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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된 소방드론은 2020년 8월 현재 전국 소방관서에 234대가 배
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현장 등에서 활용되면서 그 효과를 입증
하였다. 미국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현장 및 노스캐롤라이나 허리케인 재난현장 등에서도 신
속하고 안전한 재난대응활동을 위해 소방드론이 사용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소방드론의 활용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대형빌딩이 밀집된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중국 또한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과 빠른 현장정보 획득을 위해 소방드론의 사용을 정책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 최근 기술시험을 통과하여 실전에 배치된 EHang사의 EH216F 화재진압용 드론은 유
리창 파괴 겸용 소화약제 로켓을 발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한편, 폼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잔화를
정리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EH216 인명구조드론은 부상자를 태우고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까지 한다. 우리나라 역시 소방드론 활용에 대한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소방드론 전문가
를 양성하며, 적극적인 소방드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머지않아 도래할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에
대비해야 하겠다.

ABSTRACT
In November 2013, the first fire drone was introduced in Korea. As of August 2020, 234
fire drones have been deployed and operated by firefighters nationwide. In the meantime,
it has been used at the site of the Yeongjong Bridge serial collision accident, and its
effectiveness has been proven. In the United States, fire drones have been used for rapid
and safe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at wildfire sites in California and hurricanes in
North Carolina. The use of fire drones is increasing day by day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China, urban areas where large buildings are concentrated and rural areas with
relatively large areas coexist, they are supporting fire drones as a policy for quick
access to disaster sites and quick acquisition of on-site information. EHang's EH216F fire
suppression drone has recently passed a technical test and has been deployed in practice.
The fire extinguishing agent rocket it fires destroys windows and puts out the fire, and
it has a function to clean up debris by releasing a foam extinguishing agent also. EH216
lifesaving drone even picks up the injured and transports them to nearby medical hospital.
We should also strengthen research on the use of fire drones, educate fire drone experts,
and promote an active fire drone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an era of
using drones in our daily life in the near future.
Keywords : Drone Operation, Drone Utilization, Fire Drones, Firefighters, China Fire
Drones

Ⅰ. 서론
최초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은 이제 취미와 레저활동은 물론 영상촬영, 공공분야에
까지 그 활용분야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드론택시의 운영을

상용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함께, 드론 시장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이를 통해 ‘드론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 예상된다[1].
재난현장활동에서의 소방드론의 활용이란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 인명구조현장, 생활안전
현장 등 각종 소방현장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활동에 대
한 소방드론의 활용을 통해서 신속하고도 안전한 소방현장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국내외 다양한 드론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소방현장활동
에서 활용하는 사례들을 국내와 국외에 나누어 분석하며,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소방드론
활용이 가능한 소방현장활동 분야를 살펴본다. 특히 중국소방의 화재사고 특성 및 소방드론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방드론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Ⅱ. 소방드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소방드론의 의미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의 일종으로 UAV, UAS, RPAS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드론
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드론을 ‘조종사가 없는
항공기’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도 드론을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에서도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방목적을 위해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날개 형태에 따라 고정익, 회전익, 틸트로터 등으로 구분이 되며, 비
행기와 유사한 형태로 날개가 기체에 수평으로 붙어 있는 고정익이 단순한 구조로 인해 군
사용 및 정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정익은 또한 다른 형태의 드론에 비해 장
시간 비행은 물론 고속비행, 고고도 비행에 적합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소방드론이
고정익 형태를 갖추고 있다[2].
실제로 드론은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업용
드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 기관만의 공공목적 특성을 감안하여 고유한 사양의
드론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기관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시작하여 2000년에 완료된 후 2002년부터 실전에 배치된 무인정찰기 ‘RQ-101(송골매)’가
최초의 군사용 드론이었다[3]. 이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대한항공 주도로 ‘사단 정찰
용 무인항공기’가 개발되었다[4].
소방드론의 운용과 관련된 국내 법규로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
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인천국제
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항공안전기술원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드론의 비행 및 안전성과 관련된 규정은 항공안전법, 드론 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항공사업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드론의 긴급비행 관련 사항 역시 항공안
전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2. 국내․외 소방드론 활용 현황

