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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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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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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차원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본 인프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4차 산업 혁명의 주역인 드론은 도정 핵심 사업으로 관련 기술이 계속 발전하
여, 다양한 영역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3차원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필수로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차원 공간정보 기반으로 각종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국토 및 도시문제의 해법
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영상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
- 드론 및 3차원 영상에 대한 관심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드론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드론을 통한 정사영상, 동영상 촬영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3차원 영상에 관한 촬영 요청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이 드론의 활용을 확산하고,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방안 필요
3치원 공간정보는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공간을 표현하여 디지털 트윈 실현 및
지자체 행정업무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도시 : 건물 안전 진단, 도로 시설물 및 안전 개선 등
- 환경 : 하천 공공시설 관리, 공원관리, 대기환경정보 시뮬레이션 및 실시간 정보측정 등
- 토지/주택 :빈집 정보 관리 골목길 보행편의성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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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 관광명소 가상 관광, 문화체육시설 모니터링 등
- 방재 : 산불예방 및 불법행위 모니터링, 보호수 관리 등

드론 기반의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수요 대응 및 활용 서비스 체계 마련
3차원 공간정보를 행정업무에 접목하여 주요 도정 사업에 대한 행정 혁신에
기여하고,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 서비스 구축방안 제시가 필요
드론 3차원 공간정보 수요 분석 및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추진 방향 제시
-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의 업무 활용 수요 분석
- 경기도 전역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는 국가3차원 공간정보 및 브이월드 연계 활용
- 도시 변화지역 및 3차원 공간정보 업무 활용도가 높은 대상지에 대해서는 드론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3차원 공간정보 수요에 대응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및 운영방안 마련
- 3D 기반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수요 분석
- 3D 기반의 분야별 업무 활용 모델 제시
- 3D 기반의 드론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 방안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
- 2021년 현재 기준

내용적 범위
-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공간정보 구축방안
-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공간정보 수요대응 및 활용서비스 도출
-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 및 운영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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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문헌조사 : 3차원 공간정보 기술 동향 및 활용에 대한 문헌조사
사례연구 : 3차원 공간정보 관련 사례조사
설문조사 : 드론 3차원 공간정보 업무 수요 및 정책 활용 우선순위에 대한 공무
원 설문조사
자문회의 및 인터뷰 :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자문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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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드론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를
직접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이거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들이 제시
되는 연구사업임
이임평 교수는 2016년 서울시와 함께 드론을 활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취득
하고 이를 이용한 파일럿 시스템을 개발하여 드론 활용 및 확산방안에 대하여
제시함
경기연구원에서 2018년 실시간 ‘경기도 무인기(드론)영상 통합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드론 영상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이 제시되
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운영방안 및 활성화 전략을 제안함
안종옥 교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0년 3차원
입체격자 체계 기반 국토 통합관리 지원기술을 개발함
[표 1-1] 선행연구
연구명

목적

이임평 외(2016).드론을 이
용한 공간정보 실증 및 활용 용
역, 서울특별시.

드론 공간정보를 이용한 3
차원 도시데이터 구축

옥진아 외(2018). 경기도 무
인기(드론)영상 통합구축 및 활
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경기도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분야도출 및 산업 활
성화 방안,전략 제시

안종욱 외(2020). 3차원 입체
격자 체계기반 국토 통합관리
지원 기술 개발, 국토교통부.

3차원 입체격자체계 기반
국토 공간 통합관리 원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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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드론 촬영 및 데이터 구축
 촬영성과 관리 파일럿 시스템
개발
 드론 활용 및 확산방안 제시
 드론영상정보 구축 및 활용 방
안 제시
 드론영상정보 운영 방안 및 활
성화 전략 제시
 3차원 입체격자 활용방안 및
실증서비스 연구
 3차원 입체격자체계 데이터 연
계 기술 개발
 3차원 입체격자체계 활용을 위
한 통합운영 기술 개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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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원 공간정보 구축
1) 3차원 공간정보의 개념
3차원 공간정보는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
합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본데이터를 의미함1)
3차원 공간정보는 항공사진, 드론영상 등을 통해 취득된 고정밀 영상 데이터에
DEM(Digital Elevation Model)과 같은 표고정보와 DSM(Digital Surface
Model), DTM(Digital Terrain Model)과 같은 지표면 모델을 포함한 개념
점점 고층화 및 복잡화되는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서 실제 공간을 유사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2-1] 3차원 공간정보 구현 모습

자료 : Cesium for Unreal 홈페이지(https://cesium.com/platform/cesium-for-unreal/, 2021.07.20. 검색).

1)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ngii.go.kr, 2021.07.20. 검색).

제2장 3차원 공간정보 기술동향 및 구축사례∣9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성과물2)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 성과물은 정사영상, 다분광
영상, 포인트 클라우드, DEM/DSM/DTM 등이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이 활용되
는 것은 2차원 데이터인 정사영상과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임
정사영상의 경우 지오레퍼런싱 하기 위해서는 항공영상삼각측량(Aerial
Triangulation : AT)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 GCP)와 매칭하여 지오레퍼런싱을 수행함
이 과정을 거쳐 3D 성과물인 포인트 클라우드, DEM, DSM 등을 생성하기 때문
에 정사영상 성과에 따라 측량을 재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DSM. 포인트 클라우드와 같은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 공간정보
가 획득되어야 하며, 공간정보 매핑을 위한 지도 생성 기술이 요구됨
3차원 건물 모델의 경우에는 전･후･좌･우면의 영상정보를 모두 취득하여 대상
물의 입체를 구현하며 세부 기하구성을 통한 실제 좌표를 갖고 있는 실감형
모델 구축
[그림 2-2] 드론을 활용한 건설부지 3D 지도 제작 기술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 :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
드맵”.

2) 옥진아(2018). 경기도 무인기(드론)영상 통합구축 및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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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는 드론의 3차원 활용도가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이기도
하며, LH의 경우에는 건설 공정종류별로 정사영상 뿐만 아니라 건물 또는 단지
단위의 3D 모델을 구축 및 활용하고 있음
DSM과 정사영상을 ‘토공 및 기초공사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토공
량을 산출하고 정밀 등고지도를 제작하여 시공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음
드론영상을 이용한 3차원 건물 모델(IFC OBJ, KMZ 등의 형상모델 기반)을
이용하여 BIM 연계형 안전 시뮬레이션에 활용 가능함
원하는 부지에 3차원 건물 모델을 제작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술을 통해
주택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림 2-3] BIM 연계 안전 시뮬레이션 사례

자료 : 올포랜드(2018). “BIM기반 드론 및 영상처리기술 활용 건설공사 현황 모니터링 기술개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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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원 공간정보 구축방법
3차원 공간정보는 일반적으로 정사영상, 실감정사영상, 수치표고모델, 세밀도
에 따른 3차원 지형지물 객체모델을 의미함
3차원 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을 기
반으로 구축되고 있음
항공, 드론 등으로 항공측량 또는 항공레이저측량을 통해 구축되는 정사영상의
경우 「영상지도제작에 대한 작업규정」에서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실감정사영상은 정사영상을 기반으로 3차원 객체모델을 만들기 위해 보정한
자료로 영상의 왜곡과 기복변위를 제거한 영상을 의미함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 또는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에 따
라 취득한 지표면의 높이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3차원 공간정보로는
DEM(Digital

Elevation

Model),

DSM(Digital

Surface

Model),

DTM(Digital Terrain Model)이 있음
3차원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2차원 데이터의 위치정보(X, Y 정보)
뿐만 아니라 높이 정보(Z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표고모
델을 통해 지형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 중 DSM의 경우 지표면의 모양뿐만 아니라 건물 및 식생 등과 같은 지형지물
이 표현되어 있어 이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형지물만을 분리하여 객체
화하고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실 세계와 완전히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은 기술적, 비용적으로도 비효율적이
므로 활용 정도와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세밀도
(Level of Detail, LOD)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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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3차원 공간정보 정의 및 구축방법
구분

정의

구축방법

정사영상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
을 실시한 영상

 수치영상자료, 기준점 성과, 수치
표고자료, 수치지도 수집
 표정 및 정사편위수정
 영상집성 및 융합
 보안지역 처리

실감정사영상

정사영상에 나타나는 건물 표면의
폐색영역을 3차원 객체 모델자료
기반으로 보정한 영상

 정밀 DSM 생성
 영상 왜곡 및 기복변위 제거 위한
보정

DEM
(수치표
고모델)

수치지면자료(또는 불규칙 삼각망
자료)를 이용하여 격자형태로 제작
한 지표 모형

 정표고로 변환된 수치지면자료를
이용하여 격자자료 제작
 격자는 불규칙삼각망, 크리깅 보
간 또는 공삼차보간 등 정확도 확
보가능한 보간방법으로 제작

DSM
(수치표
면모델)

원시자료를 기준점을 이용하여 기
준좌표계에 의한 3차원 좌표로 조
정한 자료, 지면 및 지표 피복물에
대한 점자료

 타원체고를 정표고로 변환

DTM
(수치지
면모델)

수치표면자료에서 인공지물 및 식
생등과 같이 표면의 높이가 지면의
높이와 다른 지표 피복물에 해당하
는 점자료를 제거한 점자료

 수치표면모델을 필터링하여 제작
 기존 수치표면모델 또는 수치표
모모델의 인접 접합점을 이용해
두 자료 일치시켜야함
 인접접합점의 표고는 제작하고자
하는 수치표고모델의 격자간격과
동일반경내에 있는 수치지면자료
의 표고 평균으로 결정

LOD1

3차원 단순 입체도, 평평한 지붕구
조 가진 블록형태로 건물 묘사

 1/1,000 수치지형도, 수치표고
모형(1m), 실감정사영상 활용하
여 구축

LOD2

LOD1에서 지붕의 구조와 경계면
이 좀 더 세밀하게 표현

 수치지형도, 수치표고모형, 실감
정사영상 활용하여 구축

LOD3

LOD2에서 건물의 창문, 출입문 등
벽면 표현과 지붕의 돌출부 등과 같
은 세부 구조가 표현

 LOD2 자료의 세밀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데이터 자체 제작 및 구축
 드론, MMS, 지상사진, 스트리트
뷰, 측량 및 현지조사 성과 수집

LOD4

LOD3에 실내구조까지 표현됨

 BIM 활용 및 건축물 설계도면 활용

수치
표고
모형

3차원
가시화
모델

자료 : ｢영상지도제작에 대한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6-429호, 2016.02.12.), ｢항공레이저
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6-429호,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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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정사영상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사진측량(Photogrammetry)기
술이 활용됨
사진측량은 물리적인 접촉 없이 표면과 물체의 속성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기술로 항공측량, 드론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
사진측량을 통해 2차원 영상정보 형태로 구축된 데이터를 중첩 및 매칭하여
3차원 공간정보로 복원할 수 있음
[그림 2-4]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방법

자료 : 네이버랩스 홈페이지(https://www.naverlabs.com/storyDetail/165, 2021.07.20. 검색).

이러한 과정을 통해 취득된 일반적인 정사영상(Ortho Photo)은 전문가가 아니
어도 제작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지형지물의 거리, 각도 및 수평/수직 위치좌표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음
그러나 지형 변화에 따른 왜곡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 표현되는 건물
옆면과 같은 기본변위가 존대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치표고모델(DSM)을 기반으로 3차원 도화방법
으로 실감정사영상(True Orthophoto)을 제작하는 방법이 활용됨
실감정사영상은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해 디지털 항공사진을 정사편위수정하여
추출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과 영상지도 제작에 관한
작업규정에 따라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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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일반정사영상과 실감정사영상의 차이

일반적인 정사영상

실감정사영상

자료 : 중앙항업(2013).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실감정사영상(True Orthophto) 자동제작 사용 소프트
웨어 개발.

수치표고모델
수치표고모델은 항공레이저 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등을 통해 구축되며, 수
치표면모델(DSM : Digital Surface Model), 수치지면자료(DTM : Digital
Terrain Data), 수치표고모델(DEM : 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할 수
있음
수치표면자료는 원시자료의 기준점을 기준 좌표계에 의한 3차원 좌표로 조정한
자료로 지면 및 지표 피복물에 대한 점자료를 의미함
수치표면자료는 조정이 완료된 원시자료의 타원체고를 정표고로 변환한 자료이
며, 이를 격자형태로 제작한 지형모형이 수치표면모델(DSM)임
수치지면자료는 수치표면자료에서 식생, 인공지물 등과 같이 표면의 높이가 지
면의 높이와 다른 경우 지표 피복물에 해당하는 점 자료를 필터링한 자료
수치표고모델은 정표고로 변환된 수치지면자료 또는 불규칙삼각망자료를 이용
하여 격자형태로 제작한 지표모형을 의미함
- 이 때, 격자는 불규칙삼각망, 크리깅 보간 또는 공삼차보간 등 정확도 확보가능한 보간방법
으로 제작함
- 정확도는 실측된 기준점과 수치표고모델과의 표고 차이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및 RMSE를 구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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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3차원 수치표면모델(DSM)

자료 : 네이버랩스 홈페이지(https://www.naverlabs.com/storyDetail/165, 2021.07.20. 검색).

