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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보고서는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드론 기술에 부합하는 

정책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론을 운송 시스템에 통합

함과 동시에 관련된 기회를 포착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드론은 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평가

하기 위한 방법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드론으로 인한 탄소

배출은 사용되는 에너지원과 수행활동에 따라 상이하나, 에너지 

소비 및 배출량에 초점을 맞춰 사용 사례 별 부정적 영향을 제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정책입안자는 드론 도입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드론 포트) 및 

UTM(무인항공교통관리)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한 

개발사항을 검토하여 원활한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기존의 교통시스템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드론을 장기적인 도시 계획에 반영하고, 기존 운송 네트워크에 보다 

정교하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존 운송수단과의 연계 및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송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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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 따르면 드론을 교통수단으로 운영하면 에너지 소모를 절감하여 

CO2 등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할 수 있지만(Linchant et al., 2015) 소음, 진동,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ITF, 2018). 정책입안

자는 드론의 도입이 환경적 편익을 얻고 부정적 영향이 가능한 한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드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루고 정책입안자가 기술의 

잠재적인 편익을 얻으면서 부작용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소음 영향

⦁ CO2 영향(드론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

  * 생애주기(life-cycle) : 등록(신고, 인증)부터 운영(자격, 보험), 말소까지 

⦁ 대기오염의 영향

⦁ 야생동물 영향 

⦁ 다음을 포함한 기타 환경 영향 

     ∘ 시각공해

     ∘ 토양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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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의 영향

세계보건기구(WHO)는 서유럽에서 드론으로 인한 소음이 대기오염 다음으로 건강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환경적 원인이라고 밝혔다(WHO, 2010). 소음에 노출되면 

불쾌감(짜증), 스트레스, 수면장애, 정신 및 건강 악화, 아동의 인지기능 저하, 

심혈관 및 신진대사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ns-Esteve, 

2018). 드론 운영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소음공해를 유발하게 된다. 

   

드론이 미치는 영향

드론으로 야기되는 소음은 드론의 설계 및 크기(두 요소에 따라 엔진출력이 결정), 

프로펠러 구성과 회전 속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Intaratep et al., 2016). 현재 사용가능한 드론은 보통 20∼70데시벨 범위로 

소음 수준이 낮은 편이다(Intaratep et al., 2016). 이에 비해 일반적으로 혼잡한 

도로의 소음 수준은 약 80데시벨 정도이다. 소형 드론 경우 소음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보다 높고, 대형 드론의 경우 소음 정보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Uber Elevate, 2016). 200Hz이하의 주파수로 지상과 

건물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은 진동으로 간주된다. 전형적인 드론의 주파수 스펙

트럼은 다중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200Hz을 초과한다(Cabell, Grosveld, and 

McSwain, 2016). 따라서 특히 소형 드론은 진동을 방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소음에 대한 인식은 실제 소음의 정도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지

되는 소음 수준은 소음원과 소음에 노출된 사람의 성향 및 소음 환경에 따라 

다르다. 소음 유형(일정한 vs 변동적인), 소음 빈도(높은 vs 낮은), 소음 출처(자연적 

vs 인위적), 소음 시간(낮 vs 밤, 주중 vs 주말), 소음원 주변(주거 지역 vs 산업 

지역) 또는 소음 종류(예 : 어린아이 울음소리 vs 자동차 경적)와 같은 변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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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소음에 노출된 사람의 성향(예 : 소음원에 대한 친숙함 

및 태도, 현재 기분)도 소음이 인지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BEPA, 2019). 

소음 전파는 날씨, 바람, 온도 및 소음원 주변의 건축 환경과 같은 요인에 따라 

더욱 크게 좌우된다(Hannah, 2006a; Hannah 2006b).  

위와 같이 드론으로 인한 소음은 실제 발생 수준과 인식 수준이 다르다. 드론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드론 소음은 개인 정보 침해(사생활 침해), 

오용 및 운송 안전 외에 드론과 관련한 대중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NASA의 Langley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은 작은 드론 소음을 주거지역에서의 

자동차 소음보다 더 거슬리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Christian and 

Cabell, 2017). 이는 드론의 소음 특성(높은 음역대 등) 때문일 수 있지만, 대중이 

드론 소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드론 한 대가 내는 소음과 여러 

소형 드론이 모여서 방출하는 누적 소음의 잠재적 차이는 아직까지는 연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주변의 소음 수준에 따라 드론 소음이 덜 부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는 

주변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비교적 작게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주거 지역은 

도심에 비해 조용하고 밀집된 점을 고려할 때, 드론 소음이 문제화될 수 있다. 

또한 전기, 자동화 및 공유 차량의 활용으로 기존 교통수단은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음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의 도시는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 수준을 줄이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도시의 지형과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는 

오늘날과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도시 관리 계획의 개발은 드론의 소음 수준에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드론 소음은 드론 운영에 대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존의 배송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보다 더 크지 않은 경우에도 드론의 

소음을 실제보다 더 크고 성가신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객용 드론이 도시에서 운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헬리콥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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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조용해야 한다(Uber Elevate, 2016; Porsche Consulting, 2018; 

Roland Berger, 2018). 특히, 여객용의 경우 소음수준 때문에 도시에서의 운항이 

금지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른 운송수단을 위한 솔루션

이미 공인된 문제인 교통수단의 소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상교통 소음은 소음 차단방벽(예 : 고속도로 또는 철도), 속도 제한, 소음 

방출 기준 또는 차량운행 금지(예 : 야간시간) 등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항공기 소음은 직면하고 있는 주된 이슈 중 하나이다. 공항 주변에서 특히 문제가 

되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표준지침과 같은 조치로 해결하고 있다(예 : 제작사에 

저소음 엔진 장착 권장, 운항 제한, 지상조업 업무 개선, 소음 방지벽 설치, 

공항 주변 토지이용 관리 등에 관한 표준  Regulation (EU) No 598/2014). EU 

환경소음 지침(END)이 도로, 철도, 항공교통 및 산업 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육상 기반 소음을 모니터링하고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EU회원국은 소음 수준을 

평가하고 소음임계값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항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음 배출을 제한해야 한다(by Directive 

2002/30). 

⦁ 항공기 소음 수준을 줄이고(예 : 저소음 엔진 사용) 소음 전파 방지(예: 공항 

주위의 소음 방지벽 설치)

⦁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해 공항의 위치를 선정하고 관리(토지 이용 정책)

⦁ 공항으로 접근하고 출발 시 소음이 감소할 수 있는 비행경로 제공(도심지역을 

우회하거나 급격한 하강으로 접근)

또한 회원국은 소음 수준을 평가하여 Noise Level Map을 구성하고 소음이 높은 

지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 운항 제한 같은 추가 규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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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자에 대한 권고

일반적으로 정책입안자는 기존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저감 조치의 잠재적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효과가 입증된 상당수의 

정책은 드론 운영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입안자는 

드론의 소음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 실제 인식된 드론 소음 배출 및 전파, 불쾌감 수준 및 소음 감소 조치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소음 수준을 낮추거나 드론의 

소음 배출 특성(예: 진동수)을 조절하는 기술 개발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전략적인 소음맵(strategic noise maps)의 구축과 정책입안

자를 위한 적절한 소음 완화 방안의 규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ißfeldt and Vogelpohl, 2019; Bakx and Nyce, 2016).

⦁ 규제당국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소음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규정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드론 소음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실제 드론 소음 수준을 측정하는 과정 수립

     ∘ 허용 가능한 드론 소음 수준을 규정하는 동시에 지역 환경의 차이를 

설명하고 인식된 드론 소음 수준(국가 및 지역 이해관계자 그룹 고려)의 

차이를 설명

     ∘ 운송 또는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된 사람 수를 식별하기 

위한 전략적 소음맵(공항에서 구축한 소음 수준 지도와 유사) 구축  

     ∘ 최근에 발생한 소음최고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드론 주변 소음 측정 

및 보고 시스템 절차 구축

⦁ 저소음 비행절차 및 드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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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조종자 및 제작업체를 위한 정보 게시

     ∘ 소음 방출 기준 정책 결정

     ∘ 드론의 소음 방출수준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수수료 책정 

⦁ 어떤 관할 구역이 규정된 프로세스의 결과에 기초하여 비행을 규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법률에 부합하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편익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소음맵을 

기반으로 드론 운항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운영을 허가하는 시간

이나 공간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드론 소음 수준 따라 드론 이착륙 모드와 

비행모드의 드론을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론 금지구역(드론이 전면 

금지된 곳) 또는 드론 회랑(드론이 운용할 수 있는 곳, 드론 고속도로 등)을 

규정할 수 있다. 

⦁ 드론 통합은 단계별로 도입되며, 소음 수준이 낮은 노선의 정기 운항편을 

우선적으로 계획에 반영한다. 신기술 개발에 따라 축적된 경험과 문화접변*을 

바탕으로 드론의 규모와 경로를 점차 확대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모든 단계적 접근 방식은 드론이 도입될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

해야 한다. 

  * 문화접변 : 두 문화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문화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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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의 영향

교통수단의 탈산소화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이다. 운송으로 인한 연료 연소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한다. 이 부문의 92%는 석유에 해당한다. ITF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50년 사이에 운송부문의 주요 온실가스인 CO2배출량이 6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현재의 감축 노력과 예측 가능한 모든 향후의 조치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수치이다(ITF, 2019). 새로운 교통

수단인 드론으로 기존 차량의 교통량을 줄이고 발생하는 CO2배출량도 감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드론의 영향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드론은 전기로 작동하기에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계없이 드론의 CO2영향과 다른 

운송수단의 CO2영향의 의미 있는 비교는 소위 ‘Well-to Wheel’ 분석(또는 드론의 

경우 ‘generator-to-propeller’ 분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분석 결과는 차량 

사용으로 발생하는 배출량과 전기나 기타 연료의 생산·운송·유통으로 인한 배출

량을 모두 설명한다. 

