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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무용 드론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

1) 강  욱**

<요  약>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은 취미, 레저뿐만 아니라 방송촬영, 공공분야까지 사용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네팔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해 수색용 드론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드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 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

가에 대한 인터뷰,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규정 분석 및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용사

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드론의 도입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드론의 

사양 등을 결정하고, 드론의 도입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임무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드론 운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비행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의 드론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미용 드론에 비하여 대형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

운영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

뷰 대상자도 적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뷰 외에도 설문조사가 각종 자료나 통계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공공임무용 드론, 실종자 수색용 드론, 드론운용 규정, 근거이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29409)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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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은 취미, 레저뿐만 아니라 방송촬영, 공공분야까지 사

용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승영, 강욱, 2019). 최근에는 네팔로 봉사활동을 

갔던 한국인 교사 4명이 히말라야에서 눈사태로 실종되었는데, 이들을 찾기 위해 수

색용 드론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이소연, 지명훈, 2020). 

드론은 무인 비행 장치의 일종으로 UAV(Unmanned Aerial Vehicle)나 UAV를 조종

하기 위한 지상통제장치(Ground Control System)와 통신장비까지 포함하여 UAS 

(Unmanned Aerial System1))로 명명되며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비행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날개 형태에 따라 드론은 고정익, 회전익, 틸트로터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고

정익은 날개가 기체에 수평으로 붙어 있는 형태로 비행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날개에서 양력을 얻어 비행을 할 수 있다. 고정익의 경우 구조가 단순하고 

다른 형태의 드론에 비해서 비교적 장시간의 비행과 고속 및 높은 고도의 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군사용 또는 정찰감시용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정익은 이륙 및 착륙에 있어서 일정 공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1) ‘Unmanned Aircraft System’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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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비행을 하는 호버링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회전익은 로터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양력으로 비행을 하는 형태이며, 크게 로터

가 하나만 있는 단일로터와 로터가 여러개 있는 멀티로터로 구분된다. 멀리티로터는 

쿼드콥터 (4개), 헥사 콥터 (6개), 옥토 콥터 (8개) 등으로 구분되는데, 용도에 따라 

여러 유형의 콥터가 사용된다. 회전익 드론은 수직 이착륙과 호버링이 가능하고 조

정이 상대적으로 쉬우며, 무거운 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익에 비하여 

속도가 낮고 비행거리와 비행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고정익과 회전익의 특성을 동시 보유한 틸트로터형이 있는데, 이착륙시에는 회전

익 드론으로 운용하여 회전익 드론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고도에 이르러 

비행을 할 경우에는 고정익으로 운영이 된다. 따라서 고정익과 회전익의 장점을 동

시에 보유하고 있으나, 가격이 다른 형태에 비하여 비싸며, 조정이 어렵고 고장이 

잦다는 단점이 있다. 

출처: 박현섭 외 3 (2014). 무인항공기의 활용현황 및 발전방안.

<그림 1> 드론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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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 6. 30.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

는데,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국제 기술력 순위 제고,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목표를 위해 3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3대 전략에 각각 3-4개

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표 1>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의 전략과 추진과제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6). 무인이동체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18. 12. 18.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기관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업설명회에서는 ’19년부터 신규로 추

진하는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소프트웨어(SW)플랫폼 개발사업‘의 취지, 

세부내용, 지원방식, 추진일정 등을 소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공공혁

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은 정부의 핵심 선도사업인 무인이

동체 분야 초기시장 마중물로써 공공부문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있는 범정부적 노력

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공공기관에서 수요를 제기한 무인이동체를 국내 중소기

업이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 후 성능이 검증

된 무인이동체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특례를 부여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앞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드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임무용 드론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71

드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 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드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야간 (일몰-일출) 비행이 금지되며, 인구 밀집 지역 

및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의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산불의 진화 및 예방’, ‘구조･구급활동’,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각 임무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 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및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용분석을 토대로 공공부문에서의 드론 활용

의 구체적 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부문에서의 드론의 활용

드론은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사양이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상업용 드론을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공

공목적의 특성상 고유의 사양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다. 

