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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AV(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는 재난재해, 유통,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나, 관

련 법규의 미비, 사생활 침해 등이 산업성장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전개될 UAV의 융합서비스에

대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규제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술관점에서는 아키텍쳐 설계에 대한 규제, 시장관점에

서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서비스 병행운영, 법적으로는 입법 예고된 영상정보보호법 하의 사전규제보다는 사후평가 중

심, 사회규범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UAV기반 융합서비스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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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AV (Unmanned Aerial Vehicle) is increasingly used in diverse fields such as disaster, distributi
on, and logistics,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 inadequacy of related laws and invasion of privacy
is an obstacle to industrial growth.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UAV convergence services is pr
oposed based on the regulatory framework. From the technical point of view, regulation on archite
ctural design, from the market point of view, concurrent operation of services in a limited area, a l
egal evaluation based on post-evaluation rather than a pre-regul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visua
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a social consensus will contribute to the early settlement of UAV
-based convergenc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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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 시대는 하늘을 나는 스마트폰이 새로운 비즈

니스를 창조하는 세상이다. 하늘을 나는 스마트폰

은 UAV를 의미한다. UAV나 드론이라는 말이 혼

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정부에서는

무인비행장치라는 표현으로, 항공안전법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일반적인 영어식 표현으로 사용되는 UAV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UAV를 활용한 미래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

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

드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정부

에서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사업 안전성 검증 시

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

월군, 전남 고흥군, 전북 전주시 등 5개 시범공역

을 대상으로 물품배송, 재난구호, 재난감시, 고층시

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UAV 게

임ㆍ레저스포츠 영역 등의 상용화를 위해 KT, 대

한통운 등 시범사업자 15곳을 선정하였다. 또한, 2

016년 12월에는 추가로 10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시범공역도 충청북도(보은군)등 3곳을 추가 선정하

여 2017년에는 8개 시범공역 대상으로 25개 사업

자가 다양한 실증환경에서 다수의 UAV를 동시에

이용한 임무 수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UAV 활

용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고 있다.

법규제적인 측면에서는 2016년 12월에 ‘개인영상

정보보호법’ 입법예고를 통해 CCTV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UAV까지 늘어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보호 활용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기조와 달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개인

영상정보보호법` 제정 보류를 권고했다. 개인정보

보호 효율성과 법체계 정합성 유지, 개인영상정보

규범 추가로 인한 혼란 방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 침해 방지 측면에서 별도로 입법하지 말고

기존 법령에 편입하라는 의미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해결이 전제 되어야 하는 사

업적 상황에서 어떠한 규제체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인지에 대한 논의는 초기단계에

서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사업 활성

화와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인 방안마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UAV기반 융합사업의 현황 분

석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규제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UAV기반 서비스의 생태계를 제시하

고 사생활 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서비스의 규

제체계는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문헌

과 현행 UAV관련 규제 입법화에 따른 이슈분석,

UAV기반 서비스 규제영역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

하고자 한다.

2. UAV기반 융합 서비스 이해

2.1 UAV 서비스의 현황

UAV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 생태계는 아직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그림 1)과 같이 초

기 모델을 근거로 설명하고자 한다[1].

UAV는 융합ICT상품으로 각종 부품, 통신모듈,

연료(배터리)등을 생산하는 제조 사업자간의 협력

을 통해 다양한 IoT센서들의 결합으로 생산된다.

전용 하늘길을 관리하는 UTM(UAV Traffic Man

agement)을 운용하는 기업은 System Provider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인프라

가 된다. Service Provider는 UAV 비즈니스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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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AV 서비스 생태계

요한 요소를 묶어 고객에게 서비스로서의 UAV(U

aaS, UAV as a Service)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은 다양한 규제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시장에는 현장에서 조종자가 직접조종을

하는 1차원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고 있는 형태이

다.

그러나, 멀지않은 장래에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출

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미항공우주국(NASA)은

급증하고 있는 UAV의 비행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

중인 자동항공교통관제시스템((Unmanned Aircraf

t System Traffic Management: UTM) 초기단계

모의시험에 성공했으며, 2019년 상용화 할 예정이

다.