1) 국내 소방드론 활용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1월 최초로 소방드론이 도입되었으며, 2020년 8월 현재 전국 소
방관서에 모두 234대의 소방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총 1,824회에 걸쳐 소
방드론을 운용하였으며, 이 가운데 화재사고가 170건, 인명구조 241건, 기타 소방훈련 등에
1,413회가 운용되었다[5].
대표적인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 사례로는 2015년 2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
서 발생하였던 106중 연쇄 추돌사고 현장에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소방드론이
활용되었으며,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시에는 폭설로 인해 현장진입조차
쉽지 않았던 상태에서 50m 상공에서 촬영하여 전송해 주는 소방드론의 현장 영상을 통해 적
절한 구조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6].
또한 2017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20층에서 우레탄폼 작업 중 발생한 화재사
고에서는 20층 내부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원이 잔류하고 있음을 소방드론을 통해 발견함
으로써 소방대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게 구조할 수가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다[6].

2) 외국 소방드론 활용 현황
미국의 경우, 2017년 8월 7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허리케인 하비의 대응작전에서 Texas
A&M의 Robin Murphy 박사가 드론을 활용하여 사전 예상 피해지역을 예측함으로써 더 큰 인
명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다[7].
또한 같은 해 4월부터 이듬해인 2018년 1월까지 계속된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현장
에서는 캘리포니아 소방국에서 주 방위군과 협력하여 소방드론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산
불의 진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산불을 진압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산불의 피해를 입었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 역시 산불진압을 위해 최초로 온도
측정센서가 장착된 소방드론을 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예측하여 구조
대원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하였다[8].
2018년 9월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상륙하자 노스캐롤라이나 교통부
(NCDOT)는 260회 이상의 드론 활동을 통해 8,000개 이상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200억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9].
네팔의 경우, 2015년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하여 7,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집과 건물이
붕괴된 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수색활동 및 구조활동 지원, 피해지역에 대한 3D
지도 제작, 피해범위 평가 등에 활용하였으며,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을 예측하여 구조대원을
파견할 수 있었다[10].
이밖에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허리케인 중심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석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은 날씨와 기온으로 인해 인력
투입이 어려운 알래스카의 송유관 파손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또
한 중국에서는 대기오염 감시용으로 드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드론으로 화학물질을 분사하
여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다.

Ⅲ. 중국 화재사고 특성에 따른 소방드론 활용 현황
1. 중국 화재사고 현황 및 특성
2021년 1월 중국 비상관리부 소방구조국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소방현황에 따르면 중국

에서는 2020년 1년 동안 총 25만 2천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사망 1,183명, 부상 775
명, 재산피해 40억 9천만 위안의 피해가 발생하였다[11]. 이는 2019년에 비해 화재발생 건
수는 1.4%, 사망자수는 13.6%, 부상자수는 12.8%, 재산피해는 0.5% 감소한 수치이다. 전국
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65건으로 2019년의 75건에 비해 13.3% 감소하였으며, 최근 8년 이
내 대형 화재사고가 가장 적은 한해이기도 했다. 초대형 화재사고 역시 1건에 불과했으며,
화재사고 및 피해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화재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 128만 4천명의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특이한 점으로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12만 5천 건으로 전체 화재의 49.6%
가량에 불과했지만, 사망자수는 전체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면적
이 넓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화재발생 건수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상당수가 농촌화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화재의 경우 10만 9천 건이 발생하여 전체 화재건수의 43.3%를 차지하였지만, 사망자
수는 917명으로 전체의 77.5%, 부상자수는 499명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할 만큼 주택화재
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다는 점 또한 특징하다. 특히 주택화재 가운데 대형화재가 38건으로
전체 대형화재의 58.5%를 기록하였다. 주택화재 사망자 917명 가운데 18세 미만 어린이가
156명으로 전체의 17%, 60세 이상 노인이 379명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사
망자의 40.9%가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소외계층이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부분이다.
화재원인으로는 전기적 원인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설비 및 전기사용규정 위반으로 인한
화재가 8만5천 건으로 전체화재의 33.6%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36건은 대형화재로 확대
되었으며, 전체 대형화재의 55.4%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전체 전기화재 가운데 합선, 과부
하, 접촉 불량 등으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68.9%로 가장 많았다. 특이하게도 전기로 인한
대형화재 36건 가운데 전기이륜차 화재가 11건으로 전체 대형화재의 30.6%를 차지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5백만 대 이상의 전기이륜차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화재위험은 앞으
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가 발생한 시간의 경우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화재건수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특히
자정에서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전체의 13.7% 정도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수는 43.6%, 대형화재는 56.9%를 차지할 만큼 피해가 컸다.
구조활동의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 모두 128만 4천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6만3천명을
구조하고, 42만 4천명을 대피 유도하였다. 1일 평균 6,200대의 소방차량과 3만4천4백 명의
소방대원이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하였다[11].

