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O L IC Y
PROPOSAL

정책건의
드론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은 업무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사업 추진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3D기반 위원회 심의업무 지원
- 3차원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
-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기획부동산 대상지 확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건설현장 모니터링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한 재난 현장 탐색 및 시뮬레이션
-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재난 현장 탐색하고 시뮬레이션으로 활용
- 재해관리를 위해 재해 위험성이 높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도로 시설물 관리 및 민원 대응
- 도로의 건설 방향을 설정과 도로 시설물 관리 및 사업 관련 민원 처리에 활용

환경 분야에서는 현장 단속 및 시설물 관리 업무에 3차원 공간정보 활용
- 무단 방치 폐기물 단속,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효과 검토, 미세먼지 및 오염원 현장 확인

드론 공간정보 운영 및 분야별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필요
드론 기반의 공간정보 분야별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부서는 드론 운영 및 활용과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개편 필요
(1안) 현재 조직내에서 전담인력 충원 및 역할 정립을 통해 업무수요에 체계적으
로 대응
(2안) 토지정보과내에서 공간정보팀과 드론운영팀으로 업무조정하여,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사업 확대
- 전담인력 충원 및 드론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로 업무부서별 개별 운영되고 있는 드론
관련 사업 통합관리 및 사업 지원

(3안) 중장기적으로는 업무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별도조직인 드론통합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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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 관리 및 분야별 활용 실증사업 자체 추진

드론 공간정보 서비스 운영을 통한 드론 공간정보 활용 기반 및 서비스 지원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드론스페이스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드론 공간정보
를 통합관리하고, 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중복 구축 방지 기반 마련
장기적으로는 드론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 및 지자체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촬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드론 공간정보의 통합관리와 정보 공유
등에 수요에 대응
-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은 오픈 플랫폼으로 드론공간 정보 관리를 통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 및 공공분야 행정 서비스 확대
- 이를 통하여, 드론 기반의 공간정보 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기관 및 지자체간
공간정보의 원활한 공유 및 드론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확보

드론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한 지속사업 추진과 업무별 적용 과제 도출
드론 공간정보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속사업 발굴 및 지원
-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드론 공간정보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정책마켓 등을 통한 지자체 우수 사업 발굴 및 타지자체 확대 운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예: 드론열섬지도 사업)
- 드론 운영 및 활용 관련해서 추진중인 LX, 국토부 등 중앙정부 사업 참여지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적용 필요성 및 효과성을 고려한 선행과제 발굴
및 실증사업 추진
- 소방재난, 도시, 환경 분야 등에서의 활용 수요 및 가능성이 높은 사업 우선 추진 검토

드론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활용세미나 운영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를 위한 공모전, 세미나 등
주요 행사 개최하여 도민참여의 기회 제공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워크샵 운영을 통해 활용 사례를
공유하여, 업무적용을 위한 드론 공간정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
키워드 드론, 3차원 공간정보, 3D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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