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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문화재 재난 ‧ 안전 분야 무인비행장치 도입 연구

김동현*ㆍ이지희**ㆍ천우영***

A Study on Applic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UAV) in 

the Disaster and Safety Field of Cultural Properties

Kim, DongHyun*ㆍLee, Ji-Hee**ㆍChun, Woo-Young***

요 지

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넓은 구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재난 발행시 대응이 어렵다. 그러한 문화재 

현장상황의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취득하여 대응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재난 ‧ 안전분야 적용을 위하여 최근 

국내 재난 분야의 드론기술 적용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특히 문화재 분야에 적용되기 위한 드론기술의 소요스펙을 분석하

였다. 또한 현재 타 부처의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문화재 재난 ‧ 안전분야의 무인비행장비 도입을 위한 운용기준을 제안하

였다.

핵심용어: 문화재, 재난, 무인비행체, 드론, 화재

Abstract

The areas where cultural properties are distributed are difficult for most people to access and have a wide area. In the event 

of a disaster,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reduce damage through prompt response by acquiring information on the site 

situation of cultural properties more quickly. As a result, the use of drones in the field of disasters is gradual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so we analyzed applicable drone technologies along with problems when applying cultural properties. In 

addition, necessary administrative matter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for the use of drones in the field of 

cultural properties, manpower and education and training were analyzed.

Keywords: Cultural property, Disaster, Unmanned Aerial Vehicle (UAV), Drones, F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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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9년 4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시 드론1)을 투입하여 공중에서 화재현장을 촬영해 전송한 이미지 데이터를 

토대로 소방관들은 작전절차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드론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전략적인 도구로 투입되어 진압시간의 

단축 등 소방관과 문화재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크다. 이러한 드론이 과거 2005년 발생한 양양 산불에 적용되었다

면, 우리의 소중한 낙산사 동종과 그 외 문화재를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현장접근성이 용이한 드론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사진을 전송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더욱더 용이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

다. 2016년 경주지진 발생시에도 문화재 피해 당시 현장 영상 자료를 확보 할 수 없었지만, 드론 투입이 된다면 넓게 분포

된 문화재 지역과 사람의 출입 및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자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 ‧ 안전 현장에서의 드론기술의 적용사례를 조사 분석하며, 무인항공기의 문화재 재난 ‧ 안전분

야 현장적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 무인항공기의 운용규칙을 제안하고자한다.

2. 국내 재난 안전 현장의 드론기술 적용사례 조사 분석 

2.1 국내 드론의 핵심기술 

국내 드론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더 활용성은 높아지고 안전성을 확대되고 있다. 그에 관한 기술사항과 세부사항은 

Table 1과 같다. 

기술구분은 비행시간, 통신기술, 자동비행기술, Fail-Safe 기능, 무선충전 및 연료기술, 방수방진기술, 내풍기술 그리고 

영상전송기술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재난 및 안전 전용 드론활용기술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면, 현재 소방청과 산림청에서 

수행중이다. 관련부처 드론활용에 대한 기술적 문제점으로는 짧은 드론비행시간과 조종자 확보 및 조종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 발생, 드론 유지관리 문제, 통신품질에 따른 실시간 영상 품질 저하 등이 있다. 이 밖에 무인, 자동충전 원격 자율비행

드론과 드론스테이션 기술이 도입된다면 다양한 단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2 국내 재난 안전 현장의 드론기술 적용사례 조사 분석 

국내 드론의 주요기능별 재난분야의 적용사례를 조사하였다(Table 2). 본 논문에서는 소방, 경찰, 해경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분야의 공통분야는 EO/IR 장비와 소형스피커를 들 수 있다. EO/IR 장비는 광각, 해상도, 영상 분석, 줌기능, 짐

벌 및 무게에 관한 분야별 주요기능을 조사하였고, 소형소피커는 구조/구급 및 재난안전정보의 음성 송출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능이다.

소방분야는 임무별 5가지 장비가 있으며, 광원, 유해화학물질 측정장비, 소화장비 투하지원, 소화약제 분사장비, 방사

능 측정장비 등 주로 소방활동에 초점을 맞춘 주요기능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찰분야는 탐조등, 재머, 넷건 으로 3가지 장비가 있다. 탐조등은 야간이나 어두운 곳을 비추어 사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재머는 고의적인 주파수에 방해신소를 보내는 장치이며, 넷건은 안티드론으로서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침입드론 

포획, 치안용 범인 검거 등 포획 그물총의 일종이다. 