드론촬영 성과를 이용한 수치표고모델 제작공정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
량 작업지침」과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의 많은 부분을 준용하여 이루어짐
- 작업계획 및 준비단계에서는 현지답사 및 촬영계획 등이 필요하며 기준점측량의 경우
대공표지를 설치해야 함
- 드론측량, 항공삼각측량, 점군 추출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수치표고모델을 제작
- 최종적으로 정리점검 및 성과품 제작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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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드론촬영 성과를 이용한 수치표고모델 제작공정
구분

제작과정

작업계획
및 준비

 현장답사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촬영대상지가 선정된 후 실시
 현장답사 과정에서 무인비행장치 이･착륙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고, 전체
촬영지역의 현장상황을 파악하며, 특히 안전에 위협이 되는 비행 장애요소 및 장애
물 등을 확인
 지상기준 점측량의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촬영대상지 주변지역의 통합 기준점 및
수준점을 확인하고, 지상기준점 선점을 위한 위치 검토와 대공표지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
 촬영대상지 주변의 전신주 및 송전탑 등 장애물을 확인하며, 장애물 주변지역의
무인비행 장치 비행여부를 확인
 촬영계획은 정밀도, 사용장비, 지형 형상,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중복
도는 촬영 진행방향 65% 이상, 인접 코스간 6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높이차
등이 있는 경우 중복도 높여 촬영
 촬영대상면적, 촬영고도, 중복도, 비행코스 및 카메라의 기본정보를 무인비행장치
전용촬영계획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이론적인 지상표본거리, 촬영 소요시간, 사진
매수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비행허가 및 촬영허가를 신청

드론측량

 드론측량은 설정된 비행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하여 촬영을 수행
 촬영비행은 시계가 양호하고 구름의 그림자가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맑은 날씨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촬영비행은 계획촬영고도에서 가급적 일정한 높이로 직선이 되도록 하며, 계획촬
영 코스로부터의 수평 또는 수직이탈이 가능한 최소화 되도록 함
 대공표지의 설치는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름. 다만, 측량목적 달성에 지장
이 없는 경우 공공측량 시행자와 협의하여 형태 및 설치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기준점
측량

대공표지

지상기준점 배치

 지상기준점 배치는 작업지역의 형태, 코스의 방향,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하여 외곽
및 작업지역에 고르게 배치하되, 작업지역의 각 모서리와 중앙부분에 지상기준점
을 배치
 지상기준점 수량은 1㎢당 9점 이상 원칙
 평면기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의 공공삼각점측량, 네트워크 RTK 측량과
「항공사진량작업규정」의 지상기준점측량 방법을 준용하며, 표고기준점측량은 「공
공측량작업규정」의 공공수준점측량을 준용
 공공측량시행자가 승인한 경우 측량방법 변경 가능하며, 평면 및 표고기준점의
정확도는 「공공측량작업규정」 또는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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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항공
삼각측량

제작과정
 항공삼각측량은 자동매칭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광속조정법 및 이에 상응하
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삼각측량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결합점 자동선정, 결합점의 3차원 위치계산, 영상별 외부표정요소 계산 등임
 외부표정요소 계산은 광속조정법 등의 조정 방법에 의해 결정하며, 조정계산 이후
의 기준점 잔차, 연결점 및 결합점의 조정 값으로부터의 잔차는 평면위치와 표고
모두 아래 표 이내이어야 함
 결합점이 요구되는 정확도를 만족할 때까지 오류점의 재관측 및 추가 관측을 자동
및 수동으로 실시하여 재조정함
최종성과물 축척
1/500~1/600
1/1,000~1/1,200

표준편차(m)
0.14m
0.20m

최대값(m)
0.28
0.40

 무인항공사진의 외부표정요소 등을 기반으로 영상매칭방법을 이용하여 고정밀 3
차원 좌표를 보유한 점군을 추출
 점군 추출 시 요구되는 점밀도를 만족하도록 소프트웨어에서 추출 옵션을 설정
포인트
클라우드
추출

점군자료

자동분류

검수 및
수동분류
수치표고
모델
제작

정리점검
및
성과품
제작

자동분류 결과(지면)

자동분류 결과(건물)

 수치표고모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점군자료에서 지면자료를 자동분류해야하며,
소프트웨어 마다 차이는 있으나 자동분류 시 지면뿐만 아니라 식생, 건물, 도로,
송전선 등도 자동분류가 가능함
 자동분류 시 세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있는 반면에 분류 항목만
설정하고 세부 옵션 설정은 없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음
 점군자료에서 자동분류 된 지면자료를 작업자가 육안으로 검수를 수행함
 검수는 3차원 뷰어, 정사영상, 격자모델 등을 이용하며 잘못 분류된 지면자료를
선택 후 수동분류를 수행하여 삭제 또는 다른 분류영역으로 이동시킴
 종횡단면도의 제작이나 토공량의 산출을 위해서는 인공지물과 자연지물이 제거된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야 함
 수치표고모델 제작은 사용목적과 점밀도를 고려하여 불규칙삼각망, 크리깅
(Kriging)보간 또는 공삼차보간등의 보간방법으로 제작하여 규정된 정확도를 확보
해야함
 마지막으로 정리점검 및 공정별로 요구하는 성과품 제작을 수행하며, 공정별로
요구하는 성과품은 다음과 같음

- 측량 결과 : 관측기록부, 점의조서,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성과표, 관측데이터
- 무인항공사진촬영 결과 : 무인항공사진, 촬영기록부, 촬영코스별 검사표
- 항공삼각측량 결과 : 성과 파일, 레포트 파일, 프로젝트 백업파일
- 수치표고모델 결과 : 수치표고모델 검사표, 오류 정정표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2020).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분야 활용 활성화 정책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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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국토공간정보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3차원 위치좌표로 지형지물의 위치 및 기하정보를 표현
하고, 속성정보 및 가시화정보 등이 추가된 정보를 의미하며 3차원 교통데이터,
3차원 건물데이터, 3차원 수자원데이터, 3차원 지형데이터가 이에 해당함
[표 2-3]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
대분류

중분류
도로

3차원 교통데이터

철도

세분류
단위도로면(차도면, 인도면)
도로교차면
단위철도면
교량(교량, 입체교차부)

교통시설물

터널(터널, 지하차도)
도로교통시설물(육교)

주거용 건물

일반주택
공동주택
공공기관
산업시설

3차원 건물데이터
주거외 건물

문화/교육시설
의료/복지시설
서비스시설
기타시설
하천부속물(댐, 보)

3차원 수자원데이터

전문수자원

호안
제방
하천면

3차원 지형데이터

-

-

자료 :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9-146호, 2019.5.23.).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에 따르면,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3차원
공간 데이터 형식인 3DF-GML로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며 OCG CityGML 형
식과 호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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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은 개방형 공간정보 국제표준기구로
500여개 이상의 기업,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도시공간을 3차원 공간정보로 가시화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은
공간정보 국제 표준 기구인 OGC에서 제정한 국제표준들이 준용되고 있음
현실 세계의 도시 공간정보를 3차원 공간 객체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정의하
는 것이 3차원 공간 데이터 모델이고, 이와 관련된 국제표준이 CityGML임
CityGML은 도시공간을 5개의 단계의 세밀도(LOD : Level of Detail)를 이용
하여 3차원으로 가시화하는 것이 특징
CityGML의 세밀도는 축척에 따른 표현내용, 정확도, 일반화, 건물부속물, 지붕
표현방법 등에 따라 정의되어 있음
- LOD 0은 지형만을 표현하며, LOD1부터 LOD4까지 건물을 표현함
- LOD 1은 건물객체를 박스형으로 표현하며 지붕은 평편한 형태를 갖으며, LOD 2부터
건물 부속물에 대해서 표현되며 지붕의 모양도 갖게됨
- LOD 3은 건물 외벽에 대해서 세밀하게 표현되며 지붕도 실제에 가까운 모양을 갖고,
LOD 4는 현실과 매우 비슷한 형태이며 실내 공간에 대한 표현도 추가됨
[그림 2-7] CityGML 세밀도(LOD)에 따른 건물 표현

자료 : OGC(2012). OGC CIty Geography Markup Language(CityGML) Encoding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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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국토공간정보 역시 CityGML과의 상호운용성 유지를 위해 세밀도를 이
용하여 데이터를 가시화하며, 교통, 건물, 수자원, 지형 데이터는 각각 세밀도
별로 가시화정보 제작기준에 따라 제작됨
[표 2-4] 3차원 건물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
세밀도

제작기준



Level 1



블록 형태
지붕면은 단색 텍스처
수직적 돌출부 및 함몰부 미제작
단색, 색깔 또는 가상 영상 텍스처



Level 2



블록 또는 연합블록 형태
지붕면은 색깔 또는 정사영상 텍스처
수직적 돌출부 및 함몰부 미제작
가상 영상 또는 실사 영상 텍스처



Level 3



연합블록 형태
지붕구조(경사면) 제작
수직적 돌출부 및 함몰부까지 제작
가상 영상 또는 실사 영상 텍스처

제작 예

 3차원 실사모델
 지붕구조(경사면) 제작
Level 4  수직적ㆍ수평적 돌출부 및 함몰부까지
제작
 실사 영상 텍스처

자료 :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9-146호, 20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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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기술3)
3차원 수치표고모델 및 공간정보 구축 과정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
- (영역 ①) 드론 촬영을 통한 점군자료 추출 및 수치표고모델(DSM/DTM) 제작
- (영역 ②) 2차원 기초자료와 수치표고모델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생성/편집

아래 그림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기도 내 3차원 공간정보를 단기간에
제작 및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8]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절차

자료 : 안종욱(2021). “드론을 활용한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전략”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적용 기술
각 적용 기술 방식의 비교 및 장/단점 분석 결과, 경기도 내 핵심 도시 등 3차원
공간정보 표현을 위한 기술은 영상과 LiDAR를 결합한 방식(영상+LiDAR)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3) 이 부분은 안양대학교 안종욱 교수의 자문원고 “드론을 활용한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전략”을 요약하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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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기술별 3차원 공간정보 공정방식 비교
공정

도화 방식

면형 센서

 항공사진 측량
3차원 항공사진  항공레이저 측량
공간정보
측량
 MMS 측량
기초
자료 가시화
 MMS 측량
현지 조사
취득
정보
 현지 조사
및
편집
 속성정보 취득
속성정보  기존 수치표고
기타
취득
 정사영상 등

다방향 센서

영상 매칭

영상+LiDAR

 항공사진 측량
 항공레이저 측량
 MMS 측량

항공사진 측량
항공사진 측량 항공레이저
측량

 MMS 측량
 현지 조사

일부 현지 조사
필요

 속성정보 취득
 기존 수치표고
 정사영상 등

속성정보 취득 속성정보 취득

시설물(건물)
데이터 제작

3D 모델  3D 모델 수동 제작  3D 모델 수동 제작 3D 모델 자동 생성
(LOD 2)
수동 제작
3D 모델 수동 편집
(LOD별)
(LOD별)
(LOD1)
(LOD 3)

교통 데이터
제작

3D 모델  3D 모델 수동 제작  3D 모델 수동 제작
3D 모델 수동 제작
수동 제작
(LOD 3)
(LOD별)
(LOD별)
(LOD1)

수자원 데이터
제작

3D 모델  3D 모델 수동 제작  3D 모델 수동 제작
3D 모델 수동 제작
수동 제작
(LOD별)
(LOD별)
(LOD별)
(LOD1)

지형 데이터
제작

수치표고모형
수치표고모  수치표고모형 편집  수치표고모형 편집 편집
형 별도  불연속선 수정/편집  불연속선 수정/편집 불연속선
수정/편집

수치표고모형
편집
불연속선
수정/편집

가시화 자료
취득

가시화
자료 편집  가시화 자료 편집

 가시화 자료 편집

가시화 자료
편집

가시화 자료
편집

가시화 정보
작성

 가상 텍스처
텍스처
별도 작업  실사 텍스처
 3D 모델 일치

 가상 텍스처
 실사 텍스처
 3D 모델 일치

 실사 텍스처  실사 텍스처
 3D 모델 일  3D 모델 일
치
치

구조화

속성정보
 속성정보 입력
입력

 속성정보 입력

속성정보 입력

3DS

CityGML 자료 변환

자료 변환

3DS

3DS

자료 : 안종욱(2021). “드론을 활용한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전략”
주 : 시설물, 교통, 수자원 데이터 제작은 표준 데이터셋 세밀도 수준/ 가상/실사 편집 실사 해상도는 12㎝이내

- 구축 기간 , 비용. 신뢰성 등을 구축 방식별로 상대 비교하여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해상도
및 정확도의 우수성과 상대적 비용에 따라 영상+LiDAR 방식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이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도화방식, 면형센서 이용방식, 다방향
센서 이용방식, 영상 매칭 방식, 영상+LiDAR 방식 등이 있음
도화 방식의 경우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한 구축 방법으로 저비용으로 3차원 공
간정보 생성이 가능하나 저해상도에 데이터 세밀도는 LOD1 수준이고 수작업

제2장 3차원 공간정보 기술동향 및 구축사례∣23

으로 데이터를 제작하고 텍스쳐도 별도로 제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면형센서는 도화방식에 항공라이다측량와 MMS 측량이 추가되어 좀 더 정밀
한 데이터 취득은 가능하나 도화방식과 동일하게 LOD별로 3차원 공간정보를
수동 구축해야하며 영상을 한 장씩 촬영하기 때문에 고비용이 발생함
- 영상매칭을 통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방법은 영상 간의 GCP를 매칭하여 데이터를 구축하
는 방법으로 LOD2 수준은 자동으로 데이터 구축이 가능함
- 그러나 이 방식은 영상간의 GCP 매칭을 위해 중복도 70% 이상의 항공사진이 요구되며
자동생성 시 왜곡 보정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해 데이터 구축 비용이 높은 편임

영상과 LiDAR를 결합한 방식은 영상매칭과 거의 비슷한 방법이나 다른 방식에
비해 비용 대비 고효율의 영상제작이 가능함
- 항공라이다를 통해 취득된 데이터를 통해 텍스쳐 확보가 가능하여 영상매칭에 비해 좀
더 정밀한 데이터 가공이 가능함
- 또한, 이 방식은 국제 표준인 CityGML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간의 상호운용성
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 2-9] 3차원 공간정보 구축기술

