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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연구배경

Ø 드론의활용이빠르게증가, 새로운보험수요발생

• 4차 산업혁명을견인할대표적기기로서드론이주목받고있음

• 드론(drone)�또는 UAS(Unmanned�Aircraft�System)는 초기에는군사목적으로운영되어왔으나,�

민간 용도로활용되면서크게증가

• FAA(미국연방항공청)에따르면, 2020년까진 7백만대에달할것으로전망(그 중 상업용드론 2.7백만대)1)

• 국토교통부에따르면,�2017.�11월 현재국내드론등록대수는 3,735대 2)�에불과하나빠르게성장

1)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2016, "Rise of drones; Managing the unique risks associated with unmanned aircraft 
systems"

2) 관계부처 합동, 2017. 12.,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 2017~2026”, 보도 참고자료

• 드론은산업시설검사,�부동산/항공촬영,�농업,�보험,�정부 부문등에서광범위하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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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연구배경

Ø 드론보험이손해보험산업의새로운먹거리로성장할가능성및필요요건연구

• 아마존의사례처럼상업용드론활성화되면의무또는자율보험수요가증가하게될것이므로이에상응
하여보험시장도커질것으로전망

• Allianz는 2020년까지전세계드론보험시장규모는약 10억 달러로성장할것으로예상3)하고있으며,�전
문가들도드론시장의급성장으로보험수요도급증할것으로전망4)

• 담보내용도제3자신체,�재물 손해,�개인 사생활침해,�개인 영공침해,�드론 촬영정보유출배상책임,�드론
적하물손해또는적하물낙하배상책임,�고장 및 분실,�날씨에의한운행중단,�드론 사업자에게발생하는
휴지손해등으로다양

• 우리나라는상업용드론의경우손해배상보험가입이의무화(배상책임보험)하고있으며,�기체손실위험
등을담보하는보험상품(종합보험)도출시되어있으나활성화되어있지않은것이현실

• 하지만,�4차 산업혁명이본격화되면드론이중추역할을담당하여시장이커질수밖에없으므로이를지원
하는차원에서드론보험시장현황과활성화를위해필요한요건들에대해연구하고자함

3)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2016, 전게서
4) 최창희, 2016,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 KIRI Weekly, 2016.8.8.: 1-8

<드론사고사례><아마존배달용드론>



Ø 드론의정의

• 간단하게정의하면, 사람이타지않고원격, 자동으로비행할수있는항공기(항공법제2조제3항)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원격조정 항공시스템), 즉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의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비행및조종이가능한비행기나헬리콥터모양의항공기를총칭한다고정의 5)

• FAA 등에서는 UAV(Unmanned Aircraft Vehicle), UAS(Unmanned Aircraft System) 등으로명칭 6)

ü UAS는 3가지를갖추어야하는데, 이는 ① Vehicle(기체), ② Operator(조종자), ③ Radio Controller(조종기)

• 영국에서는민간에서드론을통칭하여 sUAV(small Unmanned Aircraft Vehicle)로 정의

• 우리나라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정의하는데,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연료 중량을

제외한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무인동력비행장치로무인비행기또는무인회전익비행장치’임

• 최근에는 상업용 드론의 확산에 따라 드론을 주로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동력으로 하고, 여러 개의 프로펠

러로움직이는전동회전익멀티콥터(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토콥터등)를 지칭하는용어로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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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드론 이해

5) “A remotely piloted aircraft, its associated remote pilot station(s), the required command and control links and any other 
components as specified in the type design.”, ICAO, “ICAO RPAS Concept of Operations”
6) “An unmanned aircraft system (UAS), sometimes called a drone, is an aircraft without a human pilot onboard – instead, the 
UAS is controlled from an operator on the ground.”, FAA 홈페이지 검색(https://www.faa.gov/uas/, 검색일 :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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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드론의역사7)