2. 중국의 소방드론 정책 특성
중국의 화재사고의 특징은 넓은 농촌지역과 주택가 밀집지역, 소외계층 집단거주지역 등
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출동과 함께 신속 정확한 판단으로 화재진압작전을 수립, 진압해야만 화재 확
대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대의 현장 도착 전 및 도착
직후, 신속하게 전체적인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화재 확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진압작전의 승패를 가를 관건이며, 이를 위해
서는 소방드론을 활용한 영상정보의 획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에서는 소방드론의 개발 및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먼저 2019년 중국 국무원에서는 ‘중국제조 2025’계획을 수립하면서 드론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드론 및 범용항공기 산업화 촉진방안’을 함께 계획하였다[12]. 이
방안의 추진을 통해 중국의 민간 드론 시장 규모는 2020년 456억 위안에서 2025년 750억 위
안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소방드론의 개발과 보급 역시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2017년 5월에야 중국 민간항공청은 중량 250g 이상의 민간 드론 소유자에게 실명 등록을
하도록 ‘민간무인항공기 실명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현재, 중
국 국내에 실명 등록된 민간용 드론은 18만대이며, 이는 2017년 6월의 4만5천대에서 무려 9
개월 만에 400%나 증가한 숫자이다[12]. 하지만 2017년 이전에 판매된 드론 소유자를 포함
하여 여전히 상당수 미등록 드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말 기준, 실명 등록
된

민간 드론 소유자는 총 558,000명 규모이다[12].