경찰청의 경우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경우에는 

주‧야간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과 영상매핑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

청은 항로표지 시설(등부표)의 등화유지 관리를 위하여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등대에 물품 등을 보급할 수 있는 고중량 드론도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조해영, 2019). 

기상청의 경우 고도별 실시간 관측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상청에서 

운용하는 드론의 경우 최대 2.5km까지 상승하여 비행할 수 있다. 드론으로 기온, 바람, 

습도, 기압을 관측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기하층에서 발달한 구름, 국지성 안개 등의 

특성연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드론의 군집 비행기술을 활용하여 3차원 입체대기 관측을 

실시하여 초단기 예보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김종석, 2019).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 유류 유출 등 해양 오염원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드론

을 활용하고 있는데, 운용반경은 5km 이상이기 때문에 회전익 보다는 고정익이나 

틸트로터형이 더욱 유리하다. 국토정보공사는 해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갯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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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드론을 할용하고 있다. 강원도는 무인기 시스템 및 방

송중계용 영상을 송수신하기 위하여 드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건환경 연구원은 실

시간 오염물질 측정을 위하여 드론을 할용하고 있다.  

<표 2> 공공부문 드론 활용 현황

구분 수요부처 형상 개요 목표성능

1 경찰청

야간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 수색을 통해 

실종사건의 골든타임 확보

‣최대이륙중량 10kg

‣체공시간 40분 이상

‣최대풍속 12m/s

‣운용거리 2km

‣광학 카메라 12M

‣열화상 카메라 640*480

2 국방부

주‧야간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및 3D 영상 매핑 등 

군 임무 수행

‣최대이륙중량 10kg

‣체공시간 35분 이상

‣X8 형태의 멀티콥터

‣고장 시 비상착륙

‣접이식 구조

‣원터치 삽입

‣사출형 배터리팩

3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항로표지 시설(등부표)의 

등화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항행 지원

‣최대이륙중량 10∼12kg

‣체공시간 40분

‣최대 임무중량 2kg

‣운용반경 10km

‣Quad-Tilt-Prop 형상

4 기상청

고도별 실시간 관측을 

통한 국지적 기상감시 및 

기상 예보 정확성 향상

‣최대이륙중량 12.0kg

‣체공시간 40분

‣최대 임무중량 2kg

‣최대 운용고도 2.5km

5
국립수산

과학원

적조, 유류 유출 등 해양 

오염원의 신속한 파악을 

통해 피해 저감

‣최대이륙중량 13.9kg

‣체공시간 30분 이상

‣임무중량 1.5kg

‣운용반경 5.0km

‣Quad Tilt Prop 형상

‣Propeller Tilting

6
국토

정보공사

해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안지도 구축(갯골 

등)

‣최대이륙중량 4.2kg

‣체공시간 40분 이상

‣운용반경 2.0km 이상

‣추진시스템 : 

멀티콥터+pro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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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기관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2.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개발 및 운영

경찰은 실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산속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치매환자 등 실종자 수색 시 절벽, 산악 등 인력으로 접근이 어려워 

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였다. 

<표 3> 연도별 실종자 현황

구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당해연도
미발견

현  재
미발견

접수
당해연도
미발견

현  재
미발견

접수
당해연도
미발견

현  재
미발견

접수
당해연도
미발견

현  재
미발견

총 누적 - - 956 - - 601 - - 220 - - 135

’14년 37,522 668 15 21,591 492 2 7,724 145 6 8,207 31 7

’15년 36,785 319 10 19,428 210 1 8,311 88 5 9,046 21 4

’16년 38,281 285 20 19,870 182 6 8,542 82 7 9,869 21 7

’17년 38,789 191 32 19,956 100 7 8,525 77 16 10,308 14 9

’18년 42,992 184 184 21,980 108 108 8,881 65 65 12,131 11 11

출처: 최상기, 우대식. (2019). 실종자 신속구조를 위한 효율적인 드론수색방법에 관한 연구.