차량 자체의 배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드론에 대한 전 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도 필요하다. LCA는 드론 원재료 생산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부터 기체(배터리 포함)의 생산, 재활용(또는 폐기) 및 운송, 유지 보수 

및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CO2배출량 까지 파악한다. 또한 드론 인프라 구축 및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드론의 수명주기 동안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의 배출량까지 

고려해야 한다(Stolaroff et al., 2018; Asaithambi, Treiber and Kanagaraj, 

2019; Dai et al., 2019). 드론의 에너지 효율성은 드론의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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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배출량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 차량 킬로미터당 gCO2(vkm) 또는 톤 킬로미터당 

gCO2(tkm)로 측정되는 이 값은 일반적으로 드론의 총 수명주기 동안 배출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관련 요소가 된다(Bachmann, Hidalgo, and Bricout, 2017). 

드론의 수명주기 동안 CO2배출량을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할 때 이동 거리(예 : 

vkm or tkm)가 운송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론은 트럭 배송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지 도달까지 더 적은 

거리를 이동한다. 다만 배송 드론은 이동 범위와 유효 탑재량에 제한이 있어 재충전 

및 재적재를 위해 기점으로 돌아와 다시 운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트럭보다 더 

많은 왕복 이동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드론의 에너지 소비량은 순항 

상태 보다 이착륙 할 때 더 높아진다. 따라서 드론이 기점으로의 귀환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도중에 발생하는 착륙 횟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운송

수단과 비교에는 그러한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배송 상품 당 CO2

배출’과 같은 의미 있는 비교단위를 정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Goodchild and 

Toy, 2018; Figliozzi, 2017; Stolaroff et al., 2018; Kasliwal et al., 2019).

Figliozzi(2017)은 배송용 드론의 에너지 사용과 CO2배출량을 디젤 화물차, 전기 

화물차 및 전기 삼륜차의 배출량과 비교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작은 탑재량일 

경우 드론은 기존의 디젤 화물차 보다 CO2효율이 더 높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대일 배송 시나리오(1번의 왕복 운행으로 단일 배송 수행)에서 드론은 디젤 화물차

(사용된 에너지 단위당 약 23배 더 적은 양을 방출)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47배, 

CO2효율이 1,000배 높다. 그러나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로(예 : 일대다 경로 설정)의 

경우에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화물차의 더 높은 탑재량

(드론보다 380배 더 많은 것으로 가정)은 보다 효율적인 배송을 가능하게 한다. 

드론은 일반적인 화물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8배 낮지만 CO2배출량에서는 약 

2.8배 더 효율적이다. 전기 화물차는 기존 디젤 차량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결과적으로 드론은 경로 당 고객이 다수인 시나리오에서는 지상 전기차량보다 

효율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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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드론의 수명주기 동안의 전반적인 배출을 평가하여 재료 생산 및 가공, 제작, 

유통, 기체 폐기 또는 재활용으로 인한 배출량을 설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드론은 생산 및 재활용 과정에 있어 일반 지상기반 차량 보다 에너지 집약적인 

처리 장치, 센서, 전자 장치, 기타 항공기 재료 등이 더 많이 요구된다. 이러한 

수명주기 배출을 고려할 때 전기 삼륜차는 드론보다 CO2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전기 삼륜차 배송이 가능한 밀집된 도시지역에서는 에너지 소비와 수명주기 

동안의 CO2배출 측면에서 드론 보다 전기 삼륜차가 더 효율적이다. 전반적으로 

드론은 화물 탑재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만 지상 차량

보다 CO2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Stolaroff et al. (2018)은 두 가지 유형의 드론(최대 0.5kg의 하중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소형 쿼드콥터(Quadcopter) / 최대 8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대형 옥토콥터

(Octocopter))의 전 수명주기 CO2배출량을 트럭(디젤, 천연가스 또는 전기를 

사용), 화물차 및 승용차(가솔린 또는 전기로 운행)와 비교하였다. 모든 차량은 

도시에서 상품의 최종 배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분석은 배송된 

패키지 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다. 연료 생산과 연소로 인한 

배출량과 운송 및 보관에 필요한 배터리 생산으로 발생하는 배출이 포함된다. 

미국에서 전기 사용에 의한 탄소집약도* 범위는 탄소 배출이 낮은 캘리포니아와 

상대적으로 높은 미주리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다. 이 연구는 드론 운용의 

범위 제한 때문에 전체 배송 시스템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 

물리적인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 소형 쿼드콥터 드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존 트럭(경유와 천연가스로 구동)이나 전기차(EV) 트럭보다 

수명주기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형 옥토콥터는 디젤 

및 천연가스 차량보다 전기로 충전했을 때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그러나 

운송 트럭과 화물차에 대한 기술을 개선하면 이러한 지상 운송서비스의 물품 당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드론의 수명주기와의 비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탄소집약도 : 탄소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탄소 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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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ang et al. (2019)은 드론을 기존 배송차량과 결합하여 라스트 마일(last-mile) 

배송 모델에 미치는 지속 가능성 영향을 조사하였다. 드론의 도입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기존 차량과 드론 배송 절차와의 경로 조정을 적절하게 제어하면 드론의 환경적 

이점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Kasliwal et al. (2019)는 여객용 드론의 well-to wheel 에너지 사용 및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차량 및 전기차량과 비교하였다. 한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점 간 서비스가 기존 차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효율이 35% 더 높고 전기차 보다 

28%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 탑승률이 높을수록(탑승률이 높을수록 설비를 유용하게 

사용)로 드론을 더 선호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혼잡한 우회경로, 지리적 한계에 직면한 

지상 차량을 대체할 때 드론이 보다 지속 가능한 운송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론 배송은 운송 시스템의 틈새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예측 가능성과 

시간 절약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여행자에게 적합하다. 

전반적으로 검토된 연구에 따르면 드론과 다른 운송수단 간의 CO2배출량 비교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드론 기술과 각각의 에너지 효율성, 가정된 탑승률, 

특정 운송서비스, 차량에 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의 탄소집약도 등이 포함된다.

 

대체 기술 개발과 탄소 발자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Park, Kim, and Suh, 2018). 지금까지 

이용 가능한 평가는 대부분 배송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전기 드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객용 드론 또는 대형 화물 드론(전기에만 의존할 수 없음)의 

CO2 효율성을 기존의 운송 서비스와 비교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 

마지막으로, 다른 새로운 운송수단이나 기술과 마찬가지로 드론이 추가적인 여행 

수요를 창출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행 수요 증가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불가하게 한다. 반면에 드론은 직접 연결(예 : 원격지) 경로를 구축

할 수 있고 우회로를 피할 수 있어 전체 이동수요(pkm, tkm)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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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통수단을 위한 솔루션

교통은 전 세계 CO2배출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와 업계 모두는 

솔루션을 찾고 개발하면서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소위 ASI(Avoid-Shift-Improve)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노력을 분류하도록 한다. 

회피 및 이동 범주는 다음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조치로 구성된다;  

(a) 운송수요 감소 : 전체적인 여행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토지

이용 관리 조치 또는 기술(텔레프레젠스, 웹 컨퍼런스 등)을 활용하여 이동 감소, 

(b) 개인과 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장려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제작 업체와 운영자가 CO2배출에 보다 효율적인 차량과 

연료의 생산·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

었다. 이는 주로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절감되는 비용보다 선행개발 

또는 투자비용이 더 커 차량 제작업체와 사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도로 

차량의 효율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 잘 알려진 전 세계 시행 

차량 효율 표준(또는 CO2배출 표준)이 대표적인 예이다(Yang, 2018). 이러한 

표준은 일반적으로 차량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수준(또는 최대 CO2 배출 수준)을 

규정한다. 항공기의 경우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항공기 기종 설계에 

이 표준이 적용된다(ICAO, 2017a). 지금까지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차량 

사용 단계의 에너지 효율성(각각의 배기관 배출량)을 기반으로 했다. 도로운송에서 

전기자동차의 활용을 감안할 때 표준 설정(예 : 수명주기 평가 기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향후 점점 더 관련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책 개입은 언급된 

다른 개선 조치, 즉 활용률 증가 및 경로 최적화 등과 관련해서는 중요도가 덜하다. 

이는 이러한 효율성 향상이 운송 사업자에게 분명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므로 운송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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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과 점진적인 증가,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운송부문 포함, 탄소상쇄 계획

(예 : 국제항공을 위한 탄소 상쇄 및 감소 계획, CORSIA) 등의 경제적 조치는 

회피, 전환, 개선의 세 가지 범주 모두에서의 활동을 장려하는 방법이다. 또한 

다양한 운송수단과 대안에 대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운송비용을 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과 연관시킴으로써 달성된다. 도로 

교통부문에서 잘 알려진 경제 조치는 차량의 탄소 배출 수준을 기반으로 부과

하는 도로세나 혼잡 통행료(차량의 도심 진입 제한 목적) 등이 있다.  

정책입안자에 대한 권고

드론과 그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는 기존의 운송수단과 

다른 산업에 시행되었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엄격해지는 드론 효율성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이는 다른 운송수단(예 : 승용차, 대형 화물차 또는 항공기)에 적용된 

표준과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 수명주기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측정 프로세스를 포함한 이상적인 새로운 라이프사이클 기반 표준

이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 설정되어 운송 대안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표준을 설계할 때는 기존의 효율성 표준에서 얻은 교훈(규제의 틈, 차체 

중량 개발에 관한 잠재적인 왜곡 효과)을 고려해야 한다. 효율성 표준을 도입

하려면 각각의 측정 절차 및 관련 차체의 테스트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 드론 조종자가 공역에 접근하기 위해 지불하는 공역 사용료 산정에 CO2배출량 

기반 요금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UTM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드론 CO2효율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자원이 허용하는 경우 드론 운용 및 드론 회랑에 대한 CO2평가를 수행(또는 

인증 요구)한다.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종종 수행되는 환경 영향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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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이러한 평가는 드론과 그 운영의 수명주기 배출과 대체 운송수단의 

영향을 고려하고, 특정 드론 서비스가 잠재적인 CO2배출 감소를 약화시킬 

추가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 드론에 대한 CO2 관련 정책이 운송부문 탄소 배출 감축을 촉진하는 경제 

전반의 정책 프레임워크의 일부이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운송수단이 환경 성능과 관련하여 공평한 경쟁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 대기 오염의 영향

연간 약 380만 명의 조기 사망자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한다. WHO가 전 세계 

4,300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만이 ‘WHO 공기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수준을 준수하는 PM2.5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많은 개발도상 도시의 평균 미세먼지 대기오염 수준은 WHO 

공기질 가이드라인 보다 4~15배 높을 수 있으며, 다수의 국민이 장기적인 건강 문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WTO, 2020). 연료구동 드론은 대기 오염 정도를 가중시킬 

것이다.