자료 : 이진혁(2021).“디지털트윈국토 구축을 위한 전국 3차원 공간정보 추진방향”, 새로운 위치기준 포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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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례
1) 드론 3차원 공간정보 활용 분야
현재 3차원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예측 및 시뮬
레이션 분야에서의 활용이 두드러짐
3차원 공간정보의 가장 큰 장점은 2차원 데이터에 비해 좀 더 현실세계를 사실
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쉽다는 점임
또한 전문가들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공간에 대하여 예측 분석을 수행할
때, 좀 더 쉽게 내용을 적용하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기에 용이함
공공분야의 경우 건축 및 공공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장 많으며, 특히 도시 기본
계획이나 지하･지상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지자체 등에서도 도시시설물 관리나 문화재 관리 등에서 3차원 공간정보 시각
화를 통해 업무에 활용하거나 입체적인 도시 관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군사 분야에서는 군사 작전 등을 목적으로 한 시설 배치, 지상전, 군사 이동과
같은 전략･전술･시뮬레이션 상황에 3차원 공간정보가 활용됨
민간에서도 인터넷 포털의 지도서비스나 게임, 네비게이션 사업에서 3차원 공
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표 2-6] 3차원 공간정보 활용 분야
구분
공공분야

3차원 공간정보 활용 분야
 기본계획 : 도시기본/관리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재건축계획 등
 지상/지하시설물 관리 :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문화재 관리, 도시방재, 소방업무

지자체 업  3D 단순활용 : 도시시설물관리, 문화재관리, 공원녹지관리, 건축물 인허가
무분야  3D 심화활용 : 3차원 시설물관리, 입체적 도시관리, 도시환경관리, 관광, 홍보
군사분야

 전략/전술/시뮬레이션 : 시설의 배치, 군사이동, 시가전, 지상전, 폭격, 화생방 등

생활/
과학분야

 생활분야 : 건축, 토목구조물의 설계진단, 시설물 화재 예측 시뮬레이션
 소음피해 진단 및 전파분야 활용

민간분야

 토목, 건설을 위한 정보제공
 3D 게임 및 네비게이션 산업
 인터넷 포털 지도서비스

자료 : 서울특별시청 분야별 정보 (공간정보)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gov/archives/1380,
2021. 07.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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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에서 3차원 공간정보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활용이 두드러짐
3치원 공간정보는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공간을 표현하여 디지털트윈 실현 및
지자체 행정업무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3차원 공간정보는 항공측량, 드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 가능하며, 드론을
이용한 경우 일반적인 항공측량에 비해 범위는 좁지만 원하는 대상지역을 빠르
고 저비용으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현재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도시 : 건물 안전 진단, 도로 시설물 및 안전 개선 등
- 환경 : 하천 공공시설 관리, 공원관리, 대기환경정보 시뮬레이션 및 실시간 정보측정 등
- 토지/주택 : 빈집 정보 관리, 골목길 보행편의성 분석 등
- 문화 : 관광명소 가상 관광, 문화체육시설 모니터링 등
- 방재 : 산불예방 및 불법행위 모니터링, 보호수 관리 등
[그림 2-10] 업무 분야별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예시
도시계획

도로/교통

토지/건축물

지형측량 현황도 작성

고가도로 BIM 설계

심의위원회 자료 활용

환경

방재

문화/관광

일조량분석

소방시설물 모니터링

관광지 VR체험

자료 : 이석배(2019).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분야 활용 활성화 정책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서울시, 집안에서도 3D로 실감나게 보는 ‘디지털판 서울’ S-map‘개시’”, 서울보도자료(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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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론 공간정보 사업추진 현황
국토교통부, 드론 사업지원을 위해 ‘3차원 드론길’ 구축
국토교통부는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전용의 ‘3차원 드론길’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드론길4)이란 드론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3차원 공간정보와 비행에 필요한
장애물 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개념의 3차원 드론 경로를 의미함
[그림 2-11] 3차원 격자기반 드론길 개념도

자료 : “드론 신사업 지원을 위한 3차원 드론길 구축 프로젝트 시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07.21.).

4) “드론 신사업 지원을 위한 3차원 드론길 구축 프로젝트 시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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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지형의 높이나 전신주, 송전탑 등과
같은 장애물에 대한 정보 부재함에 따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임
또한 최근 국내외 물류 업체에서 드론 택배, 택시 등에 관심을 보이며 도심지역
에서의 드론을 운용했을 때 안전 관리 문제도 함께 대두됨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드론의 다양한 신사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드론의 안전 비행 및 장애물 정보가 포함된 드론용 3차원 정밀지
도 사업을 추진함
먼저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는 3차원 격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이 때, 3차원 격자체계는 다양한 인문사회 데이터들을 3차원 격자망으로 표현
된 공간데이터와 융합하여 격자별로 다양한 정보를 표현한 공간정보 모델
[그림 2-12] 3차원 격자체계 개념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20). 3차원 입체 격자 체계기반 국토 통합관리 지원기술 개발.

드론길이 마련되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공역과 드
론이 비행할 수 있는 드론전용공역을 만들고 2025년에는 드론 택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추후 2023년에 드론교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2025년부터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택시 시범서비스를 구현해 민간 드론 택시 상용화도 추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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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에서 해양환경 및 선박 현황을 목적으로 드론 매핑 기술 도입
기존 해양 우류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람이 직접 방문하여 오염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안 방제작업 설계를 실시하였음
드론으로 오염사고가 발생한 해안가를 촬영하고 해안가 영상 데이터를 3차원
공간정보로 변환하여 해안가의 길이나 경사도 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
짐
해안가 지역에 대해 구축한 드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대규모 부유쓰레기의
분포량을 산정하는데도 활용되어 항행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
진시키는데 기여함
또한, 드론 자동비행을 통해 선박의 배열 및 지나온 항적을 추적하고 선박 내의
물건 위치도 파악할 수 있어 장기 계류 선박 확인이 가능함
[그림 2-13] 해양환경분야에서의 드론 공간정보 활용
해안오염 취약지역
3차원 가시화

대규모 부유쓰레기 분포량 산정

장기계류 선박 확인

자료 : 해양환경공단(KOEM) 블로그(https://blog.naver.com/koempr/222176561228, 2021.07.20. 검색).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드론 공간정보를 3D 프린트와 연계･활용하여 지질
조사를 수행함
지질조사와 자원 탐사 분야에서는 주로 인공위성, 항공측량, 지상조사 등을 통
해 분석이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드론이 점차 활용되고 있음
지질 자원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다분광(Multi-spectral), 라이다(LiDAR),
열화상(Thermal), 초분광(Hyper-spcetral) 센서 등 원격탐사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드론 영상과 결합하여 고차원적인 지질 데이터를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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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방사능, GPR, 전자탐사 등이 가능한 물리탐사 드론을 이용하여 지중정
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드론 공간정보의 지질분야에서의 활용은 더 넓어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차원 기반의 도시, 드론정밀지형모델을 활용하여 드론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함
이 플랫폼에서는 지질 분석을 위한 현장관리 뿐만 아니라 지형 모니터링, 사면
안정해석, 절리면 분석 등 다양한 고차원적 분석이 가능함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의 3차원 지질모델링 플랫폼과 VR/AR 플랫폼과도
연동되어 드론을 통해 구축한 3차원 정밀 지질 모형을 실제 현장과 같이 현장
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정밀지형모델을 3차원 프린터로 출력하여 지질학적으로 의미있는 성산일출봉
또는 독도와 같은 곳의 현장관리도 함께 수행되고 있음
[그림 2-14] 드론데이터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3차원 지질 모형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블로그(https://blog.naver.com/kigamblog/221825849932, 2021.07.
20. 검색).

스마트 건설 위한 건설현장 드론 도입 및 활용
건설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을 3차원 영상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
으로 절토량, 성토량 등의 시공물량을 자동산출하는데 활용함
고난도 공사가 필요한 초고층 빌딩이나 초장대 교량의 경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론이 접근하여 균열을 직접 확인하는 등 건설시설물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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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이 가능함
또한, 3차원 입체 영상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
에 일일작업량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공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됨
[그림 2-15] 태양광 설치 위한 3차원 설계 활용

자료 : 드론데이터의 3차원 설계활용(태양광) 블로그(https://blog.naver.com/promess/222063263890,
2021.07.20. 검색).

국공유지 관리(지적재조사 포함) 3차원 드론영상을 활용한 국･공유지 지적
현황 측량
인천시 부평구에서는 삼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드론 영상을 취득하여 3차원 데
이터로를 구축하여 국공유지 이용현황을 파악함
기존의 지적현황측량 방법은 측량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드론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를 통해 점유면적, 지적현황, 측량
면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국토정보공사는 드론을 활용하여 전북 일대의 지방도 300km 구간과 경북 울릉
군의 공유지 2천 736필지에 대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수행함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실태조사가 목적이었으며, 드론 공간정보를 이용하
여 불법점유 현황을 적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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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드론을 활용한 국공유지 현황조사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2016).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효율화 방안 연구.

공공행정에서의 드론 3차원 공간정보 활용(토지이용현황 및 보상지원)
추후 보상대상 선정시 민원 및 다툼이 발생한다면 근거자료로 드론영상이 활용
될 수 있는 부분임
좌측은 2019년 우측은 2020년에 촬영한 사업지구내 토지로, 2019년에는 확인
할 수 없었던 수목 및 컨테이너를 2020년 영상에서는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17] 드론을 활용한 사업지구 토지이용 확인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2021). “드론 특화사업 업무보고 발표자료”.

공공측량과 공공측량과는 다르게 지적측량에는 지역별로 측량성과차이가 발생
하며, 지적도를 일률적으로 매칭시 지형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적측량성과가 반영된 지적중첩도를 드론영상에 반영
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지형과 지적을 일치시킴으로써 더 높은 위치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 및 보상업무에 있어 좀 더 나은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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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드론을 활용한 사업지구 보상지원 업무 활용
토지이용현황 파악

정확한 보상의 근거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2021). “드론 특화사업 업무보고 발표자료”

보상업무에 사용되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90도로 바라본 정사영상이기
때문에 지형물의 유무와 위치파악은 용이했지만 층수라던가 업종 재질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현장에서는 드론영상과 로드뷰로 실내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로드뷰
최신화가 된 지역이 많지 않고 지상에서 바라본 기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경기본부에서는 360도 항공뷰를 제작하여 보상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드론영상뷰를 통해서 담장 안에 항아리가 몇 개가 있는지
농작물이 배추인지 무인지 수목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로드뷰에서는 높은
펜스에 가려 확인할 수 없었던 내부를 항공뷰로 확인 가능
실제 보상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항공뷰 도입 이후 인력 및 기간이
약 60%가량 단축된다는 피드백이 되고 있음
[그림 2-19] 드론을 활용한 사업지구 360도 항공뷰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2021). “드론 특화사업 업무보고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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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광 3D 가상 콘텐츠 구축, 관광투어 서비스
LX 경기본부는 360도 항공뷰를 보상업무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업무에
적용하고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천군 재인폭포 3D 정밀 측량업무에 적용하
여 관광, 홍보 분야에 활용하고 있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증받은 제인폭포를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마
치 증강현실처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존의 360도 항공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동영상을 매칭하여 실감나는 영상을 구현
[그림 2-20] 드론을 활용한 문화 관광 분야 360도 뷰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2021). “드론 특화사업 업무보고 발표자료”.

3차원 드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소방최단경로 도출 및 소방 도상 훈련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가평소방서와 함께 드론 공간정보를 활용한
소방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함
화재발생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화재 발생지점까지 소방차가 진입가능
한 도로 정보와 화재 발생지점에 대한 건축 구조물에 대한 정보임
이 정보들을 3차원 공간정보와 결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화재상황에 대응하
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역 내 노유자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공간정보를 취득하여 출동 경로를 도출하고 실내공간정보를 통해 도상훈
련 시뮬레이션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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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방차량 출동 경로의 경우 네비게이션 상의 최단경로가 노상주차, 불법
주정차, 도로점허가등이 고려된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이 방식을 개선하고자 노유자 시설을 중심 도로들에 대해 드론 촬영이 실시되었
으며, 도로폭에 대한 실측조사,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불법주정차 등
에 대한 총괄적인 현장조사가 수행되어 출동 예상 경로를 도출해냄
해당 경로는 추후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서 주요 교차로
CCTV 소방서 긴급출동 지원과 연계되어 돌발상황 등에 반응하여 좀 더 정밀한
소방차량 출동경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1] 드론을 소방차량 출동경로 구축과정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2020).“LX 소방지원 서비스 발표자료”.

기존 가평소방서에서의 도상훈련은 화재진압 작전도 및 차량 배치도, 층별 평면
도 등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이미지 형태로 작업한 결과물을 가지고 진행됨
그러나 단순 평면도만으로는 화재진압을 위한 진입로 확보 및 실내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3차원 데이터가 필요함
특히 도상훈련과 같이 미리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에서는 더더욱 실내공간정보
까지 표현 LOD4 레벨의 3차원 공간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가평소방서에서 1.6km 떨어진 가평군립 한석봉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
적기반의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함

제2장 3차원 공간정보 기술동향 및 구축사례∣35

도상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필요한 데이터 구축 작업은 평균 1일
정도임
단순히 건축물의 입체 단면만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평면도도 함께
표현되어 스프링클러 전체 단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나중에 CCTV, 열탐지기와 같이 센서 신호 및 IoT와 연계될 수 있다면, 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층별, 공간별로 비식별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음
[그림 2-22] 3차원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수행될 도상훈련 예시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2020).“LX 소방지원 서비스 발표자료”.

드론을 활용한 3차원 하천 모델링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7년 「드론을 활용한 3차원 하천 모델링
경진대회」를 실시함
8개 대학교 12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주비전대 김가람
학생팀의 경우 갑천 지역에 대해 드론 촬영을 수행하여 구축한 3차원 DSM의
수목 등의 지형지물을 제거해 DEM을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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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드론을 활용한 갑천 3차원 지형 모델링

자료 : “드론 활용 하천 관리 분야의 청년 인재 역량 발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07.28.).