구분 수요부처 형상 개요 목표성능

7 강원도

드론 레이싱 분야 

시장개척을 위한 대형 

멀티콥터형 무인기 시스템 

및 방송중계용 영상 

송수신 기술 개발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체공시간 10분

‣최대속도 120km/h 이상

‣운용거리 2km 이상

‣영상전송지연(조종용) 

10msec 이하

‣영상전송지연(중계용) 1sec 

이하

8
보건환경

연구원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시스템 개발

‣체공시간 30분 이상

‣운용반경 500m 이상

‣초분광 이미지 카메라 및 

인터페이스 중량 0.3kg 이상

‣오염물질 감지센서 0.2kg 

이상

‣오염물질 탐지 10종 이상

‣광학영상 HD(실시간), 

UHD(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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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에는 실종자를 수색중에 경찰관이 추락하면서 가슴부위에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강욱, 2018). 경찰은 효과적인 실종자의 

발견 및 인명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종자 수색용 드론 R&D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순찰대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실종자 수색용 드론

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크    기 : 86×74×41cm

⋅무    게 : 5.3㎏(임무장비 2㎏)

⋅비행시간 : 25분

⋅임무장비 : 광학/적외선카메라

<그림 2> 실종자 수색용 드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실종자 수색용 드론 36대를 구매하였으며, 

2020년 36대, 2021년부터는 255대를 구입하여 일선관서에서도 실종자 수색 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다. 

실종자 수색용 드론은 지정경로 자동비행 기술과 실종자 자동탐지 프로그램이 탑

재되어 실종자 수색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자광학 및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주․
야간 수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 2019). 

3. 경찰 등 행정기관의 드론 운영 규정 현황 및 분석

1) 행정규칙의 유형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21698호) 제7조에 의하면 ‘법규문서’는 헌법･법률･대통

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의미하며, ‘지시문서’는 훈령･지
시･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하고, ‘공고문서’는 고시･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

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의미한다. 

한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2호) 제3조에 의하면 ‘훈령’은 상

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며,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



공공임무용 드론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75

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의미하며,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의미한다. 

2) 행정기관의 드론 운영 규정 현황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은 ‘드론의 운용’과 관련하여 훈령이나 지침으로 제정하고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제조 및 안전기준･승인절차 등을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토지리정보원도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드론의 정의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기관 (경찰청, 소방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토지리정보원)이 ‘무인비행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청은 ‘산림무인비행장치’,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동력비행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보는 고시에서 

드론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았다. 

<표 4> 행정기관의 드론 규정 및 드론의 정의

연번 기관 구분 명칭 드론의 정의

1 경찰청 훈령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칙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

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

인멀티콥터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2 소방청 훈령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

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

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

인 무인비행선

3 산림청 지침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산림무인비행장치 : 기체의 종류 및 크기에 관계없

이 산림재해 방지, 산림조사 등 산림사업에 활용되

는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4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3호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조종사가 탑

승하지 않고 무선통신(무선전파유도) 기술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비행장치류(드론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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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분석

경찰청은 2019. 9. 26. 경찰청훈령 제951호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제정

하였다. 규칙 제1조에서 경찰청이 소유한 수색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경찰청의 무인비행장치 운용은 수색에 있음을 분

명히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실종

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

조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 ｢국민보호와 공공안

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 등으로 한정하였다. 

무인비행장치 비행통제 및 현장지휘를 하는 현장통제관,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

는 조종자, 운용 부조를 위한 부조종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

여 개인영상정보등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등 가능한 방법으로 촬영 중임

을 표시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

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등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야 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등의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정보등

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수색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연번 기관 구분 명칭 드론의 정의

5
국토지리정

보원
고시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

측량 작업지침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

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중 측량용으로 사용되는 것

을 말한다.

6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

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

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

티콥터를 말한다.

7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

인절차에 관한 기준

별도 정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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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색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수색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관리시스템에 안전하게 저

장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을 초과하여 보관

할 수 없다. 사건이 종료되거나 요구조자가 수색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

는 등 수색지역에 요구조자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한 개

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Ⅲ.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도입 및 운영 분석

1. 근거이론의 활용

1)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의 개념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은 특정 현상이나 집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거나 기

존의 현상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하여 현실에 기반한 자료(data)에 근거

(grounded)’하여 ‘귀납적 발견의 맥락’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Corbin & Strauss, 1990; 권향원, 2016). 

