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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ivil UAS market, including the commercial UAS market which
grows rapidly after the great success of the consumer drones. According to the market analysis
reports, the commercial UAS market will grow continuously with about 17% of CAGR during
the next decade and various application areas like construction, agriculture, energy, delivery, etc.
are found and proposed. Though, from the autonomous transport point of view, the UAS is
regarded as a technology drive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fferent from other drivers, the
growth of civil UAS is not expected to make employment problem. The UAS makes more jobs
than the replaced. Because, the UAS operation and the related services need more workers than
the UAS manufacture. So, the detailed and refined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make the UAS
as a new growth engin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근래에 급성장하고 있는 민수 무인기 시장에 대하여 시장 현황 및 장래 시장전
망에 대하여 다양한 시장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취미용 드론의 급격한 성장이후 건설,
에너지 인프라 관리, 정밀 농업 등 다양한 상업용 활용분야가 제안되고 있으며, 상업용 무인기 시
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무인기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어, 무인기 분야의 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산업 구조 변화
에 대한 분석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상업용 무인기 분야의 발전 전망을 고려할 경우, 무인기 활용
분야의 성장은 기존의 일자리 감소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인기의 다양한 활용분야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Key Words : Commercial UAS(상업용 무인기), Market Forecast(시장전망), 4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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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5년을 전후하여 이에 대
한 분석/전망 자료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가 대두됨에 따라

과거, 군용 무인기의 공공분야 활용에 머물
렀던 민수 무인기 시장은 단순한 취미용으로
활용되던

RC 항공기가 제어장치, 센서, 배터리

등의 발전으로 취미용 무인기의 급성장을 거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용 무인기 시장
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농업, 인프라
관리, 영상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기 활
용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무인기 택배, 에어택시,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안되고 있으며, 다보스 포
럼에서는 무인기 분야도 자율 교통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동력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자동화와 인공지능, 정보화 등을 바탕
으로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성
장 동력으로서 기대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대규모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
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상업용 무인기 시장의
확대 역시 기존의 일자리 감소 및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 민수 무인기 시장 현황
민수 무인기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표1>과 같이 자료에 따라 약 14억 2,360만 달
러와 15억 1,600만 달러로 상당히 유사한 결과
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 시장 별 규모를 살펴
보면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자료는 가격, 기체형태, 운용특성 등에 따
라 세부 시장을 구분하고 있는데, Frost &
Sullivan(2015)의 경우 상업용 무인기를 중심으
로 조사하여 민간의 취미용 드론은 제외되었으
며,

Teal Group(2015)의 경우 Mini/Small 무

인기에 대해서 상업용이 아닌 공공분야만을 분
석하고 있다.
서로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구분하여 정리하

<표 1>의 음영 부분과 같이 정리할 수 있
으며, 그 결과 2015년 전체 민수 무인기 시장
규모는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면

이와 같이 급격하게 성장 중인 무인기 시장
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아

표 1 2015년 민수 무인기 시장 추정치 비교

직 초기 시장 형성과정으로서 명확한 시장 규

(단위 : 백만 달러)

모 및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평균가격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복수의 분석

$1,000,000.~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 현황 및 각 세부시

$100,000~

장 별 전망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eal Group의 민간용 무
인기 시장 분석 자료와 Frost & Sullivan,
Euroconsult의 상업용 무인기 시장 분석 자료
를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Frost & Sullivan

Teal Group
Endurance

Enterprise

Mini/Small

$50,000 ~$100,000 Commercial
$5,000 ~ $50,000

Processional

$1,500 ~ $5,000

Prosumer

~ $1,500

Consumer1)

Fixed
Wing

Consumer

34.0

2. 민수 무인기 시장 현황 및 전망

세부시장 별
시장규모

과거 민수용 무인기는 주로 군용 무인기를
전용하여 경찰, 소방안전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
로 활용되었으나, 주로 영상촬영 중심인 취미용
드론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후 상업용 서비스

계

40.0
60.0
408.1
369.2
130.6

24.0
417.7

1,425.6

자료 : Frost & Sullivan, 2015; Teal Group, 2015,

1,458.0
1,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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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eal Group의 민수용 무인기 시장 구분
자료명
년도
Endurance

Mini/Small
Consumer

World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s
2015
US Civil
-CBP2)
-Coast Guard
-Other US Gov.
Int. Civil
US Civil
Int. Civil
Consumer*

