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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인항공기를 지칭하는 드론 관련 산업이 미래를 이끌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카메라, 
게임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활용 현상과 같이 개인의 드론 활용도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사적 목적으로 로봇 비행체로만 인식되었던 드론이 이제 어른들의 장남감 또는 항공영상 등에 활용됨으로써 일상

생활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령화 인력을 드론테크 산업에 유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 

제시에 주요 목적이 있다. 드론의 조종 기술, 항공촬영 등이 고령층 인력의 교육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고령층에게도 

유용하다는 사실이 검증됨으로써,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결과를 보인다.

ABSTRACT

Recently, the drone industry rapidly rises to the surface as the new market leading the future, and it seems that the 
hot UAV drone market shows the similar trend to that of the smartphone. It is expected that the individual application 
of the drone is quickly diffused as the smartphone roles of camera and game player with the communication medium. 
For example, the drone is developed mainly as war weapons, but now it is getting close to our real life as the toy or tool 
for the aerial photography.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education for how to bring the aging population to the drone 
industry. Previously, the controlling skill and taking aerial photography seemed to have nothing to do with citizen 
seniors. However, we develop the education for try to show an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ose, in this paper, thus 
creating more job opportunitie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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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인항공기를 지칭하는 드론은 20세기 초에 군사용

으로 개발되어 정찰, 감시 및 군사작전과 같은 군사임

무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DHL, 아마

존, 구글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업적 용도로 활

용을 선언하며 연구 개발에 뛰어 들면서 그 시장이 예

상보다 빨리 커지고 있다. 전 세계 드론 시장규모 및 전

망에 따르면, 전 세계드론시장은 2015년에서 2020년 사

이 연평균 32% 성장하며, 2020년에는 약 55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 ‘마켓앤 마켓’ 용도별 전망에 의하

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14년 6천만 달러

에서 2023년까지 8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35%로 성장

할 전망이다[1-3].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드론 관련 시장도 급

성장 하고 있으나, 드론산업에 대한 인력 부족이 심각

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령층 인구의 증

가와 함께 새로운 시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실버산

업 육성의 한 대안으로서 고령층의 취․창업과 연계하

여 드론테크 산업에 대한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고령츨을 대상으로 한 드론 교육에 대한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본 론

드론테크 산업의 발전은 여러 부분에서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드론산업은 과다

한 규제정책(비행금지구역 등)으로 인하여 드론산업 발

전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4]. 이제는 군사목적을 떠

나 민간용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으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저변 육성이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민수용으로 사진 촬영용 소형 

드론부터 정  농업, 인프라 관리, 택배 및 화물수송 등

으로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그림 1참조).

 air shoot   farming      infra     delivery    transport

Fig. 1 Application area of civilian drones 

◾택배용드론 : DHL, 아마존, 구글이 드론 개발 중

◾정  농업용 드론 : 2025년 농업용 드론의 세계 민간 

무인기시장의 85% 이상 점유율 예측

◾화물용 무인항공기 : Fedex 등 물류회사는 화물용 무

인항공기에 대한 수요 예측

드론 시장은 현재 도입초기로 시장규모는 미미하나 

고성장으로, 향후 15년간 1.6조원 시장으로 확대 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드론테크산업의 전망은 대부분 군

사용이며, 민간용으로 항공측량, 방송촬영 등에 사용되

고 있는 실정으로서 자체중량 12kg 이하, 배기량 50cc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의 숫자는 그림 2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5].

Fig. 2  Drone market size

이 논문에서는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어르신정보화

대학에서 2016년 수행했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드론 

교육을 위주로 서술한다. 드론을 이용한 고령층 연계사

업(취Ⅱ창업)의 교육은 그림 3에 예시된 바와 같이 드론 

촬영을 통한 여러 활용분야가 있지만 영상편집 제작기

술 교육이 고령층의 새로운 전문기술로 이루어진다.

Fig. 3 Use of unmanned drone aircraf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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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드론 교육과 관련하여 쉬웠던 사항으로는 드

론교육을 수행하는 방과후 드론교사가 부족하다는 것

이다. 2016년도에 방과후 드론교사를 모집하였으나 일

자리 연계 드론강사로 일할 전문강사가 부족한 현황이

다(그림 4참조).

Fig. 4 After-school teacher(drone part) recruitment site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연계 교육시스템은 일반인들

과는 달리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6]. 12

년째 고령층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실버IT연구개

발연합회(비영리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에 대한 정

보화교육이 초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6년에는 드론을 이용한 일자리연

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드론을 연계

하는 교육시스템은 hardware와 software를 복합할 수 

있는 고령층교육에 적합한 교육 사례이기도 하였다. 기

존의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들은 기초적인 지

식과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이었다[7]. 

