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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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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rly remotely-piloted aircraft system (RPAS) development focused on simple reconnaissance

to obtain information by visual observation for military demands. Currently, various types

of remotely-piloted aircraft (RPA) is being developed worldwide for applications in many

different areas. As RPA avionics are combined with CNS/ATM technologies, RPA

capabilities will be enhanced and the market is expected to grow rapidly. ICAO has been

held the Air Navigation Commission on 14 October 2011 to discuss revising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PANS) and guidance material related to RPA and their associated

systems. It progressed that Annex 2 and 7 will be revised and came into effect from 2012.

However most of incorporate revisions are not clear yet. Because the revision articles

recommend follow requirements of the state(s). Considering operations of RPA in controlled

airspace and between adjacent states, the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RPA pilot will be one

of the main issues for RPA operation. In this paper, we will take a look at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ends of regulation framework in ICAO and RPA advanced country in

chapter 2.1 and suggest about consideration of remote pilot qualification and training for

establishing regulations of remote pilot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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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인항공기 시스템(Remotely-Piloted Aircraft System,

RPAS)의 개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개발

초기에는 군의 수요 요구에  따라 개발 되었으며,

단순한 정찰 위주로 영상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공역 내

무인항공기의 운영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무인

항공기와 관련한 무인 및 IT 기술은 점차 발전하

여 고성능화 되어 감시, 수색, 정찰 그리고 운송 

등 활용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항

공기의 수요는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무인항공기는 전 세계적으로 2005년 기

준으로 총 750기가 제작 되었으며, 2012년에는 

약 1,378기 제작되어 무인항공기 시장은 증가추

세에 있으며 이 중 민간/상업용 무인항공기는 

<Fig. 1>과 같이 2005년 55기에 불과 하였으나,

2012년 217기로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s, CAGR) 25.7%를 나타내

고 있다.[1]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관련 시스템이 고성능화

http://dx.doi.org/10.12985/ksaa.2013.2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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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

으며, 이러한 발전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향후 

유인항공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유인항공기가 할 

수 없는 임무까지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현재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를 중심

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와 공역 

통합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법

제도 및 기술개발 등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Fig. 1 연도별 분야별 무인항공기 개발 현황

무인항공기의 적용 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 및 교육훈

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2011년 개최된 제 188-5차 ICAO 항행위원회에서

는 무인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부속서 2에 ‘원격 

조종사 (Remote Pilot)'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상

정하였으며 제 188-6차 회의에서 개정안이 확정

되어 2012년 11월 15일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서는 무인항공기 원격조종사에 대하

여 자국규정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 및 교육훈

련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는 각국은 조종사 자격 

및 교육훈련을 위한 기준설정 및 법제화에 어려

움을 격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용 무인비행장치는 2012년 

기준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 173대, 무인비행선 36

대로 총 209대 신고 되었다.[3] 그러나 현재까지 

신고된 무인동력비행장치는 150kg 이하의 초경

량 비행장치의 범주에 포함된다. 150kg을 초과하

는 무인항공기는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이거나, 연

구개발 중이기 때문 항공기 범주에 포함되는 

150kg이상의 무인항공기는 등록된 바가 없다.

150kg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초

경량비행장치 조종자와 동등한 자격요건이 필요

하나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종사 자격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지 않은 실정이다.

2009년까지 보고된 무인비행장치 관련 사고는 

총 79건으로 2009년 57건의 사고가 발행하였으

며, 같은 해 8월 전북 임실에서 농약살포를 위한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

생하였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를 토대로 사고

요인을 분류해 보면 <Fig. 2>와 같이 인적요인이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Fig. 2 국내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현황

이는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 및 교육훈련 

기준이 없어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

이 잠재되어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개발인력 중

에서 항공법 및 운항 관제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시험비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역침범으로 항공기 안전운

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가 있기 때문이

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에 있어

조종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사고발생

이 잠재되어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원격 조종

사에 의해 운용되는 무인항공기에 초점을 맞추

어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유인항공기와 공역 통

합운용을 위한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 및 교

육훈련 요구사항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국내외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 동향

2.1.1 국외 동향

미국, 영국, 호주 등 무인항공기 선진국은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해 조종사에 대해 유인항공기

기장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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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로 무인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명칭은 <표 1>

과 같이 상이한 실정이다.