드론의 영향

일반적으로 드론과 도시의 대기 오염을 완화시켜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Chiang 

et al., 2019; Goodchild and Toy, 2018). 특히 도시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드론이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 드론이 

기존의 연료 기반 운송수단을 대체하는 경우 도시 대기 오염을 저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객운송 또는 대형 화물운송에 투입되는 드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료를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기오염을 유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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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자에 대한 권고

도시의 대기 오염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는 

⦁ 도시 지역에서 화석 연료로 구동하는 드론 사용을 금지하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전 세계 도시에서 점점 더 많이 도입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나 통행 제한구역 지정과 유사). 공역 사용에 대해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각각의 수수료 징수 또는 금지는 UTM 시스템을 통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다.   

⦁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새로운 드론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 한도를 설정하는데 

대기오염물질별 배출 표준을 참고한다. 이 표준은 지상 차량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엄격한 기준(예 : 유럽 연합의 ‘EURO’배기가스 배출 표준에 따른 

정의)에 충족해야 한다. 드론에 대한 각각의 배출테스트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 야생동물 영향

어떤 교통수단도 야생동물과 맞부딪칠 경우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야생 동물과 차량 충돌은 다수의 OECD 회원국

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Colino Rabanal et al., 2012; Neumann, 

2012; Markolt et al., 2012),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교통안전 및 환경 

비용이 발생한다. 캐나다 교통상해연구재단(TIRF : Traffic Injury Research 

Foundation)은 야생동물 충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특정 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으며 생물 다양성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TIRF, 2012). 그 간 야생동물 공격 방지는 공항 주변의 조류 퇴치에 초점을 

두었다. 조류의 충돌은 대부분 이·착륙 시 또는 3,000미터 미만의 영공에서 저고도 

비행 중에 발생한다(McKee et al., 2016). 현재, 야생동물 충돌 방지 범위를 

공항 경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마련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Hal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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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z et al., 2019). 항공기의 빠른 속도 때문에 조류가 항공기를 피하는 반응이 시점 상 

어려워질 수 있다. 대부분의 드론은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방해하거나 충돌 위험을 감수하는 등 자연환경에 대한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드론의 영향 

드론에 대한 야생동물의 반응은 기체의 속성(특히 드론 크기, 비행 패턴 및 엔진 

유형)과 동물 자체의 특성(동물의 유형, 생활 패턴 및 집단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료 엔진은 일반적으로 전기 엔진보다 소음이 더 심하며, 특히 소음 

강도가 변화하는 경우(예 : 속도 또는 궤도 변화, 바람의 변화에 의해 발생)에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야생 동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대형 드론은 소형 드론 

보다 높은 고도에서 야생 동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드론 규모나 소음의 크기가 

클수록 동물이 더 큰 위협을 느낀다. 반면에 소음이 적은 드론 또는 더 높은 

고도(예 : 지상 100m 이상)에서 작동하는 경우 소음의 정도가 낮아져 미치는 

영향 또한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다.

다양한 동물 유형 중에서 특히 큰 무리를 이루는 조류가 드론에 가장 민감하다. 

날지 못하는 새와 대형 조류는 크기가 작은 종보다 방해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육상 포유류는 전반적으로 조류보다 드론에 반응을 덜 받는다. 소형 드론의 낮은 

운항 고도를 감안할 때, 드론과 동물은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까지 체계적

으로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인위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다른 교통수단을 위한 솔루션

조류가 항공기를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새의 대피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치가 

충돌을 성공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Lima et al., 2015; Bernhardt 

et al.,2010). 예를 들어, 항공기의 깜박이는 빛은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Blackwell and Bernhardt, 2004; Blackwell et al., 2009; 

Blackwell et al., 2012). 터보프롭 항공기 프로펠러에 패턴을 적용하면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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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을 수 있다(FAA 1978; Aas and Johansen, 2016). 하늘과 대비되는 

항공기가 조류충돌 발생이 더 낮아진다(Fern￡ndez-Juricic et al., 2011). 지상 

운송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야생동물 횡단을 경고하는 깜박이는 도로 표지판이나 

야생동물을 탐지하는 자동차 내부 센서와 같은 조치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대체로 

각각의 종에 따라 지상과 공중에서 드론에 대해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 

전용 대책이 요구된다(Lima et al., 2015).  

정책입안자에 대한 권고

드론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교란을 막기 위해 정책입안자를 위한 다음 권고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Hodgson and Koh, 2016 and Mulero-Pázmány et al. 2017).

⦁ 야생동물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비행금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  

⦁ 조류 밀집도, 조류 이동 흐름, 계절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역의 

드론 운영 관련 지침과 함께 게시 

⦁ 소음, 진동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한 지역 내 드론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

⦁ 새가 드론을 보고 피할 수 있도록 프로펠러에 추가 조명과 시각적 패턴을 

장착하는 요구 사항 도입

⦁ 야생동물 주변에서 드론 운용방법에 대한 기술 및 운영 지침 발표

     ∘ 예측할 수 없는 이동보다 직선 경로 선호

     ∘ 소음이 높은 드론보다 낮은 드론을 선호(예 : 전기 추진) 

     ∘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적절한 거리에 지상국(지상 무선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총칭)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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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전용 인프라 설치(예 : 울타리, 음향경고 또는 펄싱조명)는 조류의 방해 

또는 충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조류가 드론 허브에 침입하거나 

안테나 또는 감시 시스템과 같은 지상 인프라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기타 환경 영향 

시각공해 

드론은 시각공해를 유발해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음 방출과 

유사하게 인식된 시각공해는 실제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 시작된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교란으로 실제 상황을 인식하는데 혼동을 가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론은 운항 목적, 비행 적법성, 예상되는 고도와 이동거리가 불확실할 

때 방해물로 인식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높은 고도로 적법하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비행하는 드론은 대중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문제가 없다고 

한다(Bakx and Nyce, 2016). 반면, 공공장소 또는 주거지역을 위법하게 비행

하는 드론은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민간 공간(예 : 

주거지역, 학교, 유치원), 민감한 지역(예 : 산업, 정부 또는 군사 시설) 또는 보호 

지역(예 : 천연 보호 구역, 역사적 장소 및 건물)에 접근하는 드론이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다(Lidynia, Philipsen, and Ziefle, 2017). 정책입안자는 드론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각된 시각공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 드론 온라인 등록 및 온라인 식별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일반 대중에게 비행 

정보를 제공하면 드론의 출발지와 목적지 및 비행 목적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민간 또는 민감한 지역 위에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규정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드론 제작사에게 기체에 적절한 지오펜싱과 원격식별 

장치의 장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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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드론이 주는 혜택을 강조하는 인식 캠페인을 시작하여 드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의식을 개선한다. 

⦁ 이러한 방해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드론의 시각적 교란과 관련된 추가 연구를 

지원한다.

토양 차폐

자연 토양의 대규모 포장 즉 시멘트, 아스팔트와 같은 불투수성 물질로 땅을 덮는 

것과 관련한 문제이다. 대대적인 토양 차폐는 주택, 사무실, 산업 빌딩 건설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교통시설 구축에도 필요하며, 향후 대규모 향후 대규모 

드론 도입을 위해서는 드론 포트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토양 차폐는 빗물이 토양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하수 수위를 낮아지게 하는 

동시에 표면으로 그대로 흘러 하수도가 범람하게 하고 하천 홍수를 유발한다. 

또한 밀폐된 토양은 식물 생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여름철 과열로 미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상과 지하 모두에서 동물의 다양성을 저해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토양에 의한 자연적인 CO2흡수를 방해하여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밀폐된 토양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기술과 비용이 요구되며 종종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지 못해 방치하기도 한다(Umweltbundesamt, 2019;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2013). 

  * 미기후 : 보통 지면에서 1.5m∼2m 정도의 높이까지를 대상으로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를 말하며 농작물의 

생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드론 교통량에 따른 토양의 차폐량은 드론 활용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지나, 

원칙적으로 드론은 철도나 도로와 같이 넓은 범위의 포장된 지역이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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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포장된 지역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착륙할 수 있는 제한된 최소한의 장소만 

필요하다. UAM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여객용 드론은 버스터미널과 유사한 

에어허브 건설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건물 옥상이나 기존 산업의 

교통 인프라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토양 차폐에 

따른 영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외 및 농촌 지역에서 드론 배송 및 화물

운송은 드론 교통을 다른 운송수단과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

할 수도 있다. 드론의 기종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차폐가 요구될 것이며, 이미 

존재하는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는 미래의 도시 경관이나 드론 운용을 계획할 때 토양 차폐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드론 운용을 위해 새로운 지대를 확대하는 대신 가능한 한 

기존의 기반 시설이나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취하도록 한다.  



제5장 드론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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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광범위한 드론 도입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잠재적인 거버넌스 및 자금조달 모델을 다룬다. 드론의 경우 물리적·디지털 인프라가 

모두 관련이 있다. 드론은 이착륙을 위한 물리적 시설(본문 전반에 걸쳐 ‘드론 

포트’로 명명)이 필요하고 드론 비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UTM(무인항공

교통관리)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UTM 시스템은 안전 확보와 다른 정책과 규정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기존 항공교통관리(ATM)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지상 인프라와 항행서비스 모두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 새로운 드론스테이션과 드론 포트는 물론 기존 공항과 헬리포트를 개선하여 

드론운송의 목적지 도달과 다른 운송수단과의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드론 비행 활동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UTM 시스템은 항행서비스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항공교통관리(ATM)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안전을 보장

하고 정책과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Deloitte, 2019).