이는 각 UAV 운영자가 사전에 UTM 시스템에

비행계획을 입력하면 시스템 운영자가 비행시간

전에 비행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여러 U

AV가 동시에 비행할 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건물

이나 지리적 위치 등 정보를 반영해 안전하게 비

행할 수 있도록 관리 한다.ﾠ

2.2 융합서비스 규제 Framework

UAV기반 융합서비스에 대해 법적인 규제 분석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선행적인 연구를 찾아보았

다.

ICT 생태계를 기술적인 네트워크 기준으로 레이

어 모델을 제시한 요차이벤틀러와 프랜스만이 있

다.

요차이 벤틀어는 기술적 레이어의 규범적인 틀로

서 OSI 7레이어를 기반으로 물리적 레이어, 논리

적 레이어, 컨텐츠 레이어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

여 규제체계를 설명하고 있다[2].

물리적 레이어는 전선, 컴퓨터 등이 존재하는 층

으로 개인이나 법인 같은 주체에 의해 소유되는

공간으로 재산권 등의 ‘규범적 코드’에 의해 규율

된다.

논리적 레이어는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프로토콜

이 존재하는 층으로 ‘규범적 코드’보다는 ‘기술적

코드’가 보다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컨텐츠 레이어는 응용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시스

템이 존재하는 층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컨텐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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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규제 프레임워크 모델

제 등의 ‘규범적 코드’와 DRM 등 기술적 보호조

치와 같은 ‘기술적 코드’로 공동 규율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프랜스만은 인터넷 생태계 관점을 강조하여C(Co

ntents) - P(Platform) - N(Network) - D(Devic

e) 모델을 제시하였다[3].

각 레이어 별로 기능을 살펴보면 Contents 레이

어는 최종 소비, Platforms 레이어는 어플리케이

션, 서비스, 검색, 미들웨어, Network 레이어는 네

트워크 운용, Device 레이어는 각각의 통신장비,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기술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 아키텍쳐 규제

모델를 제시한 조엘 라이덴버그와 로렌스 레식이

있다.

조엘 라이덴버그는 ‘정보법(Lex informatica)’개

념을 도입하여 기술에 기반하여 정보정책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였다[4].

정보법은 분야별 기술적 체계를 통해 그 상황에

적합한 규제를 선택하게 해준다. 라이덴버그는 컨

텐츠,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3가지 영역에서 분

석하였으며, 인터넷 컨텐츠 선택 플래폼(Platform

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 PICS)을 통해 컨

텐츠 등급 분류설정 기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

호기준에 대해 예시적으로 설명하였다.

로렌스 레식은 사이버공간에서 규제를 법률, 시

장, 사회규범 및 아키텍쳐 등 4가지 규제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5]. 특히 아키텍쳐가 사이버공간에

서의 행위규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키텍쳐가 레식이 이야기 하

는 코드이론으로 코드를 통해 과거의 법률이 했던

것 보다 더욱 강하게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

다는 주장이다.

위에서 살펴본 모델 중에서 레이어 모델은 기술

적,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기능분류 중심이라 본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 제도적인 측면까지 살펴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규제 분석을 위한

아키텍쳐 규제와 인간의 행위와 의지가 개입되는

시장, 규범적인 법, 제도적인 분석을 위해 로렌스

레식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보아 (그림 2)의 레식(L

awrence Lessig) 교수의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UAV 융합서비스 분석

3.1 Architecture

UAV기반 서비스를 구성되는 기술에는 현재 위

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동경로 등을 위한 항법시

스템, 비행체 자세, 고도 등을 정확하게 유지 시켜

주는 제어시스템 및 H/W의 설계와 제작 기술, I

CT와 융합되어 <표 1>와 같은 기술로 이루어진

다[6].

이중에서 UAV영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

해서는 카메라, 영상감시관제시스템, 클라이언트

모듈로 이루어진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우선 영상 카메라와 영상감시관제 시스템 사이는

LTE, WIFI 등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카

메라는 영상을 촬영하고 암호화하여 영상감시관제

시스템에 전달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영

상감시관제시스템 사이에서 영상정보 처리는 암화

화한 영상정보의 전송, 영상정보의 복호화, 얼굴영

역에 대한 검출, 프라이버시보호를 적용한 영상정

보정보 생성, 영상의 저장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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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기술내역

항공 무인이동시스템 통신/항법
/교통관리 기술

○항공 무인이동시스템의 국가공역으로의 안전한 통합을 위해 필요한 고신뢰도 무인기
제어링크 기술
○항재밍/항기만 항법 및 대체항법 기술
○차세대 항공교통관리와의 통합 및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기술

