제한 구역 내에서 비행할 수 없다. 군용 시설 주변, 군대 통제 비행장,
시드니 하버, 대규모 공개 행사구역 등 제한된 공역에서는 항공기 이동이 특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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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드론 운용 범위
구분

요건

허가

․통제 비행장 3NM 이내 운용
․통제 비행장 이동구역 내 운용
․비통제 비행장 이동구역 내 운용
․항공기 출·도착 항로 내 운용

지역 승인

․통제 공역 내 400ft AGL 초과
․통제 공역 밖 400ft AGL 초과
․비가시권 운용(BVLOS)
․CASA가 통제하고 있는 제한 구역 내에
서의 운용(R405A, R405B 분리절차)

자료 : CASA, 드론운용 범위,
https://www.casa.gov.au/aircraft/standard-page/commercial-unmanned-flight-gaining-y
our-remotely-piloted-aircraft-pilot

라. 보험
CASA는 RPAS 운용으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가입을 강력하게
권고 하고 있다.

제2절 국내 법제 현황
1. 현행 법제 현황
현재 국내의 항공 관련한 법률인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과 드론 관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
법 등을 검토하여 드론과 상관성이 있는 조항들을 도출하였다.
항공안전법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정의체계 및 용어(제2조)
- ‘무인비행장치’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용어 정의(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정의(제8호 및 시행규칙 제6 7조)
- ‘비행정보구역’에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도 공역을 지정 공고 가능(제11호)
- ‘항공로’에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을 위한 공간의 길도 포함(제13호)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과 ‘초경
량비행장치의 제작·정비 및 안전성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포함(제6조)
신고제, 신고시 수집 정보사항, 신고면제 기준, 신고번호 표시의무(제122조)
변경신고 및 말소신고의 기한 및 절차(제123조)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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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성 인증, 면제대상(시험비행허가), 유효기간 및 절차 방법의 위임(제124조)
⑥ 조종자증명 면제대상, 증명기관의 요건, 조종자증명 취소기준 및 사유(제125조, 시행규
칙 제306조)
⑦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사유(제126조, 시행규칙 제307조)
⑧ 비행승인의 대상 및 비행승인 제외범위(제127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308조)
⑨ 구조지원장비 장착의무 및 면제대상(제128조, 시행규칙 제309조)
⑩ 조종자 준수사항 및 무인자유기구허가 조건, 사고보고 의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보호(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내지 제312조)
⑪ 안전개선명령의 발령 사유, 시행규칙 위임사항(제130조, 시행규칙 제313조)
⑫ 소유자등 및 사용자에 대한 주류 섭취 제한(제131조, 제57조)
⑬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서류제출의무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권한(제132조)
⑭ 조종자 증명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전 청문 의무(제134조 제24호, 제25호)
⑮ 지자체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조종자 증명에 대한 업무 위임(제135조 제5항 제8호)
⑯ 항행 중 항공기 위험발생의 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제138조)
⑱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에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제149조)
⑲ 각호에 열거된 불법사용의 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제161조)
⑳ 명령위반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제162조)
㉑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양벌규정(제164조)
㉒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부과액수(제165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8호, 제4항 제4호 및 제5호, 제6항 각호)

항공사업법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정의 및 범위(제2조 제23호, 시행규칙 제4조)
항공기 대여업 등록요건(제4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변경사유 및 제척사유(제48조,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9],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49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제척사유 및 등록제한사유(제50조, 시행령 제24조 및 [별
표10], 시행규칙 제49조, 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51조)
요금표 및 약관 비치의무 및 열람기회 부여(제62조 제5항)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제70조, 시행규칙 제70조)
영리 목적 사용금지(제71조)
등록 취소 처분 전 청문의무(제74조 제6호 및 제7호)
미등록 사업자, 명의대여 금지위반, 및 사업개선명령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및 형량(제78조)
영리 목적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형량(제80조 제2항)
과태료 위반행위의 유형 및 과태료 부과기준(제84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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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사고에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포함(제2조 제1항 제1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의 결격사유에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을 하는 자 제외(제8조
제5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제작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등의 항공사고 등 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권한(제19조 제1항 제1호)

①
②
③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련 용어 정의 및 자동차 종류(제2조, 제3조)
자동차의 등록(제2장)
- 등록, 소유권 변동의 효력, 등록원부, 신규등록, 자동차제착·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신규
등록 거부,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자동차의 운행정지 및 운행제한 등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제3장)
- 구조 및 장치 등, 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자기인증,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 제작결함 시정, 자체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기인증 자동차
에 대한 사후관리, 안전도 평가 등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제4장)
- 자동차 정비,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자동차의 검사(제5장)
-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 지정의 취소, 기술인력의 직무 등
자동차관리사업(제7장)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결격사유, 사업 개선명령,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자동
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모법사업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
동차매매 관련, 사업 취소·정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제7장의2)
- 국제조화 계획수립, 전담기관 지정, 관련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
보칙(제8장)
- 자동차관리업무 전산처리,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 부정사용 금지 등, 보고·검사,
자료의 요청,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과징금의 부과, 손해배상, 수수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벌칙(제9장)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통칙,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효과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도로교통법
차마의 통행(제13조)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제4장)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사고발생 시의 조치 등
교통안전교육(제7장)
- 교통안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강사 자격기준 등
운전면허(제8장)
- 운전면허, 결격사유, 면허시험, 운전면허증 발급, 적성검사, 면허 취소·정지 등
자동차운전학원(제10장)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시설기준, 결격사유, 강사 및 교육과정, 전문학원 지정, 수강료 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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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법제 분석
앞에서 제시된 드론 관련 국내 현행 법제사항에 근거하여 드론의 비행절차를
도해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자료 : 국토교통부, 정책Q&A-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

<그림 3-1> 드론 비행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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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드론 관련 법제별 그 내용과 드론의 관리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

<표 3-7> 국내 관련 법제 현황
법령

목적

관련조항

항공
안전법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해

항공안전법 내에 초경량
비행장치 관리 및 승인
등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
어 있음
항공안전법 내에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내용이 부
분적으로 수록되어 있으
나 기존 항공기와는 다른
드론의 특성과 향후 급속
도의 발전 및 이용증가를
고려한 별도의 법안 제정
혹은 규제완화 등의 개정
이 필요함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
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
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
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
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
기술 발전에 이바지함

내용 및 한계

․제1장 총칙
․제10장 초경량비행 ․
장치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항공사업 관련 법령 내에

항공
사업법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
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
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
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
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
켜 국민경제 발전과 공
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
한 사업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음
항공사업법 각 조항내에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내
용이 부분적으로 수록되
어 있고 제3장 제5절 초
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외에도 관련 내용들이 각
조항에 부분적으로 산재
되어 있어으나 항공기대
여내에 으나 드론의 기
존 항공기와는 다른 특성
과 향후 관련 사업의 급
격한 발전 및 성장을 고
려한 별도의 법안 제정
혹은 규제완화 등의 개정
이 필요함