우수상을 받은 팀에서는 드론과 근적외선 센서를 융합하여 녹조 등을 모니터링
하는 하천 관리 기술을 선보임
장려상 팀에서는 3차원 하천 모델을 구축하여 가용 저수량을 산정함

3) 3차원 공간정보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사업 추진 현황
’2020년도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
체들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국토교통부의 경우 정밀도로지도, 실내공간정보, 3차원 수치표고모형 구축 등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융복합 기술 개발 관련 산업이 진행될 예정임
공간정보 Dream 플랫폼은 활용기관 서버에 저장된 공간정보를 지도로 표출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책지도 제작지원시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임
혁신성장을 위하여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고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 관리, 중공업 분야의 GIS 활용 물류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간정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 서비스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같은 국가 보유 데이터 및 카카오
등 586개의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20년 1월부터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3차원 가시화 모델을 최신화하고 있음
긴급상황 위치 전송 서비스, 교통약자 경로안내 등과 같이 국민 생활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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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위하여 실내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하철･역
사･공항 등 66개의 시설이 대상이고 이와 더불어 항공라이다를 이용한 1m급의
전국 시도 대상 수치표고모델(DEM)이 구축되고 있음
2027년 고속도로 자율 주행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밀도로
지도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도로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을 3차
원으로 표현한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기본 인프라임
[표 2-7] 국토부 3차원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사업(2020)
사업명

사업 내용

 사용기관별 보유 DB 공간화하여 관리 및 자체적 공유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Dream 플랫폼
맞춤형 활용환경 서비스 구축
활용 및 공유 확산
 다양한 수준의 공간정보 활용 영역에 대해 입체적 분석 가능하도록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공간정보 기술개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배포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
등 추진
 지하공동구의 화재/재난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트윈기술 활용한
지하공동구 상시 감시 및 재난관리 기술개발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 서비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신규 공간정보 확대 및 민간 참여유도를 통한
3차원 가시화 모델 최신화
실내･3차원 공간정보 구축

 지하철 역사, 공항 등 66개 시설 대상 실내 공간정보 구축
 전군 시/군 대상 수치표고모델 구축

 도로/교통체계 고도화 및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관리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전자지도
DB 구축
자료 : 국토교통부(2020). “2020년도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사업 중 디지털 트윈 분야가 계획되어 있으며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이 됨
2020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국토교통부 추진사업
중 디지털 트윈 분야 주요 사업은 3차원 지도, 정밀도로지도, 공동구/댐, 스마트
항만, 스마트 시티임
세부적으로는 3차원 통합지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정밀도로지도 구축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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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입체적 분석을 위한 것으로 지하시설물 6종, 지
하 구조물 6종, 지반 3종을 합쳐 총 15종의 정보가 통합된 지하공간 3차원
타합지도를 의미함
- 지하시설물 : 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난방
- 지하구조물 : 공동구, 지하철, 지하보도, 차도, 상가, 주차장
- 지반 : 시추, 관정, 지질

현재 8개 특별시, 광역시 포함 25개의 시에 대한 3차원 통합지도가 구축된 상황
이며, 2022년까지 전국 3차원 통합지도가 구축될 예정임
[그림 2-24]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 구축 절차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3차원 공간정보는 주요 도시들에 대하여 3차원 지형 모델과 12cm급의 고해상
도 영상 데이터를 구축하여 디지털 트윈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
이 때, 3차원 공간정보는 수치표고모형(3차원 지형), 12cm 급의 영상지도, 3차
원 건물 입체 모형을 의미함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 미래차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의 뒷받침이 됨
도로의 규제정보, 시설정보 등 도로 주행환경에 대한 정보를 3차원의 고정밀
데이터로 구축한 정보를 의미함
자율주행차량에 부착된 센서 정보와 결합하여 주행정보를 결정하며 기상악천
후, 센서 이상 등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처하여 안전한 도로 주행환경을 구축하
기 위해서도 정밀도로지도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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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3차원 공간정보 구성요소 구축 예시 (오산시 일대 3차원 공간정보)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지자체 단위에서도 서울시의 3D 버츄얼 서울 구축 사업 등 다양한 3차원
공간정보 관련 사업이 추진
서울시는 3차원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Virtual Seoul 시스템
(S-Map)을 개발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IoT 기반의 소방 시설물 실내
공간정보, 실시간 기후정보, 안전한 골목길 정보를 탑재함
[그림 2-26] 서울시 버추얼 서울(S-Map) 시스템 화면

자료 :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https://smap.seoul.go.kr/, 2021.07.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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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드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여 3차원 도시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민참여형의 관광컨텐츠 및 경관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
[그림 2-27] 대구시 3D 지도 서비스

자료 : 대구3D지도 홈페이지(http://3d.daegu.go.kr/, 2021.07.20. 검색).

- 3차원 건물 객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역사문화자산, 대구10味 정보에 대해서는 세부
정보까지 제공함
- 3차원 분석 서비스로는 일조권, 경관, 건물높이 측정, 경사도 측정, 거리 재기, 면적 재기,
절토량/성토량 측정이 있음
- 일부 지하철 역에 대해서는 실내공간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정보, 실거래가 정보가 함께 조회

성남시는 자율주행환경 구축 및 도로시설물의 입체적 관리를 위하여 3차원 도
로 DB 구축 사업을 진행중임
- 이 사업을 통해 MMS(Mobile Mapping System)을 이용하여 도로상의 모든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들을 3차원 데이터로 취득하여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함
- 2020년 3월 6일 시작되어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지역의 4m 이상 도로 374m에 대해
MMS 측량을 이용해 cm 급의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취득함
- 취득된 데이터는 도로시설물의 관리와 자율주행환경 마련 뿐만 아니라 추후 2018년부터
드론을 이용해 구축된 점군데이터와도 결합하여 디지털트윈의 기반으로도 활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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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성남시 고정밀 3차원 도로 DB 구축 사업

자료 : “‘폭염 대처’ 성남시 전국 최초 드론 띄워 열지도 만든다”, 성남시 보도자료(2019.08.14.).

청주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정밀영상을 구축하고
재난위험지역관리체계를 마련함
-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과 같은 사면재해 281곳에 대해
드론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영상데이터를 취득
- 31곳의 재해위험성이 높은 붕괴위험지역은 라이더(LiDAR)를 드론에 탑재해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함
- 실제 지형 정보와 동일하게 표현된 3차원 지형모형으로 경사와 향 등과 같이 위험요소정보
를 추출하여 재난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 대응 기반을 마련
[그림 2-29] 청주시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관리체계

자료 : “청주시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관리체계 구축사업 완료”, IPC종합뉴스(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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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의 입체적 감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 미세먼지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첨단대기 측정
장치가 장착된 차량 및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 차량에 탑재된 장비는 약 1400여 종의 유해대기오염물질과 악취물질에 대해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드론에 탑재된 센서는 미세먼지와 악취물질 등 15종에 대한 측정이
가능함
-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이 투입되며, 이 때 드론은 현장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여 사료를
채취하여 정밀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드론을 다양한 고도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전반적 대기 상황을 3차원으로
모니터링하여 추적 및 관리할 수 있음
- 이 시스템은 산업단지의 오염지지도 작성, 대기오염 또는 악취 배출원 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임
[그림 2-30]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결과 3차원 시각화

자료 : 미세먼지 측정드론, 스니퍼 4D 드론측정 블로그(https://m.blog.naver.com/realms7/2215185334
21, 2021. 07.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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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지자체 3차원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사업(2020)
지자체

서울시

사업명

사업내용
 민관협력으로 3차원 공간DB 구축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소방시설물 실내공간정보 구축
3D Virtual Seoul 시스
 도시바람길 및 대기질 시뮬레이션 실시
템 구축사업
 공원, 전통시장, 골목길 등 거리뷰 미구축 지역 대상
3차원 공간정보 분석 통해 안전한 골목길 정보 구축
 디지털트윈 및 드론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변화정보를
빠르게 구축 및 갱신
 시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3D관광 컨텐츠)

대구시

3D 공간정보 수정제작 및
시민 참여 콘텐츠 구축

성남시

 MMS 이용 3차원 고정밀 도로DB 구축
고정밀 3차원 도로 데이
 드론을 이용한 3차원 점군 데이터와 결합하여 디지터
터베이스 구축 사업
트윈 구축 예정

청주시

드론을 활용한 재난위험  급경사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3D 데이터베
지역 관리체계 구축
이스 구축

 미세먼지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모니터링
충북보건환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첨단대기 측정장치가 장착된 차량 및 드론을 이용한
경연구원
시스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자료 : 국토교통부(2020). “2020년도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안)”. “성남시, 정밀 디지털지도 구축한다”, 성
남시정소식지(2020.03.26.),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충북보건환경연
구원 보도자료(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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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원 공간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사례
1)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은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한 서비스
브이월드는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 서비스하고, Open-API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 공간정보 활용체계임
브이월드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주요 부처, 대기업,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자체 등에서 3차원 모델, 행정주제도, 오픈 API를 활용한 부동산, 방범, 시설
관리, 기상, 게임 등 9개 분야 200여개의 서비스가 제공됨
[그림 2-31]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

자료 : 브이월드 홈페이지(https://map.vworld.kr/map/ws3dmap.do, 2021.07.20. 검색).

브이월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총 6종의 기반공간정보와 188개의 행정공
간정보로 구성됨
기반 공간정보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지형자료, 3차원 건물, POI, 지도(배경지
도, 하이브리드맵)의 총 6종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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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간정보는 용도지역지구도, 연속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사업지구경계
도, 항공정보도, 문화재보호도, 188개(소분류 기준)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음
[그림 2-32] 브이월드 제공 데이터

자료 : 공간정보산업진흥원(2021). “공긴장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워크샵 자료”.

자율차, 드론 등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본격화
에 따라 지형 3D, 건물･도로 3D 사업 추진중
브이월드에서 제공하는 3차원 입체모형은 건물 및 시설물 데이터이며, 세밀도
별로 구축 및 갱신작업이 수행되고 있음
- LOD 1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범위에 대한 데이터
를 서비스하며, LOD 3과 LOD 4에 대해서도 도심지역 위주로 서비스되고 있음
- 2012년~2014년 전국 주요도시 대상으로 LOD4 수준의 3차원 모델링이 구축되었으며,
이후 2018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LOD1 모델을 전국단위로 구축함

46∣드론 기반의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성화 방안

[표 2-9] 3차원 공간정보 현황(브이월드)
자료명

구축지역

3D
가시화모델
실감정사영상
수치표고모형
원본
데이터

정사영상
실내공간정보
POI
2D 배경지도
북한 위성영상
세계위성영상
배경 1종
지도 3종
하이브리드

2D
영상

서비스
데이터

수치표고모형
3D
영상
실내 실내공간정보

도심지
전국
3D구축지역
3D구축지역
일부
전국(2개권역)
일부
전국(2개권역)
일부지역
전국
전국
북한
전세계
전세계
남한/북한
남한/북한
세계 해양 일부
세계 육지 일부
북한
남한
전세계
위도 60~-56
남한
북한
3D구축지역
전세계 해양
전세계 육지
북한
남한
일부

데이터범위
구축연도
제공기관
LOD4
‘09~’14
국토부
LOD3~4
구축시
타기관
LOD1
‘17~’18
지리원
25cm
‘09~’14/매년 국토부/타기관
1m
‘09~’16
국토부
1m
‘17~’20
국토부(지리원)
5m
매 2년
지리원
25cm
‘15~’16
지리원
25cm
‘17부터 매 2년
지리원
LOD2~3
‘13~’20
지리원/타기관
‘20.8월
지리원
‘20.8월
지리원
1m
‘20
항우연
15m
‘15
TerraMetrics
3-19Lv.
OSM
6-19Lv.
‘20.8월
지리원
6-19Lv.
‘20.8월
지리원
6-7Lv./480m
OSM
6-7Lv./15m
OSM
6-16Lv./1m
‘20
항우연
6-19Lv./25cm
‘18~’19
지리원
0-6Lv./1km
NOAA
0-9Lv./90m
SRTM
0-14Lv./5m
매년
지리원
0-14Lv./3m
매년
SRTM리샘플
0-15Lv./1m
‘09~’16
0-6Lv./480m
EASTVIEW
0-10Lv./15m
EASTVIEW
0-14Lv./1m
항우연
0-16Lv./25cm
‘18~’19
지리원
LOD2~3
‘13~’20
국토부

자료 : 공간정보산업진흥원(2021). “공긴장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워크샵 자료”.

- 대구광역시와 카카오에서 LOD3~4 수준의 3차원 모델 성과물을 구축하여 이를 브이월드
에 업데이트함
- 최근에는 IFEZ(송도, 청라, 영종지역)에 대해 매년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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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세밀도별 브이월드 3차원 입체모형 구축 현황
구분

지역

객체수

구축기관

서울, 6대광역시, 경기 22
개시 등 59개시

1,704,006

국토교통부

수원, 세종, 인천, 안산 등
13개시, 4개군

348,098

타기관
(지리원, LH, IFEZ 등)

LOD3

대구광역시, 경기도 일부

574,555

타기관
(대구광역시, 카카오)

LOD1

전국

15,254,638

국토지리정보원

LOD4

자료 : 공간정보산업진흥원(2021). “공긴장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워크샵 자료”.