World Civil Unmanned
Aerial Systems
2016
Civil Government Market
-US
-Int.Gov.
(EU, 유럽국가, UN,
기타국가 등)
Commercial/ Consumer
Market
-용도별
(건설, 에너지산업,
농업, 통신, 보험, 촬영,
배송, 개인용 등)

자료 : Teal, 2015; 2016
* 생산대수 없이 금액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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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 Teal Group의 시장 분석 자료
는 민수 무인기 시장을 <표 2>와 같이 다양한
상업용

활용분야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2016년 시장을 개인 취미용 약 22억 달러를 포
함하여 약 26.2억 달러로 전망하였다. 상업용
무인기 시장이 누락된 2015년의 향후 10년간의
시장 전망치는 2019년경부터 성장이 정체될 것
으로 전망하였으나, 상업용 무인기 시장도 포함
하여 제시된 2016년의 민수 무인기 시장 전망
치는 향후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1>
그리고 Euroconsult는 상대적으로 소형인 상
업용 무인기3) 시장에 한정된 분석을 2016년에
발표하였으며, Teal Group 등의 자료와 달리
운용 및 서비스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시장 분석 자료를 제시하였다. 2016
년 기체 및 장비 제작 분야 추정치는 약 4.7억
달러로서 Teal Group의 상업용 무인기 분야 추
정치 약 3.9억 달러 보다 크게 추정하였으며,
운용 및 활용서비스 분야는 약 13.4억 달러로서
무인기 제작분야 보다 활용분야가 더 큰 시장

자료 : Teal, 2015; 2016

그림 1 민수 무인기 시장에 대한 Teal Group의
시장전망치 비교

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6년 민수 무인기 시장은 약 26억 달러에서
27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운용 및 활용 서
비스 분야를 포함할 경우 약 4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2 민수 무인기 시장 전망
민수 무인기 시장은 크게 공공용(관용), 취미
용, 상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공공분야에 한정되었으나 취미용 드론의 등장
과 성장에 이은 상업용 활용분야의 급격한 성

자료 : Euroconsult, 2016

그림 2 Euroconsult의 상업용 무인기 시장 전망

장에 따라 다양한 분석 및 전망 자료가 제시되
고 있으나, 아직은 통일된 시장 정의 및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복수의 자료를 바탕으
로 공통적인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1) Consumer용이 아닌 Consumer급 드론을 의미
2)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세 국경 보
호청

3) 비행고도 2 km 이하, 운용거리 50 km 이내, 비행시간
10분~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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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l Group(2016)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간의 상업용 무인기 시장을 건설분야, 에
너지인프라 관리분야, 농업, 영상촬영 및 부동
산분야 그리고 보험분야, 통신분야 및 배송분
야4)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Euroconsult(2016) 및 Frost & Sullivan(2015)5)의
활용분야 구분과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Teal Group(2016)의 기준을 바탕으로 유사한
분야를 묶으면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만, 유사한 분야끼리 재분류하여도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3. 민수용 무인기 활용분야 분류
활용
분야

Teal Group

공공
분야

Civil
Government

취미용

Consumer

-

-

건설
분야

Construction

Engineering
&Transport

Mapping
/Surveying

에너지
인프라
관리

Energy

Oil & Energy

Inspection
/monitor

농업

Agriculture

Agriculture
& Forestry

Precision
agriculture

영상
촬영

General
Photography
/Real Estate

Video & Cinema

Photography
/Video

Insurance
Communications

others

그외

Euroconsult

Frost&Sullivan

Civil protection
Surveillance
& Disaster
/First responders
Management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그림 3 민수용 무인기 시장전망 비교

<그림 3>은 각 전망 자료를 비교한 것으로
Frost & Sullivan(2015)과 Euroconsult(2016) 모
두 상업용 무인기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나, 활용분야에서는 공공분야라고 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응급 대응 등이 포함되어 있어

Teal

Group(2016)의 분류 중 공공분야와 상업용 무
인기를 합하여 비교하였다.
Teal group(2016)은 전체 민수 무인기 시장
에 대하여 2016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약
17.1% 성장하여 2025년 경 약 109억 달러 수준
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0년 이후 다소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Frost & Sullivan(2015)은 2020년까지의 시장
을 전망하였으며 Teal group(2016)의 취미용 무
인기도 포함된 전망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취미용 무인기도 함께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염

Research
/Training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4) 물류배송의 경우 시장규모를 추정하지 않음
5) 2020년까지의 시장 변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Inspection/Monitoring 활용분야는 Energy,
Insurance, Telecom이 포함됨.
2020년 이후 배송 및 준위성(고고도 무인기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 분야가 추가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함.