해경분야는 임무별 4가지 장비가 있으며, 함상착륙장비, 초분광영상장비, 구명함 투하장비, 고출력지향성 스피커 등 해

상활동에 필수적인 장비로 구성되어있다. 해경에서는, 바람과 함상의 움직임으로 인해 보다 정확한 착륙이 필요하여 그물

1) 드론(Drone)이라는 용어는 법적용어가 아니며, 항공법상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임. 본 논문에서는 이하 드론이라고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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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방식 이용한다. 특히 바다의 해수면과 다른 이질적인 물체를 감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빛까지 촬영하는 장비인 초분

광영상장비가 필요하며, 해상구조를 위해 구명함투하장비와 해상의 경우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해당임무별 필요기능에 따라 기능을 조사한결과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에 그대로 적용가능한 분야도 있으며, 

좀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 분야 즉, 심각한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한 문화재의 이동 및 반출이 필요한 경우 등 해

당 분야의 특화된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Table 1. Core technology of domestic drone

기술구분 기술수준 및 세부사항

비행시간
∙ 리튬밧테리 : 20~35분, 하이브리드 드론 : 60분, 기체수소드론 : 2시간, 액화수소드론 : 10시간 이상

∙ 드론 경량화/미션장비 최저전력 사용기술을 통한 비행시간 10~20% 증가

통신기술

∙ 기존 드론 주파수 대역 : 무선 RF 400~6GHZ 또는 WiFi 주파수 대역을 사용(※약 2km 조종반경과 

영상 송수신 거리)

∙ 현재 4G LTE 주파수 대역인 900MHz, 1.8GHz, 2.1GHz과 3.5GHz 5G 통신망 이용 가능(※우리나라 

통신 권역 약 99.9% 이상 통신반경으로 조종거리에 제한이 없으며, HD 급 영상 송수신이 가능)

자동비행기술

∙ DJI 社 GCS (Ground Control System, 지상관제시스템) API를 이용한 자동비행기술 :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 DJI 社의 FC(Flight Control) 관련 부품을 이용해야하며 프로그램 버전에 

따른 예속으로 자유로운 개발에 제약이 있는 단점이 있음.

∙ 픽스호크의 자동비행기술 : 이동 부품간의 개발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비행안정성 확보에 있어 

GCS 개발자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과 드론 기기와의 통신 및 조정 안정성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Fail-Safe 기능

∙ 통신장애에 따른 Return to Home 기능으로 자동복귀 설정이 가능함

∙ 기체 이상상태 및 추락 가능 전조에 따른 낙하산 장치를 이용한 드론 파손 및 2차 피해 방지 기능 

가능

∙ 초음파 센서 장착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능 가능 

∙ 비행금지 장소 진입 불가인 곳의 비행시 자동 진입 방지 기능 가능 

무선충전 및 연료기술

∙ 약 20~35분 사이의 리튬 밧데리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드론의 경우, 비 탈착식 자동무선 

충전기능이 가능(※단점 : 완전 충전소요시간이 약 2시간 소요) 

∙ 기체수소전지 약 2시간 비행 및 액화수소 전지 약 10시간 이상 비행으로 드론의 1회 운영시간이 

증가(※단점 : 고압가스관련 드론기체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규정 마련 중이므로 실사용 확산에 

다소 시간이 걸림)

∙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과 배터리와의 하이브리드 전력사용 인해 비행시간 약 1시간 30분으로 

증가(단점 : 드론기체가 무거워지고, 소음이 발생하며 진동으로 인한 영상장치 및 센서부품들의 

내구성 저하) 

방수방진기술 

∙ 드론 자체 비행에 있어서는 IP44 등급으로 가는 빗줄기에는 단시간 비행 가능한 수준임. 

∙ 카메라 및 임무장비의 경우 별도의 IP 등급에 따라 우천시 비행 및 임무 수행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내풍기술

∙ 드론 기체 출력에 따라 내풍 속도가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5kg 미만의 소행 드론은 약 5m/s, 10kg의 

경우 약 10m/s, 15kg 내외의 경우 최소 12m/s 이상을 내풍성능을 가짐.

∙ 프로펠라 타입의 회전익 로터 및 고정익의 무인항공기 기체의 경우 10m/s의 상승풍에는 비행 

안정성에 위험할 수 있음. 