․
․제1장 총칙
․제3장 항공기사용
사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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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적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
준, 자가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
공의 복리를 증진함

관련조항

내용 및 한계

․제2장 자동차의 등록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대
․제3장 자동차의 안 한 별도의 자동차관리법
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 등
․제3장의2 저속전기 을록, 제정하여
인증, 관리사업 등에
자동차에 대한 특례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4장 자동차의 점 ․향후 드론 관련 분야의
검 및 정비
성장 및 이용증가
․제5장 자동차의 검사 급격한
대비하여 드론에 대한
․제6장 이륜자동차의 를별도의
법률이 자동차관
관리
리법 수준으로 제정되는
․제7장 자동차관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사업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
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
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
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
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
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
전을 촉진함

․자동차의 사례를 참고하

여 드론으로 인한 사고발
생시 피해자의 민사상 손
해전보 방안 마련이 필요
함
자배법 상 운행자의 개념
과 드론 오퍼레이터 개념
비교 검토
책임보험 의무가입 검토
및 책임보험의무가입 시
일부 중과실에 의한 사고
외에 형사처벌 면책 검토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6장의2 자동차 ․
사고 피해지원기금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

․현행 제조물책임법 상 드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
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
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
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함

․전체 8개조
․제3조 제조물 책임
․제4조 면책사유

론사고가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인한 경우에
소프트웨어는 제조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
조자가 제조물책임을 지
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검토 필요함
클라우드를 통해 작동하
는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해당 여부, 외부에서 제
공받은 날씨·지도·도로
정보의 제조물 해당 여부

․

제3장 국내외 법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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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현행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가목에 따르면 초
경량비행장치의 하위 범주로 무인비행장치를 분류하면서 그 중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로 정의하고 있고,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정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무인항공기‘라고 약칭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범주 안에서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무인비행장치 중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전성인증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306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자체중량
12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등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
자 증명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0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구조지원장비의 장착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처럼 무인비행
기를 자체중량 기준 12kg, 25kg, 150kg으로 구분하여 다른 규제수준을 적용하
고 있는 것은 7kg, 20kg, 150kg으로 구분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와 흡사하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호에 근거하여 상업
용(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사용되
지 않는 자체무게 12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대
한 신고의무와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적절한 수준
의 규제로 판단된다.

「

다만, 중국의 경우 민용항공국이 2017. 5. 16. 자로 발표한 민용무인항공기실

」

명제등록관리규정 에 따라 250g 이상의 모든 무인항공기는 용도를 불문하고
2017. 6. 1. 이후로는 실명등록을 해야 하고, 2개월간의 계도기간 후에는 위반자에
대해 처벌23)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도 14 CFR part
107에 근거하여 0.55lbs 이상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사용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있
는 바, 우리나라도 현재 12kg 이하의 비사업용 무인항공기 중 일정 무게 이상인

23) 民用无人驾驶航空器实名制登记管理规定
http://www.caac.gov.cn/XXGK/XXGK/GFXWJ/201705/t20170517_44059.html (2017. 9. 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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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용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무인비행장치의 발전수준과 활용도(농약살포, 시설점검, 항공사진 및 동영
상 촬영)를 감안했을 때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요구되는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자동차관리법」이나 사고발생 시의 민사상 손해배상책
임과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같은 규율은 여객을 운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송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PAV)가 실용화된 시점에 논의되어야할 사항으로 판
단된다.
또한 제조물로서 무인비행장치의 결함이 있는 경우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원칙
적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귀착되고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
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 무인비행장치 중 상당수가 무인비행장치
제조업 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
할 수 있다.

․

항공 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도 항공사고에 포함되어 있는데, 항공안전법 제2조 제8호 다목의 ‘초경량비
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12kg 미만의 무인비행장치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항공사고의 범위를 지
나치게 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아울러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중 발생한 지상 제3자의 인적피해 또는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에 초경량비행장치
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
급하는 대인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
한 인명피해 시 손해의 전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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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법제 수요 조사 개요
드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법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
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 조
사 대상은 국내 드론 관련 관·산·학·연 전문가들 및 민간 드론 이용자들이며,
수요조사는 드론 규제개선 수요조사서(부록 1에 수록) 발송을 통한 서면설문
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해 수행되었다. 법제 수요조사의 수행현황은 다음 <표
4-1>와 같다.

<표 4-1> 법제 수요 조사 개요
구분

수행일자

내용

참여전문가

1

2017.4.7.(금)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협의(1차)

1인

2

2017.6.2.(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3인

3

2017.6.19.(월) ~
2017.6.30.(금)

드론 규제개선 관련 전문가 서면조사

12인

4

2017.7.28.(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3인

5

2017.8.21.(월)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협의(2차)

3인

6

2017.9.18.(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규제개선안
내용 검토 및 의견수렴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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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요 조사 내용
전문가 수요 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법제 수요 항목별
내용은 <표 4-2>와 같다. 법제 항목은 크게 드론의 정의, 분류기준, 안전성 및
인증, 등록 및 소유권, 운항관리, 사고책임, 손해배상 및 보험, 개인정보, 조종
자격, 지도조종사자격, 규제기준 구체화, 기타로 구분하였고 각 법제 항목별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서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제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아래 표의 내용은 법제 수요를 통해 수집된 내용이며, 연
구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표 4-2> 법제 수요 조사 결과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정의

- 드론에 대한 법적/사회적 공인된 정
의가 없음

- 드론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필요
-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는 구분
하여 정의

분류
기준

- 무인항공기를 중량만으로 분류
· 무인비행장치는 자체 중량 150kg
이하, 이는 다시 12kg 초과와 이하
로만 구분
- 유인드론이 택시형태로 등장할 경우
현행법상 항공기로 분류되어 제한
사항 많음
· 3인 이상 탑승 시 항공기 범주에 해당
- 초저고도 운항 드론은 항공기 영역
으로 보기 어려움
· 지상 및 강 상공 10m이하 비행은
공중부양 자동차 혹은 보트에 해당

- 상업용과 개인용을 구분
· 상업용의 규제 적극적 완화를 위함
- 드론을 초경량항공기 범주에서
별도로 항목 선정하여 무인 및
유인으로 분류
- 고도별 또는 임무별 드론 구분
· 저고도체계에서 운영할 범주를
우선 선정
· 초저고도 운용드론, 저고도 1/,
-2 운용드론 등으로 구분
- 드론 분류 기준 마련
· (1)무게, 용도, 고정익/회전익 등
· (2)종류, 등급, 형식 등
· (3)자체중량, 운동에너지, 에너지
원, 조종방식, 이착륙방식 등(표준
참고)
- 안전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구축
·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 위험도 고려