3. 중국의 소방드론 개발 현황
2021년 7월 13일 중국의 드론 개발사 이항(EHang Holdings Limited)에 의해 2020년 7월에
공식 출시되었던 EH216F 화재진압드론이 중국 위기관리부 국가소방장비품질감독테스트센터
(NFFE)의 기술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13]. 무려 10개월에 걸친 NFFE의 비행제어기능, 정지
비행 및 귀환 정확도, 고/저고도 비행, 전자파 적합성, 내풍성, 고온/저온 적응성, 진동/충
격 저항, 복사열 저항, 연기 내성 등 52가지 유형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것이다.
EH216F 화재진압드론은 멀티로더 구조로서, 동체의 길이는 7.33m, 폭 5.61m, 높이 2.12m
로 최대이륙중량은 680kg, 최대비행속도는 130km/h, 최대적재 운항시간은 21분, 소방관서
주변 3km 범위를 담당하게 된다. 자동 운전, 신속한 대응, 클러스터 스케줄링 등의 성능을
갖춘 기체이며, 주로 도심지역의 고층빌딩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23만3천 건의 화재사고 가운데 7천 건 정도가 고층빌딩에서 발생
했기 때문에 EH216F 화재진압드론의 최대 비행 고도는 600미터에 달하며, 따라서 중국 내
거의 모든 고층건물 화재사고에 적용이 가능하다. 화재현장에 도착한 EH216F 화재진압드론
은 줌 기능 카메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한 후, 레이저 유도시스템을 이용해 유리창 파괴 겸
용 소화약제 로켓을 발사하게 된다. 로켓은 먼저 유리창을 파괴하면서 건물 내부로 진입하
게 되고, 잠시 후 로켓 몸체가 폭발하면서 방출된 소화약제에 의해 1차 화재진압을 하게 된
다. 이어서 드론기체 전면 노즐에서도 폼소화약제를 방출하면서 잔화를 정리하게 된다.
EH216F 화재진압드론의 화재진압모듈 시스템에는 차단밸브와 안전밸브가 장착되어 있으
며, 솔레노이드 밸브로 제어되는 소화약제탱크에는 최대 150L의 폼소화약제가 저장된다. 폼
소화약제는 기체 전면 노즐에 의해 약 20m 거리에서도 소화액을 분사할 수가 있다.
EH216F 화재진압드론은 Falcon 정찰드론, EH216 인명구조드론과 함께 팀으로 운영된다.
Falcon 정찰드론은 화재상황 감시, 확성기 방송, 비상물품 공중투하 등의 임무가 주목적이
다. 또한 EH216 인명구조드론은 고층건물 내의 부상자들을 구조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
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EH216 인명구조드론은 길이 5.61m, 폭 5.61m, 높이
1.77m의 구조에 최대이륙 중량 650kg, 최대 비행속도 130km/h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드론 기체에 사람을 태울 수 없게 되어있는 중국 국내 드론관련 법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부상자를 싣고 이송하는 기능은 실전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소방훈련 등의 경우에는 부상자 대신 동일한 크기의
마네킹을 실어 이송하는 연습을 하는 실정이다[13].

Ⅳ. 우리나라 소방드론 활용 발전방안
1. 소방드론 활용에 대한 연구활동 다양화
소방드론을 실제 재난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활발하게 실시되어 왔으
며, 대부분 인명검색, 화재지점 탐색분야 등에서 소방드론의 효율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강훈 등이 연구한 소방분야 드론 활용방안 연구경향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
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소방드론 활용방안 연구의 연구주제로는 인명검색분야 51%, 현장감
시분야 35%, 기자재운반분야 14% 순의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14]
소방드론을 활용한 인명검색 작업의 경우 기존의 인력중심 수색에 비해 약10% 정도의 인
력과 장비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며, 재난 및 화재 모니터링분야 역시 소방드론을 활용할
경우 실시간 원격 재난현장 영상 송출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자재 운반분야 역
시 수난자에게 구명부표를 전달한다거나, 야외에서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장소
에 AED를 전달하는 임무, 긴급한 혈액 등의 수송업무 등 한정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직접 드론에 태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국내 드론
기술의 부족과 관련 법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드
론을 화재진압분야에 직접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역시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
물고 있는 만큼, 응급환자이송드론과 화재진압드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실시
될 필요가 있다.

2. 소방드론 전문가의 양성
소방분야에 소방드론이 소개된 이후 일부 소방관서와 지역 119안전센터 등을 중심으로 소
방드론을 현장업무에 접목하여 활용하겠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15]. 하강훈 등
이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소방드론의 운영에 대한 일선 소방관들의 인식 조
사 결과, 조사대상 80.3%의 소방관들이 소방드론의 현장활동 운영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
다. 또한 소방학교 등의 소방드론 전문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답변 역시 82.8%를
차지하였다. 현재 소방현장에서 소방드론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로는 구조분야 52.8%, 화재
진압분야 37.5%, 생활안전분야 8.2%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조사되었다[15].
다만, 일선 소방대원들의 소방드론에 대한 인식과 배움의 욕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소방드론 과정을 교육과정으로 개설한 소방학교는 많지 않으며, 회차별 수강 가
능 인원 역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중앙소방학교에는 조종자 자격과정, 지도조종
자 자격과정,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과정, 소방드론 운용통제관 과정, 소방드론 전술운용 과
정 등 다양한 소방드론 전문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연간 교육 가능한 인원은
124명 정도에 불과하며, 기타 지방소방학교의 경우 역시 소방드론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
한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간 교육인원 역시 적은 실정이다.
2020년 11월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 드론산업 육성 시즌2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1년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 시작, 2023년 드론활용
스마트시티 관리 및 스마트영농 상용화에 이어, 2025년에는 드론택시의 상용화 목표를 계획
발표한 바 있다[1]. 이에 따라 국방부와 경찰 등의 기관에서는 드론자격증 소지자 등 드론
전문가를 특채하는 한편, 기존 직원들에 대한 드론자격증 취득을 독려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다. 소방 역시 기존 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드론조종 자격증 보유자를 늘리는 한