• 1800년대 ~

ü 1849년 오스트리아와 베니스공국간전쟁에서 200여 개의 조종사없는폭탄 장착열기구(Balloons)가 활용

ü 1861년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군들이정찰목적으로 열기구사용

ü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에서미국이 정보수집을위해연에카메라 장착

• 1차 세계대전 ~

ü 영국해군이전파로 통제되는 Queen Bee(여왕벌)를 개발했는데, 군 조종사들의 사격연습용으로 활용

※오늘날드론(수벌)의 기원이 된비행체

• 2차 세계대전 ~

ü 독일의 V-1이 150 마일을 날아가 2000파운드의 폭탄을투하

• 냉전 ~

ü “Drones”으로 명명된 비행폭탄(Flying Bomb)이 군 조종사 사격연습용으로 활용

ü 미군 Ryan Firebee Drone & Lightning Bugs는 원격조정에 카메라장착, 폭탄투하 가능

ü 이스라엘 Scout & Pioneer는 현대 군사용드론의 원조격으로사진을 찍어정보수집

• 1990년대 ~

ü 걸프전쟁에서 최초의현대식전투용 드론이사용

ü 2002년에는 200대의 전투용 드론이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증가하여 현재 11,000대의 전투용드론이 비행

4

7) Anthony Mormino, 2016, “Insurance and the Rise of the Drones”, Casualty Actuarial Society RPM Seminar, SWIS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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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드론의종류(1)

• 사용목적에따른분류8)

5

8) 신만희 등, 2016, “무인기산업 국내외 현황조사 및 수요기반 발전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군용 군사 정찰, 공격, 수송 등에 사용

상업용 공중촬영, 농업, 인프라 점검, 배송 등에 활용

취미용 개인오락, 인물 촬영 등에 활용되는 소형 UAV

• 무게에따른분류

Model
Aircraft

국가별 12, 20, 25, 30, 30, 35kg 이하 등 다양한 기준
운영

- 엔진배기량 50CC 이하
-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용도
- 외부조종자
- 시야 범위 내 비행
- 생물 탑승 금지

소형UAV 150kg 이하 - 지표면 400ft이내 비행
- 육안범위(500m)이내 비행
- 최대속도 70kts 제한
- 운동에너지 95KJ초과 제한

대형UAV 150 kg 초과 - 일반적으로 형식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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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드론의종류(2)

• 운용고도에따른분류 (※ 상업용드론은운용고도가높지않으며, 한국 기준으로 15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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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형태에따른분류

고정익 - 무인기 구조 단순
- 고속, 고효율 비행 가능, 장시간 비행
- 활용분야 : 군용, 감시용, 통신용

회전익 - 수직 이착륙, 정점에서 체공 가능
- 비행효율, 속도 불리
- 활용분야 : 항공촬영, 감시정찰, 택배 등 상업용 이용

혼합형 - 고정익 고속순항 능력과 회전익 수직이착륙 능력 보유
- 틸트로더로 불리며, 헬기처럼 수직이착륙
- 활용분야 : 함상운용, 군용, 통신중계

Very Low(초저고도) 최대 5,000ft (약150m) 예) Parrot(미국)

Low(저고도) 5,000~20,000ft(150~610m) Shadow(미국)

Medium(중고도) 20,000~45,000ft(610~1,370m) Predator(미국)

High(고고도) 45,000ft 이상 (1,370m이상) Global Haw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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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드론의활용분야

• 군사 목적과 오락 목적 외에도 상업용도의 활용성이 대단히 높은 바, 인프라 시설 관리에서부터 보험 손해

사정, 광물채굴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서활용가능

• PwC(2016)에 따르면, 2020년까지드론산업의창출가치가 1,273억 달러로성장9)전망

7

구분 활용분야 시장가치

인프라 - 에너지, 철도, 건설, 도로 등 유지보수,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452억 달러

농업 - 토양과 배수, 농작물 상태, 수확시기 분석 등 324억 달러

교통 - 택배, 의약품 배송, 음식배달, 주행속도, 접근성, 운송비용 절감 등 130억 달러

보안 - 수색, 감시, 범죄예방 조치 등 105억 달러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 광고, 엔터테인먼트, 항공 사진, 드론 쇼, 특수효과 등 88억 달러