안전성
및 인증

- 안전성 인증 기술기준과 안전인증체
계가 미비
- 드론의 체계적 안전관리 한계

- 안전성 유지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필요
· 조종사, 소유자, 제작자, 유통자 등

–

제4장 법제 수요 조사 및 분석

구분

33

문제점

개선방안

· 안전성 검사대상에 활용분야, 활용
빈도 등에 따른 위험도가 고려되지
않음

- 안전사고 관련 연구/실험 필요
· 대중적 기종의 악천후 시 성능, 공
중충돌 및 추락의 충격과 피해 모
의실험 등
- 안전성 인증 및 검사주기 개선
· 안전성 인증대상 확대
· 기체무게,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에
따라 안전성 검사주기 다양화

- 총 이륙중량 25kg 이하의 등록기준
없음
- 사고 혹은 사생활침해 발생 시 식별
불가하거나 소유권 불분명할 수 있음

- 드론 실명제 등록 도입
· 등록대상 확장 및 등록기준 마련
· 등록해야할 정보 제시 및 등록시스
템 운영
- 고유번호 혹은 식별번호 부여

- 향후 드론 비가시권 및 야간 운항을
위한 제도적 지원 미비

- 비가시권 및 야간 운항 시 무인드론
을 지속적으로 관제하는 체계 필요
· 드론의 통신주파수 등 고유전파 활용
- 운항가능여부 결정해주는 체계 지원
· 항법장치 정상작동 여부, 기착지까
지 비행에 소요되는 동력 및 예비
동력 충분한지 여부, 항로 간 기상
상태 등을 확인

사고
책임

- 사고 발생 시 역할 및 책임이 명확하
지 않아 책임소재 불분명함
· 시스템 오류로 사고발생 시, 조종자
책임 및 제작자 책임 범위 판단 어
려움
- 법적 사고에 대해서만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함

- 드론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사
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함
· ANSP, 통신망사업자, 운용자 등
- 드론으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
인명이나 재산 상 손해 발생 시 어떠
한 법을 적용할지 논의
· 상법 항공운송편 적용할 경우
적용범위 논의와 법 개정 필요
- 경미한 사고 발생에 대한 조사필요
·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 사고조사조직 혹은
인력 필요
- 정부주도의 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고 위험성 분석, 보험의 프리미엄
책정 등에 활용 가능

손해배상
및 보험

- 보험가입 의무규정 내용이 미흡
· 드론 도입 및 활용 가속화로 제3자
위험이 증가함
- 드론 기체보험 개발 미흡

- 보험가입 의무화
- 제3자 보험가입 범위 확대
· 자기 수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에
도 기체무게,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록 및
소유권

운항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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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
정보

문제점

개선방안

· 고가의 산업용 기체의 경우 활용 과
정에서 파손 및 망실 시 경제적 부
담 작용
· 산업의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등 위험도 고려하여 제3자 보험가
입 의무화 검토
- 드론 기체보험 개발
· 드론 활용을 활성화 가능
· 기체 파손 및 망실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 현행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나 위치정
보사업자에 조종자와 소유자 포함
가능여부 불분명
- 관련 현행법 적용에 한계가 있음
· 해킹, 전파방해, 주파수교란 등에
정보통신망법 , 전파법 , 항공법 ,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령 적용에
한계
· 정보통신망법 에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통신망 제공 사업자에 부여
- 드론활용으로 인해 개인정보피해사
건 발생 가능성 높음
· 촬영, 중계 등이 식별정도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로 수
집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에 드론 영상
촬영에 대한 규정 없으나 초상권침
해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있음

- 개인정보보호 의무대상에 조종자,
무인항공기 관련 사업자, 제작자 포
험 고려
-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보장
· 무인항공기 등의 설계 및 제작단계
부터 사전에 사생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침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영상장치 사용 드론에 대한 법적기
준 필요
· 택배 등에 드론을 이용할 경우, 영
상 및 위치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드론에 대한 영상정보처리 관련 규
정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입법예고 된
상태로, 법안이 입법되면 드론의
영상촬영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음
- 다양한 입법대안 검토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상 요건인 사전동
의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개인식별 불가능할 정보의 촬영 허
용 또는 촬영지역 주민에 대한 사
전통지 등 동의 얻는 방안 검토
· 촬영용 드론의 경우 식별 가능하도
록 조치할 것 등의 대안 검토

- 자격증명 대상을 12kg 초과 사업용
에 한정
· 드론 기술력 향상으로 소형화 및 고
성능화
· 12kg 이하 산업용 드론이 다수 상
용화됨
* JS-1000 4kg, Remoeye-002T
3.4kg, Aibotix V2 3.4kg
· 현재 비사업용 및 12kg 이하 드론
은 최소한의 비행안전지식 없이도

- 자격관리 대상 확대 필요
· 활용분야 및 활용빈도 등 고려
·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한 자격
제도로 개선
· 250g 이상 12kg 이하의 모든 드론
조종자에 대해 전면적 조종자격 취
득 의무화
- 조종자격 증명제도 개선
· 1종, 2종으로 이원화
· 취득연령제한, 조종자격 취득자 재

「

조종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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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제점
조종 가능
· 체계적 안전관리에 한계

지도
조종자
자격

규제
기준
구체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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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교육 등 세부사항 조정

- 지도조종자의 법적, 제도적 요건에
문제
· 조종경력 시간 100시간과 3일의 교
육과정 이수하면 지도조종자 될 수
있음
· 현장에서는 지도조종자 서명만 있
으면 조종경력 인정되는 실정
· 정부의 감독관리 부족
· 능력 부족의 지도조종자 양산

- 지도조종자 기준 요건 강화 및 법적
자격으로 관리 필요

- 비행금지 행위 및 범위 모호

- 비행금지 행위 및 범위 명확히 제시
· 원전주변 비행제한 범위, 야간비행
금지 시간대, 사람/차량/건물 상공
비행금지 범위 등의 구체화

-

- 시야선 규제 폐지
· 시야는 카메라와 연결될 수 있으며,
LTE 등 통신선 활용하여 운항 장거
리화 가능

-

- 규제면제 신청
· 상업용의 경우 용도에 따라 2주 이
내에 사용검토·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다양한 사용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불법비행에 대한 실질적 단속 어려움
- 안티드론 또는 드론 불법 침입 시 포
획 등에 관한 법적 조항 미비
- 규제 개선을 위한 기반 데이터 부족
· 누적 데이터가 없어 법/제도/규제
적정여부 판단 애로

- 데이터 기반 규제 개선 필요
· 시범사업 및 사업자별 비행/평가
실적 등 반영하여 개선 수위 판단

- 유사 제도에 대한 규제 중복/상이
· 부처별/기관별 유제 제도 및 지침
으로 현장 사업자에게 혼란 유도
· 인증, 기술기준, 산업표준, 신뢰성
평가 등 부처별/기관별 중복 또는
범위 모호
· 농업용 드론 : 기존 안전성 인증(TS)
과 농업용 드론 검정(농업기술실용
화재단) 중복검사 체계