⦁ 드론의 물리적·디지털 인프라에는 모두 유인항공 및 전체 운송 시스템과 

통합된 거버넌스 및 자금조달 모델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드론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제5장 드론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 드론 포트 및 무인항공교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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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인프라-드론 포트의 미래

드론 도입을 위해서는 지상 인프라에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 

법적 규약(예 : 세관)에 따라 여객/화물을 적재/하역할 수 있는 기능, 유지보수 

및 보관을 위한 공간과 자원, 다른 운송수단에 대한 접근 및 통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운송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드론 지상인프라의 위치, 크기, 형태는 드론 활동 

범위(예 : 여객 또는 화물/소형 또는 대형드론), 토지의 물리적 조건, 다른 교통

망과의 근접성, 밀도(도시 또는 시골), 토지 규제(예 : 구역 지정), 가격 및 토지 

소유권의 성격(공공 또는 민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현장을 

유지·관리하는 위치와 방법을 결정한다. 그러나 드론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수직이착륙(VTOL)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공항 및 헬리콥터보다 공간적 유연

성이 크며, 더 작은 설치 공간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드론 산업은 현재 

주거용 건물, 고속도로, 주차장, 고층빌딩의 드론 포트 설계를 모색하고 있다.  

드론 포트는 어떻게 설계될 것인가?

비행장(Airodrome)은 “항공기의 출발·도착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상 또는 수상지역(건물, 설비 및 장비 포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항 및  

헬리포트와 같은 다양한 규모와 목적을 위한 지상 기반 시설로 구성된다(ICAO, 

2018).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42,000개의 공항(CIA Factbook, 2016)과 

6,500개의 헬기장(CIA Factbook, 2013)이 있으며, 이는 국제 상업 중심지에서 

지방의 소규모 설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공항은 활주로에서 유도로를 따라 주기장까지 이어지는 넓은 규모의 

이동 구역으로 설계되어있다. 오늘날 항공기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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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설계가 필요하다. 시카고 협약 부속서에서는 물리적 특성과 규격(예 : 폭, 

표면 경사 및 다른 시설과의 이격)에 대해 정하고 있다. 시설에 대한 사양(예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ESAs), 개방구역 및 정지로)도 모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여객/화물을 운송하고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건물과 

유지보수 시설이 필요하다.    

헬리콥터 지상 인프라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미국 헬기장(전 세계 헬기장 81% 

분포)은 개인 소유로 연방항공청(FAA)이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지 않은 곳이며, 

헬리콥터 지상인프라가 도시 중심업무지구의 옥상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Walker, 2019). 헬리콥터의 작은 크기와 VTOL 기능은 표면적을 적게 요구하여 

도심에 더 가깝게 배치할 수 있고 이동시간이 단축되지만 교통관리의 복잡성은 

증가한다. 특히 VTOL이 가능한 드론은 항공기나 헬리콥터 보다 작고 단순한 

지상인프라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드론 포트의 설계 및 위치 선정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주어진다. 그러나 드론은 바람과 궤도를 고려한 후 다른 구조물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고 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충분한 표면적을 필요로 한다. 드론 

포트는 드론 구동을 위해 배터리, 하이브리드, 기존 추진 연료를 충전 또는 주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보안 처리, 적재/하역, 라운지/보관 공간이 

필요하다(Deloitte, 2019). 다른 운송수단과의 연결에 관한 지원방안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화물 및 지역별 규정에 따라 소형 드론을 위한 ‘포트’는 단지 옥상이나 주차장의 

구분된 공간이거나 매터넷(Matternet, 2020)*과 같은 소형 드론스테이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대의 소형 드론만 처리하는 소형 드론 전용포트는 

유지비용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할 수 있다.  

  * 매터넷(Matternet) :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율드론 물류 스타트업 기업

1~5명을 정원으로 설계된 여객용 중형 드론은 운송허브와 도시 거점 장소(예 : 

중심업무지구) 근처에 위치한 옥상이나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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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드론 포트를 배치하려면 소음이나 인접 건물과의 최소 거리 등을 

규정한 규칙과 공역 제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 포트로 개조된 옥상은 

건물의 인프라와 보안에 광범위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드론운송을 위해 

주거용 건물 사용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헬기 착륙장은 

도시의 여객드론 포트를 설계·관리하고 규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중형 

여객드론은 도시/지방 통근운송의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을 커버할 수 있는 

반면, 중형 화물드론은 인구가 적고 운송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운송서비스에 적합하다.    

도시보다 지방이 토지 가격이 더 저렴하고 밀도가 낮다는 것은 기존의 다른 

기반시설과의 간섭·갈등 발생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고려할 때 

지방의 드론 포트는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

소형항공기 크기의 VTOL 기능이 없는 대형 드론은 기존의 소형 공항과 유사한 

드론 포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드론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지상인프라가 이미 존재할 수 있다.   

지상인프라 거버넌스 : 공항, 헬리포트 및 미래 드론 포트 

현재 민간항공 지상인프라의 운영체제는 법적 관할권에 따라 크게 다르다. 그 동안 

항공산업 내 공항 소유권 및 운영 모델에 대해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프레임워크와 명확한 지침이 부족했다(IATA, 2018). 일반적으로 

지상인프라에 대해 선택된 모델은 각 관할권에서 시행 중인 규제 범위 및 재산

법에 의해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운송인프라를 

공공재로써 개발할 수 있다. 구역 설정, 지상인프라의 크기(예 : 높이, 밀도) 및 

기능(예 : 제조, 주거)을 제한하는 규제수단은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또는 국가 수준에서 정부가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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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협약(1944) 제28조에 따라 정부는 주로 항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항 

및 항행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궁극적으로 공항 및 

항행에 대한 안전, 보안 및 경제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적 의무가 반드시 정부가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공분야 자율기반시설 사업자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 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 감소 

⦁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수익과 비용,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시장의 힘에 초점을 맞춰 상업적 개발 독려

⦁ 규제기능과 운영기능을 명확하게 구분

⦁ 민간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

공항은 한 때 정부 또는 공공의 소유와 통제가 일반적인 조직형태였지만 다수 

국가에서는 엄격한 정부 기능과 공항서비스 제공을 분리하기 위해 국가가 공인한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설립했다. 더욱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이익 극대화, 

새로운 민간자본 투입,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같은 공공부문 우선순위는 전 세계 

공항의 민·관 파트너십(PPPs : Public-Private Partnerships) 또는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최근 수십 년 사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민간이 

운영에 참여하는 공항 수가 증가했다. 이러한 공항이 처리하는 여객 운송의 비율은 

유럽 75%, 라틴아메리카 60%, 아시아-태평양에서 45%에 수준에 달한다(Graham, 

2020).  ICAO는 공항의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PPPs) 모델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지만, 항공 지상 기반시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안전, 보안 

및 경제적 감독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명시했다(ICAO, 2012). IATA는 최근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 비영리, 민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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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인 항공기의 대규모 성장을 위해서는 이·착륙 및 운항서비스를 위한 추가 

인프라와 부동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시 내 옥상 공간에 대한 권리 취득 

경쟁이 초래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이 경쟁에서 보다 

우위를 점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kyport라는 영국의 스타트업은 

런던의 15개 옥상에 대한 이용 권리를 매입하여 드론 포트로 전화할 계획이며 곧 

85개를 추가 구매하고, 로스앤젤레스와 싱가포르까지 해당 사업을 확장할 계획

이다(Deloitte, 2019).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취득,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 드론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공간마련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으로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다. 실제로 

드론 포트의 비용, 소유, 위치는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규제가 없는 경우 드론 포트를 독점적으로 소유·운영함으로써 운송정책을 복잡

하게 만들 수 있으며, 드론서비스를 공공재로써 사용하려는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 

적절한 공공 계획이 없다면, 이론적으로 드론 포트를 위한 부동산은 민간 투기

업자에게 악용되거나 드론 포트를 매입한 회사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발생

할 수 있다. 전자는 슬롯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독점적 관행

으로 이어져 드론의 합리적 이용과 도입에 대한 공공의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 

행정부는 정책결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궁긍적으로 업스트림 서비스의 수직적 통합이 

합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즉, 드론 포트 제공과 기체 관리를 분리하는 

것이다. 지상인프라 제3자 접근과 기술적 상호운용성에 관한 규정도 필요할 수 

있다. 유인 민간항공 표준은 드론 산업에 대한 기타 가능한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규제기관과 업계 이해관계자는 항공인프라 사용을 위한 서비스 징세에 

관한 표준사례를 개발했다. 이는 운영자 및 규제기관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개선

되었으며, ICAO의 공항 및 항행서비스 요금정책으로 공식 채택되었다. 이러한 

주요 과금 원칙에는 투명성, 사용자와의 협의, 차별 금지 및 비용 관련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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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인프라 재정 지원

과거 공항 개발, 운영 및 거버넌스의 사례는 드론인프라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특히 항공인프라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자금문제가 쟁점 사안이 된다.  

항공인프라를 위한 자금출처는 국가마다 다르다. 그동안 정부가 공항 개발을 위해 

정부 자금과 정부 소유 또는 후원기관 등의 자금이 포함됐다. 또한 공항은 약 40%의 

소매점, 임대 및 주차 부분에서 비(非) 항공수익을 창출한다(ACI, 2019).

IATA는 지상인프라 일부를 민영화하는 것을 공공 부문의 우선적 변화로 보고 

있으며 이는 항공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환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다각화, 영업이익 극대화, 새로운 민간 금융 및 기술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성, 보다 효율적인 관리에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IATA, 2018).

지금까지 드론 포트를 개발하기 위한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정보가 거의 없지만, 

다양한 비용 분담과 수익 공유모델을 활용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비용 장벽을 

낮추고 균형 있는 개발 접근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Deloitte, 2019). IATA에서 

설명하는 공항 거버넌스 모델의 범위는 정책입안자를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정책입안자는 지역적 상황(예 : 구역 제한, 도시/농촌, 기존 기반 시설)을 고려

하여 조정해야 한다.      

[공항 소유권 및 운영 옵션]



드론 도입의 영향과 교통시스템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Ⅱ

29

민·관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증가와 상업화 그리고 전 세계 공항의 완전한 민영

화는 성공과 실패 사례를 모두 보여준다. 민간부문이 항공인프라에 필요한 자금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공항 산업의 전문화 확대, 민간

부문 투자의 새로운 접근 및 항공 주도 경제 활성화로 효율성 향상”을 가져왔다

(IATA, 2018). 그러나 경쟁 또는 규제 감독 없이 민간 자금에 국가가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시장 지배력의 남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규모 드론 도입에 필요한 지상과 공역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의 일부는 

민간에서 조달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구글, 아마존을 비롯한 선도 기업은 

이미 지상인프라 설계를 포함한 드론 기술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민간 기업도 드론 포트 개발에 관심을 보였고, 우버(Uber)는 드론인프라 

개발이 기존 운송수단에 비해 ‘상당한 비용 우위’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Uber 

Elevate, 2016).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은 투자를 통해 초기 비용의 상당부분을 기꺼이 부담할 수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74개 도시에 드론인프라를 도입을 위해서는 32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고 2,4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

했다. 높은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드론분야 

민간자금 투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eVTOL, 2019).   