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Euroconsult(2016)는

Teal group(2016)의 상업용 및 공공분야 전망과
비교하여 2018년까지는 다소 시장을 더 크게 전
망하고 있으나 2019년 이후 Teal Group(2016)의
전망치 보다 성장이 둔화되어 2025년의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각각 약 31억 달러와 70억 달러
로서 Teal Group(2016) 전망치의 약 40% 수준
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2025년 경 상업용 무인
기에 대한 무인기 운용 및 관련 활용 서비스 분
야에 대하여

Euroconsult(2016)는 무인기 제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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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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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배 수준인 약 260억 달러로 추정하

였다.
공공분야에서 무인기는 해안선, 국경선 순찰,
감시 및 재해/재난에 대한 감지 및 신속 대응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무인기 시
장에 대하여

Teal Group(2016)은 2025년 약 4.6

억 달러 수준까지 선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는 반면,

Euroconsult(2016)는 2019년경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2025년에는 약 5.8억 달러 수
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4> 이와
관련하여
Euroconsult(2016)의
분석대상이
small/mini UAV 수준인 비행고도 2km이하, 비
행시간 10분~4시간 이내 수준으로 제한된 것을
감안하면,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서 소형 UAV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그림 4 공공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

건설분야에서는 건설 지역에 대한 지형 탐색

/측량, 건설과정에서의 기록 및 감시/관리, 다
양한 센서를 활용한 건축 품질 검사 등에 활용
될 수 있으며,

Frost & Sullivan(2015)은 자원탐

사 및 지도제작도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포함
하고 있다.

<그림5>의 건설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Frost & Sullivan(2015)은
Teal Group(2016), Euroconsult(2016) 보다 시
장 규모를 크게 추정하고 있는데, 시장 및 서
비스 구분의 차이에 따른 이유보다 <그림3>에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그림 5 건설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

서와 같이 타 분석 자료에서는 취미용으로 구
분되는 등급의 소형 무인기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한 것으로 짐작된다.

Teal Group(2016)은 2025년 건설분야 시장
규모가 약 16.5억 달러로서 농업 분야를 넘어
가장 유망한 활용분야로 전망하고 있으며,
Euroconsult(2016)도 농업부분을 이어 두 번째
로 큰 약 7.9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 또한 무인기 운용 및 서비스 분야는 제
조부문 대비 2016년 3.4배 수준에서 2025년 약
8.7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는 무인기를 활용하여
송유관, 전력선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대한
관리와 감시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Frost & Sullivan(2015)는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으로서 보험업계에서의 활용도 보함하고 있
다.

<그림6>에서에서 Teal Group(2016)은 2025
년에 약 9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한 반면, Euroconsult(2016)는 약 4.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관련 전문적인 자료 분석 및 활용 등의 분야가

중요성과 함께 석유 유출 시의 환경오염에 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한 우려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및 감시의 중요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쉽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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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가시
거리 밖 비행 제한과 같은 무인기 운용과 관련
된 규제로 인하여 수평적인 탐색 보다 시추탑,
송전탑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한 수직적인 탐사
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규제의 완화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16년 현재 시장규모가 약 2억
달러로서 Teal Group(2016)과 Euroconsult(2016)
농업분야는

의 상업용 활용분야 분류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
제, 파종,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비행기와 경
쟁관계가 형성되는 한편, 작물의 생장과 병충해,
환경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찰과 대응을 통해
이뤄지는 정밀 농업을 통하여 농업을 새로운 영
역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경
Teal Group(2016)과 Euroconsult(2016)이 각각
13.6억 달러 및 11.4억 달러 수준으로 꾸준히
향후 농업분야의 무인기 시장은

성장하여 전설분야와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7> 관련 운용
및 활용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무인기 제조

2016년 약 2.4배에서 2025년 약 5.6배로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Euroconsult, 2016) 이
대비

는 에너지인프라 분야와 함께 타 활용분야 대
비 상대적으로 자료 분석 및 운용분야에 대한
비중이 낮은 활용분야로 판단된다.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그림 7 농업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

영상촬영분야는 최근까지 무인기 시장의 급
성장을 견인한 분야로서 개인 취미용 무인기를
포함하는 경우 현재 가장 많은 무인기가 활용
되고 있다.