- 유사 제도 관련 부처별/기관별 통합
화 및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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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제 수요 분석 결과
1. 분석 개요
법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드론의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법제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1>과 같이 1-정의 및
기체분류, 2-등록관리, 3-운항관리, 4-조종 자격 및 교육, 5-손해배상 및 보험,
6-개인정보 보호, 7-단속, 벌칙, 사고조사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법제
항목별 분석 내용은 현행 항공법에서의 정의, 관련 상충법과의 관계, 현행 법
제상 한계점 및 이슈, 개선방향 및 제안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림 4-1> 법제 항목 구분

제4장 법제 수요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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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가. 정의 및 기체분류
대분류

정의 및 기체분류

소분류

정의 및 기체분류

항공 현행법

관련법 혹은 상충법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
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
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
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
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2)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
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
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한계점 및 이슈

- 크게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음
· 무인항공기와 구분되는 무인비행장치 기준(150kg)의 근거 불분명

개선방향 및 제안

다중기준 기반의 분류체계 필요
[고려요소1]
- 위험도 기준 3단계 분류 (open, specific, certified category)
[고려요소2]
- 일반, 상용, 특수목적으로 구분
· 상용목적 드론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 산업 장려
[고려요소3]
- 성능 기준으로 분류
· payload, 운용반경, 운용시간, 정착센서 및 장비 등

38

나. 등록관리
1) 신규등록
대분류

등록관리

소분류

신규등록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
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배
터리 무게를 포함한다)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①

②
③

관련법 혹은 상충법
한계점 및 이슈

개선방향 및 제안

항공기등록규칙, 등록령
- 해외의 경우 비업무용 드론의 소유자 등록의무 기준 강화
· 중국 : 250g 이상 모든 드론
· 미국 : 비사업용 포함 0.55파운드 이상 모든 드론
현재 자체중량 12kg 이하인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드론의 무게기
준을 낮출 필요 있음
[등록방식]
- 소유자 등록(미국사례)
- 기체등록(차대번호)

제4장 법제 수요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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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체등록원부
대분류
소분류
항공 현행법
관련법 혹은 상충법

등록관리
기체등록원부
항공기등록규칙, 항공기등록령

한계점 및 이슈

-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저당권의
등록에 대한 사항을 항공기등록령으로 규정하여 원칙상 물건인
동산이지만 고가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저당권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액이고 내용연수가 긴 드론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와 같이 소
유권의 변동 공시가 필요

개선방향 및 제안

- 150kg 이하인 드론 중에서도 5년 이상의 내용연수가 인정되고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인 드론에 한하여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와 같이 기체등록원부로 관리할 것을 제안함

3) 사업자등록 정지 및 취소
대분류
소분류

등록관리
사업자등록 정지 및 취소

항공 현행법

항공사업법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
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
(같은 조 제1항제4호의2·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51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
다)를 준용한다.

①

ㆍ

ㆍ

ㆍ

⑧
⑦

관련법 혹은 상충법
한계점 및 이슈
개선방향 및 제안

- 현행 법률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 정지 및 취소]의 내용과 동
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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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 기준
대분류
소분류

등록관리
사업자등록 기준
항공사업법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
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
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현재 25kg 이하의 드론만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에 대해서만 3천만원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이 면제됨
[제안1]
- 25kg 이하의 드론만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
츠사업의 경우에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 면제
[제안2]
- 면제 시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있으므
로 금액기준 유지
[제안3]
- 자체중량 25kg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만 사용하는 무인사업자
들의 자본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후 판단

①

②

항공 현행법

①

관련법 혹은 상충법
한계점 및 이슈

개선방향 및 제안

제4장 법제 수요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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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등록 및 등록이력 관리
대분류

등록관리

소분류

변경등록 및 등록이력 관리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변경신고등)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
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
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
[별지 제116호 서식] 초경량비행장치(신규,변경·이전,말소)신고서
- 등록된 드론 중 [별지서식 116호]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이 변경
될 수 있음
[제안]
- 변경신고 사유로 기체개조 여부 포함
· 자체중량 및 최대중량에 변화가 없는 센서 등 일부 장비의 교
체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①

항공 현행법

관련법 혹은 상충법
한계점 및 이슈

개선방향 및 제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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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소등록
대분류

등록관리

소분류

말소등록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변경신고등)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
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
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
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
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
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③
④

관련법 혹은 상충법

-

한계점 및 이슈

-

개선방향 및 제안

- 현행 법률에서 제시한 [말소등록]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제4장 법제 수요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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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 전담기관 지정
대분류

등록관리

소분류

등록 전담기관 지정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변경신고등)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
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준감항증명은 제외한다.
가.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명
나.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명
⦙

관련법 혹은 상충법

-

한계점 및 이슈

-

개선방향 및 제안

- 현재 수준에서는 각 지방항공청에서 충분히 수행가능
- 향후 드론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 대행사업 위탁 또는 전담기관
지정 검토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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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항관리
1) 공역관리
대분류

운항관리

소분류

공역관리

항공 현행법

-

관련법 혹은 상충법

-

한계점 및 이슈

개선방향 및 제안

- 현재 비관제공역에서 운행 가능
- 비관제공역 내에서 공역운영방안 개선 필요
· UTM(Unma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과제에
서 공역관리 내용을 다루는 중이므로 과제완료 후 문제의 상
당부분 해소 가능

제4장 법제 수요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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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항관리
대분류

운항관리

소분류

운항관리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
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
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
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중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시행일 : 2017.11.10.] 제127조

①
②

③

항공 현행법

ㆍ

ㆍ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관련법 혹은 상충법

-

한계점 및 이슈

- 2017.11.10.자로 시행예정인 개정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
을 신설하여 운항관리의 안전성 제고
- 2017. 8. 9. 자로 신설되어 2017.11.10. 시행예정인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드론의 야간
비행이 가능함

개선방향 및 제안

- 개정입법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가시권 운용금지 해제 등은 장
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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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항정지 및 제한
대분류

운항관리

소분류

운항정지 및 제한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 혹은 상충법

-

한계점 및 이슈

- 비행금지구역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건수 현황
· 과태료 처분 건수 : 2013년 4건, 2014년 6건, 2015년 20건,
2016년 21건

개선방향 및 제안

- 사법경찰관을 통한 안전관리
· 경찰관 직무교육 또는 교통안전공단 위탁교육 내용에 추가

⑤

제4장 법제 수요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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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종 자격 및 교육
1) 조종자 및 사업자 등의 의무
대분류

조종 자격 및 교육

소분류

조종자 및 사업자 등의 의무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
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
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
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
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①