근거이론을 창안한 Glaser와 Strauss (1965)에 의하면 이론은 경험 현장에서 실제로 

찾아내는 실질이론 (substantive theory)과 추상화된 개념들로 형성된 공식이론(formal 

theory) 등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에 가서 실질

이론을 발견하고 이를 기존의 공식이론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Glaser, 2007; 윤

견수, 2013). 다만, ‘공식이론’과 ‘실질이론’이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구분되지는 않으

며, 오히려 두 이론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권향원, 

2016).

2) 질적 코딩

질적코딩(qualitative coding)이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수집한 질적인 자료를 연구자

가 연구문제에 적합하게 단어, 숙어, 문장, 문단 등 의미요소(meaning segment)들을 

식별하고, 이들에게 개념적 의미로서 코드(code)를 부여하여 자료를 이론적인 정보

로 환원하는 자료의 분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권향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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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코딩 (open coding)은 연구문제와 대응하는 코드를 최대한 식별해 내는 것으

로 정보의 풍부화에 중점을 두며, 선택코딩 (selective coding)은 식별된 코드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핵심코드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정보의 축소화에 중점을 두고, 축코딩 

(axial coding)은 핵심코드 간의 관계를 구조적 관계도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보의 관

계화에 중점을 둔다 (Glaser, 1998).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을 일차적으로 수행하며, 개방코딩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귀납적 추론을 위하여 선택코딩을 실시하고, 구조화를 위하여 축코딩을 실시한다. 

각 코딩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이론과 상호 비교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림 3> 연구의 수행과정 

2. 전문가 인터뷰

1) 인터뷰 대상의 선정 및 방법 

인터뷰의 대상은 실제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개발 및 도입에 참여한 전문가와 드

론을 활용하여 실종자를 수색한 경찰관으로 정하였다. 드론의 개발 및 도입은 경찰

청이 주관하였기 때문에 경찰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드론의 개발추진부터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시범운영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참여하

였다. 

드론을 활용하여 실종자를 수색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경찰경력이 각각 13년과 17년이었으며, 모두 드론 자격증을 소

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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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우선 경찰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사양과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경찰관

에게 실종자 수색에서의 드론 활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각각 2회씩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

였으며,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

로 중요사항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선택코딩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코드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적 집단 면접 (Focus Group Interview, FGI)

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기히 친분이 있었으며, 실종자 수색용 드론에 대하여 공

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표적 집단 면접에서는 연구자가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각 참가자가 답변을 

하였으며, 다른 참가자의 답변에 대해서도 추가하거나 보완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2) 인터뷰 결과 및 분석

실종자 수색용 드론은 광학 및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였으며, 드론 1대 기준 

20km/h로 25분간 비행하여 약 0.525km2(8.33km×45×2×tan35)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는 평지는 42명, 산악지역은 100명이 약 10미터 간격으로 배치되어 25분간 수색해

야 하는 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야간에도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5> 드론의 수색 범위 및 경찰인력과의 비교 

구분 드론 경찰인력

수색범위 0.52km2 0.52km2

경찰인력 2명
평지 42명

산악 100명

수색속도 20km/h
평지 2.5km/h

산악 1km/h
 

실종자 수색용 드론은 2019년 1월부터 시범 실시를 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이를 운

용할 근거규정이 없었다.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운영에 대한 지침, 즉 ‘경찰 무인비행

장치 운용규칙’은 2019년 9월 26일에 제정되었다. 