항공 무인이동체 제어 및 탐지/
회피 기술

○항공 무인이동체의 이착륙과 비행제어 및 자율화 향상 기술
○안전한 비행과 임무 수행을 위해 다른 비행체나 물체 등의 위험요소를 탐지하고
충돌을 회피하는 탐지회피 기술

항공 무인이동시스템 센서 기술 ○항공 무인이동체의 안전한 운항 지원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센서 기술

항공 무인이동시스템 S/W 및
응용 기술

○항공 무인이동체의 제어 및 임무 수행을 위한 고신뢰 실시간 OS와
interoperability 지원 개방형 S/W 플랫폼 및 표준 인터페이스 기술
○무인이동체가 수행하게 될 특정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탑재체 기술 및
빅데이터 처리 등 응용 기술

항공 무인이동체 플랫폼 기술

○다기능 초경량 소재 및 구조물 기술
○무인기 actuator 및 기계/전기 기술
○다학제 설계 기술
○설계 자동화 기술

항공 무인이동체 동력원 기술 ○환경적 고성능·고효율 동력원 기술

<표 1> UAV의 핵심기술[6]

또한, 영상감시관제시스템과 클라이언트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영상정보를 요청하거나 수

신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영상

정보의 요청, 영상감시관제시스템의 해당 영상DB

의 조회, 프라이버시 보호해체 영상 추출, 영상정

보의 전송, 클라이언트의 얼굴인식 영상획득 및 활

용 등의 단계를 거친다.

주요 단계별로 아키텍쳐 관점에서 보안요구사항

으로는 영상정보에 대한 암호화와 복호화시 공인

인증서, 공개키나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상정보의 송수신을 위해

서는 SSL통신, 안전한 채널의 확보, 단말기에 대

한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상감시관제 시스템에서의 얼굴검출 알고리즘으

로는 지식기반 방법, 특징기반 방법, 템플릿 매칭

방법, 외형기반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영상감시관제시스템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적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데 암

호화, 스크램블링, 마스킹방법등을 활용하고 프라

이버시 보호해제를 위한 복호화시에는 역스크램블,

역마스킹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상감시관제시시스템의 영상정보 저장

및 안전한 접근제어를 위해서는 워터마킹 인코팅,

의도적인 화질저하 인코딩 기법 등을 적용함으로

써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기술규제를 위해서는

Cavoukian이 제시한 Security by Design의 7가지

원칙을 모든 기술개발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도

록 의무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7].

3.2 시장

현 UAV 시장에서는 영상카메라를 장착한 UAV

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화 촬영 분야에서는 UAV 사용이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었고 TV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도 헬리

캠과 플라잉 카메라 등 카메라를 탑재한 UAV 사

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민간 산업 분야 이외에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의

UAV 사용도 차츰 그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써, 경남 하동군은 산불현장 지원 등 재

해·재난 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재난사고 등에 신속이 대응하고

자 LTE로 실시간 현장 중계가 가능한 열 감지 U

AV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의 비즈니스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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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난재해 서비스 체계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만, 현재의 UAV시장은 초기단계로 정부, 기업

등 관계부서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장의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 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 부흥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실이다.

이와 병행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장의 노력

도 필요하다.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공유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다면,

UAV기반 융합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은 사회 구성

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하고 말 것이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의 서비스 가격

에 대한 민감도가 커서 개인정보 보호에대한 인식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빅뱅방식의 시장 개방

보다는 제한된 영역과 시범서비스를 대상으로 지

속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보완하

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3 법

3.3.1 관련법규의 제개정 현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이 2017년 3월30일자로 폐

지되면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3가지 기능별 법률로 분리되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한

다(동법 제2조 3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무인비행장치는 “사람

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

터)와 무인비행선(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5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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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관련법령 소관부처

Manufacturing Businesses
(부품/연료/통신기/무인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과기정통부
국토부

System Provider
(종합관리통신 시스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기정통부
국토부

Service Provider
(무인기 운행 서비스,
가상 항공망 관리)

장치신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항공안전법 122조)
- 장치신고 (모든 장치 해당)

지방
항공청

사업등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항공사업법 제48조)
- 최대이륙중량이 25kg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지방
항공청