나라 명칭

미국 Internal/External Pilot

영국 UAV Commander

호주 Supervising Controller

표 1. 국가별 무인항공기 조종사 명칭

이에 대하여 ICAO는 ’Remote Pilot‘으로 명칭

을 통일하였으며 무인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안 해

당 조종사의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하였다.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을 위한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ICAO는 17세 이상의 지원자에 

대해 이론지식 증명,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무인

항공기 등급 또는 기종에 대한 비행교육 수료 및 

스킬 테스트를 통과할 것을 규정 하였다. 그러나 

비행경험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화되지 않았다.[3]

구분 교육훈련 내용

이론

지식

- 항공법

- 항공기 일반지식

- 비행 성능/계획/적재

- 인적요인

- 기상학

- 항행

- 운영절차

- 비행원리

- 무전교신

스킬
테스트

- 인지, 위협 및 오류 관리

- 규정에 따른 무인항공기 운영

- 유연하고 정확한 회피기동, 적절한
판단에 의한 비행술 및 항공지식 적용

- 적절한 절차 및 회피 방식을 통한
무인항공기 운용

표 2. ICAO Remote Pilot 교육훈련 항목

미국은 무인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 유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에 추가적으로 무인항공기의 정상 및 

비정상 비행절차 교육을 필요로 하며, 무인항공기

제조업체의 특정교육 이수 및 무인항공기 비행 

시연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별도의 교육훈련을 요구하지 않으나 

기존 유인항공기 조종사 교육훈련 사항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경량 무인항공기의 경우 2개

파트로 나누어 파트 1은 이론, 파트 2는 비행을 

통해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호주 역시 영국과 같이 별도의 무인항공기 조

종사 교육훈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인항

공기 조종사 자격요건을 준용하고 있다.

2.1.2 국내 동향

항공법 시행규칙상 150kg 이하의 무인동력비

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

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초경량비

행장치 조종자1)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되나, 현재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등 3개 관련 협회에서 민

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인비행장치가 적용되는 산

업 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사용이 

증가되고, 사고 발생 건수 역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 개

정 항공법 시행을 앞두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150kg을 초과하는 무

인항공기에 대하여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정의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자격요구사항 및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도 대형 무인항공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

인항공기의 유인공역 통합 운용을 위한 무인항공

기 조종사 자격 및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2.2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 및 교육훈련

고려사항

2.2.1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요인원

구성 및 책임 허용범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인원 구성 및 

각 구성원의 책임, 여러 대의 무인항공기를 한명

의 조종사가 비행할 경우 이에 대한 최대 책임 

허용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정찰용으로 사용되는 군용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조종사는 일반적으로 무인항공기 비행과 함께

정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처럼 무인항공 

조종사가 비행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조종

사의 조종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한명의 조종사가 여러 대의 무인항공기를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일반 항공기 조종사

와 같이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레저 

스포츠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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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한명의 조종사가 여러

대의 무인항공기를 조종하게 될 경우 단 한 대의 

무인항공기라도 조종 불능 상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조종사는 다른 무인항공기에 대한 조종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간 1 대 1 조

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조종사에게 무인항공

기 조종외의 복잡한 추가 임무가 요구되어 진다

면 무인항공기 비행 조종에 있어 안전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 공역 내에서 감시, 장거리 운송 

또는 통신 중계기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무인

항공기가 운용될 경우 임무의 성격 및 목적에 따

라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인원 구성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비행제어, 충돌탐지, 탑재장비 제어와 같이 여러

업무에 대해 둘 이상의 무인항공기 조종사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며, 무인항공기 운용 

상황에 따라 책임을 할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명의 무인항공기 조종사

가 여러 대의 무인항공기를 조종해야 하는 상황

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2.2.2 핵심지식, 기술, 능력의 수준 및

인증 적용 범위

유인항공기 조종사 인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CAO 부속서　1에 따라 항공조종사의 핵심 지식,

기술 및 능력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KSAs)에 대한 자격증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국의

기준에 충족해야한다. 이처럼 무인항공기 조종사 

인증을 위해 필요한 KSAs의 수준과 무인항공기 

분류에 따른 KSAs 인증 적용 범위 설정이 필요

하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조종사 인증을 위한 

KSAs에 관해서는 국제적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각 국가별 무인항공기 조종사 인증

방식이 상이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 조종사 

인증에 필요한 KSAs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무인항공기 조종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비행관련 KSAs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어떠한 무인항공기 분류에 어떠한 KSAs를 적용

할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할 것이다.[8]

2.2.3 비행교육훈련및기존비행경력의인정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을 위한 지상교육,

시뮬레이터 및 현장 비행교육과 같은 교육훈련 

및 기존 비행 경력의 인정여부의 범위 설정이 필요

하다.

ICAO는 무인항공기의 유인공역 비행을 위한 

조종사 자격에 대하여 유인항공기 조종사 자격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조종

사가 외부에서 조종하는 특성상 비행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유인항공기와는 다른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인항공기 조종사 비행 교육과 관련

해서 모의비행훈련 즉 비행 시뮬레이터가 큰 역

할을 할 것이다. 이는 비행 시뮬레이터를 수행하

는 상황이 실제 무인항공기를 비행하는 상황과 상

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6]

국제적으로 무인항공기 비행교육훈련과 관련

해서 기존 유인항공기 비행 경험으로 무인항공

기 비행교육을 경감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무인항

공기 조종사 비행교육훈련 경감을 위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유인항공기 비행경험이 인정되느냐가 문