현재까지 정부는 드론을 위한 지상인프라 구축에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Deloitte 

(2019)는 “정부기관이나 민간부문 기업 중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분야 모두 

지상인프라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이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독점 사용을 위해 공역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설을 통제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재정 및 기술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존 

인프라의 상업화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민간부문이 조기에 시행하여 얻은 편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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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입안자는 공항 

거버넌스 및 자금 조달 모델을 드론 지상인프라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드론 기술, 애플리케이션, 운영 표준 및 가치 

사슬은 아직 개발 중이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과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 무인항공교통관리(UTM) 시스템

무인항공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인프라는 새로운 지상인프라 만큼이나 드론 경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 드론은 영공을 점유하는 동안 유인 및 무인 항공기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시스템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은 충돌을 방지하고, 드론 트래픽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며, 승인되지 

않은 드론 공역사용을 식별하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ICAO는 현재의 항공교통관리(ATM) 시스템을 모든 운항 및 지상파트와의 협업과 

통합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성을 확보한 항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공역 및 항공교통관리로 정의한다. 항공교통관제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항공기와 

다른 잠재적인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질서 정연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다(ICAO, 2016).

지상 및 공역 인프라 거버너스에 대한 민간 참여 추세와 주요 기술 및 모빌리티 

기업의 UTM 시스템 개발에 대한 초기 관심을 고려할 때, 드론인프라 거버넌스는 

민·관 파트너십에 상당부분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 부문은 항공 안전을 

감독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민간 부문은 UTM 개발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하여 더 많은 자원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의 드론인프라 거버넌스를 위한 일률적인 솔루션은 확실히 없다. 국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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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항공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르나, 기본 원칙은 채택된 거버

넌스 모델에 관계없이 국가는 궁극적으로 항공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 접근과 차별 금지는 인프라서비스 공급자가 

되려는 업체는 안전, 보안, 효율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 수용되어야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각국 정부가 드론이 사용하는 UTM 서비스에 대해 민간 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민간 산업이 드론의 혁신적인 활용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무인 항공교통관리(UTM) 시스템 개발

무인항공교통관리(UTM) 시스템은 모든 관련자와 협력하고 운항 및 지상기반 

기능을 포함하는 시설과 원활한 서비스를 통해 드론 운영을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ATM 시스템의 일부로 구상된다. UTM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시스템 수준 요구사항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현재 ATM 구조의 핵심 

원칙은 UTM 서비스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다음 항목을 포함 : 

⦁ 서비스 감독은 ATM과 UTM 모두에 대한 규제 당국의 책임이다. 

⦁ 비상사태 및 공공안전 운영지원과 같은 항공기 우선순위에 대한 기존의 중요한 

정책은 계속 적용이 가능해야 하며 UTM 고유의 관행은 이러한 정책과 호환

되어야 한다. 

⦁ 각 항공기가 운항하는 특정 공역에 대해 적절한 조건, 규정, 장비 및 프로

세스를 충족할 수 있다면 공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공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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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운영자는 제안된 특정 등급의 공역에 대해 규정된 일상 정상 및 비상

상황 운용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보안 및 안전 감독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는 드론 운영자에게 UTM 

시스템을 통해 공역에 있는 각 드론의 위치, 속도, 계획된 궤적 경로, 성능에 

대한 무제한 온디맨드 접근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규모 드론 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UTM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활동보고, 항공정보, 

공역 승인, 등록 서비스, 비행 계획, 분리(전략적 분리, 전술적 분리, 분쟁 자문 

및 경고 포함) 추적 및 위치, 날씨 등. 이러한 서비스 범위는 국가가 이미 도입한 

UTM 운영 개념(예 : 스위스 U-Space 개념)에서 취하는 접근방식과 일치

한다(FOCA, 2019).  

UTM의 일부로써 영공 접근, 드론 식별, 등록 관리 

최근 개트윅공항과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의 영공에서 

미확인 드론이 발견되었다는 최근 보도는 교통의 주요한 흐름을 교란시켜 지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고 당국에 혼란을 주었다.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및 일부 

주거 지역에서는 드론 운영자를 식별할 수 없었다(Smith, 2020). 개트윅공항 

근처에서 드론이 발견되면서 수백 건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었다(CANSO, 

2019). 2016년부터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 근처에서 200대가 넘는 드론이 관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대조차 운영자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공역 출입을 감시하고 무허가 불법 드론운항을 제지하려면 드론을 등록하고 식별

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UTM은 보안과 

개인데이터 보호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디코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합할 수 있는 전자적으로 정의/전송된 식별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    

     

국제항공법(시카고 협약 제21조)는 이미 국가가 자국에 등록된 모든 항공기의 

등록상태를 유지·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아직 소형드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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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도록 확장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요구사항은 드론 관련 등록법 제정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모든 업데이트는 미래의 잠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기술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데이터 접근 및 공유의 특성(예 :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및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MaaS)*에 따른 유연성과 기계 

판독성의 구현이 포함될 수 있다.   

  * 마스(MaaS) :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 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드론에 대해 적용 가능한 기술에는 자발적인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등록 

대장에 연결할 수 있는 항공기 등록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안전하고 

공평한 공역 할당을 위해서는 상호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드론, 

다른 항공기, ATM 및 UTM 시스템간의 원활한 통신이 필수적이다. 

현재 개발 중인 UTM 시스템 및 거버넌스 모델

정부는 개별 국가 내 공항 및 운항서비스 제공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Chicago Convention, 1944). 공항과 항행서비스의 소유와 관리는 민간에 위임 

될 수 있지만, 항행서비스를 민간에 위임하는 것은 공항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첫째, 지역화 된 공항과는 달리 항행서비스는 종종 국가 영토 전체 또는 그 이상으로 

확장된다. 둘째, 시카고 협약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국가의 영공주권을 

이유로 운항서비스는 국가 방위 및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항행서비스는 항공당국 단일기관에서 제공한다.   

기존에 항행서비스 제공기관(ANSPs : 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s)은 

정부 내 포함된 조직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민영화하고 있다(IAT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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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캐나다, 영국을 포함하여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상용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미국은 공공부문으로 유지하고 있다. 항행서비스(ANS : Air Navigation Services) 

거버넌스의 특성은  재정적, 서비스 품질, 경쟁을 포함하여 항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TA와 대표적인 회원 항공사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ANSP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반면 “민영화를 통해 주주이익 극대화를 주된 목표로 삼는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과거 효율성은 향상되지 

않고 ANS 비용만 증가한 사례가 있다. IATA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권한과 적용 

가능한 재무 모델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독립적인 규제 및 정부 감독을 통해서 

상용화할 것을 권장한다(IATA, 2020). 또한 ANSP가 독점 운영의 권한을 갖는 

경우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공역통제시스템은 드론이 주로 운용될 매우 낮은 고도의 항공교통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더욱이 기존 항공기가 이미 이용하고 있는 공역 내 드론을 

통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드론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공역 용량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고도 공역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새로운 UTM 시스템은 기존 ATM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 및 경제적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싱가포르와 같이 빠르고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UTM 및 ATM 운영자 및 기술, 항공 및 보안 분야 기타 민간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촉진 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의 감독 하에 ANS의 책임 있는 상용화를 

위해 IATA가 제안한 지침은 UTM의 지배구조 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IATA, 2020). 

범용 UTM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종종 민간 기업이 주도하면서 상이한 UTM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민간 UTM 개발자는 미래 UTM 운영자(국가기관, ANSP 등)가 어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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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될지 알지 못하며 기본적으로 이 권한을 가진 기관에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밖에는 특정 기관(기업)의 기종에 특별히 대응하고 관리하여 

개인 소유시스템으로 유지되도록 의도하는 독점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대기업은 자체 UTM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르완다에서는 드론운영자에게 규정을 완화하여(WEF, 2019) 장비 사양에 따른 

개발을 배제하는 대신 기술을 보다 더 빠르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으로써 드론 통합과 배치를 가속화했다. 특별히 UTM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르완다의 규정은 민간부문 혁신을 허용하는 동시에 통합과 준수를 요구한다. 

이러한 유형의 접근 방식은 다른 UTM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민간항공국과 교통부가 미래 비행 컨소시엄(Future Flight Consortium)을 

구성했다. 이 컨소시엄은 기술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무인 항공기를 

위한 도시 공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Deloitte, 2019). 이 UTM 시스템은 

무인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싱가포르의 모든 운영자가 영공 관리자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한계가 있어 더 확장된 UTM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싱가포르와 같은 UTM 시스템은 도시 내에서만 상호 운용성과 실행을 

보장하는데 이는 무단 드론이 여전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영공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운항규정을 준수하는 드론은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서는 UTM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에 따른 운항이 불가능하게 된다. 드론은 

단거리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장거리 드론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 FAA는 “초소형 드론을 제외한 모든 드론이 미국 공역을 비행하는 동안 항상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합하는 광범위한 규제”를 제안했다(Murphy, 2020). 

이 규정은 당국이 관할 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드론을 식별할 수 있도록 원격 ID

기술을 포함한 호환시스템에 드론을 통합·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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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규정은 부분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불만사항의 

대응일 수 있다. 드론은 “완벽하게 합법적일 수 있지만” 현재 일반 대중이나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Smith, 2020).    

이와 유사하게 유럽위원회(EC)는 유럽 전역의 드론에 대한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Space 계획을 시작했다(CANSO, 2019). 이러한 규제 프레임

워크는 무엇보다도 드론 데이터와 통신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역 

운영자와 대중 모두의 안전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U-Space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UTM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많은 수의 

드론이 영공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새로운 

서비스 및 특정 절차”라고 설명한다(SESAR JU, 2017). 이 서비스에는 드론 자체와 

그에 상응하는 지상 인프라에 통합된 자동화 기능이 실현가능하도록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하다. U-Space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안된 UTM 서비스는 

ATM 기능을 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인 항공기와 유인 항공기를 각각 

서비스하는 UTM과 ATM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U-Space는 기존 ATM 시스템 및 기타 드론용 UTM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안전한 드론체계 마련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기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선정

했다. 이 디지털 인프라에는 전자 등록, 식별 및 지오펜싱이 포함된다(SESAR 

JU, 2017). 마찬가지로 19개의 유럽 국가는 성공적인 드론 규제를 위한 최우선

적인 원칙으로 데이터 통합, 정보공개와 교환이라고 밝혔다. ATM과 UTM 시스

템을 통해 드론과 기존 항공기 간에 상호운용이 가능한 데이터는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공역과 공역 내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이다(CANSO, 2019). 