<그림8>에서 Frost & Sullivan(2015)
은 Teal Group(2016) 및 Euroconsult(2016)의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Frost
& Sullivan(2015)가 상업용 영상촬영 무인기와
취미용 무인기와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때문으로 생각된다.6)
무인기를 활용한 공중영상촬영은 기존의 헬
리콥터를 활용한 공중촬영 대비

1/10~1/2 수

준의 낮은 비용 및 운용 편리성을 바탕으로 빠
르게 확산되고 있으며(Euroconsult,

2016), Teal

Group(2016)은 사진촬영 및 부동산분야의 활용
규모가 2016년 0.8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에
는 약 4.1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였으며, Euroconsult(2016)는 영상촬영 규
모가 2016년 약 0.3억 달러에서 2025년 0.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운용
및 활용 서비스 분야의 경우 2025년 약 10.5억
달러로서 기체 제작 대비 약 11.7배로서 영상
촬영 분야에서는 기체 및 장비 보다 이를 편집
하고 활용하는 관련 활용분야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Euroconsult,

2016)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그림 6 에너지 인프라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

6) Teal Group은 ’16년 취미용 무인기 시장이 약 2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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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ner(2017)는 2016년 민수용 무인기 시
장을 약 45억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112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 전망하여 기존의
Teal Group(2016) 및 Euroconsult(2016)의 분석
자료 보다 크게 희망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림 9> 그러나 Amazon, DHL 등이 서비스
하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미 시범
배송사업7)이 시작되는 등 가장 큰 기대가 집중
되고 있는 무인기를 활용한 물류 배송의 경우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Frost & Sullivan, 2015

그림 8 영상촬영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

Gatner(2017)는 배송이후 귀환시간 문제 등 다
양한 물류적 문제로 상업용 드론 시장의 1% 미
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드론이 지닌
IoT허브로서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일반 대중보
다 기업용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하게 될 것
이라 전망하기도 하였다.

3. 상업용 무인기 확산과 산업 변화
무인기는 다양한 활용분야에서 확산되고 있
으며, 기체성능의 향상과 함께 네트워크화, 자
율화 등으로 다보스 포럼에서는
자료 : Teal Group, 2016, Euroconsult, 2016, Gatner, 2017

그림 9 상업용 무인기 시장 전망

보험 분야에서는 재난 상황 등에서 출입이

4차 산업혁명

에 무인자동차, 로봇공학 등과 함께 무인기8)를
포함시키는 등 향후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
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10>
지능화, 정보화 및 다양한 기술 간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효율성 및 경쟁

어려운 지역에도 쉽게 접근하는 등 기존의 업

력 향상을 위해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무 효율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존의

10대 보험사 중 7개가 관련 면허를
획득하고 있으며, 고고도 무인기를 이용한 인터
넷 통신 서비스 분야는 Google, Facebook 등의
경쟁이 진행 중이었으나, Google은 최근 고고
도무인기를 활용한 Titan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어 미국의

인력 및 생산설비를 자동화, 지능화된 설비로
대체하여 다량의 일자리 축소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성층권 비행선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상과 같이 개인 취미용 무인기 시장의 성
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상업용 무인기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보통신분야를 주로 분석

7) ’16년 1월 JD.com이 중국의 교외지역에서 시범 배송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중국 최대의 특급배송업체 S.F.
Express는 XAircraft 시험 배송용 무인기로 ’15년 초
부터 매일 500개의 물품을 배송
8) 자율 운송시스템으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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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 국가에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향후 50년(2015~65)간의 자동화
서 향후

진행 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
을 조기 진행 시

1.5%, 진행 지연 시 0.9%로 전

망하여, 빠른 자동화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
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무인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의 방재용

RMax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일
본 정부주도로 Yamaha가 80년대 초부터 개발
하여 현재 세계시장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
으며(Teal group, 2016), 다양한 무인기들이 농
업용뿐만 아니라, 영상촬영, 측량 등의 분야에
서 기존의 일자리들을 대체해가고 있다.
하지만, 무인기의 확산은 기존 일자리의 대
무인기