보험 - 보험금 손해사정, 보험사기 감지, 피해규모 측정 등 68억 달러

통신 - 통신망 유지보수, 신호 중계 등 63억 달러

광산 - 채굴계획 사전조사, 지도제작, 안전확인, 환경영향 평가 등 43억 달러

9) PwC, 2016, “Clarity from above”, PwC global report on the commercial applications of drone technology, (https://www.pwc.pl/en/drone-
powered-solutions.html, 검색일 2018.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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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드론시장가치사슬10)

• 가치사슬은크게제작, 운영및서비스시장으로구성

• 제작시장보다는운영및서비스시장이훨씬큰규모로성장할전망

ü 드론보험등은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에 해당

8

10) Pamela Cohn 외, 2017, “Commercial drones are here: The future of unmanned aerial systems”, Capital Projects & Infrastructure, 
Mckinsey&Company

1 Unmanned�aerial�systems�2 Unmanned�traffic�management�3 Unmanned�aerial�vehicles

출처 :�McKinse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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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세계드론시장전망(1)11)

• 과거 군수 위주에서 취미용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향후에는 상업용 드론시장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전망

• 상업용 운영 및 서비스시장은 드론의 운영, 서비스 및 정보 획득, 가공 등 부가가치가 높아 2026년까지

제작시장대비 8.5배 수준으로성장전망

9

11) 관계부처 합동, 2017. 12.,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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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세계드론시장전망(2) 12)

• 최대유망시장으로평가되는상업용시장에서미국, 중국, 유럽등의각축전이진행중

ü 취미용은성능한계, 군사용은고가로 상대적으로시장확장성에 한계

• 아마존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상업용 드론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이 DJI와 같은 세계적인

드론제작업체, 알리바바와같은운영업체가소재하고있어향후시장주도권경쟁예상

10

12) PwC Belgium and Agoria vzw, 2018, “A drone’s eye view: Overview of the Belgian UAV ecosystem &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drone applications in Belgium”,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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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국내드론시장(1) 13)

• 국내시장은태동기로군수요중심으로되어있으나, 최근민간수요도증가세시현(2016년 704억원)

• 드론제작시장은군수시장이 2억불규모로민간시장(231억원)을압도

ü 잠재력이큰민간시장은 운용성및적합성 부족으로아직태동기 수준

• 드론 활용시장은 473억원 규모로 저가, 소형 드론의 보급으로 활용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주로

드론 1~2대를보유한소규모업체위주

ü 민간시장구성은 농, 임업 56%, 영상분야 20%, 건설, 측량 10%등으로 구성

• 해외시장대비부가가치가높은운영및서비스제공분야비중상대적으로취약

11

13) 관계부처 합동, 2017. 12.,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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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국내드론시장(2) 14)

• 국내드론시장은정부의육성의지및 4차 산업혁명진행등을고려할때성장전망밝은편

ü 항공교통연구원 등의연구에따르면 2025년까지 드론의대수는 2만 여대(2017. 11월 현재 3,735대), 2조원 규모 시장으로성장전망

• 다만, 제작업체 및 운영업체가 미국, 중국 등의 대형업체에 비해 영세한 규모이고 기술력도 부족한 점,

국내시장규모자체가협소한점등은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12

14) 한국교통연구원 등, 2017. 6., “드론 활성화지원 로드맵 연구”, 연구 용역자료

<국내드론시장규모전망>



Ø 드론관련위험15)

• 드론 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안전,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사생활 보호, 보안,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확보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보험의도입및담보범위의확대가필수적

ü 새로운기술도입 및활용확대로인한위험을 제어해야만 4차 산업혁명의 총아라할수있는드론산업이 활성화될수있을것

ü 예를 들면, 자동차시장 확대를 위해서 자동차보험의 도입이 필수적이었듯이 드론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드론보험의 도

입및확대가전제되어야 함

13

안전 드론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비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주거
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법적 책임 드론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명확해야 함

사생활 보호 드론 비행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등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함

보안 드론에 대한 해킹, 재밍 등 불법행위는 물론 드론이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행위(예) 테러)
에 대한 보안이 필요