안전성 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124조)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 방법 등 승인 필요

교통안전
관리공단

조종자 증명 및
준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항공안전법 125조)
- 12kg이상인 경우 신고

교통안전
관리공단

비행승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127조)12k이하는 불필요,
비행장 주변 관제권,비해금지구역, 고도 150m이상 공역은 무게 상관없이 승인필요

지방항공청
국방부

비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항공안전법 129조)
○항공안전법(제129조 4항)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국토부
방통위

Contents Provider
(배송, 토목,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과기정통부

Custom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과기정통부
방통위

<표 2> UAV 비즈니스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 본 주요법령

또한, UAV가 활성화됨에 따라 무인헬리콥터와 무

인멀티콥터로 세분화하였다.

더불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이륙

중량이 25킬로그램이하인 경우는 사업등록을 면제

해주는 등 네가티브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를 UAV 비즈니스 생태계 주체별로 구분해 보

면 <표 2>와 같이 규제 관련법령을 정리해 볼 수

있다.

3.3.2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UAV의 고성능카메라, 다양한 센서에 의한 수집정

보의 기록이 유출됨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2016년 12월 정부에서는 “UAV”나 “블랙박

스”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세부적인 제정배경으로는 현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쇄회로TV와 네트워크카메

라 두 종류로 한정지어 신규 영상기기 규제가 불

가능하고 개인모습이 확인 가능한 영상정보는 유

출 및 오·남용 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 자신의 영상정보 열람요구범위의 확대 및 영상

정보 처리 강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를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를 해보면 <표

3>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AV, 웨어러블기기 등 신기술 영상장치

가 나올 때마다 법령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지적

과 더불어 법안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

요해 보인다.

이동형 영상장치는 고정형과 달리 촬영 대상자에

게 사전 고지나 정보 활용 동의를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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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영상정보보호법(예고안)

적용범위의 확대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네트워크 카메라 등 고정형 기기

○스마트 안경, 시계, 웨어러블 카메라, 블랙박스, 무인기(드론)촬영 등
이동형 기기

업무 목적 촬영
사실 고지 의무화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내판 설치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
표시하여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영상정보 열람
요구범위의 확대

본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한정 ○본인,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으로까지 확대

자신의 영상정보
삭제 요청권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자신이 찍힌
영상이 공개된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어야 통신사업자 등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그 영상의 삭제를 요구
○개인영상정보 피해구제 절차 마련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침해신고센터신고

영상정보 처리
시설 관리 강화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신규 구축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안전조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매년 점검 및 개선

징계 및 처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하면, 최고 5년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표 3>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비교

개인정보보호라는 법안 목적을 달성하면서 신산

업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3.4 사회규범 규제

사회규범 규제 측면에서 기존 문헌이나 연구를

통해 구체화 되어 있는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

이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UAV의 안

전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

극적인 국가차원의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지자체에서 드론 축구단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 하고자 하는 시도는

큰 틀에서 본다면 우호적인 고객확보 차원에서 매

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다만, 전시행정 차

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서비스 본질에 대한 안전

성 검증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야 한다.

안전한 UAV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의 UAV 교

육기관들과 연계하여 조종자들의 숙련도를 향상시

킬 수 있도록 UAV 판매와 교육을 패키지화 해야

한다.

더불어, 전국의 UAV동호회 모임 등을 통한 조정

자들 간에 상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를 아끼지 말고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차단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4.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지금까지 융합서비스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

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 영역별 규제 개선방향

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술 아키텍쳐 관점에서는 UAV 생태계 각 주체

들이 사업에 대한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하

게 안전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

시장 규제 관점에서는 UAV 서비스를 최종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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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하는 Service Provider를 통한 간접규제가

바람직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입증하

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

법 규제 관점에서는 기술의 발전을 사전에 예측

하여 규범화하기 힘든 특성을 고려하여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규

범 관점에서는 UAV기반 융합서비스 도입의 필요

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변화, 혁신의 시대에 걸 맞는 국가차

원의 통합적인 융합ICT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이

선행되어야만 현재의 당면한 많은 문제점을 지속

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UAV시장이 초기인 상황에

서 이에 대한 국내외 최신 문헌연구와 더불어, 분

야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견 등

을 반영하여 실제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기술 트랜드에

대한 이해와 관련 입법화 동향분석을 통한 심층적

인 연구를 수행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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