①

관련법 혹은 상충법

-

한계점 및 이슈

- 드론을 이용한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개인정보보
호법 및 위치정보법을 따르도록 함

개선방향 및 제안

- 2017.11.10.자로 시행예정인 개정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4항
에서 보완된 바 실효성 검토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보완 후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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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 발급 및 관리
대분류

조종 자격 및 교육

소분류

면허 발급 및 관리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
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
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관련법 혹은 상충법

-

①

한계점 및 이슈
개선방향 및 제안

- 사업용의 경우 12kg 미만은 면허발급이 의무화되지 않음
- 장기적으로 위험도 및 목적기준 등을 다원적으로 고려한 분류
체계 완성 후 그에 따라 적용해야 함

3) 교육 및 면허 전담기관 지정
대분류

조종 자격 및 교육

소분류

교육 및 면허 전담기관 지정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
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

관련법 혹은 상충법

-

한계점 및 이슈
개선방향 및 제안

①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기준이 미비함
- 전문교육기관 지정 시 갱신기간을 명시하고 갱신 시 지정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심사

제4장 법제 수요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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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손해배상 및 책임
1) 보험가입의무 범위
대분류

손해배상 및 보험

소분류

보험가입의무 범위

항공 현행법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련법 혹은 상충법

④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한계점 및 이슈

-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자, 항공레저스
포츠사업자는 항공보험 중 제3자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음

개선방향 및 제안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내 조항 필요성 검토
· 시행규칙 제70조 제4항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는 조항의 필요성 검토
· 취미용에 대한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는 시기상조임
· 타교통수단 및 완규류와의 형평성 고려
(예: 자전거, RC카, RC선박)

2)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절차
대분류

손해배상 및 보험

소분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절차

항공 현행법

-

관련법 혹은 상충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계점 및 이슈

개선방향 및 제안

- 보험자에 지급거절 할 사유에 해당할 경유 피해의 보전
- 별도 입법 불요
·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구제신청
·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소송 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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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정보 보호
1) 촬영신고 및 허가
대분류

개인정보보호

소분류

활영신고 및 허가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
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관련법 혹은 상충법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
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
보안업무규정
보안측정은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
의 요청에 따라 한다.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시설 및 장비의 보호를 위
하여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관계 기관에 보안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협
조를 요구할 수 있다.
항공사진촬영지침서

①

①

①
②
③

한계점 및 이슈

- 12kg 미만 드론은 신고의무가 없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가능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음

개선방향 및 제안

-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12kg 미만 드론에 대한 소유자신고 기준
강화 시 촬영장치 장착여부 확인

제4장 법제 수요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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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법 저촉행위
대분류

개인정보보호

소분류

개인정보보호법 저촉행위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 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
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
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법 혹은 상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제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

」
「

」

ㆍ

①

①

한계점 및 이슈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
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
여 전송하는 장치”로 정의되므로 드론은 제외됨

개선방향 및 제안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유지 무단침범 시 불법수색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불법행위 성립여부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수립
- 수색영장 없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논의 및 판단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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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정보보호법 저촉행위
대분류

개인정보보호

소분류

위치정보보호법 저촉행위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 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
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
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법 혹은 상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

」
「

」

ㆍ

①
①

한계점 및 이슈

- “위치정보”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 “개인위치정보”는 “특정개인의 위치정보”를 의미

개선방향 및 제안

- 항공사업법 또는 항공안전법 상 위치정보수집 근거 필요
· 개인 및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이 금지되어 있으므
로 드론을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특별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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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속, 벌칙, 사고조사
1) 단속 및 벌칙 1
대분류

단속, 벌칙, 사고조사

소분류

단속 및 벌칙 1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사 위협 발생 등의 죄)
과실로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비행장·이착륙
장·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
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 혹은 상충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계점 및 이슈

- 항공안전법 관련조항 검토
· 제149조 제1항에 따른 “과실로 드론을 파손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 형법 관련조항 검토
· 제366조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과실에 의한 손괴는 포함되
어 있지 않음

개선방향 및 제안

- 항공안전법 개정 필요
· 형법 제366조와 상충하지 않도록 항공안전법 제149조 제1항
의 문언을 “사람이 현존하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개정 필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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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 및 벌칙 2
대분류

단속, 벌칙, 사고조사

소분류

단속 및 벌칙 2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 혹은 상충법

-

한계점 및 이슈

-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를 위반한 행위는 신고등록 의
무가 있는 12kg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적용되
므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이 취미용으로 사
용하는 12kg 이하의 드론을 운용 중 과실로 비행제한 공역을
침범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127조 제2항 위반행위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향 및 제안

- 항공안전법 검토 필요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200~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로 이동하여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처벌
· 소송경제, 국민들의 범죄기록 증가 등 고려

③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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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조사
대분류

단속, 벌칙, 사고조사

소분류

사고조사

항공 현행법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離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
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
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법 혹은 상충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
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
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한계점 및 이슈

-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드론에 대한 사고조
사위원회 조사 여부

개선방향 및 제안

- 항공안전법 검토 필요
· 제2조 제8호 다목 중 무인비행장치의 경우는 제외
· 위치확인 및 접근불가한 유형의 사고, 사람이 탑승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에만 사고조사 대상에 포함
· 무인비행장치를 제외하지 않으면 8명의 항공사고조사관 인력
으로 법률상 부여된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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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논의의 기초
앞에서 정리한 법제수요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재의 기술수준과 활용도 하에
서 무인동력비행장치인 드론은 항공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비관제공역
인 Class G을 이용하여 운행하고 있다. 이처럼 드론의 관제가 항공교통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드론에 대한 규정들을 분법하는 것은 무
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드론의 운항시간, 최고운항고도 등의 성능이 개선되고 교
통량이 증가하여 다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처럼 항공교통관제의 대상에 포함
해야할 정도로 활용도 및 그 중요성이 높아진다면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와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드론의 보급이 확산
되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준까지 이를 경우, 별도의 드론 특별법 또는 자율
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선박과 함께 무인이동체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이고 지금 당장은 현재 정의되고 있는 항공사업
법 및 항공안전법 내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주 안에서 무인비행장치, 그 중에
서도 무인동력비행장치 그대로의 상태에서 가능한 법률 개정사항들을 제시하
고자 한다.
다만 아래의 내용에는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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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등의 신고기준을 정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
24조 제5호나,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위임을 받아 의무적인 책
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정한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의 개정사항 등은 주무부서
와의 협의 및 법제처 검토를 통해 부서 내에서 추진하여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
로 별첨한 법률개정안에서는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제2절 법제 개선 기본 방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제 수요조사 결과를 7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그 시사점 또한 각 범주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정의 및 기체분류
드론에 대한 법제 수요조사 결과,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요인이 바로 ‘정의
및 기체분류’에 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드론을 별도의 규제범위로 독립해
서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세 가지 기본
범주의 하위에 위치하는 무인비행장치 중 비행선과 구분되는 무인동력비행장
치로 위치시킨 현재의 관리체계를 유지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드론에 대한 규제의 내용이 전체 초경량비행장치 범주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며, 항공기의 범주를 ‘항공기/경
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무인항공기’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
해볼 수도 있다.