편, 드론수리전문가, 드론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특채를 서둘러
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 분야는 국내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군과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 각종 특별채용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 경쟁에 돌입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드론의 경우 필요한 목적을 달성해야만 하는 특성으로 인해 취미용
드론에 비해 대형화, 전문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드론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16]. 무엇보다도 2025년 드론택시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방전투차량
드론, 경찰치안차량드론과 같은 국방, 치안 분야의 전문차량드론의 등장이 예상된다. 따라
서 소방 역시 119구급차량드론 등 차량드론의 운영 현실화에 대비하여 인적 역량 제고 및
확보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적극적인 소방드론 정책의 추진
대부분의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이 직접 현장상황을 관측한 후 대응작전을
수립하게 되며, 이런 이유로 인해 현장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현장상황 정보 수집을 위
해서 전체 현장대응 시간의 절반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건물 및 고층건
물, 지하시설물 등이 산재한 도심지역이나 산, 바다 등 범위가 넓은 재난현장에서는 일시에
현장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필요정보의 획득이 대단히 곤란한 관계로 체계적인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역별로도 재난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적 편차가 대단히 크다.
소방기관의 골든타임인 사고접수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과 평균도착 시간이
서울 등 7개 광역시의 경우 75.5%, 4분19초인 반면에, 경기 등 9개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48%, 7분20초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17].
드론 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8대 혁신성장 전략사업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
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미래산업 가운데 하나이다[17]. 2018년 정부는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구축 및 운용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치안,
해양안전과 함께 소방업무에 적합한 소방드론의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계획에 따르
면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26년까지 4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세계 5위
권의 드론기술을 갖추게 될 것이다[17].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소방청에서는 2021년 10월 제1회 전국 소방드론 경진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등에 소방드론 전문가과정 개설 및 보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재난업무 특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으로 43.2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소
방드론의 추가구입 및 연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방드론의 현장활동 운용을 위
해서는 최첨단 소방드론을 확보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첨단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소방드론 전문가의 양성 및 활
용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저품질, 낮은 안전성의 소방드론을 일선소방관서에 배치하려고만
한다면, 소방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 소방드론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고 중국정부의 소방드론 발전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드론소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소방드론의 활용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인명검색분야 51%,

현장감시분야 35%, 기자재운반분야 14% 순의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소방드론 활용방안 연구
만으로는 2025년 드론택시 시대에 적응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응급환자를 소방드론
에 싣고 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하는 119드론구급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와 함께, 소방드
론이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드론화재진압활동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보강되어야 한다.
둘째, 소방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미 일선 소방관서 소방대원들의 소
방드론 운용에 대한 좋은 인식과 함께 전문교육 참여에 대한 의향이 높은 만큼, 기존 대원
들에 대한 드론조종 자격증 전문교육을 늘리는 한편, 드론수리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특별채
용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분야의 경우 실제로 전문인력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적극적인 소방드론 정책을 수립하고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출동한 소방대원
이 직접 현장상황을 관측한 후 대응작전을 수립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신속한 사고대응에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대형고층건물 등이 많은 도심지역과 산, 바다 등 범위가 넓은
재난현장에서는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현장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방드론 전문교육 및 소방드론 추가구입, 재난현장에 적합한 소방드론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현장에서 소방드론 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였으며,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강화를 위한 소방드론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방드론의
개발과 소방정책의 제시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실시되었지만, 중국소방의 소방드론 정책과
발전현황을 소개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
및 재난환경 속에서 소방드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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