사회적 합의 대중 및 기존공역 이용자(군용 및 민간항공기) 등의 수용이 필요

15) 김송주, 2015. 12., “무인항공기 비행안전 제고를 위한 입법, 정책 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279호, 국회 입법조사처

03�드론보험

<드론활성화를위한전제>



Ø 담보위험대상 16)

• 담보위험의범위는배상책임부터전쟁, 테러, 사이버공격, 사생활침해까지다양

ü 기업 리스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드론 운영과 관련된 위험 설문조사에서, 61%가 사생활 침해를 우려, 그 다음으로는 부적절한

보험(15%), 신체 손해(15%), 재물 손해(9%) 순으로 답변(Munich Re, 2017)17)

14

16)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Sep. 2016, 전게서
17) 인터넷 검색자료(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national/2017/09/07/463546.htm, 검색일 : 2018.6.17)

03�드론보험

배상책임 - 타인의 신체, 재물 및 드론 적재물에 대한 손해
- 드론 파손, 해킹, 도난, 분실 등 자기손해

전쟁, 테러리즘 - 드론이 테러리즘의 도구로 활용될 위험
예를 들어, 드론이 스포츠 경기장의 관중을 공격하거나 핵 발전소 공격에 활용될 가

능성

사이버 공격 - 소위 Spoofing 이라고 하여, 해킹을 통해 공중에서 비행하고 있는 드론의 통제 권한
을 탈취하여 재물 또는 신체 상 손실이 발생할 위험

- 개인정보 등 드론이 보유한 데이터를 탈취당해 발생할 위험

사생활 침해 - 드론의 촬영기능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
- 소음, 먼지 등으로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과 타인소유 토지
의 공중을 지남에 따른 격추 등 분쟁 위험

<드론보험담보위험대상>



Ø 필요담보18)

• 드론보험은 특성상 항공보험, 자동차보험과 유사점을 가지나 해킹, 도난, 분실에 취약해 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며,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 날씨등으로인한사업휴지에따른보상등의담보도요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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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최창희, 2016, 전게서

<항공보험,�자동차보험,�드론보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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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전세계드론보험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20억 달러로성장예상19)

• 드론 시장 자체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특히 보험가입 의무화율이 높은 상업용 드론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됨에따라, 전세계의드론보험시장규모도급성장할것으로전망

• AIG, Lloyd's 등이 주요 보험 제공자이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보험 뿐만 아니라 On Demand 형태

보험제공자도등장

16

<전세계드론보험시장규모>

출처 :�Flock

19) 인터넷 검색자료(http://flockcover.com/deck/flock-deck.pdf, 검색일 : 2018.6.17), 참고로 Allianz는 2020년까지 약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전게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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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세계각국의드론보험제도20)

• 세계 각국은 고도 및 비행구역, 비행속도 제한, 기체 등록, 조종자격 부여,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드론관련위험을통제하고있음

• 한국을비롯한세계각국은통상상업용드론사고에대한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음

ü 취미용드론은 대체로의무가입은하지 않고자발적가입을권고하는 수준이나, 통상적으로 상업용드론에대한보험은 요구되고있음

17

20)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2016, “Regulation of Drones”, The Law Library of Congress
인터넷 자료(https://www.loc.gov/law/help/regulation-of-drones/index.php, 검색일 : 2018. 6.17) 

아시아 - 중국, 한국, 태국 등 민간항공법 규정에 따라 드론 운영인은 드론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

유럽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다수의 나라가 보험가입이 의무
- 보험 중개인을 통해 가입하고 비행협회를 통해 체결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

아메리카 - 캐나다, 브라질, 칠레 등은 의무보험 가입
- 미국은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에 대한 의무는 없음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보험가입 의무화

출처 :�상기 자료등참조필자정리

<상업용드론관련보험가입의무부과현황>



Ø 국내드론보험관련법규

• 우리나라는항공법제23조제5항등에따라보험가입이의무화되어있으며위반시 500만원과태료

• 최소보장액은사망한경우 1억5천만원범위에서실제발생한손해액을담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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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제5항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대여업에의 사용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의 사용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3(보험 가입)
법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항공법 제18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한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Ø 국내드론보험상품현황