드론 운영부서는 지정이 되었으나 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수행



80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62호(2020)

하면서 담당하였으며, 전담인력도 확보되지 못하였다. 드론 운영 인력은 2019년 12

월에 충원되었다. 끝으로 드론 구매를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적격업체를 선정

하기 위한 평가절차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기술적인 

문제 및 법적인 쟁점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드론을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 업무에 참여하고, 모의 훈련도 실시하면서 최적화된 

실종자 수색 방법을 모색하였다. 실종자의 위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도 넓은 영

역을 수색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작위적인 드론의 운영보다는 전체 영역을 직사각형

으로 구분하여 수색할 전체 영역을 균일하게 수색할 수 있는 Parallel sweep search 

Pattern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역이

나 호수부근에서는 드론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실종자 수색에 있어서 드론 운영의 문제점은 어느 사건과 어느 시점에 드

론을 투입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 실종자 발생시 드론이 일관되게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상용드론이 아닌 실종자 수색용 드론이다보니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고, 카메라가 

고정되지 못하고 다소 흔들리기도 하였으며, 강풍에 제대로 견디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Ⅳ. 공공임무용 드론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임무용 드론의 활용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전문성의 확보 

공공부문은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화된 드론

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경우처럼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문성

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하여 고정익이 적합한지, 회전

익이 적합한지, 또는 틸트로터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비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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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방수, 임무장비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이 종합적

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공부문에서의 전문성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드론의 도입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드론의 사양 등을 결정하고, 드론의 도입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임무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근거규정의 마련 및 매뉴얼의 작성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이 드론을 활용하기 위하여 훈령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공공기관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근거

규정의 경우에도 목적과 정의, 기본적인 운영 방법 등만 제시되고 있어서 실제 현장

에서 구체적인 운영지침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실종자 수색에서 드론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언제 드론을 투입을 하여

야 하며, 수색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장 및 지형분석 방법, 예상 이동경로 분석 방법 

등이 포함된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다 (최상기, 우대식, 2019). 

이는 실종자 수색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소방청이나 산림청 등 드론을 활발

하게 이용하는 기관들은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결과가 실제 매뉴얼 작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드론운영 전담인력 확보 

드론 비행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드론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미용 드론에 비하여 대형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운영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과거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론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드론을 운영토록 하였으나, 다른 업무와의 병행, 전문성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드론

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경찰청의 경우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운영

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하였다. 인터뷰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은 막연하게 드론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전경험과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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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체득되고 효과적인 수색방법이 개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중의 하나이며,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드론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

히 공공기관에서의 드론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드론은 인력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활용

도가 높지 않으며, 성과도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구체적인 드론활용을 살펴보았으며, 드론운영규정

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또한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의 도입, 

개발, 시범 운영 등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

터뷰 및 표적 집단 면접 (FGI)을 실시하였다. 

공공부분에서의 드론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드론의 기술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복잡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공목적 달성에 적합한 드론을 개발하거나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근거규정 및 매뉴얼의 마련이다. 어떤 부분에

서 어떻게 드론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론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드론은 단순한 무인 

비행장치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다양한 임무장비를 탑재한 복합적인 기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여 드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 

활용분야는 매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사항

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도 적다는 한계가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뷰 외

에도 설문조사가 각종 자료나 통계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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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Public 
Service Drones

- Focused on Search and Rescue Drones -

Kang, Wook

Drones, which were originally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 have expanded rapidly not 

only in hobbies, leisure, but also in broadcasting, filming, and public sectors, and search and 

rescue drones have been used to find four Korean teachers who went to Nepal for volunteer 

work but went missing in the avalanche. The government is encouraging the use of drones 

in the public sector as a policy to foster the drone industry, and the market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future.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 measures and specific directions for use of drones by 

public agencies at a time when the use of drones is expanding in the public sector. To that 

end, this research reviewed the interviews of relevant experts, analysis of drone operation 

regulations by public agencies, and the cases of operation of drones for searching missing 

persons by police. 

First of all, it will have to secure skilled personnel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drones 

and then determine the specifications of the drones through sufficient review, and then be 

put into the mission after careful examination of the drones. Next, it is necessary to draw 

up a base rule for drone operation and draw up a manual accordingly. Finally, drone flight 

has the risk of a crash, and it is essential to secure dedicated personnel for drone operation, 

especially since drones in the public sector are specialized in large scale compared to hobby 

drones to achieve their purpose. 

This research only conducted a detailed analysi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drones 

for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and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number of people 

interviewed. Subsequent studies will require analysis of various public institutions, and in 

addition to interviews, surveys will require analysis of various data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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