영상전송기술 

∙ 영상전송기술은 드론의 통신활용 주파수 및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 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SD급 영상전송은 가능하며 근거리 WiFi 대역과 장거리 LTE 통신 방식에서는 HD급 

영상전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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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rone technology in disaster field

기본 임무장비 임무장비 분야별 주요 기능

(공통분야)

EO/IR 장비

∙ 광각: 영상의 시야각으로 120 ± 20°의 범위가 일반적임

∙ 해상도: EO 카메라의 경우 4K급 이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4G LTE 통신망을 통한 영상 

전송시에는 FHD급, 5G LTE 통신망에서는 4K급 전송이 가능함. IR 열적외선 영상은 320×480 

해상도가 일반적이나 640×480 이상의 해상도를 보유하는 것이 좋음

∙ 영상의 분석: Picture in Picture (PIP) 기능을 가진 열화상 이미지에서는 별도 분석이 어려움으로 

듀얼 영상으로 별도 표출되어야 열영상의 분석 및 설정변경 등의 프로그램 호환이 더욱 유리함

∙ 줌기능: 디지털줌 또는 광학줌 기능으로 5배 이상 확대 가능한 짐벌 카메라 기능이 있으며 

가격에 따라 성능차이가 현격함

∙ 짐벌 및 무게: 흔들림 없는 영상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능으로 3축 짐벌 기능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카메라를 포함한 짐벌의 무게에 따라 드론의 비행시간을 

결정함으로 무게가 150g~3kg 짐벌영상장비가 많음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소형스피커

∙ 구조/구급 및 재난안전정보 음성 송출을 위해 필요한 장비로서 드론의 비행 높이, 이격거리에 

따라 음향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스피커 출력에 의존됨. 일반적으로 50W 스피커의 경우, 

야외에서 50m거리에 음성확인이 가능하나 드론기체의 소음으로 인해 절반인 25m 정도에서 

음성확인이 가능한 수준임 

(소방분야)

광원
∙ 야간 및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사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광원의 전원은 

드론기체의 전원을 활용함으로 소비전력에 따라 비행시간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음

유해화학물질

측정장비

∙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및 오염지역에 대해 소방 및 구조인력을 투입하기 전 유해화학물질인 

염소가스, 황산, 포스겐, 암모니아 등 기타 화학가스 탐지기능을 센서모듈로 추가하여 활용이 

가능함. 단점으로 유해화학가스의 검침 목록이 많을수록 기계장비의 크기가 커지고 

전원사용령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음. 

소화장비 

투하장비

∙ 구조튜브, 각종 소방장비 투하 지원, 소화탄 등 소화약제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단, 

소화장비의 무게에 따라 비행시간이 단축되거나 허용 페이로드에 따라 기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소화약제

분사장비

∙ 물 또는 분발, 포 등의 소화약제를 분사할 수 있는 노즐이 탑재된 장비로 고층 및 접근이 곤란한 

곳에 화재진압을 위해 장착가능함. 단 분사압력에 따른 드론기체 비행안정성 확보 및 무게에 

따른 비행고도에 극히 제한 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방사능

측정장비

∙ 방사능보호팩으로 보호된 기체에 사람접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는 장비로서 비행시 방사능에 의한 오동작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수거 및 조작에 

어려운 점이 있음.

(경찰분야)

탐조등
∙ 야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사물을 확인하는 장치로 광원장치 보다 조도가 밝은 장치로써 

드론기체의 전원을 활용함으로 소비전력에 따라 비행시간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음

재머

∙ 고의적으로 타깃이 되는 주파수에 방해신호를 보내는 장치로서 주로 적의 교신망이나 

레이더를 교란시키거나 학교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차단하거나 일부 국가(특히 

독재국가)에서 외국 방송을 차단하는 데 쓰이며 방해전파라고 함

넷건
∙ 안티드론으로서 침입드론을 포획하거나 치안용으로 범인을 검거하거나 도주를 지연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포획 그물 총의 일종임.

(해경분야)

함상착륙장비

∙ 선박의 드론 착륙 방법은 헬리패드, 착륙그물망, Side Arm Landing System 방법이 있음. 

일반적으로 바람과 함상의 움직임으로 인해 보다 정확한 드론 착륙을 위해 그물망 방식을 

이용함. 착륙시 회전날개의 파손을 막기 위해 착륙 지점에서 전원 차단을 통한 자유낙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초분광 

영상장비

∙ 초분광 영상은 보이지 않는 빛까지 촬영하는 장비로 빛의 모든 파장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광선(Visible Light) 영역(400~700nm)을 중심으로 근적외선 영역(700~1000nm)을 주로 

찍음 용도에 따라 단파장 적외선 영역(1000~2500nm)과 장파장 적외선 영역(8~12㎛)을 찍기도 

하며 바다의 해수면과 다른 이질적인 물체를 감지하는데 사용됨

구명함 

투하장비

∙ 해상구조를 위해 구명함을 투하하는 장비로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 까지 투하가 가능한 

임무장비임.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

∙ 85dB이상 최대 140dB의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는 해상의 경우 500m에서도 소리감지가 가능함. 