• (공급 측면)현재드론보험을판매하고있는회사는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두곳뿐21)

ü “현대해상의 경우 드론 관련 협회나 드론 사업자 등의 단체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KB손보 역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

와 단체보험식으로 운영해 그 업체를 통해 드론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원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담보범위도인적, 물적손해에그치고있어드론과관련된다양한위험을담보하기는어려운상황

ü “하지만 국내 드론보험 상품 종류가 적은 상황에서 인적·물적 손해만을 보장하고 있어 급증하는 드론 수요를 감당하기엔 한계

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드론 활용이 늘어나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드론 해킹·도난 등 다양한 손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ü 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 손해) 기준 최대 보험금 10억원 상품의 보험료는 80만원 대로 자동차보험료 수준이며, 기체보험 등은 심사가

까다롭고보험료가 비싸가입이어려운 실정

• (수요측면) 영업용 드론은 배상책임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으나 기체 보험

등종합보험은보험료가높아이용저조

ü 사업체의고용되어 있는직원입장에서는 드론이고가장비이기 때문에파손시책임에 대한부담으로활용이위축22)

ü 취미용드론을 소유한대부분의소비자는 무보험상태

• (기타) 드론의 추락, 충돌 등 사고 정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고시 책임을 현재 조종자가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측면이있는바사고책임소재, 사고책임부담범위및한도명확화등제도정비필요2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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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복현명 기자, 2018. 6. 17, “[기자수첩] 700억 원대 드론시장, 드론보험은 ‘느릿’” 인터넷 검색자료(http://www.m-
i.kr/news/articleView.html?idxno=424656, 검색일 : 2018.6.17)
22) 한국교통연구원 등, 2017. 6., 전게서
23) 관계부처 합동, 2017. 12., 전게서



Ø 외국의드론상품사례24)

• 외국 보험사들은 드론의 특성을 반영한 담보범위 확대, 인슈어텍 등과의 협업을 통한 탄력적 상품개발

및운용에적극적

ü 국내에비해다양한 손해를담보하고있으며, 빅데이터등을활용하여 보험료부과방법도 다양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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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최창희, 2016, 전게서 등 참조 재정리

<외국보험사드론보험담보내용>

AIG 전자기기 고장손해, 드론 조종자 손해, 드론 자체 또는 설치된 기기, 조종기기, 배상책임, 
지상 및 비행 포괄담보, 전쟁, Hijacking, 테러리즘 등은 특약으로 담보하며, 맞춤형 보
험도 제공

Drone
Insurance

기체손해, 전쟁손해 등을 포함하는 종합보험 특약, 제3자 배상책임, 드론사업자 및 시설
물관리자 배상책임, 제조물배상책임, 드론 격납고 관리자배상책임, 부속품 손해 등 담보

Transport
Risk

기체손해, 제3자 배상책임, 렌탈드론 배상책임 등

미쓰이
스미토모

중국 유명 드론업체 DJI와 연계 DJI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DJI 드론 구매자는
1년간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등을 제공하는 드론보험을 무상으로 제공받
을 수 있음

Flock 소액의 보험료(GBP 3, 약 4,400백원) 로 1시간에서 8시간의 짧은 시간을 담보하는 상품
(Pay-As-You-Fly)을 제공하고 있는데, 드론의 비행 지역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보험료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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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활성화방안

• 드론에대한보험사의이해도를높여, 보다폭넓은담보를합리적인가격에제공

ü 해외선진국보험사와 같이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 해킹, 테러 등 다양한담보로확대할필요

* 최창희(2017)에 따르면 드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유형에는 대인사고, 대물사고, 자기 신체, 기체 고장, 파손, 환경훼손, 도난, 분실,

민간 주파수교란, 사생활 침해, 비행금지구역, 사유지 침입, 휴지 등이 있음 25)