자료 : “국토교통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국토교통부, 2017

그림 10 4차 산업혁명의 범위

다보스 포럼(WEF,

’16.1)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 진행됨에 따라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710
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대신 200만개의 새
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러한 전망은 무인기의 확산으로 인하여 여객기
조종사, 농업 방재인력 등의 일자리 감소로 이
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

4차 산업 혁명을 자동화기기의 확산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던

Mckinsey&Company(2017)는 800여 직업과 이
를 구성하는 2,000여 작업에 대하여 체계화, 표
준화 되어 있는 단순반복 및 자료처리 등의 작
업을 중심으로 자동화기기로 대체되어 전체 직
업 중

40% 이상의 직업은 작업 중 30% 미만만

이 자동화 기기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
론에 도달하였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이 진

행되어도 인력이 모두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 기기와 함께 협업을 하는 형태가 되며
이러한 기기를 관리하고 작동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노령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

불가피함을 이야기 하였으며, 기술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혀 다른 형태의 일자리

체와 축소뿐만 아니라 무인기 조종사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현재 무인기 조종사는 미래의 새로운 일자
리로 주목받고 있으며, 무인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분석, 가공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앞으로 더욱 많은 일자
리를 양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Euroconsult(2016)는 상업용 무인기 시장에
대해 무인기 생산과 함께 무인기 운용 및 관련
서비스분야를 함께 분석하였는데, 다음의

<그림

11>과 같이 무인기의 운용 및 활용 관련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상업용 무인기 생산규
모의 약 3배 수준으로 추정 하었으며, 2025년경
에는 약 7.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영상촬영분야의 경우 2025년 경에는
관련 운용 및 활용서비스 분야가 무인기 생산

12배 수준이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무인기 생산규모 대비 운용/활용서비스 규모가
규모의 약

작은 에너지인프라 관리 및 농업의 경우도 약

6배의 비율로 관련 서비스 분야가 성장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9)

역시 새로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Mckinsey&Company(2017)는 노동인구 감소

9) 미분류 서비스(other)의 경우 2016년 경 약 31배의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장태진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1 (2017) pp. 37~46

45

비교 분석한 결과, 향후 소형 멀티콥터 중심의
취미용 드론보다 상업용 분야가 더 빠르게 성
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중영상촬영 분야와 농
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토목/건설분야 및 에너지인프라 관리 등의 분
야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서비스
에 대해서는 신뢰성 높은 분석이 진행되기 어
려우며, 현재 활용 중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급격한 성장과 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자료
자료 : Euroconsult, 2016

를 통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향성을 살펴볼

그림 11 무인기 생산금액 대비 운용/활용서비스 시장
규모

필요가 있다.
한편, 무인기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한

요소라는 관점에서 민수 무인기의 확산은 산업
이와 같이 상업용 무인기 시장은 시장의 성

구조, 일자리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변

장과 함께 이를 운용하고 활용하는 관련 서비

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무인

스 분야의 성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기의 확산은 항공 촬영 및 농업 방제 등 기존

되며,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기존 일자

서비스의 대체보다 관련 활용분야의 경제성 및

리의 대체보다 더 큰 고용창출효과를 보일 것

효율을 향상시켜 전체 산업규모를 성장시킬 수

으로 예상된다.

있는 정밀농업, 에너지인프라 관리 및 토목/건
설 관리 분야 중심으로 옮겨 갈 것으로 전망되

4. 결 론

고 있으며, 그 외에 통신중계, 고고도 감시, 공
중 배송서비스 등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

군용 무인기의 민간분야 전용을 통하여 형성

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어 단

된 민수 무인기 산업분야는 기술발전에 따른

지 기존 일자리의 축소가 아니라 또 다른 성장

RC 모형기의 확산과 활용분야 확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반을 제공하여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

취미용

간단한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넘어서 다양한
센서와 분석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오래, 멀리
비행하며 기존의 항공촬영, 항공방제 등의 시

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민수 무인기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을 견인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수 무인기의

장을 대체하는 한편, 통신중계, 물류배송 등 새

확산과 그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개별

로운 서비스 제공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활용분야의 특성에 맞게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

정밀농업, 에너지인프라 관리, 토목/건설분야,

한 연구를 통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부작용을

영상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각한 성장이

최소화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

예상되는 상업용 무인기 시장에 대하여 다수의

련하여야 한다.

시장분석 및 전망자료들이 제시되었다.

Frost & Sullivan(2015), Teal
Group(2016), Euroconsult(2016) 등의 자료를
본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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