무게가 10kg이상으로 다소 무겁고 150~300W의 출력사용으로 전원 사용량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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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 재난 ‧ 안전에 적용 가능한 드론기술 

문화재 재난 및 안전 분야에 드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드론스테이션의 소요스펙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Essential hardware features in cultural heritage disaster ‧ safety

구분 필수 기능과 임부장비 소요스펙

하드웨어

드론기체

∙ 비행시간: 30분 이상 

∙ 기체크기: 날개를 펼쳤을 때 2,000mm×2,000mm×600mm 이하

∙ 전원: 무선 충전식 리튬 폴리머 밧데리

∙ 무게: 중형위험중량 7~20kg 또는 경량위험중량 2~7kg

∙ 내풍: 12m/s 이상 

EO/IR: 실영상/

열적외선 

영상 장비

∙ 해상도: EO 카메라의 경우 FHD급(1920×1080) 이상, IR 열적외선 영상은 640×480 이상 해상도

∙ 영상의 분석: Picture in Picture (PIP) 방식이 아닌 듀얼 영상

∙ 줌기능: 5배 이상 광학줌

∙ 짐벌 및 무게: 3축 짐벌, 1kg 이하 무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
∙ 스피커: 80dB이상, 2kg 내외

자동착륙 

정확도
∙ 정확도: 오차범위 최대 30cm 범위 내외 

소프트

웨어

무인 자동원격

비행기능

∙ 비행시간 및 비행경로 자동 스케줄링 자동

∙ 기상자동 정보 분석후 강풍, 강수예보, 눈예보시 비행 정지 및 자동 복귀

∙ 영상 실시간 전송 및 스마트폰을 포함한 10채널 이상 동시 보기 기능 

∙ 영상 자동저장기능 

∙ 비행경로 위험지역 자동 회피기능 

∙ 고해상도 저장영상 자동송출 기능

자동 재해 

탐지기능

∙ 화재 및 산불 등 이상 온도 자동 탐지기능 및 이벤트 전송기능

∙ 특정 구역 무단침입 사람 및 동물 인식 기능 및 이벤트 전송기능

드론스테이션

∙ 기능별 단계 : 5단계 드론스테이션 기능 적용

기능

단계

365일

이착륙장
자동격납

이륙장 

자동개폐

전원 

자동충전

24시간 

무인관리

자동제어

통신기능

1단계 ○

2단계 ○ ○

3단계 ○ ○ ○

4단계 ○ ○ ○ 2개 중 1개

5단계 ○ ○ ○ ○ ○ ○

특히 드론기체의 비행시간 30분이상은 현재 리튬폴리머 배터리 전원의 최적 비행시간 적용한 시간이며, 기체크기는 비

행안전성, 풍속 저항에 견디는 마력, 회전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정크기이다. 전원은 무선 충전식 리듐 폴리머 배터리가 소

요스펙이다. 이는 엔진을 이용한 드론은 기체가 50kg 내외로 무겁고 소음이 심하며 수소드론은 아직 상용화 전단계이기 

때문이다. 무게가 중형위험중량 7~20kg, 경량위험중량 2~7kg인 근거는, 현재 24kg의 기체는 기체성능인증을 받아야 가

능하기 때문이다. 내풍기준은, 강풍 8m/s에서 복귀착륙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해상도는 재난현상에서 사람 및 사물인식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품질 확보해야하며, 광학줌을 통한 장거리 피사체확인 

가능하도록 5배 이상 광학줌이 소요스펙이다. 임무장비의 안전성 및 경량화로 비행시간 확보를 위하여 짐벌 및 무게는 3

축짐벌, 1KG 이하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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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동원격 비행기능과 자동 재해 탐지기능이다. 무인 자동원격 비행기능은 비행시간과 비행경로를 자동으로 스케

쥴링 하는 기능이다. 이는 문화재 재난 안전을 위한 인력을 최소화하여 운영비용이 절감되며, 조종사 인적오류로 인한 사

고위험성도 줄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비상시는 물론 평상시 재해탐지 기능도 가능하게 된다.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자동저장기능을 탑재하여 스마트폰을 포함한 10채널 이상 동시보기 기능을 갖

추어야 한다. 이는 드론이 수 백 미터 상공의 공중에서 문화재의 인식은 물론 재난 및 안전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줌기능과 고해상도 기능이 필요하다. 