2. 등록관리
법제수요조사 내용 중 등록관리에 관한 부분의 개선 필요성이 가장 많이 제
기되었다. 현재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의무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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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는 기준은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과
미국이 각각 250g과 0.55파운드 이상의 모든 드론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식으
로 사용자등록을 의무화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으
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업용으로 활용되는 드론의 상당수도 12kg 이하일 정도로 경량인
드론의 성능이 개선되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12kg 이하의 드론이 비
행 중 동력을 잃고 낙하하거나 지상의 물체와 충돌하여 낙하할 때의 충격량
등을 고려하면 지상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가해자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등록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용자등록 측면과 함께 드론의 기체등록 기준도 사용자등록 기준
과 같이 맞출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25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안전성 인증과도 관련된다. 또한 법제 수요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바를 참고하여 현재 항공기등록령에서 고가의 동산으로서 소유권과 저
당권의 등록을 비롯한 권리변동을 기재하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기체등록원부의 대상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취득가액의 드론도 추가하
여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현재는 동산으로 취급되어 점유
의 방식으로 소유하며 선의취득도 인정되는 상황이다.
또한, 사소한 부분이지만 25kg 이하의 드론만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
용사업자의 경우, 등록 시 3천만원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면제하
고 있는데 이를 25kg 이하의 드론만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과 항공레저스포
츠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항공안전법 제123조는 초경량비행장치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
율하고 있는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제1항 제3호의 ‘초경량비행장
치의 보관 장소’는 행글라이더나 비행선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드론의 경우는 보관 장소의 변경을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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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변경신고의 사유로 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카메라 등 탑재여부와
는 관계없는 센서 등 부품의 교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에 열거되지 않아 변경신고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
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3. 운항관리
기존에 업계 및 학계에서 가장 많이 문제제기가 된 부분 중 하나인 야간 비
행의 경우는 2017. 8. 7. 자로 신설된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사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드론의 야간비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2017. 11. 10. 자로 시행예정인 개정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에 따
라 기존 항공안전법 제68조 제5항에 의해 금지되었던 ‘무인항공기의 비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을 경우 ‘제68조 제1호
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이상에서 비행’과 ‘제78조 제1항에 따

․

․

른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
행하는 경우’ 모두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비관제공역 내에서의 드론 전용 공역운영방안은 2017. 4. 1.부터
2021. 12. 31까지 4년 9개월 동안 2단계에 걸쳐서 수행 중인 ‘저고도 무인비행
장치 교통관리 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24)(일명 UTM)사업의 성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현재 드론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에서의 사전승인 없는 운행, 야간
또는 비가시권 비행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행제한 공역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 위반자는 항공안
전법 제161조에 근거한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으로 의율할 필요가 있다.

24)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0061호
http://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4&artId=1328
390 (2017. 9. 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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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종 자격 및 교육
2017. 8. 9. 자로 개정되어 2017. 11. 10. 자로 시행예정인 항공안전법 제
125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

․ ․

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 구축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기존의 드론 조종자 증명 발급을 위한 교육이 지나치게 이론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법률에 근거조항이 생긴 이상 초경량
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에 관해서도 2017. 8. 9. 자로 개정되어 2017. 11. 10. 자로 시행
예정인 항공안전법 제126조 제5항과 제6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

․

관 지정 이후에도 지정기준을 충족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를 확인하

․

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
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교육기관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항공안전법 제48조), 위험물전문교육
기관(항공안전법 제72조),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제117조) 등에 대한 규정
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두고 지정을 갱신하도록 하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운영기준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에 한하여 지정의 개
신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체계 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문교
육기관 지정의 갱신기간을 도입할 경우, 앞의 조문들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2017. 11. 10. 자로 시행예정인 개정 항공안전법 제126조 제5항 및 제
6항의 신설로 인해 동 조문의 개정 필요성은 현실적로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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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 및 책임
드론을 사용하여 영리행위를 영위할 경우,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에 따라 사망자 1인에 대해 1억 5천만원의 범위 안
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는 대인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에 사용되는 드론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 상 피해를 받
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력(資力)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신청 또는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
입의무에는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의 금액을 보상하는 대물
보험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사업법은 이 조항은 준용하고 있지 않
아 가해자가 자력(資力)이 없을 때 피해자의 재산 상의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않을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반면, 영업용이 아닌 드론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등 일신 상의 손해를 입
었거나 재산 상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
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자체중량 12kg 이
하의 드론의 경우, 사용자등록이 의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수단으로서 드론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
용되고 있는 자전거의 경우에도 아직 책임보험이 의무화 되고 있지 않다. 이륜
차(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었으나 책임보험가입률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어 2012. 2. 22. 자로 개정하고 2015. 5. 23자로 시행된 자동차

․

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변경 폐지 신고
및 소유권이전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높은 손
해율에서 기인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현재도 이륜차의 책임보험가입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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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비영업용 드론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6. 개인정보 보호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신고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신고사항
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행
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스럽다.
설령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현행 항공안전법 상
12kg 이하의 드론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자유롭
게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드론 제작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초 당 동영상저
장 비트전송률이 100Mbps에 달하여 4K급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부착된 고
성능 드론25)의 무게가 1.338kg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할 때 12kg의 신고기준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4항은 드론 조정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어 별도로 개인정
보 및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7. 단속, 벌칙, 사고조사
항공안전법 제149조 제1항은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를 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 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전복시키
거나 혹은 파괴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문을 살펴보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A 또는

25) DJI社의 팬텀 4 PRO 모델 사양 참조, http://www.dji.com/kr/phantom-4-pro/info (2017. 9.
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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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또는 C로 보아 셋 중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를 파손한 경우에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 물론 초경량비행장
치를 파손하는 행위 중에 과실로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를 손상되게 하거
나 천을 찢기게 할 경우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운항하는 이용자의 생
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본 처벌조항의 정당성이 일단 인정된
다. 그러나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주에 드론이 포함된 관계로 드론을 과실로 파
손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역형으로까지 의율할 수 있는 처벌조항은 형벌체계의
적합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항공안전법 제149조 제1항 중 ‘초경
량비행장치’ 부분을 ‘사람이 현존하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과 제5항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의 죄
에 대한 형의 상한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
나 드론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2kg 이하인 개인 취미용 드론이 초경량비행
장치 비행제한 공역을 위반하는 행위는 비행제한 공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낮은
인식수준으로 발생하며, 소송경제와 국민들의 범죄기록을 고려할 때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행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나목은 ‘초
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발생’, 다목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
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
는데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이나 경미한 충돌행위, 위치확인 불가, 접근 불가

