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차 위해정보평가위원회 회의결과
1. 회의 개요
1) 회의일자 : 2017. 6. 20.(화)
2) 참석 위원 : 재적위원 13명 중 11명 서면결의
3) 상정안건 : 드론 안전실태조사
4) 소관부서 : 안전감시국

2. 회의 결과
■ 심의안건 제1호 : 드론 안전실태조사
o 안건 주요 내용
-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증가하면서 ‘드론

배터리 폭발·화재’, ‘드론과의 충돌에 의한 부상, 조정거리 이탈로 인한 추락·충돌’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3년간(2015~2017.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
사례는 총 40건임.

- 드론 배터리의 폭발, 프로펠러에 의한 신체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이

필요하나, 현재 드론 관련 안전기준은「항공안전법」의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외하면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우리 원은 드론 전문가가 아닌 안전에 취약한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③표시실태에

①배터리

안전성,

②드론의

안전성,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배터리 안전성) 드론에 사용되는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과충전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회로(PCM, Protection Circuit
Module)가 필요하나, 8개(40.0%) 제품에서 보호회로가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됨.
·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기준(KC62133)을 준용하여 배터리의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1개 제품은 과충전 시험 기준을 미충족하여 폭발·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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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안전성)
·

20개 중 19개(95.0%) 제품은 송·수신거리 이탈시 경고 기능 없이 추락해 충돌로 인한
2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고, 1개 제품만이 배터리 방전시까지 호버링 기능이

작동됨.
·

배터리 방전 임박시 추락을 대비하기 위한 경고 기능은 20개 중 3개(15%) 제품
에만 채택되어 있었고(조종기에의 경고표시, 진동) 나머지 17개(85.0%) 제품은
배터리 방전 임박에 대한 경고 기능 없이 추락하는 것으로 확인됨.

·

20개 중 16개(80.0%) 제품에는 기본 구성품으로 안전가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신체접촉을 통한 상해 발생 예방보다는 지면 등과의 충돌에 대비한 프로펠러
보호용도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광고실태) 국내 유명 오픈마켓 등에서는 드론에 LED가 탑재되어 있어 야간비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해 개선이 필요하였음.
- 일몰후 일출전에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드론 배터리 등의 안전기준 마련 ▲ 야간

비행을 조장하는 광고 사업자에게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예정임.
o 논의 결과 : 원안 의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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