자동 재해탐지기능은 문화재현장의 화재 및 산불 등 이상온도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으로써 각종 이벤트를 전송 가

능한 기능이다. 아울러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특정 구역의 무단침입을 막기 위해 사람 및 동물 인식기능이 반드시 필요

하다. 

4. 문화재 재난 ‧ 안전 분야 드론기술의 운용기준 제안 

드론기술의 운용기준은, 크게 3가지 즉 기본규격, 운용관리, 분야별 운영매뉴얼에 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현재 소방

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문화재청의 기준내용을 제안하였다. 

먼저 드론의 기본규격 즉, 형태, 최대이륙중량, 최대풍속저항, 최대비행시간, 최대비행속도, 제어/임무용 통신거리, 기

체작동온도, 방수기능, 자동충전기능 등에 관한 내용의 기준이다. 소방청과 산림청은 상세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경

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개략적 설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Table 4.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agencies’ laws on disaster safety using drones

부처

기준
문화재청(제안)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기본규격 ○ ○ △ ○ △

운용관리 ○ ○ ○ ○ ○

운영인력기준 ○ ○ ○ ○ ○

점검 ○ ○ ○ ○ ○

비행안전수칙 ○ ○ ○ ○ ○

비행기록관리 ○ ○ ○ × ×

운용자 교육 ○ ○ ○ ○ ○

사고발생시 비상연락체계 ○ ○ ○ ○ ○

사고피해 대응대책 ○ ○ ○ ○ ○

사고보험가입 ○ ○ × ○ ○

기관명칭 식별표시 ○ ○ ○ × ×

영상관리, 보관 ○

△

(분석 ○

보관, 저장 ×)

○ ○ ×

분야별 운영매뉴얼 ○

△

(화재, 구조○

화학, 기타 ×)

○

△

(병해충 ○

산불, 산사태×)

○

○ : 기준이 상세하게 설정됨.

△ : 기준이 개략적 설명으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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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 내용은 운영인력기준, 점검, 비행안전수칙, 비행기록관리, 운용자 교육, 사고발생시 비상연락체계, 사고피해 

대응대책, 사고보험가입, 기관명칭 식별표시, 영상관리, 보관 등의 일련의 내용이 “운용관리” 혹은 “드론운영 가이드 라

인”이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다. 

운영인력기준은 전담부서, 운용인력,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자격, 및 임무, 통제관의 임무에 관한 내용이다. 점검은 정

기점검 및 유지관리, 고장 등의 발생보고에 관한 내용이며, 비행안전수칙은 현장활동, 지원출동, 비행승인 신청, 비행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비행기록관리는 소방청과 경찰청이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사고보험가입은 경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

처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기관명칭 식별표시는 소유기관별 식별표시를 말하며, 소방청과 경찰청이 가능하도

록 되어있었다. 영상관리, 보관에 있어서는, 분석, 보관, 저장으로 분류할 때, 소방청은 분석은 가능하지만, 보관 및 저장이 

불가능하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이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분야별 운영매뉴얼은 각 분야별 즉, 소방청에서는, 화재와 구조 분야는 존재하지만, 화학 및 기타분야는 아직 없었다. 

산림청에서는, 병해충 분야는 존재하며, 산불 및 산사태분야에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문화재 재난 ‧ 안전 분야 드론기술의 운용기준 제안은 Table 4와 같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안전한 문화재를 위하여 드론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재난 안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핵심기술과 그 적용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문화재 재난 ‧ 안전분야에 

드론기술을 적용을 위한 세부기술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자동격납기능, 이륙장 자동개폐가눙, 전원자동충전기능, 24시간 무인관리기근, 자동제어 통신기능 등 문화재 재

난 ‧ 안전 드론 스테이션 기술적용에 필요한 기술을 5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둘째, 드론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구비하기 위해 ① 드론기체, ② 임무장비, ③ 드론운영 및 제어, ④ 통신 분야별 세부기

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 재난 ‧ 안전 현장의 드론기술을 활용하고 잇는 소방, 경찰, 해양경찰, 산림 분야 정부부처에 대해 드론운영기

준 및 안전기술 세부사항들을 조사, 분석을 통해 문화재청 드론 활용을 위한 드론기술에 대한 세부운영기준 및 기술내용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내용을 통해 드론기술을 바탕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드론에 대해 사고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향후에는 문화재 재난 ‧ 안전분야에서 보다 특화된 드론기술 활용을 위한 전략과 기술개

발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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