3차원 공간정보 사업으로는 지형 3D, 건물･도로 3D 사업 및 실내공간정보 서
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지형 3D 사업은 전국도심지 1m 고정밀 DEM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며, 건물･도로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ISP계획 수립을 진행중에 있음
- 실내공간정보 서비스 사업으로 매년 3~5개 지역 철도역사 실내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항을
수행 중임
[표 2-11] 3차원 공간정보 사업 추진계획
사업
지형 3D

내용

연도별 추진계획

 전국 도심지 고해상  21년 도심지 수치표고모형을 고정밀(5m->1m) 구축
도 DEM 전국 통합  22년부터 전국 확대
※ 현재 1m 수치표고 모형은 전국의 약 38.7%구축
DEM 구축

 21년에 사업 타당성 분석 후 기본계획 수립
 ISP 결과 반영하여  22년까지 수도권 구축
건물･도로 3D
중장기계획 수립
 23년 전국 도심지 구축완료
※ 현재 건물･도로 3D는 도심지 약 7.7 구축

 2013~2014년 서울역(KTX, 공항철도), 시청역 외
27곳 지역 철도역사 및 랜드마크 구축
실내공간정보  매년 3~5개 지역 철  2015-21019년 인천 국제공항, 강릉아이스아레나
서비스
도역사 구축 수행
외 22곳 지역 철도역사 및 랜드마크 구축
 2020-2021년 광명역, 천안아삭역, 김천구미역, 부
평역 보안성 검토 후 오픈예정
자료 : 공간정보산업진흥원(2021). “공긴장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워크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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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지도 서비스 개선과 브이월드 데스크톱의 특화된 3차원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3차원 활용 서비스 제공
3D WebGL 2.0을 도입하여 플러그인 추가 없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3차원 그
래픽 렌더링 가능
- 기존 브이월드는 3차원 공간정보를 서비스받기 위해서 설치해야하는 플러그인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후 MS 엣지 브라우저, 구글 크롬 브라우저 등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 서비스들이 액티브
X, NPAPI의 지원을 중단하면서 WebGL 기반의 SW 개발이 이루어짐
- 이에 따라 WebGL(Web Graphic Library) 2.0을 도입하여 플러그인을 추가하지 않아도
모든 브라우저에서 호환이 가능하고 3차원 그래픽을 빠르게 랜더링할 수 있게 됨

브이월드 데이크톱에서는 특화된 3차원 기능으로 사용자가 제작한 3D 모델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3D 데스크톱에 탑재하여 활용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3차원 전용 프로그램에서는 일조 분석, 시계열 서비스, KML 파일
띄우기, 프리젠테이션 등 총 21개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
[그림 2-33] 브이월드 서비스 내용

자료 : 공간정보산업진흥원(2021). “공긴장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워크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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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rtual Seoul(S-Map) 플랫폼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Virtual Seoul(S-Map)을 구축
버추얼 서울(Virtual Seoul, S-map)은 디지털 트윈 환경의 가상 서울을 구축
해 다양한 정책 결정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모의실험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참여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됨
[그림 2-34] 스마트서울(S-Map)

자료 : 스마트서울 포털 홈페이지(smart.seoul.go.kr/, 2021.07.20.검색)

데이터는 지형정보(DEM, DSM), 지하시설물(전기, 가스 등 6대 지하시설물),
2차원 공간정보, 건물 및 교통정보, 3차원 실내공간정보, 3차원 실외공간정보,
POI 별 콘텐츠로 구성되며, 각종 정보들은 3차원 공간에서 시각화됨
2019년 네이버랩스와 함께 DB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전역의 항공사
진을 취득하고 대규모 영역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함
- 버츄얼 서울(Virtual Seoul)은 서울을 디지털 트윈 환경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도시 분야에
대해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여 정책적 대응이 가능한 플랫폼5)
- 서울시 3차원 모델은 605.2㎢ 면적 범위에 대해 25,463장의 항공사진을 작업하여 구축되

5) 자료 : 스마트서울 포털 홈페이지(smart.seoul.go.kr/, 2021.07.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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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DSM형태로 3차원 모델을 완성하고 항공사진을 더해 텍스쳐 처리 후 실감형
3차원 모델을 생성함

공공건축물 및 서울권역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해서는 뉴딜사업을 진행하여 실내
공간정보구축 사업단을 운영하고 3차원 실내도시모델을 구축함
또한, 3차원 객체별(건물, 교통시설물)에 대해 고유 ID를 부여하여 시계열적
자료 갱신 및 관리를 위한 서울시 인덱스 체계를 구축함
[그림 2-35] 3차원 객체에 대한 서울시 인덱스 체계

자료 :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2021). “서울 전역 디지털 트윈 완성 S-MAP 기자설명회 자료”

Virtual Seoul 플랫폼은 3차원 기본지도 및 통합플랫폼, 활용 모델 개발의
단계로 진행됨
S-Map은 3차원 기본지도로 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만 대상으로 선
정하여 지상, 지하, 실내, 지반의 데이터들이 구축됨
- 지상 : 서울시 전역에 대한 지형(605.23㎢) 및 시설물(1,2,3종)
- 지하 : 상･하수도, 가스 등 6대 지하시설물(49,748km) 및 공동구
- 실내 : 공공, 교육, 문화체육시설 등 2,499개 건물
- 지반 : 지질도, 등고선, 추정단면도, 측량기준점 등 구축

3차원 데이터의 경우 국제표준인 CityGML을 적용하여 데이터 간의 호환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였고 행정용은 8cm급, 시민용은 25cm급으로 구축됨
전체 시 전역의 건물들은 LOD 3 수준으로 구축되었고 일부 실내공간정보를
포함한 건물들은 LOD 4 수준으로 구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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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대한 전체 갱신은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2년마다 갱신되고 있으며, 재
건축 등 주요 변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드론, MMS 등을 활용하여 부분
갱신을 수행함
- 전체 갱신 : 1차(18~19년, 네이버) → 2차(20년, 서울) → 3차(22년, 네이버 예정)
- 부분 갱신 : 1차(20년, 정밀구축 건축물) → 2차(21년, 도시변화지역)

2022년에는 도시센서정보와 중장기적으로는 이동객체정보도 함께 추가되어
서비스될 예정임
3차원 기반 통합플랫폼은 분석 모형에 맞는 적절한 지도 환경이 세분화되어
구축되며, 3차원 데이터의 통합 DB 관리체계가 운영됨
- 시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모든 데이터들은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DB
관리체계가 운영됨
- 3차원 데이터는 버추얼서울 DB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3차원 공간정보는 시계열 변화를
누적관리하고 서비스 타일맵은 최종버전만 관리하여 데이터 경량화
- 실내외 드론 공간정보는 3차원 가상콘텐츠로 관리되며, 드론성과가 DB 관리체계를 통해
공유됨
[그림 2-36] 서울시 3차원 기반 통합플랫폼의 분석모형에 따른 지도환경 세분화

자료 :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2020). “스마트한 도시관리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Vitual Seul 종합 계획”

도시공간을 3차원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실험할 수 있는 다부서 협업 모델로 활용됨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심의업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3차원 기반의 심의 지원
시뮬레이션을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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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재무국 협업모델
- 도시계획정보(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등), 위원회 심의안건, 개발이력, 조망점, UPIS
등의 활용 업무별 분석자료를 수집 및 관리하여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 도시계획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및 설계 시뮬레이션, 도시재생사업 공모시 개별 공모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
[그림 2-37] 서울시 3차원 기반 통합플랫폼의 도시개발 분야 시뮬레이션

자료 :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2020). 스마트한 도시관리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Virtual Seoul 종합 계획.

재난 안전 분야는 도시의 재난안전 및 화재 관리를 위해 소방대상시설 화재안전
관리 및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활용 모델을 개발함
- 서울시 안전총괄실 및 소방재난본부 협업모델
- 실시간으로 소방시설물을 관리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은 곳의 안전지원 모델을 개발함
- 활용데이터는 건축물 도면정보, 소방시설(11종) 위치정보, 소방IoT 정보, 도로교통정보,
CCTV정보, 기상정보 등
- 실시간으로 소방시설(스프링쿨러, 소화전 등) 위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가상으
로 소방 도상훈련등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점관리대상의 시설물이나 노후 지하시설물들의 3차원 도면을 이용하여 생애주기
(Life Circle)를 관리하여 안전강화 서비스를 구현함
- 이 서비스에는 시설물 설계도면, 시설준공 및 관리정보, 시설물 제원정보(사용자재, 내구연
한 등), 안전진단 이력정보, 시설물 IoT 정보 등이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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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서울시 3차원 기반 통합플랫폼의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지원 활용 모델

자료 :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2020). 스마트한 도시관리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Virtual Seoul 종합 계획.

기후 환경 분야에서는 도시의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문제 등의 환경 개선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함
- 서울시 기후환경 본부, 푸른도시국, 수도권 기상청 협업 모델
- 도시 열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조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
- 이에 활용된 데이터는 가로수정보, 녹화사업 정보, 토지피복정보, 연도별 기온정보, 도시
IoT 온도 정보, 시민 민원정보, 계절별 바람정보, 기상정보 등
- 이 모형을 통해 열섬 발생지역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녹지 조성에 따른 열섬 저감 효과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바람길 시뮬레이션은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개발된 모형이며, 바람 흐름에 따른 산불
확산 대응 정책에도 활용 가능함
- 활용데이터는 실시간 바람정보, 기상정보, 미세먼지 발생정보, 녹화사업 정보, 토지피복정
보, 도시 IoT 온도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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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서울시 3차원 기반 통합플랫폼의 바람길 시뮬레이션 모델

자료 :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2020). 스마트한 도시관리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Virtual Seoul 종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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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인천광역시는 미래형 도시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GIS 인천 서비스를
확대하여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를 구축하고자 함
인천은 2013년부터 클라우드형 GIS 포털 서비스인 ‘스마트 GIS 인천’라는 지
도 중심의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도시계획, 도시재생, 경관심의 등 상시 시뮬레이션 가능한 분야에 대해 디지털
도시 모델 구축이 필요해지면서 3차원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함
2019년 5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0일의 기간동안 진행되었으며,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를 위해 항공라이더 데이터 및 수치표고모델, 3차원 건물데이
터, 지하공간통합 데이터를 구축함
[표 2-12] 인천시 3차원 가상도시 사업 내용
구분
서비스
구축

3차원 디지털
가상 도시 구현

항공라이다
데이터 구축
3D Map
시각화

사업 내용
 3D 베이스맵 구축
 건축･경관심의･시설물 설치 전･바람길 사전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바람길 시뮬레이션 체계
 스마트도시계획 워크플로우 구성
 478㎢(강화, 옹진군 제외)

수치표고모델 구축  355㎢(강화, 옹진, IFEZ 제외)
3차원 건축물
데이터 구축
지하공간통합
지도 데이터 전환

하드웨어 환경 구축

 신규: 167,483개동
 갱신: 31,652개동(연수, 남동), 4,333개동(IFEZ)
 인천시 전역





디스크어레이 1식(72TB)
NAS 디스크 2식(30TB)
Server 디스크 3식(1TB)
HI TAM 4.0 2식

자료 : 인천광역시(2019). 인천광역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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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LiDAR 항공측량으로 인천 전역(일부지역 제외)을 직접 촬영하여
3차원 데이터 구축
웅진, 강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인천 전역의 범위에 대해 항공라이다 촬영
하였고,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을 위해 점군데이터를 생성함
- 세부적인 지형지물 모델링을 위해서는 건물과 지형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 측량을 통해 취득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ArcGIS라는 GIS SW를 이용하여 지면, 건물,
식생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이 작업을 통해 수치지형모델인 DTM, 지면, 구조물, 식생이 모두 표현되는 DSM, 정규화
된 수치표면 모델인 nDSM을 생성함
- 생성된 격자 데이터는 50cm, 1m, 30m의 3가지 사이즈로 변환함
[그림 2-40] 인천시 촬영 구간

자료 : 인천광역시(2019). 인천광역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사업.

3차원 건물데이터는 먼저 2차원 건물데이터를 취득하여 데이터를 매칭하는 방
법으로 구축함
- 국토지리정보원의 연속수치지도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DB의 건물데이터를 기반으
로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과 매칭한 데이터로 2차원 건물데이터를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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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원 폴리곤 형태의 건물데이터는 DSM의 높이 값에 따라 분할하고, 건물과 DTM,
DSM, nDSM을 이용하여 ArcGIS내 솔루션을 이용해 3차원 건물 데이터를 생성함
- 자동생성된 건물 데이터 중 인천 내 관공서, 대형체육시설, 병원, 역사적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편집작업이 수행됨
[그림 2-41] 인천시 3차원 건물 데이터

자료 : 인천광역시(2019). 인천광역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사업.

3차원 가상 도시 실현을 위해 지상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지하구조
물과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지하구조물 (출처 : 인천광역시) : 지하철역사, 지하철 선로, 공동구,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 지하시설물 (출처 : 국토교통부) : 하수관거(암거), 배전-지중 전력구, 배전-지중 관로,
천연가스배관, 열배관(지역난방용수송배관), 시내통신지하, 상수관

지하시설물 및 지하구조물 데이터는 3차원 객체인 3DS 파일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의 기본 GIS SW인 ArcGIS 플랫폼에서 바로 적용되지 않아
멀티패치 형태로 변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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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인천시 지하시설물 포함 3차원 베이스맵

자료 : 인천광역시(2019). 인천광역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사업.

3차원 가상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GIS기반의 3차원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인천시는 건물심의, 도시경관 심의, 시설물 설치 전후 분석,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등 과 같은 건축･도시 분야에서의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를 개발함
[그림 2-43] 인천시 3차원 베이스맵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

자료 : 인천광역시(2019). 인천광역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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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은 ArcGIS Pro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별로 규칙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분석 파라미터에 대해서 개별 서비스를 발행하고 레이어에 On/Off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
물을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건축심의, 경관심의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각각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함
- 건축심의에서는 일조 기준 준수에 따른 층수 및 디자인 변경요청, 건축물 외부 디자인
검토, 지붕구조물 또는 옥탑부 디자인 일관성 검토, 배치 및 평면도 검토(채광, 동선,
조닝 등), 건축･도시 법규에 따른 건축선 변경시 3차원 베이스맵 활용이 가능하였음
- 경관심의 분야에서는 조망경관계획 시 바람길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
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조망에 대한 검토 시 활용가능함
[그림 2-44] 인천시 건축 심의 시뮬레이션 – 일조권 분석

자료 : 인천광역시(2019). 인천광역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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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 디지털 트윈
전라북도 전주시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수행
전주시는 LX와 2018년 8월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주시 효자동 일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상
반기를 목표로 전주시 전지역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구축될 예정임
[그림 2-45] 전주시 디지털 트윈 구축 과정

자료 : LXTV ‘한국판 뉴딜 10대과제. LX 디지털트윈 홍보영상’ (https://youtu.be/EeFRyk9AGag,
2021.07.20. 검색).