제이다. 유인항공기 비행경험을 무인항공기 조종

사 자격 증명에 대한 비행경험으로 전환 적용이 

무인항공기 조종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

낼 수 있지만 두 비행 상황의 큰 차이로 불완전

적인 비행경험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해 첫째로, 무인항공기 조종사 훈련

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최적화 및 타당

성의 검증이 필요하며, 둘째로 무인항공기 비행

교육기관의 훈련에 대한 요구사항 설정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어느 수준의 유인항공기 경험을 무

인항공기 조종사 인증 교육 요구 사항에 적용할 

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2.2.4 유인항공기 비행 경험의 필요성

무인항공기 조종과 관련하여 유인항공기 비행 

경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찬반론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Schreiber, B.T.(2002)는 Predator 시뮬레이터의 

비행 능력 습득을 위한 유인항공기 비행경험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행경험이 있는 실험

자가 무경험자 보다 빠른 비행 능력과 비행 중 

정찰과 같은 추가임무수행을 위한 다음 비행교육

단계로 넘어가는 교육의 횟수를 줄여주는 결과를 

얻었다.[9]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무인항공기 조

종사에게는 비행관련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 Barnes, M. J.는  Army’s Job

Assessment Software System (JASS)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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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 조종사에 대한 자격 인증과 관련한 비행 

능력의 주요사항을 이끌어 냈으며 무인항공기 비행

자격을 가진 조종사들은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

사항에 대해 의사 소통능력 외의 비행관련 능력 

등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상반되는 결과의 두 연구는 무인항공기 운용방

식 및 무인항공기 운용 시스템에서 큰 차이가 있

다. Predator는 일반 유인항공기와 같이 조종간

과 러더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한편, Hunter는 

Glasgow Coma Scale (GCS) 콘솔을 이용하여 비

행 매개 변수를 선택하여 자동적으로 비행한다.

이와 같이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을 위한

기존 비행경험의 가치는 무인항공기 시스템 운용 

방식과 유인항공기와의 유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을 위해

어떤 무인항공기 시스템에 어느 수준의 유인항공기

비행경험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야 할 것이다.

2.2.5 무인항공기 원격조종사의항공신체검사

무인항공기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집

중력이 요구되다. 그러나 운용 환경에 있어 유인

항공기와는 달리 신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고도 

또는 속도의 영향이 없으므로 유인항공기 보다는 

낮은 수준의 항공신체검사 증명이 이루어 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인항공기 조종

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 기준이 유인항공기 조

종사 항공신체검사와 비교하여 경감될지 또는 

더욱 엄격할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간 국

외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 대한 제한사항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4]

3. 결 론

무인항공기 시스템은 각종 첨단 무인 및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성능화 되어 감시, 정찰 

그리고 운송 등과 같이 활용영역이 넓어지고 있

다. 무인항공기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

고 있다. 2012년 Teal Group의 무인항공기 시스

템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무인항공기 

시장은 약 6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향후 10년 뒤 약 두 배에 가까운 114억 달러

까지 투자비용이 늘어나 총 89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1]

이처럼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성능이 유인항공

기 수준으로 높아지고, 활용 범위 역시 넓어짐에 

따라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인

항공기의 유인항공기 공역 통합 및 국제 운용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공교통

체계는 유인항공기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무

인항공기의 유인항공기 공역 통합 운용 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유인항공기 공역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CAO를 비롯한 무인항공기 시

스템 선진국들은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 및 교

육훈련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각국

은 권고사항을 수립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인항공기를 150kg을 기준

으로 분류하였으며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에 

대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주에 추가하여 무인

동력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해 초경량비행장치 조

종자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해당 자격증은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등 3개 관련 협회에서 민

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인동력장치에 의한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

여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해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나 150kg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자

격 및 교육훈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정의를 항공법

에 추가하여 기장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하여 확고

히 할 필요가 있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정

의시 인원 구성 및 각 구성원의 책임과 향후 여

러 대의 무인항공기를 한명의 조종사가 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책임 허용범위를 고려하

여 설정할 필가 있다.

또한 현재 무인항공기 분류체계에 운용방법에 

따라 일반 유인항공기와 비슷한 운용방식의 수동 

무인항공기와 Auto-Pilot과 같은 운용방식의 자동

무인항공기 분류에 대하여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핵심지식, 기술, 능력의 수준 및 인증 적용 범위

설정」, 「비행교육훈련 및 기존 비행 경력의 인정」,

「유인항공기 비행 경험의 필요성」이 무인항공기

운용 방식, 즉 자동비행과 수동비행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에 대해서

는 무인항공기 운용방식이 적용될 필요는 없으

나, 무게에 의한 분류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이 

차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음주 및 마

약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유인항공기 조종

사의 항공신체검사 보다는 경감된 기준이 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시스템에 관한 통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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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

나라의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적 동향을 파악

하고, 유인항공기와는 다른 무인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을 세

분화 하여 조종사 자격 및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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