비슷한 맥락에서 각국 정부는 ICAO를 통해 통제된 공역 및 비행장에서 드론 비행 

규칙(IFR) 운영을 지원하는 표준 및 권고(SARPs :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ICAO SARPs는 현재 감항성, 운항, 



드론 도입의 영향과 교통시스템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Ⅱ

37

운영자 인증, 항공교통관리, 탐지 및 회피, 안전 관리 및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드론 지침 자료는 개별 국가가 국내 운영에 필요한 규제 절차를 

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ICAO, 2019).  

향후 공역 관리는 이러한 시스템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특정 영역 

내의 다수의 UTM 공급자를 수용하거나 시카고 협약(1944)에 명시된 대로 공식적

으로 지정된 항행서비스 제공자를 기반으로 모든 공역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일 

UTM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UTM 솔루션의 기술적 및 재정적인 이점이 있는 민간에서 운영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립 UTM(및 기존 

ATM)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도입 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이와 같은 방향으로 도입을 시작했다. 

많은 국가에서 이미 항공인프라가 민간부문으로 상용화 되고 있는 추세와 드론 

산업의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입지를 고려할 때 정부는 드론 민간 

사업자의 확산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계획되지 않았거나 잠재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민간 UTM은 다른 참여기업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거부

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필요한 정보 공유를 거절할 수 있다(예, ANSP). 이러한 

관행은 드론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을 약화시키며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민간 기업의 UTM 시스템이 다른 UTM 

시스템과 ANSP가 운영하는 기존 ATM 시스템, 모든 국가 및 지역별 민간항공

당국의 시스템 등과 상호운용 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민간 UTM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디지털 

기반구조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주요 과제는 UTM 시스템이 

다른 UTM 시스템과 ANSP 또는 관련 항공당국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반면에 민간 UTM 시스템은 비행제한 구역이나 드론 운항에 영향을 



38

Aviation Insight _ Vol. 36

줄 수 있는 이슈사항에 대한 지역 또는 국가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공역 규제는 민간항공당국의 권한이지만,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국방부(군사

기지 부근), 사법부(교도소 부근), 외교부(대사관 부근), 행정부(경찰서 부근)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관계되어 있다. 드론 관련 위험을 고려하여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정의를 업데이트 하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지역에서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사람이 드론에 충돌할 ‘지상위험’이

훨씬 크다(JARUS, 2017).            

유럽에서 제안한 U-Space 프레임워크도 이 분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가장 낮은 고도의 공역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환경과 모든 유형의 공역에서 

드론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 유인항공, ATM/ANS 서비스 제공업체 및 당국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상호운용”을 가능하게하기 위한 것이다(SESAR JU, 

2017). U-Space 프레임 워크는 UTM의 독점적인 공공 거버너스를 주장하거나 

민간 UTM에 대한 규제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데이터 통합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규정 마련을 권고한다. 이는 실제로 드론과 기존 

항공기가 모든 영공에서 공공 규제기관과 민간 운영자 모두와 통신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표준을 설정하는 민간 파트너십을 의미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민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 규제에 포함

시키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일 수 있다. U-Space는 모든 당사자 간의 개방적

이고 명확한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는 통합 공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영공 사용자를 위한 전자 등록, 전자 식별 및 지오펜싱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민간부문의 운영과 공공부문의 기술적 역량이 

요구될 것이다. 당국이 전동 스쿠터(전동 킥보드, e-scooter) 운영자에게 스쿠

터의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데이터 공개를 

‘강제’하기 위해 규제를 가해야 할 수도 있다(Hawki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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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위한 항행서비스 자금 지원 

재원 및 자금조달 모델과 관련하여 공항과 공역 항행인프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 조직으로서 항행서비스 제공업체는 과거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

으며, 때로는 세수에서 자금을 충당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세금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공항과 마찬가지로 항행서비스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었으며 

그 결과는 엇갈렸다. 항행서비스 운용에는 상호 유익하고 지속 가능한 상용화는 

가능하지만 고객과 합의된 상용화 정책, 강력한 제도적 환경, 모든 이해관계자의 

분명한 역할, 명확한 재무 모델, 운영자(특히 ANSP 독점)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

(정보공개), 체계적인 성과 검토프로세스, 국제협약 및 ICAO 정책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IATA, 2020).

이에 따라 ANSP의 상용화가 구현되면 그에 따른 자율성의 증가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진다. 재정적인 이점을 고려할 때 항행서비스의 적절한 상용화는 중요

하다. 그러나 다양한 상용화 모델 중 규제기관의 특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유형이 적용모델로 결정될 수 있다(Button and McDougall, 2006). 중요한 

교훈은 공역기반 구조에 대한 민간자금 지원은 책임, 평가 및 결과의 매커니즘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UTM에 대한 자금조달 

모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다. 

UTM 서비스 제공도 마찬가지이다. UTM 시스템이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기본 공공 자원인 공역을 할당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글과 같은 일부 민간 UTM 개발사는 UTM을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저고도에서 물품배송이나 기타 기능을 위해 자체 드론을 배치할 계획도 

있다. 민간 기업이 제한되지 않은 자체적인 접근을 처리할 수 있는 동시에 공역에 

대한 접근을 할당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역에 대한 

불균형한 접근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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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주요 운영자인 ANSP, 규제기관, UTM 공급자는 다른 기관과도 협력

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 당국(특히 저고도에서 드론 운용을 관할하는 자체 법률을 

통과시킨 경우), 군사, 사법 및 국가 보안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UTM 서비스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 

⦁ 다른 영공 사용자를 고려하면서 비행 허가 및 기존 영공으로 드론을 안전하게 

통합하는 것과 같은 공공 업무

⦁ 기체 관리, 비행 소프트웨어 및 회계와 같은 드론 운영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경쟁적으로 부과되어야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업무에 대한 가격을 조정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 경우 

UTM 제공업체는 드론이 사용 중인 공역에서 ANSP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최소 요건과 관련하여 경쟁하지 않는다. 

UTM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

향후 UTM 비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 드론 사용자 또는 드론 수혜자가 부담한다. 

⦁ 드론과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재로 간주하여 지방

정부나 국가가 부담한다.  

가까운 미래에 첫 번째 방안인 드론 사용자 또는 수혜자(예 : 드론으로 배송되는 

소포를 주문한 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용품 배송과 

같은 사회적 목적인 경우 정부는 국가 의료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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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수 방법

투명성의 주요 부과 원칙, 사용자와의 협의, 차별금지, 비용 관련성은 규제 기관, 

서비스 제공업체 및 사용자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개발하여 개선된 지침을 

제공한다. 현재 UTM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원가회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현장 및 항공교통관제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일회성 비용은 정부, 민간

기업 또는 두 기관 공동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사용자 요금 또는 

정부의 경우 세금 또는 수수료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이러한 비용(일부)을 

회수할 수 있다. 드론 소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드론을 구매할 때 

과세하거나 연간 요율 적용). 이후 드론 등록시스템에 등록도 해야 한다. 

이 등록 시스템은 ANS가 드론을 식별하고 위법 행위자를 추적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인프라 제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시스템 등록비는 해당 인프라에 채택된 거버넌스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운항처리 및 ANS 제공과 같은 주기적인 비용은 운항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또한 드론이 필수 공공

재로 간주되거나 수수료 징수비용이 과하여 적절하지 않을 경우 특정 종류의 

드론에 대해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 민간서비스 업체가 주장하는 부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저용 드론은 UTM 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행서비스 제공업체가 전문 드론 사용자 대상 요금 인상을 통해 관련 비용의 

충당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요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이는 비행횟수, 

비행거리, ANS 사용기간,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 비행 중 사용된 ANS 

지역 수,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을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드론 운영

자는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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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유인 항공기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금부과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요 쟁점은 다수의 사용자, 다양한 서비스 및 품질 요구사항, 구매력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때 항공 이외의 다른 대량 소비 상품과 서비스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주기적 비용과 일회성 비용을 식별

⦁ 사용자(드론 운영자)에 대한 비용 전가 정도를 결정

⦁ 일회성 비용을 주기적 비용에 추가하여 부과할 것인지 여부 결정

⦁ 요금 부과 기준 결정(예 : 비행 이동 횟수, 거리) 

대형 드론이 상업용 항공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국제 항공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는 관행을 참고할 수 있다. 항로서비스 제공에 

부과되는 요금은 항공기 중량과 초과거리 또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거리를 기반

으로 한다(ICAO, 2012). 이것은 정기 항공사의 운영에 잘 적용되었으나, 무인 

항공기가 순환경로를 비행하거나 A에서 B까지 직항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비행시간과 공역 혼잡도를 

기준으로 과금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정책입안자에 대한 권고

UTM 시스템은 드론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UTM은 비행 중인 

드론을 식별하고 충돌을 방지하며 출발지와 목적지, 기상, 기타 항공교통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비행할 수 있게 한다.  

향후 UTM은 드론 환경영향 관리(비행 계획이 소음이나 시각적 장애에 대한 

제한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와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이착륙 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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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정부 정책에 통합

⦁ 정부는 드론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가 탄력적인지 확인하고 드론 운영을 정부

정책의 필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 정부는 모든 드론이 다른 드론이 사용하는 UTM 시스템뿐만 아니라 유인 

항공을 위해 통제된 공역을 관리하는 항행서비스 제공업체와 자율적으로 통신

할 수 있는 UTM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ATM과 

UTM 시스템 간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UTM은 높은 신뢰

성과 가용성이 있는 통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항, 접근 가능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보안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Deloitte, 2019).

드론 인프라 협력 및 자문 프로세스 

⦁ 정부와 업계는 특히 UTM 시스템의 경우 드론 인프라에 대한 규제 표준 및 

지침과 운용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 계속 협력해야 한다. 