처음 시범사업에서 구축된 3차원 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3차원국토공
간정보작업규정」을 준용하였으며, CityGML의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세밀도 개
념을 참고해 데이터를 모델링함
모든 시설물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적, 예산적, 기술적 부분의 한계가 있어 활용
도가 높은 도시시설물을 선정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었고, 선정된 건물 및 도
로는 CityGML 세밀도를 기준으로 구축됨
- LOD1은 수치지형도, 수치표고모형, 실감정사영상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자동구축 솔루션
을 적용해 3차원 데이터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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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D2는 LOD1에서 사용된 데이터 외에도 국토지리정보원, 전주시 등의 협조로 3차원
도화성과, 도로명주소, 지하공간정보가 추가로 사용됨
- LOD3부터는 세밀한 표현을 위해 자동화가 불가능해지며 드론, MMS, 스트리트뷰, 측량
성과, 지상사진 등을 수집하여 건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3차원 모델이 구축됨
- 드론 촬영영상을 기반으로 대상지의 정사영상과 DSM이 구축되었고 MMS는 정밀도로지
도 및 기초자료로 활용됨
- LOD4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데이터나 건축물 설계도면을 활용하는
방법이 활용되며, 건물의 구분(학교, 업무시설, 소방서 등)에 따라 대표 건물을 하나씩
선정하여 구축함
[표 2-13] 전주시 LOD별 수집 및 활용된 데이터
구분

지역,면적

LOD0

전주시 전역
약 205㎢

기초데이터
1:5,000 수치지도

제공처
국토지리정보원

포맷
shp

수치표고모형(DEM)

국토지리정보원

tif

행정경계
국가공간정보포털
(시군구, 법정동, 행정동 등)
연속지적도

LOD1

LOD2

LOD3

LOD4

도청주변
약 16㎢

효자 5동
약 4㎢

도청중심
약 0.24㎢

실험사업
대상지 9개동

shp
shp

1:1,000 수치지도

국토지리정보원

shp

건물 수치지도
(도로명, 건축물 통합)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포털

shp

건물현황측량 성과

한국국토정보공사

shp

실감정사영상

실감정사영상

tif

3차원도화성과

3차원도화성과

dwg

지하시설물

지자체

shp

드론영상

자체수집

jpg, tif
las, jpg, shp

MMS자료

자체수집

VRS 측량성과

자체수집

스트리뷰

민간 지도포털

jpg

현지조사성과

자체수집

jpg

건축물 설계도면

지자체,민간

dwg, pdf

BIM

지자체,민간

ifc

현장사진(실내)

자체 수집

jpg

자료 : LX(2019). 디지털트윈이 가져다 주는 스마트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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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실증사업에서는 전주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트윈을 기반의
활용서비스들이 마련됨
실증사업의 대표 서비스로는 실시간 하천 모니터링, 어린이 보호구역 예측서비
스, 천만그루나무 심기 등이 있음
‘실시간 하천 모니터링 서비스’는 전주천 인근 2곳에 수질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트윈 상에 시각화한 서비스
이 서비스에서는 용존산소량, 온도, 하천수위 등 14개 수질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이상징후 발견 시 전주시의 담당 공무원이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임
실시간 기상정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천 발생시 하천 범람 정도를 직접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고 범람 범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
[그림 2-46] 전주시 하천 모니터링 서비스

자료 : LXTV ‘한국판 뉴딜 10대과제. LX 디지털트윈 홍보영상’ (https://youtu.be/EeFRyk9AGag,
2021.07.20. 검색).

‘어린이 보호구역 예측 서비스’는 어린이구역의 범위를 반경 300m 범위로 설
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 데이
터를 활용한 서비스임
CCTV도 함께 연계하여 어린이 통학 환경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분석을 통해 기존 어린이구역 범위를 어린이 교통사고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
운 어린이 구역 범위로 확장시키는 예측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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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예측서비스

자료 :LXTV ‘한국판 뉴딜 10대과제. LX 디지털트윈 홍보영상’ (https://youtu.be/EeFRyk9AGag,
2021.07.20. 검색).

또한 전주시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천만그루 나무 심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열섬 현상 등과 같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사업임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 디지털 트윈을 통해 먼저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수종, 수목 등에 따라 원하는 범위 및 위치에 나무를 배치하고 분석하여 미세
먼지 및 열섬현상 해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음
[그림 2-48] 전주시 천만그루 나무심기 서비스

자료 : LXTV ‘한국판 뉴딜 10대과제. LX 디지털트윈 홍보영상’ (https://youtu.be/EeFRyk9AGag,
2021.07.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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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시사점
3차원 공간정보는 일반적으로 정사영상, 실감정사영상, 수치표고모델, 세밀도
에 따른 3차원 지형지물 객체모델을 의미함
3차원 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을 기
반으로 구축되며, 필요한 데이터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세밀도(Level of
Detail, LOD)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
3차원 공간정보는 항공측량, 드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 가능하며, 드론을
이용한 경우 일반적인 항공측량에 비해 범위는 좁지만 원하는 대상지역을 빠르
고 저비용으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표 2-14] 3차원 공간정보 구축시 항측기반, 드론활용비교
구분
센서
구축범위
장점

항측기반 3차원공간정보








대축척지도제작용 디지털카메라
다방향카메라
하이브리드 센서(CityMapper)
1㎢ 이상의 도시 규모
광범위한 디지털트윈자료 구축
디지털트윈 초기 구축 활용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술안정
성 확보

단점

 비용이 높음
 기상조건에 따른 촬영시간 소요
 소규모지역 갱신에 비행기 활용
제약 발생

활용범위

 도시규모 및 광범위한 지역의 디
지털트윈 구축

드론기반 3차원공간정보
 일반 드론 활용(단, 수직영상+경사영상
촬영)
 1㎢ 미만의 건물 규모
 건물 단위 갱신 위주 활용
 항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촬영이 신속하고
용이
 소규모지역 데이터획득 용이
 수직영상과 경사영상 촬영 별도 수행 필
요(회전익 드론 주로 활용)
 일반적으로 Mesh형 3차원(지형과 지물
이 붙어있는 일체형) 자료 생성
 Object형 3차원 자료 제작 기술이 보편
화 되어 있지 않음
 소규모지역 갱신
 정밀 도시모델링 수행 : 교량, 고가, 비정
형 건물

3차원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예측 및 시뮬레이
션 분야에서의 활용이 두드러짐
3치원 공간정보는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공간을 표현하여 디지털트윈 실현 및
지자체 행정업무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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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공간정보의 가장 큰 장점은 2차원 데이터에 비해 좀 더 현실세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쉽다는 점임
- 또한 전문가들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공간에 대하여 예측 분석을 수행할 때, 좀 더
쉽게 내용을 적용하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기에 용이함

지자체 업무에서 3차원 공간정보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활용이 두드러짐
공공분야의 경우 건축 및 공공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장 많으며, 특히 도시 기본
계획이나 지하･지상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도시 : 건물 안전 진단, 도로 시설물 및 안전 개선 등
- 환경 : 하천 공공시설 관리, 공원관리, 대기환경정보 시뮬레이션 및 실시간 정보측정 등
- 토지/주택 :빈집 정보 관리 골목길 보행편의성 분석 등
- 문화 : 관광명소 가상 관광, 문화체육시설 모니터링 등
- 방재 : 산불예방 및 불법행위 모니터링, 보호수 관리 등

경기도 전역의 3차원 공간정보는 국가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연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은 항측기반으로 3D 모델 자동구축
방식을 적용한 국가지리정보원 3차원 공간정보 및 브이월드 기반의 구축데이터
연계 활용
- 3D 정밀도는 경기도 전역은 브이월드에서 제공하는 건물데이터는 LOD1~LOD2 수준의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여 구축

변화지역이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이 효율적인 분야 및 사업
대상지 중심으로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추진 필요
소규모 지역 및 업무별, 사업대상지별 정밀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은 드론을 활용
- 분야별 활용수요가 높은 3차원 공간정보 활용과제 도출
- 변화탐지 및 시범사업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기구(OGC)에서 제시한 규격 LOD
3(0.5m급), LOD 4(0.2m급) 수준으로 드론기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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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공간정보 수요분석
1. 경기도 드론 공간정보 활용 현황
경기도 드론운영 현황
경기도는 현재 토지정보과에 정사영상 요청을 할 경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하여 촬영을 수행하고 있음
무인비행장치(드론) 촬영 및 정사영상 등 자료제공 : 연중
- (행정지원) 각종 위원회 심의자료, 사업 진행현황 등 항공영상 제공
- (안전관리) 접근이 어려운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및 3D 촬영 지원
- (불법단속) 개발제한구역, 하천 등 시계열 촬영으로 데이터 축적ㆍ관리

토지정보과에 따르면 2017년 정사영상 요청 건이 40건인데 반해 2020년에는
620건으로 무려 15.5배 상승함
이는 영상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업무의 활용도가 높음
을 많은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표 3-1]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 : 건, 천원)

년도

사진, 동영상

정사영상, 3D 모델링

합계

제공건수

예산절감

제공건수

예산절감

제공건수

예산절감

합계

699

699,000

500

2,045,300

1,199

2,744,300

2020

329

329,000

291

1,251,300

620

1,580,300

2019

198

198,000

141

564,000

339

762,000

2018

135

135,000

65

221,000

200

356,000

2017

37

37,000

3

9,000

40

46,000

자료 : 경기도 토지정보과 내부자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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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공간정보 활용 실적
드론활용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간정보는 동영상 자료와 정사영상 자료로 아직까
지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실적은 거의 없음
[표 3-2] 20년도 드론 공간정보 제공 실적(12월말 기준, 24부서 620건)
부서명
소계(완료)
토지정보과
건축디자인과
경제자유구역청
경기융합타운추진
공원녹지과
공정특사경
관광과
광역교통정책과
교육지원과
기획예산담당관
도로건설과
도로안전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민생특사경
수질총량과
안전특별점검단
언론협력담당관
자원순환과
지역정책과
콘텐츠정책과
투자진흥과
하천과
해양수산연구소

지원건수(건)
동영상 정사
영상 3D 합계
무인항공기 촬영 완료
329 287
4
620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자료
11
3
14
지적재조사 사업지원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53
56
109
기획부동산 대상지 확인
2
2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및 옥외광고 심의자료
14
14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관리
3
3
6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ㆍ건축 현황(1~12月)
9
9
연인산 도립공원 용추구곡 자연자원 홍보자료
1
1
수사 브리핑 영상 확보 및 자료 활용
3
3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홍보영상
1
1
2
사업부지 관리 및 홍보물 제작
1
1
교통영향평가 사업지 현황파악
3
3
경기도 인재개발원 청사사진
1
1
2
도정정책 홍보영상
1
1
도로 확장포장공사 관련 설계 및 현황파악
12
12
24
도로 개선을 위한 교통현황 확인
3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13
13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자료
5
3
8
확정측량 성과검사 활용
1
1
개발제한구역 및 폐기물 불법행위 수사
12
12
24
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심의자료
13
13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현장 조사자료
2
5
4
11
도정 홍보 SNS 영상 제작
3
3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발생규모 파악 및 관리
75
75
150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판독(분기별 촬영)
16
48
64
도시관리 계획변경(결정) 검토
28
27
55
사업지구 주변현황 분석 및 대상지확인
3
3
투자유치 대상부지 현장 확인 및 홍보
5
4
9
외투 임대단지 미임대부지 무단점유 조사
6
6
12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효과 검토
16
16
32
지방하천 정비사업 불법건축물 및 공사현장
12
12
24
연구소 설계활용 및 연구센터 건립현황 파악
2
2
4
지 원 내 용

자료 : 경기도 토지정보과 내부자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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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활용 업무를 살펴보면 사업이 수행되는 대상지를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 전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을 위한 성과검사, 심의위원회 자료,
도시계획 대상지 확인, 불법행위 단속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
-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영향평사 사업지 현황파악, 도로확장공사 현황파악, 도로구조
물 안전점검, 건축/경관 심의자료로 활용됨
- 문화/관광분야에서는 홍보영상 제작하거나 문화 유적장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환경 분야는 무단 방치 폐기물을 단속할 때 많이 활용하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효과
검토나 미세먼지 및 오염원 현장확인에서도 활용이 이루어졌음
- 그 외에 방재 분야에서는 구제역 방제나 코로나 예방 대규모 시설 방재를 위해서 활용된
바 있음

경기도 드론 공간정보 관리시스템(드론스페이스) 현황
경기도는 경기부동산포털 서비스 내 ‘드론 스페이스’를 통한 항공영상 관리 및
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3-1] 경기도 드론스페이스 구성

자료 : 경기도 토지정보과 내부자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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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드론 스페이스는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로 운영 중임
-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촬영한 드론 촬영사진을 서로 공유하여 업무에 활용하며, 또한
드론 촬영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승인과정을 거쳐 요청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서비스할
목적으로 경기부동산포털 내 업무시스템으로 구축

드론스페이스 메뉴는 드론스페이스, 드론촬영신청, 드론 업무플랫폼, 드론미디
어, 자료실로 구성
- (드론스페이스)는 드론으로 촬영한 지역에 대한 목록을 확인하고 지도 바로가기를 통해
촬영지역을 조회, 등록, 수정, 삭제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임
- (드론촬영 신청)은 드론스페이스를 통해서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하면, 토지정보과에서는
드론촬영계획을 수립하여 촬영 후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을 거쳐 드론스페이스를 통해서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로 진행
- (드론업무플랫폼) 드론을 이용하는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원 메뉴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관리(황해자유구역청), 테크노밸리사업지구, 국공유지관리 등 드론을 활용도가
재조사 사업과 사업지구 관리
- (드론미디어) 드론 촬영한 동영상 목록을 조회 및 재생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동영상 데이터
관리 기능으로 중복촬영을 방지하고, 기촬영된 동영상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임
[그림 3-2] 경기도 드론스페이스 서비스 현황