․

등의 상황까지 항공사고로서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에 따라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에

․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내부에 항공
사고조사관 인원이 8명인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법문과 현실의 괴리가 큰 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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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결론
정부는 드론 산업을 국토교통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하였고, 드론 활성화 지
원 로드맵(’17~’26)을 수립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다.26) 개발
초기에는 군사용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던 드론이 국외에서는 최근 영상촬영,
농업, 레저 등 다양한 목적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 활용도
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국외 시장에 비해 아직 태동기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민수시장의 드론의 수요가 다양한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
고, 그 성장세가 미래에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드론의 상용화 시기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드론의 관리라 함은 드론 관련 사고 방지 및 사고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 드론의 운용을 위한 운항관리, 드론 관련 산업분
야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등을 모두 포함한다. 드론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는 서로 상충(trade-off)되는 방안
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법제적 방안들
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드론의 활용 및 운용을 위한 허가 및 승인절차에 대해서
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드론의 안전관리와 드론 산업 육성을 모두 달성
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26)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7),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발표자료,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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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드론을 소유하기 위한 등록제는 현행 법제에서 정의한 등록 대상 기체
를 확대하도록 하는 현행 법제에 비해 강화하는 방향을 통해 드론의 기본적인
관리 강화와 사고발생시의 사고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드론
을 활용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운용허가 및 승인 절차는 현행 법제에서 정의
한 기준을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방향을 통해 드론 운용의 용이성을 확보하도
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드론 법제 개선방안의 적용에 대해서는 드론의 수 증가
에 따른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드론의 상용화가 자동차와 같은
개인이동수단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드론의 관제가 항공교통관리의 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드론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 특별법과 같은
분법 적용하는 것보다는 현행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체계에서 법제를 개
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장기적으로 드론의 수가 독립수단으로서 고려
되어야 할 만큼 증가하고 드론을 다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처럼 항공교통관
제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정도로 활용도 및 그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면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와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드론의 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들은 7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으며, 각 법제항목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드론의 정의 및 기체분류는 드론 관련 법제 정비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현행 무게 및 사업용 구분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드론의 위험도, 활용목적, 성능 등의 다중기준 기반의 분류
체계를 통해 분류함이 필요하다.
2. 드론의 등록관리는 현재 자체중량 12kg 이하인 드론에 대해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법제사항의 무게기준을 낮추어 소형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등
록원부를 통해 관리하는 등의 등록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3. 드론의 운항관리는 드론의 운행이 가능한 비관제 공역 내에서의 세부적
인 공역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드론의 성능이 개선될
경우를 고려하여 비가시권 운용금지 해제 조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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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론의 조종 자격 및 교육은 사업용의 경우 12kg 미만은 면허발급이 의
무화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드론의 다중분류체계에 따른 분류별 면허
발급 적용방안을 재정비 함이 필요하고, 드론의 운용을 위한 전문교육기
관 지정 시 갱신기간을 명시하고 갱신 시 지정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
심사 함이 필요하다.
5. 드론의 손해배상 및 책임은 가해자(드론 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
송 등 민사적인 절차가 있기에 드론만의 특별한 손해배상 관련 입법은
불필요하며, 취미용 드론에 대한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는 드론의 확대 보
급 측면에서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됨이 필요하다.
6. 드론의 개인정보보호는 12kg 미만 드론에 대한 소유자신고 기준 강화에
발맞추어 등록 시 촬영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개인
의 사생활 침해, 사유지 무단침범 시 불법수색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불
법행위 성립여부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을 수립함이 필요하다.
7. 드론의 단속, 벌칙, 사고조사는 드론 운용 과실로 인한 사고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드론 운용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질서벌로 처벌함이 필요하고, 사고조사의 용이
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치확인 및 접근불가한 유형의 사고, 사람이
탑승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만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
함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드론의 증가에 따른 상용화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법제
정비 방안 연구로서, 드론의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
화라는 목표 하에 세부적인 법제 항목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
는 현행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의 법제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고, 장기적으로 드론의 활용도 및 그 수가 증가하는 시점을 상정하여 드론만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무인비행장치의 발

제6장 결론

67

전수준과 활용도(농약살포, 시설점검, 항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를 감안했을
때, 미래 무인비행장치(PAV)가 실용화된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동차관리법」이
나 사고발생 시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과 같은 수준의 법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 요구되는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2절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드론의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법제
개선항목별 세부적인 장단점 및 각 분야별 영향도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법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드론의 기체분류방안 및 운항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드론의 운용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드론의 기체 분류 방안에 대한 연구
드론의 기체분류 및 분류된 기체의 정의는 모든 규제 항목의 기준이 되는 사안
으로 드론의 법제정비 시 최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현행 국내 항공법
체계에서는 사업용 구분 및 드론의 무게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나, 국외사례를
고려하여 드론의 위험도(open, specific, certified 등), 활용목적(일반, 상용,
특수목적 등), 성능 등을 기준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드론 분류체계 및 정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드론의 항로 정의 및 항로별 운항관리방안 연구
드론의 공역은 현행 항공법 체계에 의해 비관제공역으로 정의되어 있고, 국가
중요시설 공역은 운항은 제한하는 등, 비관제공역 안에서의 운항가능영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행 도로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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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운항가능영역으로 포함하고, 사유용지에 대해서는 운항을 제한하는 등
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드론의 안전관리와 운항 및 공역관리의 용이성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드론의 항로 정의 및 항로에서의 운항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드론의 안전관리와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간 Trade-off 연구
드론의 안전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등록 및 운용허가 등의 규제 강화가 불
가피하고, 드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드론의 운용범위 확대
와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드론의 안전관리와 산업육성이
라는 두 가지 목표에 따른 법제 개선 방안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충요소를 줄이고 최적의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개선요소와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개선요소를 각
각 분석하고 그 상충점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심층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드론의 법제개선방향에 따른 세부 법제개정방안 연구
본 연구는 드론의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법조문의
개선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조문 개정을 위해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제 개선 방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이해관계자들간 추
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나, 확정된 법제 개선 방안들을 실제 법조문에 반영하기
위한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이용한 세부 법제 조문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드론의 교통분야 활용방안 연구
드론은 교통분야에서 역시 교통정보 수집, 가공,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통정보 수집 분야에서는 국내 고
속도로 등에서 드론이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과속단속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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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외에도 밀도 및 교통량 등과 같은 교통혼잡척도 산정에도 드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분야에서의 드론 활용방안 및 활용목적
별 기술요구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드론 시스템의 보안(해킹 등) 대책 연구
드론의 비행성능이 고도화되고 카메라 등 영상촬영장비가 장착되면서, 해킹으
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수집(불법촬영 등) 등 범죄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드론의 범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드론시스템의 기술적 요구사
항 및 드론해킹 시 처벌 조항 등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드론 자율운전 성능 수준별 관리방안 연구
드론 시스템이 고도화 되면서 근 미래에 드론의 자율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며, 자율운전 기술수준 역시 드론의 장착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다양할 것
으로 예상된다. 드론의 자율운전 기술수준에 따른 운전자 교육기준, 기체 등록
및 신고, 비행 인증 등을 포함한 드론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준비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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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무인기 규정, https://www.faa.gov/uas/resources/uas_regulations_policy/
FAA, 드론, https://www.faa.gov/uas/getting_started/
FAA, 드론 운용 범위, https://www.faa.gov/uas/where_to_fly/airspace_restrictions/
CAA(British Civil Aviation Authority), 무인기 규정,
http://www.caa.co.uk/Commercial-industry/Aircraft/Unmanned-aircraft/
Unmanned-Aircraft/
CAA, 드론 운용 조건,
http://www.caa.co.uk/Commercial-industry/Aircraft/Unmanned-aircraft/
Unmanned-Aircraft,
http://dronesafe.uk/wp-content/uploads/2016/11/Dronecode.pdf
CASA, 드론운용 범위,
https://www.casa.gov.au/aircraft/standard-page/commercial-unmanned-fl
ight-gaining-your-remotely-piloted-aircraft-pilot
民用无人驾驶航空器实名制登记管理规定,
http://www.caac.gov.cn/XXGK/XXGK/GFXWJ/201705/t20170517_44059.h
tml (2017. 9. 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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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OOO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00. 00.