또한 매우 낮은 고도, 특히 도시 및 교외 환경 내 운항에 대해 안전하고 조

율된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 정부는 무인 항공인프라의 개발, 거버넌스 및 자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구조를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수준의 정부 및 업계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중의 수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개별 시 수준(city-level)에서 당국과 함께 새로운 매커니

즘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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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관련 비즈니스 기회 증진

⦁ 정부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신규 드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 

업체 지원, 드론인프라 투자, 상업용 드론의 사용 촉진 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정부는 인프라 거버넌스 및 자금 조달을 계획할 때 기존의 유인 항공 모범 

규준을 고려하면서 드론 산업의 경제적, 기술적 특성도 인지하여야 한다. 

⦁ 정부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리상의 모범 사례를 적용하고 적절한 품질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효율과 비용효과성을 추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또한 정부는 탑재하중이 수백 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 드론의 

출현에 주목해야 한다.    

⦁ 정부는 UTM 시스템을 포함하여 초저고도 운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

해야 한다. 국가, ANSP 및 업계 이해관계자는 기존 무인 항공기 운항에 대한 

부과 금액에 관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드론 등록 시스템 개발

⦁ 우선적으로 정부는 드론 운영자가 드론을 등록할 수 있는 등록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등록 시스템은 승인된 이해관계자(예 : 규제기관, 경찰)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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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술의 출현은 새로운 운송 수단과 기존 운송 수단을 더 정교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개선되고 효율적이며 품질이 향상된 운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드론을 운송 네트워크에 도입함으로써 다른 운송수단과 상호

작용이 증대될 것이다. 드론이 화물과 여객 모두에서 지금은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다른 교통수단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기존 운송수단과의 갈등을 피하면서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예 

: 드론을 통한 보다 지속가능한 운송 옵션 대체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빌

리티 시스템의 발전상황 및 지속적인 개발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존 운송수단과의 관계

도심 교통의 복잡성을 개선하여 대중교통과 도보이용을 장려하는 방안은 도로 

정체, 낮은 접근성, 기후 변화, 높은 에너지 소비, 열악한 대기 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이다. 

Pourbaix(2011)은 자가용을 이용한 일일 여행이 2005년 35억 건에서 2025년 

62억 건으로 8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증가율의 대부분이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Cervero(2013)에 따르면 향후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육성하려면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자원집약적인 모빌리티를 촉진하고, 보다 전체적인(그리고 

모빌리티 중심이 아닌) 측면에서 투자를 계획하여 교통 인프라와 도시개발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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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드론의 잠재력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한계로 인해 현재 기존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격차를 줄이는데 있다. 예를 

들어, 현재 300km 미만의 국내 도시 간의 여행의 경우 항공 이동 수요가 더 

적다(European Commission, 2016).  

유사한 시장 및 서비스 수준에서 운영되는 운송수단은 여객 및 화물을 대상으로

(Teodorovic and Janic, 2016) 비용 및 시간, 안전, 편안함, 공급량, 빈도 및 

신뢰성, 터미널 접근성 등의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경쟁한다(Prussi and Lonza, 

2018). Fearnley et al.(2018)은 버스는 장거리 노선의 경우 철도와, 단거리 

노선의 경우 전철과 경쟁한다고 하였다. 특정 서비스 및 시장에 따라 드론 

운영은 대중교통, 자가용, 택시, 승차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여객이나 

화물 수요를 유인하고 기존의 항공여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새로운 수준의 

경쟁이 발생한다. 

에어택시의 예상 운행범위는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 주로 80∼130km 거리의 

운항은 자동차, 130∼220km는 철도, 220∼340km는 항공기와 경쟁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Sun, Wandelt and Stumpf, 2018). 운송수단 간 상호 운용

성을 강화하고 교통 기관별 운송 분담률(Modal Split)과 경쟁에서 벗어나 전체 

운송 솔루션으로 전환하여 드론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따른 운송 수단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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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운송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더 잘 계획하려면 온디맨드 모빌리티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전 흐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Uber 및 Lyft와 

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Ride-Hailing 서비스*는 도심교통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 Ride-Hailing 서비스 : 전화나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해서 택시를 직접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

이것의 도입은 대중의 이동 특성과 다른 교통수단 이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온디맨드 서비스가 대중교통을 어떻게 보완하거나 대체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Hall, Palsson and Pricec, 2018). 한편, 온디맨드 모빌리티 서비스는 보다 

높은 수준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과 같은 

보다 지속가능한 교통수단과 경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ayle, Dai, and 

Chan, 2016). 반면 온디맨드 서비스는 대중교통의 고정 경로, 고정된 일정 

서비스의 도달 범위와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네트워크에 증가하고 진화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Hazan et al., 2019).

또한 드론의 사용은 승용차 및 자전거·스쿠터 공유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공유 

모빌리티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소유권을 우선시 해 

왔지만 밀레니얼 세대와 젊은 세대는 협력적인 소비를 더 선호하여 공유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공유 경제 성장에도 반영된다

(Hwang and Griffiths, 2017). 이러한 형태의 소비자 행동은 지속적인 디지털

화를 통해 촉진된다(Standing, Standing and Biermann, 2018). 비용 절감, 

편의성, 환경 친화성, 비전통적 기업과의 관계 강화, 독립성 제고 등 참여자와 

공급자의 교통관련 공유 동인이 많다. 협업을 통해 도심 혼잡, 주차 수요 및 차량 

소유 비율을 줄일 수 있어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Santi et al., 2014). 

앞으로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 :　Mobility as a Service)는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하여 여러 단계의 발권 및 결제 작업 대신 단일 결제방법으로 부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MaaS Alliance, 2019). 드론과 에어택시를 통합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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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서비스(MaaS)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다. 드론을 온디맨드 포인트 투 포인트 

서비스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현재 차량 공유 서비스와 유사) 이러한 통합으로 

드론 서비스를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여행을 지원하고, 운송 격차를 메우고, 연결이 단절되는 이동 경로를 피함

으로써 광범위한 드론 서비스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Roland Berger, 2018).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의 프레임 워크는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필수 규정을 마련하여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드론 서비스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Hensher et al., 2020).    

� 드론을 다른 운송수단들과 통합 시 잠재적 영향

드론 운용이 다른 운송수단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예 : 도시 

또는 지방의 교통수단, 그리고 계획된 경로에 따라 경쟁하는 교통수단) 운송

시스템에 드론을 도입하면 경제적 발전, 환경 보호, 기후 영향, 형평성 등 전반

적인 운송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 

최대 높이 35Km까지 운항할 경우 여객용 드론은 지상기반 차량보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높다(Kasliwal et al., 2019). 그러나 드론의 35km 

이상 주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예 : 미국 내 전체 자동차 운행의 15% 미만,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2017). 여객용 드론은 여정을 공유하고 모아

(Martinez and Viegas, 2017) 이를 MaaS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함으로써(Kasliwal 

et al., 2019) 기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Kasliwal et 

al., 2019).   

       

드론은 여객의 다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공항이나 

기차역과 같은 교통허브를 연결한다. 적절한 통합으로 여객용 드론은 교통 체증이 

없는 통근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Kasliwal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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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드론은 국내 도시 간 이동에 있어 기존의 항공운송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시 간 운영의 경우 두 도시(예 : 브루클린에서 뉴욕의 저지시티로 

이동)의 열악한 연결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운송 네트

워크의 취약지점을 보완할 수 있다. 도시에서 강을 가로 지르는 여객선의 기능과 

유사하게 드론을 이용해 강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시간과 편의성, 인프라 설치 

공간을 줄이는 측변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Whyte, 2020).

드론과 기존 항공체계 모두는 한정된 공역자원과 지상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운용된다. 현재까지 헬리콥터는 비행 유연성과 수직 이착륙 기능으로 항공기와 

차별화되었다. 드론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체 

크기가 더 작다는 장점이 있으며 보다 비용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항공사 노선에 드론운항을 통합하게 될 것이다. 항공사는 이미 항공기 운영, 안전 

관리 및 물류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드론 서비스를 도입하고 

비즈니스를 다각화 하는데 있어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PwC, 2016). 

드론을 운송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계획 

대부분의 드론이 개별적으로 소유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Grandle et al., 

2018),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교환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은 MssS의 규제 및 

표준화 개발, 일반적인 자율 주행과 연계되어야 한다. 디지털화 및 데이터 통합은 

운송수단 사이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상호 작용을 위한 기반이며 원활한 멀티

모달 운송*에 기여하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U-space (SESAR, 2019)는 

모든 등급의 공역에서 동시에 여러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업체 간의 협력과 데이터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드론과 UTM간에 데이

터를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는 드론이 공역에 안전하게 통합되어 운영

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멀티모달 운송 :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임, 앱 서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지하철과 

버스, 카쉐어링, 공유자전거 등)을 조합하여 사용자에게 안내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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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교통부문 계획자는 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어떤 경로나 

이동성 서비스가 더 효과적으로 운용되거나 드론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더 잘 파악해야 한다. Rothfeld, Fu and Antoniou 

(2019)는 최근 시뮬레이션 도구 MATSim (Horni, Nagel and Axhausen, 2016)을 

사용하여 뮌헨 대도시 지역의 드론운영 시나리오를 조사하여 제시했다. 더 큰 

이동 네트워크에서 드론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고 드론관련 여객 또는 화물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효과적인 

수요관리로 드론이 보다 지속가능한 운송을 위한 지원 역할로 제한되고, 항공

교통관리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장 할 수 있다.  

드론관련 서비스의 개발은 먼저 다양한 운송수단과 쉽게 연계한 다음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드론 운송을 MaaS 서비스와 플랫폼 설계 초기에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드론 서비스를 시장에 널리 도입하기 전에 MaaS를 포함시키면 더 성공

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드론은 MaaS에 통합되어 운송 옵션, 결제 및 

관련 기내 정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정책입안자는 여객용 드론 운영자가 MaaS 플랫폼과 공유하기 위해 관련 이동성 

데이터(예 : 시간표 및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제 프레임

워크를 정할 수 있다. 규제 프레임워크는 결제 채널과 각 인터페이스(통신 및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개체) 또한 다루어야 한다.   