자료 : 경기도 토지정보과 내부자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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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수요조사
1) 설문 개요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관련 설문조사 수행
조사 대상 :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에 관심이 있거나 업무에 활용 중인 공무원
대상
조사 기간 : 2021년 4월 12일 ~ 4월 23일
조사 목적 :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관련 인식 및 활용 정도 조사
조사 방법 : 설문협조 공문 발송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 응답, 회수
조사 내용 : 드론에 대한 업무 경험, 경기도 드론스페이스 활용 경험, 3차원
공간정보 인식 및 이해, 3차원 공간정보 업무 적용 가능성 도출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기도 공간정보 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 발굴

설문 참여자 분석
설문조사는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경험이 없으나 관심이 있는 일반 공무
원들과 활용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각각 대상으로 나누어 수행됨
일반 설문 대상자들은 총 156명으로 경기도청, 경기소방재난본부, 경제자유구
역청, 해양수사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각 시･군청 등에서 참여함
일반 설문 대상자를 위한 설문은 드론 업무 적용 경험, 경기도 드론스페이
스 활용 경험, 3차원 공간정보 인식 및 이해, 3차원 공간정보 업무적용 가
능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됨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은 경기도청 및 각 시･군청,
산림환경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등에서 총 63명이 설문에 참여함
- 실무 담당자들은 주로 토지정보과, 안전특별점검단,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정보
통신과 등 도시,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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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공무원 대상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인식 정도 분석
드론 업무 적용 경험
드론을 실제로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7.6%로 각 시･군청의 정보통
신담당관, 토지정보과, 소방재난본부 등에서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토지정보과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드론 촬영 요청 업무를 검토
하여 드론이 활용가능한 7개 분야를 도출함
- 도출된 분야는 도시계획, 도로/교통, 토지/건축물, 문화/관광, 환경, 산업/경제, 방재
[표 3-3] 설문에 제시한 드론 활용 가능 분야
업무분야

주요업무

도시계획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기획부동산 대상지 확인, 개발제한
구역 불법행위 단속, 도시계획 결정 위한 심의자료 등

도로/교통

 교통영향평가 사업지 현황파악, 도로확장공사 현황파악, 교량 등 도로구조
물 안전점검, 건축/경관 위원회 심의자료 등

토지/건축물

 도청 신청사 건립/건축 현황,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및 옥외광고 심의자료,
불법 건축물 및 주변공사 현장 검토 등

문화/관광

 홍보영상 및 사진촬영, 문화유적장비 기초자료 수집, 박물관 건립 위한
대상부지 촬영 등

환경

 무단 방치 폐기물 단속,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효과 검토, 미세먼지 및
오염원 현장 확인 등

산업/경제

 투자유치 대상부지 현장확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현황 촬영,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 국제 테마파크 투자유치 추진 및 업무관리 등

방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현장 조사, 구제역 방제, 코로나 예방 대규모 시설
방역 등

각각의 분야별로 영상정보 촬영 업무를 정리하였으며, 설문에 첨부하여 설문
응답자 중 드론을 업무에 활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 어떤 분야에서 활용해 본
적이 있는지, 어떤 업무에 활용하였는지를 질문함
- 분야별 주요 업무는 정보검색, 현장조사, 보고서작성, 민원업무, 인허가 업무, 의사결정,
통계작성, 단속업무 등으로 구분

가장 많은 활용이 이루어진 분야는 도시계획으로 나타났으며, 드론 활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28%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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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분야에서 드론이 주로 활용된 업무는 현장조사와 의사결정으로 도시계획 응답자
중 각각 26.7%의 비율을 보였으며 정보검색(13.3%), 보고서작성(10.0%) 등이 뒤따름

다음으로 토지/건축물 분야에서도 21.5%의 비율을 보였고, 환경(17.8%),
문화/관광(11.2%), 방재(10.3%)가 뒤따랐음
- 토지/건축물 분야는 도시계획 분야와 동일하게 해당 분야 응답자에서 현장조사와 의사결
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환경 분야에서는 단속업무가 해당분야 응답자 중 2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민원업무(15,3%)와 현장조사(15,3%) 순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 3-4] 분야별 드론 활용 업무
(단위 : %)

정보검색

도시
계획
10.0

도로/
교통
5.0

토지/
건축물
12.5

문화/
관광
0.0

5.0

산업/
경제
0.0

5.0

2.5

현장조사

20.0

10.0

15.0

7.5

7.5

2.5

10.0

10.0

보고서작성

7.5

2.5

5.0

5.0

5.0

5.0

2.5

2.5

민원업무

5.0

2.5

7.5

2.5

7.5

0.0

0.0

2.5

인허가업무

2.5

0.0

0.0

2.5

2.5

0.0

0.0

0.0

의사결정

20.0

2.5

15.0

2.5

5.0

0.0

0.0

2.5

통계작성

0.0

0.0

0.0

0.0

2.5

0.0

0.0

0.0

단속업무

5.0

0.0

2.5

0.0

12.5

0.0

0.0

2.5

기타

5.0

0.0

0.0

10.0

0.0

0.0

10.0

12.5

업무구분

환경

방재

기타

주 : 해당 문항 전체 응답 수 대비 응답비율

[그림 3-3] 드론 업무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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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드론 운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39.7%의 비율을 보임
- 또한, 전문가 부재가 22.2%, 데이터 가공 및 분석/해석 14.3%, 예산 부족 12.7%로
다른 문항에서도 골고루 응답이 나타남

기타 사유로는 촬영 영상을 토지정보과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후 편집 및 가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추가로 운영인력 미숙, 촬영 결과물의 품질, 조작 미숙으로 인한 안전 위험, 인근 군부대의
미허가 등이 문제로 나타남
[그림 3-4] 드론 활용 문제점

드론이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드론 영상 촬영 지원이 56.0%
로 가장 많았음
- 드론 전문 업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도 18.0%의 비율을 보였고, 중앙정부의 실증사업이나
용역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법도 10.0% 정도 나타남

실제로 경기도청 토지정보과에서는 드론 영상 촬영 요청이 있으면 촬영지원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촬영 지원을 원하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기타 사유로는 드론 데이터 활용 방법 안내와 드론 전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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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드론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경기도 드론스페이스는 드론 영상정보를 구
축 및 관리하고 도내 업무요청 시 촬영신청을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임
그러나 드론 업무 활용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드론 영상 촬영을 지원받길
원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영상 촬영 신청 방법을 모르고 드론스페이스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음
- 실제 드론스페이스 이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확인해본 결과 93%가 모른다고 응답함
- 드론 스페이스 활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4%) 중 활용해본 기능으로 촬영지역
확인이 60%, 드론 촬영 신청이 40% 정도로 나타남
- 이 응답자들의 드론 스페이스의 활용 목적으로는 기본 현황 파악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홍보영상 제작(30%), 심의 평가자료 활용(10%) 등이 뒤따름

반면 드론스페이스를 활용하지 않았던 대다수 공무원들은 활용하지 않았던 이
유를 홍보의 부재(28%), 업무와 낮은 연계성(22%)과 드론에 대한 전문지식 부
족(22%)도 높은 응답을 보임
드론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드론스페이스와 같은 드론 관련 플랫폼 등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잘 몰랐고, 드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업무와
적용시킬 방법에 대해서도 알기 어려웠다고 파악됨
또한, 드론 스페이스 활용을 한 응답자들도 대부분 드론 영상을 현황파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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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영상 제작 등으로만 활용하여 단순한 정보 조회 수준에서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6] 드론 스페이스 활용하지 않는 이유

3차원 공간정보 이해 및 업무적용 가능성
3차원 공간정보는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나 AR/VR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용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실제 설문 결과에서도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5%로 절반을 약간 넘음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거나 모르겠다는 답변이 43%에 달했
으며, 개념만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35%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
자가 20%정도로 나타남
-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2% 정도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3차원 공간정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
정도 였으며, 이 중 정보 검색에 활용한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조사
가 36% 보고서 작성이 14%로 뒤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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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3차원 공간정보 인식 정도 및 이해도

이는 드론 영상정보가 활용되는 목적과 거의 유사한 결과이며, 업무에 대상지가
되는 실제 도시공간을 가보지 않거나 가보기 전에 정보를 검색하고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됨
반면 드론의 경우 인허가 업무나 심의위원회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많이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 3차원 공간정보는 이 업무에서 활용하
고 있다는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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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본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2%이며,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50%에 달함
- 앞서 다양한 업무에 3차원 공간정보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데이터 자체에 대해 만족하
지 않아서 생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그림 3-9] 활용해 본 3차원 공간정보 만족도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이유를 살펴보면 컴퓨터 사양문제가
57%로 가장 높았고 자료의 신뢰성 문제(15%), 어렵고 복잡한 작업과정(14%)이
뒤따랐음
- 3차원 공간정보는 데이터 용량이 큰 경우가 많아 데이터 처리 및 관리를 위해서는 컴퓨터
성능이 선제되어야 함
- 이에 미리 컴퓨터 용량 및 성능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데이터를 활용함에 문제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

업무에 3차원 공간정보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의향이 있다(51%)고 답한 반면, 아니다(4%)라고 답한 응답자
보다 모르겠다(45%)라고 응답한 답변도 적지 않았음
현재 서비스 중인 3차원 공간정보 활용사례를 검토하여 분야별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 목록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에게 3차원 공간정보가 활용 가능한 분야
와 업무를 모두 선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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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활용해 본 3차원 공간정보에 불편함을 느낀 이유 및 도입 의향

그 결과, 토지/건축물, 도로/교통, 도시계획 분야가 모두 1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방재(12.8%), 산업/경제(12.7%), 환경(12.5%)가 뒤따랐음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토지/건축물, 도로/교통,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모두 정보검색과
현장조사 업무에서 활용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토지/건축 분야에서는 인허가 업무에서 활용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으며, 도시계
획,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단속업무에 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봄
[그림 3-11] 3차원 공간정보 활용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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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분야별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가능 업무
(단위 : %)

정보검색

도시
계획
46.3

도로/
교통
43.8

토지/
건축물
42.5

문화/
관광
32.5

현장조사

40.0

56.3

52.5

41.3

보고서작성

27.5

23.8

36.3

20.0

업무구분

31.3

산업/
경제
30.0

32.5

3.8

47.5

36.3

43.8

6.3

20.0

20.0

26.3

3.8

환경

방재

기타

민원업무

28.8

28.8

32.5

15.0

27.5

22.5

20.0

5.0

인허가업무

36.3

33.8

38.8

12.5

25.0

28.8

15.0

1.3

의사결정

30.0

25.0

25.0

17.5

18.8

23.8

23.8

3.8

통계작성

32.5

31.3

25.0

26.3

17.5

28.8

27.5

3.8

단속업무

36.3

36.3

26.3

23.8

26.3

26.3

28.8

5.0

기타

2.5

1.3

1.3

5.0

2.5

2.5

3.8

3.8

주 : 해당 문항 전체 응답 수 대비 응답비율

반면 3차원 공간정보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 응답자들에게 도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물었을 때,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 40.5%로 높은 비율을 보임
또한, 업무와의 낮은 연계 가능성도 31.4% 정도의 비율을 보였고, 추가 업무
발생에 대한 부담도 17.6%로 적지 않았음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업무와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워 다양한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드론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과 유사한 모습을 보임
[그림 3-12] 3차원 공간정보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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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공무원 대상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 현황 분석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관련 실무 현황
드론 또는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해 실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부서 내에 드론 관련 실무에 대한 문항을 구성함
실무자가 있는 부서 내에 드론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는 49%로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며 아예 없는 경우는 40%, 지금은 없지만 검토 중이거나 생길 예정인
경우는 11%에 해당함
[그림 3-13] 드론 전문인력 유무 및 부족

드론 전문 인력에 대해 72%의 응답자 대다수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하였으며,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에 불과함
전문 인력이 아님에도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족함을 느끼거나 전문
인력이 있음에도 1~2명 내외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을 느
끼는 것으로 파악됨
드론은 부서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으며,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11.5%에 달했음
기타 의견으로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을 함께 진행하거나 사업별로 직접 운영하
거나 위탁운영 방식을 사용한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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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실무부서 내 드론 운영 방식

드론 관련 업무 및 사업은 주로 부서 내의 자체 발굴(59.4%)로 이루어지며,
타부서를 통한 경우(20.3%), 타 기관과의 협업(8.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5] 실무부서 내 드론 관련 업무 및 사업 발굴 방식

현재 수행중인 드론 관련 업무로는 드론 조종 및 촬영 업무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드론 관련 사업 기획(18.8%), 드론 취득 데이터 가공(17.7%)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홍보 업무에 활용 중이거나 앞서 제시된 모든 업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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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현재 수행중인 드론 관련 업무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전문 인력 부족이 30.2%로 가장
높았고 촬영 신청, 측량심사 및 보안승인 과정 개선(17.8%), 법 제도적 가이드
라인 부족(12.4%), 사업예산 부족(11.6%) 순으로 나타남
- 전문 인력 부족 문제는 다른 문제의 약 2배 가까운 비율을 보이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 드론 촬영 시 비행 허가에 대한 규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설문 결과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기타 의견으로는 드론을 이용한 방재 교육이 적은 편이라는 점과 드론의 배터리
문제도 지적되었음
[그림 3-17] 드론 운영의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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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드론을 활용 및 지원하는 분야는 방재 분야로 27%에
달하며, 도시계획(25%), 문화/관광(22%), 환경(14%) 순으로 나타남
방재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업무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현장 조사
가 있었으며, 구제역 방제, 코로나 예방 대규모 시설 방역 순으로 나타남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개발제한구역 불
법행위 단속, 도시계획 결정 위한 심의자료 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문화/관광분야에서는 홍보영상 및 사진 촬영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
었으며, 문화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박물관 건립을 위한 대상
부지 촬영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
그 외에도 환경 분야에서 무단방치 폐기물 단속이나 미세먼지 및 오염원 현장
확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효과 확인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그림 3-18] 드론 활용 및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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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분야별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가능 업무
(단위 : %)