ㆍ ㆍ
OOOㆍOOOㆍOOO
OOOㆍOOOㆍOOO

발 의 자 : OOO OOO OOO

OOO 의원 (10인)

제안이유
빠르게 발전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일명 ‘드론‘)에 대한 산업진흥 지원과 적
절한 규제수준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항공안전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으며,
2017. 8. 9. 법률 제14872호로 일부개정된 항공안전법이 2017. 11. 10.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항공사고등의 조사범위와 관련성이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범
주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있고, 자체중량이 12kg 이하여서 소유자등의 신
고의무가 면제되는 비영업용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가 비행제한공역을 위반
하는 행위를 벌금으로 처벌할 경우 법률의 부지로 인한 다수의 범법자들을 양
산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변
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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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정의 조항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알 수 없거
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사람이 현존하는 초경량비행
장치’에 한하도록 개정(안 제2조 제8호 다목)하여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유인자유기구, 유인계류기구 등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초경

․

량비행장치사고로 보도록 하여 본 조항을 준용하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에 관

․

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축소한다.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의 구성요건 중 ‘과실로 초경량비행
장치를 파손하거나’ 부분을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파손
하거나’로 개정(안 제149조 제1항)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 과실범의 형사
처벌 필요성이 낮은 손괴행위를 구성요건에서 제외한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을 비행한 일정 무게 이하의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에 대해 다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와 달리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안 제161조 제5항 및 제166조 제2항 제4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꾀하
고자 한다.

부 록

법률 제

89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다목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람이 현존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로 한다.
제149조 제1항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람이 현존하는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제161조 제5항의 본문에 이어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제166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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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

8. ------------------------------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

목적으로 이륙[이수(離水)를 포

-----------------------------

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

-----------------------------

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

-----------------------------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가.------------------------------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
는 화재 발생

------------------------나.------------------------------------------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

다. 사람이 현존하는 초경량비행

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치-------------그 초경량비행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장치에 ----------------

9. ∼ 34. (생 략)

9. ∼ 34. (생 략)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① 과실로 항공기·

발생 등의 죄) ①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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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비

--------사람이 현존하는 초경량

행장·이착륙장·공항시설 또는 항

비행장치·---------------------

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

------------------------------

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

------------------------------

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② ------------------------------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

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 ④ (생 략)

① ∼ ④ (생 략)

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

⑤ -----------------------------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

-----------------------------

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

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66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92

현

행

개

정

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한다.

---

1. ∼ 14. (생 략)

1 ∼ 14.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② ------------------------------

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

-----------------------------

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

1. ------------------------------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

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

-----------------------------

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

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

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

2. ------------------------------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

3.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

3. ------------------------------

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

-----------------------------

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제161조

-----------------------------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한다)

----

<신 설>

4.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
을 한 사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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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항공사업법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OO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00. 00.

ㆍ ㆍ
OOOㆍOOOㆍOOO
OOOㆍOOOㆍOOO

발 의 자 : OOO OOO OOO

OOO 의원 (10인)

제안이유
무인동력비행장치(일명 ‘드론‘)만을 활용하는 항공기대여업과 항공레저스
포츠사업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예와 달리 최대
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기대여업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
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등록요건을
면제해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4

주요내용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초경량비행
장치사용사업자와 동일하게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
만을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구를 면제하고자 한다.

부 록

법률 제

95

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제1호의 본문에 이어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
기대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 제2항 제1호의 본문에 이어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
레저스포트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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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개

정

안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①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① --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등

② --------------------------

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

---------------------------

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

1. ---------------------------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

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
공기대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
외한다.
2. ∼ 3. (생 략)

2. ∼ 3. (생 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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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③ (생 략)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① ----------------------------------------------------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

② ---------------------------

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

1. ---------------------------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금액 이상일 것

----------------- 다만, 최대
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
공레저스포트사업을 하려는 경
우는 제외한다.

2. ∼ 3. (생 략)
③ ∼ ④ (생 략)

2. ∼ 3. (생 략)
③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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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egal Amendment for the Manage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Drones)

․

Jaehyun SO Sanghyun KIM

․Hanbuyl JANG․Jeongran WEE․Garam SIM

Drones are coming into our normal life in a variety of purposes and
types while it have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in past decades.
The drones are expected to dramatically increase in the futur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manage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called ‘drones’). The Kore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selected the drone industry as
one of the seven major rising industrial areas, and has established a
roadmap (‘17-’26) to support the drone industry in terms of law and
regulations. Following this stream,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legal
amendments for the management of drones, ultimately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drones and support the economic growth through
drones.
In principal, regulations for safety management and deregulation for
fostering industries may have trade-offs. In order to minimize the
trade-offs, this study provided countermeasures to enforce the
registration of drones and to alleviate the authorization of drone’s
navigation. In other words, this study recommended to low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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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s weight threshold of registration, in order to enlarge the scope
of drones to be mandatorily registered.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recommended a reduced procedure of navigation approval, in order to
facilitate drone’s uses. With these two basic directions in mind, this
study provided legal amendments by seven legal areas: 1) 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2) registration, 3) flight operations, 4) driver license and
training, 5) liability and insurance, 6) privacy protection, and 7)
enforcement and accident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facilitate the
legal amendment process, this study proposed a step-by-step
implementation approach enabling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o
be revised in the beginning and independent laws and regulations to
be legislated afte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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