원활한 연결을 위한 복합 운송

(철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서로 다른 운송기관의 장점을 취합한 방법)

모든 사용자에게 드론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운송 시스템의 물리적 연결을 재구성하여 라스트마일 배송 

인프라에 대해 원활한 이동과 전송, 표준을 지원해야 한다(NASA, 2018).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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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운송 허브(Airbus UAM, 2018; Airbus, 2020; Volocopter, 2018; 

Fairs, 2018)의 드론 포트와 같은 기존 인프라와 드론 허브(Matternet, 2020; 

H3Dynamics, 2020) 등과 같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포함될 수 있다. 드론은 

크기가 작고 무게가 제한되어 기존 모빌리티 네트워크와 더 넓은 구축환경에 

큰 중단 없이 통합될 수 있다(Thipphavong et al.,2018). 통합 멀티모달 네트워크 

개념을 기반으로 Choudhury et al.(2020)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임시 교통수단으로 드론이 지상기반 대중교통 네트워크에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 워크를 제시한다. 

드론은 공항이나 기차역과 같은 주요 교통 허브 간의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스타트업 ‘Volocopter’와 ‘Fraport’는 프랑크

푸르트 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신설하여 기존 교통수단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Fraport, 2019).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역의 통합과 드론포트의 

전략적 위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Roland Berger, 2018). 드론 서비스를 

초기에 기존 인프라에 통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면, 드론 운항에 대한 장애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드론이 주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해 진다. 특히 드론을 기존 환승허브에 통합하면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드론이 통합되어 여정에 대한 선택이 확대되고 보다 원활한 연결망을 제공할 

수 있다(Roland Berger, 2018). 기존 운송허브에서 제공되는 모빌리티 옵션에 

드론을 추가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별도의 드론 시설을 

구축할 필요성을 줄인다. 지상에서의 드론인프라는 네트워크 상에 이미 존재하는 

이착륙지점 위치를 제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드론 착륙지역에 

대한 향후 요구사항과 드론 교통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기존 인프라에 드론 포트를 

추가하면 보행자의 방향이 바뀌고 인근 이동수단에 대한 영향이 높아질 수 있다. 

사용자 중심의 계획 프로세스(Nisenson, 2017)로 적절히 조정된 이러한 포트는 

도시 전체에 모빌리티 운항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기존 인프라에 드론의 접근을 추가하면 여객이 필요에 따라 출입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변경해야 한다. 교통 혼잡을 줄이고 탑승객을 분산시키는 등 드론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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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 통합하는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과 재정적인 문제 모두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드론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대중교통 인프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객운송 및 물류 공급망에서의 대기 시간은 또 다른 문제이다(Deutsche 

Bahn, 2019). 기체 크기가 작고 온-오프보드 프로세스가 유동적일 때, 다른 운송 

수단보다 드론의 주행 간격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을 통한 도심교통 이동성이 더 활성화되고 접근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드론 관리자 또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에 의한 드론 

출발 및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동기화하는 것이 수요를 충족하고 신뢰성을 확보

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UNECE, 2009).   

        

드론이 기존 모빌리티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드론의 이동성은 주로 개발 및 도입에 대한 공공부문 참여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미 민간부문에서 드론에 투자한 것을 감안할 때, 규제당국은 현재 이동 네트

워크의 단점을 해결하고 보다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투자 열기를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 정책입안자는 MaaS 플랫폼의 맥락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존과 드론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또는 드론 통합에 자유방임적인 규제 방식은 드론 산업과 이동성 

부문 모두에 이익이 되지 않는 혼란스럽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통합 노력이 없다면 드론 산업은 다른 이동수단과 분리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유층만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 보다 광범위

하고 지속 가능한 운송 목표에 기여하는 운송 생태계의 격차를 메우는데 실패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뉴욕의 헬리콥터 산업에서 발생했었다. 모빌리티 

회사인 Uber와 Blade는 Manhattan과 John F. Kennedy 공항 간의 헬리콥터 

직항 운항의 경우 약 195$를 책정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인 Southampto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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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경우 최대 1,400$로 운임을 산정한다(Barron, 2019). 시 당국으로 헬기

소음 민원이 쇄도해 2018년 1,309건에서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2,602건으로 

증가했다. 뉴욕시 의회 의원들은 도심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헬리콥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촉구하였으며(Dorn, 2019), 시장과 공무원 또한 의회 입장을 

지지하였다. 항공교통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무엇이든지, 드론이 

모두에게 향상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대중은 이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당국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론을 특정 경로로 운행하도록 할 

수 있지만, 우회경로는 이동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켜 초기부터 드론 서비스의 

잠재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  

  * 외부효과 :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기대하지 않던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효과를 의미  

정책입안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드론 산업에 참여하고 특정한 법적 규정을 마련

함으로써 다른 운송수단으로는 불가한 이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기술사양에 따라 드론 사용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혁신을 제한하는 대신에 

소음 수준, 비행 패턴, 운항시간 및 연료원 등을 제한하는 성능기반 기준을 채택

할 수 있다. 

또한 배달 또는 단거리 이동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선택지로 더 많은 드론 

운송수요가 발생하지만, 지상 교통량은 감소하지 않고 드론 수요가 증가하는 ‘유도된 

수요’의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공항까지 승용차 공유서비스를 이용

했던 통근자가 여객용 드론을 탑승하게 되어도 다른 공유서비스 이용자는 그대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추가적 드론수요 발생에도 도로의 차량 

교통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비용,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드론 기술은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리바운드효과* 위험

(즉, 여객·화물운송이 유도되어 추가적으로 증가, Kellermann, Biehle, and Fischer., 

2020)을 안고 있다.        

  *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 : 의도한 것과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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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빌리티부문 연구는 드론 도입 및 통합에 대한 데이터기반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전에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상세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운송당국은 먼저 공공부문의 관점에서 모빌리티 부문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설정한 다음 드론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드론 

규제에 접근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도시가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영향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의사

결정은 정체, 외부 영향, 교통 분담률,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운송부분의 문제를 

직접 반영하는 정의된 핵심 성과지표(KPIs)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영향평가는 지리, 문화, 기존 인프라 및 정치적 분위기와 관련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와 호환 

성공적인 드론 규제를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가나 지역 내 적합여부에 따라 확장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규제는 드론이 이동성과 폭넓은 사회적 요구를 식별하기 위해 지역별 상황을 

탐색하는 연구에 근거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모든 정부에 상호 이익이 되는 

기술 표준화를 포함한 기본적인 국제 표준에는 드론 무게, 크기 및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법이 포함될 수 있다; 충전기, 배터리 및 드론 도크의 범용 설계, 다른 

기체와과 노선(특히 국제선)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데이터 

시스템 등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규제는 등록, 지오펜싱, 불법 드론 사용에 대한 처벌

조치와 사용 허가의 명확한 범위에 중점을 둘 수 있다. 군사 기지, 공항, 학교 및 

공원 등 특정 지역에서 드론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자동 지오펜싱을 시행하기 

위해 드론 조작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 기계 판독 GPS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드론 운영자 및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책임 등을 정하는 비상

대응 계획은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비책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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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반 드론 규제는 혁신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

일 수 있다. 드론의 크기, 비행 고도, 매개변수 및 사용 제한 규정은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기업이 기술이나 장비에 대한 제한 없이 테스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MaaS 및 통합 모빌리티 모드의 개념이 계속해서 공공과 

민간부분 모두에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드론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여 반개방(semi-open)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다. 

MaaS 시대에 등장할 또 다른 이동성 기술인 전기 스쿠터는 데이터 공유와 기체 

모니터링에 대한 유사한 규제 요건을 야기했다. LADOT(Los Angel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공유되는 e-스쿠터의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시작한 MDS(Mobility Data Specification)는 현재 전 세계 80개 이상의 도시

에서 채택되었다. MDS는 개방형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빌

리티 운영자와 규제 기관 간의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데이터 

표준을 수립한다(GitHub, 2020; Zipper, 2019; LADOT, 2018). 이를 통해 

규제 기관은 기체의 위치 및 성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정책을 조정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모빌리티 동향에 대한 가시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입안자는 위험한 교통 구역을 

식별하고, 보호된 차선과 주차를 위한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하고, 지오펜싱을 

구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MDS유형의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것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이 도시 전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려는 

규제 당국의 기본 임무이다. MDS의 원동력은 전기 스쿠터였지만 드론을 포함한 

다른 운송수단을 통합할 경우를 예상하여 설계되었다(Pyzyk, 2019).   

  

규제당국은 2018년 전 세계적으로 도크리스(dockless)* 공유 전동스쿠터가 

갑작스럽게 확산되었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드론부문 접근에도 대비할 수 있다. 

당국은 빠른 시간 내 거리에 전동스쿠터가 등장하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고, 전동스쿠터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유익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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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야 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이를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 형태인 개인용 

자동차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하여 최소한의 규제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면 뉴욕과 같은 다른 도시에서는 이를 완전히 금지했다(O’Kane, 2019).

  * 도크리스 : 도크가 없이 어디서나 파킹할 수 있는 킥보드 서비스 

정책입안자의 역할

드론 산업이 과도하게 과열되어 해당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책입안자는 

드론을 광범위한 운송시스템에 통합하여 각각의 규제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 

⦁ 공공부문 관점에서 모빌리티부문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설정한 다음 드론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드론이 어떤 모빌리티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또는 드론이 

어떤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위치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더 큰 모빌리티 네트워크 내에서 드론의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복합 허브, 도시 환경 및 교외 지역의 관련 건물에 드론 포트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다양한 운영자를 위한 상호 운용성과 사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여객용 드론 운영자가 MaaS 플랫폼과 공유하기 위해 관련 모빌리티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규제 프레임 워크를 고려한다.   

     ∘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경우 조정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한 통합 정책을 

개발한다. 



58

Aviation Insight _ Vol. 36

⦁ 드론서비스의 소비자와 비소비자(예 : 보행자, 부동산 소유주)를 보호하고 시장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지오펜싱에 대한 규정, 불법 드론 사용에 대한 처벌적 조치, 민감한 구역을 

보호하고 드론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제한 규정  

     ∘ 사고 발생 시 드론 운영자를 위한 절차 개발 및 책임, 관련 이해관계자 및 

프로토콜을 정의  

⦁ 기술 사양을 기반으로 드론 사용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대신 성능 기반 표준을 

채택한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소규모 드론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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