ü 시범사업등을 통해드론사고통계, 파손부위, 사고형태별빈도등 데이터를축적하고이를 기반으로적정보험료가 산출될수있도록노력

• 상업보험외에취미용보험수요를확대할수있는방안마련

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시행령개정을 통해 2018년 하반기부터홈쇼핑에서 드론판매시드론보험 판매도가능하도록 할계획26)

ü 서울시는한강드론공원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함과 동시에이용자들의 드론보험가입을지원하고 있음27)

• 드론의 추락, 충돌 등 관련 사고 정의 및 기준 구체화 사고시 책임소재의 합리화 등 보험관련 제도개선 및

정비

ü 항공기사고와 자동차사고의경우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수준이 정해져있으나드론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정해진바없음 25)

ü 운행자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드론을 운행했음에도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드론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동비행 중 드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는지가 불분명

• 기존의 전통적인 정기보험(통상 1년) 외에 온디맨드 보험 제공 등을 위해 인슈텍(insurTech) 스타트업

(Startup) 업체들과의제휴및협력강화

ü Allianz는 인슈텍 업체인 Flock과 협업하여온디맨드 보험을개발, 출시하였으며, 동 보험은빅데이타기반 상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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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최창희, 2017, “드론 사고 손해배상책임 구체화 필요“, KIRI Report, 2017.9.4.: 9-15
26) 금융위원회, 2018. 5. 29.,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
27) 이기형, 2018,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 KIRI Report, 20186.18.: 17-20
28) 인터넷 검색자료(https://insurance-edge.net/2018/02/12/allianz-partner-with-flock-on-drone-insurance/, 검색일 : 2018.6.17)



04�결론 및 시사점

Ø 드론은 4차산업혁명의총아로주목29)

• 드론은 AI, IoT, 센서, 3D 프린팅, 나노 등 4차 산업혁명의공통핵심기술을적용검증할수있는최적의테

스트베드

• 첨단기술을 융합, 적용한 드론은 자체시장의 성장 뿐만 아니라 ICT등 관련 산업의 파급으로 4차 산업혁명

의핵심적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

Ø 전세계적으로드론산업은빠른성장세를시현

• PwC에따르면 2020년까지드론시장이 127억 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

• 국내의경우도 2020년까지 65백억원규모로급성장할것으로예상30)

Ø 드론보험시장도빠른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되나, 국내보험은아직미흡한수준

• 업체에 따라 전망이 다소 상이(2020년까지 10억 달러~20억 달러)하나, 전세계 드론보험 시장은 향후 거

대시장으로부상할전망

• 국내에서도 상업용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 등 기반은 마련되고 있으나 현재의 드론보험은 상품이 활

성화되어 있지 않고 담보내용도 제한적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보험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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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관계부처 합동, 2017. 12., 전게서
30) 한국교통연구원 등, 2017. 6., 전게서



04�결론 및 시사점

Ø 보험사들은보험수요를충족시키고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다각적노력이요구

• 해외 선진 보험사 사례를 참고하여, 제한적인 담보범위를 시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적정 요율이 산출될

수있도록관련산업및유관정부당국과협업

• 인프라측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요구되는드론관련보험을인수하기 위해전문인력을확보하고정보

수집체계를구축할필요

• 해외 사례와 같이, InsureTech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보험을 제공하고

손쉽게보험에가입하고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환경을확보

Ø 손해배상책임명확화등관련법률및제도정비

• 정부당국은 드론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적용 여부, 자동비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피해

보상방법을명확히하는등법률을정비할필요

• 전세계적으로 드론 사고와 관련하여 축적된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분석은 물론, 보험

의프리미엄책정을위해정부주도의데이터베이스구축도필요31)

• 더불어, 조종사의조종수준이나기체안정성에대한통일적인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32)

23
31) 김송주, 박준환, 2017, “무인비행장치 사고의 대비 및 처리 조치 관련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1333호, 국회입법조사처
32) 이기형, 2018, 전게서



❖ Appendex: 참고 드론의 종류 정리(Wall Street Journal 자료 재인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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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터넷 자료(https://robotenomics.com/category/drones-2/page/2/, 2018.6.1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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