이 논문에서는 고령층에게도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통하여 특화된 일자리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고령층들의 일자리연계사업 교육은 전문성

을 지녀야 하는 교육이 우선 전제되어한다.[8]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 중 특화된 교육은 일부이지만 이 

논문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더 많은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Ⅲ. 실험 및 결과

기존의 일자리 연계사업 교육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로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 교육은 교육 대

상자 선발이 중요하다. 본 교육과정의 대상자는 최소 1

년 이상의 정보화 교육 경력이나 영상제작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교육생으로 면접하여 선정하게 되었다.(20명 

제한 조건)

드론테크 산업을 연계하는 일자리 교육과정은 다음

과 같다.

1단계 : 면접선발(교육생의 인성과 능력 평가)

2단계 : 드론 조작법 및 조종기술

3단계 : 드론 촬영기술(항공 영상 촬영기준)

4단계 : 드론 영상편집기술(프리미어 사용)

5단계 : 취업 연계를 위한 자기계발

6단계 : CEO양성을 위한 교육(인성, 관리 등)

고령층에게는 드론을 이용한 일자리연계 교육은 전

문성을 가진 적합한 교육이었다. 소프트웨어 교육 및 

기체 제작(프로그래밍 포함)을 제외하고는 고령층도 충

분히 가능하다는 시험 결과가 있었다. 

특히 드론조종기술은 개인별 차이는 있었지만 시니

어나 학생들과 비교한 경우에도 큰 편차(표 1)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amaprison of drone control technology

ITEM Student Senior Aged

Hoveling control very G very G very G

drive up&down Good Good Good

Minuteness Tuning very G very G Good

360 rotation Good Good Good

left,right control very G very G very G

(표조사는 대학생(동의대 창업동아리), 드론시니어1기, 어르신

정보화대학 연구원 각 10명을 조사한 자료임)

일자리연계 교육시점에서 고령층들에 대한 멘토링 

실험에 대한 구성은 교육기간을 초기, 중기, 후반으로 

구분하였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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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lderly Education Mentoring configuration

[교육초기]

1단계(역할모델 단계) : 전담 멘토가 교육생의 현 상황

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일자리 적성에 맞는 방안 

모색 및 구상

[교육중기]

2단계(동기부여 단계) : 담당 교육생과 1대1 면담을 통

한 격려, 경청, 이해, 신뢰를 통한 동기부여

[교육후반]

3단계 : 교육생의 적성을 찾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4단계 : 현 직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교육생 역량 

강화

드론테크 산업을 이용한 고령층 일자리 교육에 대한 

연구실험은 그동안 사무자동화, 디자인제작 등 컴퓨터

만을 사용한 교육을 벗어나 하드웨어의 조작을 통한 영

상물을 직접 제작하는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누구나 

쉽게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고령층에

게는 모두가 힘들다고 했던 것이 본 연구의 실험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그림 6 참조).

드론의 기체는 평균적으로 소형(15cm), 중형(30cm),

대형(50cm) 크기로 구분된다. 본 실험에서는 중형의 드

론(Krone S1, SIMA X5HW), 대형드론(SIMA X8HW, 

PHANTOM 3)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과 

시니어들의 실험훈련은 무난하지만 고령층의 조종연습

에서는 드론기체의 파손이 다소 있었지만 드론제작사

들의 기술적인 차이점도 존해했다. 2016년 드론 교육

을 통한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고령층에게도 전문

적인 IT기술 교육이 필요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Fig. 6 Drones Practice Scene(dongeui UNIV-311)

100세 시대의 고령층에게 할 수 없다는 선입감보다

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적 측면에서 교육을 수행해 본 

결과로 그림 7와 같은 결과물로 제작할 수 있었다.

Fig. 7 DRONE MOVIE(BUSAN Oryukdo video SEA )

이 논문에서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드론 산업

에도 고령층의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

다. 다만, 비전공의 고령층 인력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ICT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Ⅳ. 결 론

이제는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논문의 2016년도 고령층의 

취업, 창업에 대하여 전문화 특성 교육을 연구 해 본 결

과로 판단한 결과로 100세 시대에 맞는 전문교육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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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시대이다. 고령층 일자리 연계사업을 위한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

하고 사전에 취․창업의 대상을 연계하여 짧은 시간의 

교육효과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필요하

다고 확인 할 수가 있었다.

고령층 일자리 연계사업 교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관 내 일자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대상 기업과의 협약으로 고령층에 맞는 기술과 

맞춤분야를 적용하는 기업으로 연계할 필요성

이 있다.

셋째, 고령층에게도 R&D 관련 전문적인 인력양성의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고령층들에게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병

행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고령층 

개개인이나 정부기관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사

례처럼 고령층을 원하는 일자리 풍토가 조성 되어야 한

다. 즉, 고령층에게 믿음을 주는 일자리 연계가 되어야 

한다. 그 모든 문제의 원천은 고령층에게 맞는 일자리 연

계 교육 방침이자 제도이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고령화 인력들을 좀 

더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연계한 정책에서 이 논문에서 

실시 한 드론 또는 사물인터넷 등 의 전문화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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