정보검색

도시
계획
27.7

도로/
교통
21.3

토지/
건축물
21.3

문화/
관광
29.8

현장조사

31.9

27.7

27.7

21.3

보고서작성

25.5

19.1

12.8

업무구분

방재

기타

12.8

산업/
경제
17.0

25.5

4.3

19.1

14.9

51.1

8.5

12.8

8.5

14.9

23.4

0.0

환경

민원업무

21.3

12.8

17.0

8.5

10.6

6.4

14.9

4.3

인허가업무

23.4

10.6

23.4

10.6

6.4

8.5

8.5

2.1

의사결정

29.8

19.1

19.1

14.9

14.9

14.9

34.0

2.1

통계작성

17.0

14.9

19.1

17.0

12.8

14.9

29.8

0.0

단속업무

14.9

17.0

23.4

12.8

23.4

10.6

34.0

4.3

기타

6.4

4.3

6.4

6.4

8.5

2.1

23.4

2.1

주 : 해당 문항 전체 응답 수 대비 응답비율

드론 공간정보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는 드론 관련 교육
(26.1%)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드론 운영 플랫폼 도입(18.0%), 데이터
구축 기술(16.8%)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9] 드론 공간정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정부의 실증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준비하겠다는
응답도 30.2%로 많은 응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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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3차원 공간정보 운영계획

3차원 공간정보가 활용가능한 분야로는 방재가 21%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계
획(17%), 토지/건축물(15%), 도로/교통(13%) 순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골고
루 나타남
방재 분야에서는 현장조사 업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이나 단속업무, 통계 작성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도시 분야에서도 현장조사가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응답하였고 의사결정
과 정보검색이 뒤따랐음
토지/건축 분야에서는 현장조사가 가장 높았고, 인허가 업무나 단속업무 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응답함
기타 의견으로는 도시 분야에서 도시설계 시뮬레이션, 토지/건축물에서 일조/
조망분석, 환경 분야의 도시 바람길 예측, 방재 분야의 소방시설물 모니터링
및 대피로 시뮬레이션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응답함
[그림 3-21]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가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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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1) 일반 공무원 대상 수요조사 분석
드론 활용 분야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정도가 높고 지적재조사 등을
위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 자료 등의 업무에서 주로 활용됨을 알 수 있었음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 포장 결함을 드론과 융합하여
활용하는 방향이 제시됨
- 도로포장 결함 조사는 PMS 노면조사차량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드론이 결합되어 활용
되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하지만 아직 직접 도입하기에는 PMS 노면조사차량에 비해 인력 등 많은 한계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논의 필요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 투기 단속,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단속 등의 경우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제안
- 기존 조사 업무나 단속 업무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거 항공사진을 통해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나 항공사진의 갱신 주기가 2~3년 정도이기 때문에 변화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폐기물 단속 업무 등과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항공사진보다 갱신
주기가 짧으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드론의 도입이 필요함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건축물, 산지 등과 같은 화재발생장소에 대해서 드론을 활
용한 항공촬영 지원이 필요가 제시됨
- 화재원인과 발화지점 판단을 위해서는 수직면에 대한 항공영상이 필요하나 장비 및 인력
부재 문제가 있음
- 모든 화재발생지점에 대한 항공영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대형화재나 산불의 경우에는
매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행이 자유로운 드론이 투입된다면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주상복합 화재사건, 재난 사건 등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수색, 붕괴 등의 상황에서 드론이
먼저 투입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하여 소방시설 점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불법 단속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에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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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함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드론 운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
며, 전문가 부재와 데이터 가공 및 분석, 해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점으로 드론 영상촬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내부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드론스페이스’를 운영하여 드론 영상
이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드론 영상의 촬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구축된 드론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3차원 공간정보 활용 분야 분석
3차원 공간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토지/건축물, 도로/교통, 도시계획
분야가 가장 응답이 많았음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도로의 건설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 관련 민원 처리에
활용 가능함
- 기존 도로 설계 및 공사는 산지부, 건축물, 하천 등 2차원 평면 정보만을 가지고 진행되나
3차원 공간정보를 통한 도로 설계가 진행될 수 있다면 좀 더 현지 지형에 맞는 최적화된
도로 건설이 가능함
- 민원 발생 시 현황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를 점검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항공사진, 로드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낮고 매년 촬영되지 않아 현장과 상이하고 로드뷰는 일부
도로는 촬영이 되지 않아 현장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3차원 공간정보가 구축된다면 현황
조사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방제 분야에서도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재난 현장 탐색하고 시뮬레이션으
로 활용이 가능함
- 전봇대, 건물 등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 드론으로 현장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 그러나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실제 공간구조 파악이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재난현장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예를 들면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항공구조대원이 옥상으로 구조 업무를 수행할 때 미리
3차원 공간정보로 건물 옥상 및 운동장, 주차장 등 이착륙할 수 있는 주변 공간 탐색에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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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요인
(홍보 미비) 드론스페이스를 이용해본 적이 거의 없고,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견
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드론 영상촬영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판단됨
(활용도 미비) 드론 영상은 3차원 공간정보로 변환이 가능하며 현실세계와 유사
하게 도시공간을 표현하여 분야별 활용도가 높으나,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 3차
원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가 낮음
(이해도 미비)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
으며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3차원 공간정보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가장 컸고, 업무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도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음
- 하지만 추후 3차원 공간정보가 도입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과 3차원 공간정보
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설문자의 절반
정도에 달함

(신뢰성 미비) 사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도 자료를 검색하는 목적으로만 활용
하였고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음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요구사항 및 개선방안 제시
(교육 필요) 수요조사 결과 드론과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여전
히 익숙하지 않고 업무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교육 요구가 많았으며, 실무에 맞는 교육
을 구성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맞추어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활용
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 진행되기를 원하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단순히 드론 영상을 취득하는 업무까지는 수행하더라도 이를 가공하여 영상데이터로
활용하거나 3차원 공간정보로 변환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현재 또는 과거에 진행된 사업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활용사례에 대한 특강에 대한
요구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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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과 활용 확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드론 영상
등을 구축, 관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는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일반 공무원들이 익혀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업무 수행이 가능함
- 일반 공무원들은 정보를 입력하거나 업무를 요청하면 전문 인력이 가공, 분석 등을 수행하
여 데이터 관리, 구축,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홍보 확대) 드론 촬영 요청에 대한 요구는 있었으나 실제 기능을 갖고 있는
드론 스페이스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매뉴얼 마련도 시급함
- 현재는 공문을 통해 업무요청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잘 알지 못하여 드론을 업무에
적용해보는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드론 업무가 수행되는 방법이 공문을 이용한 것이다 보니 어떤 드론 영상들이 시스템
상에 누적되어 있는지 어떤 과에서 어떤 업무를 요청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드론스페이스와 같이 단일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업무요청 → 영상 취득 → 영상업로드’의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유한 데이터는 시스템에 축적하여 관리한다면 누적된
데이터들을 통해 다양한 분석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92∣드론 기반의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성화 방안

2) 실무자 대상 수요조사 분석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 분야 분석
실무자들의 활용도는 방재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계획 분야에
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방재 분야에서는 안전점검 대상지역에 대한 드론 영상 촬영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재난 피해 장소 촬영,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및 예찰
업무가 수행중임
- 이는 앞서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가 활용가능 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와 일치하는 부분이며 실제로 활용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도시계획 분야는 지적재조사 지구, 도시계획시설 검토,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매년 지속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데이터를 누적해
가고 있었음
환경 분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 등과 같이
주로 단속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요구사항 및 개선방안 제시
(전문 인력 부족)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부서 내에 전문인력이 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절반 정도이고 아예 없는 경우
가 많았음
이러한 문제로 실무 부서 내에서도 전문인력 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가 많았으며,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담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또한 실무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꼽을 정도로 드론 등을 활용한 업무는 증가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증가
하지 않아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촬영 업무 중심운영) 드론 관련 업무들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이 업무에
따라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드론 조종 및 촬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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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남
(행정 제도적 지원) 촬영 승인 등 제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p-518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드론 촬영 일정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일정이 잡혀도 주로 주말에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

업무의 성격별로 반드시 드론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일임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관리체계 마련) 3차원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 및 갱신에 대한 문제
도 지적됨
- 2000년대부터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이 시작되어 왔으나 갱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사용률이 미비했음
- 3차원 공간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갱신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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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수요조사 및 현황파
악을 통해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를 위한 개선과제 및 대응방안 도출함
개선 과제는 크게 운영지원, 사업지원, 법･제도적 지원, 교육 및 홍보로 나눌
수 있음
먼저, 운영지원 문제의 경우 드론 영상정보 플랫폼과 전문 이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 드론영상정보 플랫폼(드론 스페이스)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드론 영상 촬영 지원등
의 서비스 지원 업무가 수행되어야함
- 현재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은 경기도 토지정보과 내의 드론 공간정보
팀이 유일하고 이마저도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

현재 대다수의 드론 관련 활용 사례들이 자체발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자체적으
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
이 필요한 상태임
- 기존에 있던 활용사례보다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행과제를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업무부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드론의 경우 비행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데이터 활용 및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법･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비행 허가가 자유롭지
못해 촬영 스케줄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었음
- 비행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간소화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며 동시에 데이터
에 대한 보안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고려되어야함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이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드론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
나 세미나에 대한 요청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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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개선과제 및 대응방안
구분

개선과제

대응방안

 드론영상정보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지원

 드론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도입방안 검
토
 국토부 3차원 공간정보화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방안 마련

 전담조직 및 분야별 전담 인력지원
필요

 전담 조직 및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한
정책 및 사업추진을 통한 활용 확대

 선행과제 발굴 필요 및 지원
 소방재난, 도시, 환경 분야에서의 활
용 가능성이 높은 업무 적용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수요 및 업무적용 필요성 및 효과성을
고려한 선행과제 발굴 및 실증사업 추진
 드론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LX, 국토부 등 중앙정부 사업 참여지원
 도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법･
제도적
지원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활용범위
및 제약사항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필요
 드론 공간정보 촬영스케줄 및 허가
등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지원 서비
스 필요
 드론 공간정보 구축 및 보안정책

 드론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한 활용
서비스 제공
 법･제도적 제약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원
 드론 운용 시 공공 측량 신청 승인, 비행
허가 및 촬영 승인 등 각각 독립된 절차
를 일원화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
 드론 촬영 영상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는 현행 영상 보안법의 재검토

교육
및
홍보

 드론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및 활용세미나 필요
 활용프로세스 및 활용체계 실무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홍보 및 활용 매뉴얼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분야별 드론 공
간정보 활용 세미나 운영

운영
지원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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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방안
1.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1)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방향
3차원 공간정보 구축기반은 국가 3차원 공간정보 및 브이월드에 기구축된
데이터를 연계･활용
경기도 전역을 새롭게 3차원 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과
의 중복성과 광역적 활용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음
- 서울시의 자체적으로 3차원 기본지도(S-Map)를 통해서 지상은 시 전역에 대한 지형
및 시설물(1종, 2종, 3종)로 5층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교량, 육교, 터널, 고가 등)과
지하는 상･하수도, 가스 등 6대 지하시설물 및 공동구, 실내는 공공, 교육, 문화체육시설
등의 건물을 3차원 데이터로 구축하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경기도는 대상 범위가 매우 넓어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3차
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중앙정부와 지
자체 사업과의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경기도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은 일차적으로는 국토지리원에서 추진
중인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과 기구축된 브이월드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를
기본 베이스맵으로 연계 활용
-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디지털국토 구축을 목표로 3차원 도시공간모형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임
- 디지털뉴딜 정책의 핵심 기반 자료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와 전국
도심지역에 대한 고정밀 수치표고모형 제공
- 영상지도는 전국을 고해상도 12㎝급으로 영상지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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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지형은 전국을 1m 해상도로 구축
- 3차원 공간정보는 핵심도시는 LOD 2.5, 일반도시는 LOD 2, 산림 지역은 LOD 1으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
[표 4-1] 국토지리정보원 3차원 공간정보 추진현황
구분

주기

영상지도
정밀도

3D지형

3차원 공간정보

‘20년

전국 2년

전국 25cm

36,170㎢

1,362㎢

‘21년

도시 1년
기타 2년

도시 12cm
기타 25cm

47,150㎢
(신규 10,980㎢,
갱신 36,170㎢)

ISP 수립
/ 예타 예정

최종
목표

매년 전국 고해상도(12cm)
영상지도 구축

전국 1m 구축

핵심도시 LOD2.5,
일반도시 LOD2,
산림 LOD1 구축

소요예산
122억원
(영상지도 105
억원
/3D 지형 17
억원)
385억원
(영상지도 294
억원/ 3D지형
91억원)
-

자료 : 이진혁(2021).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을 위한 전국 3차원 공간정보 추진방향”, 새로운 위치기준 포럼
2021.

3차원 공간정보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국의 3차원 입체공간정보는 핵심도시,
일반도시, 산림으로 구분하여 구축사업 진행 중
- 핵심도시는 국토계획법, 국가기본도 행정경계 내(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1/1,000 기구축
지역 면적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데이터 구축은 영상+라이다(12㎝, 0.5m)를 이용하여
세밀도 LOD 2.5 수준으로 구축
- 일반도시는 연속지적도, 클러스터분석, 항공 영상 중첩도를 비교한 산림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상+라이다(12㎝, 1m)를 이용하여 LOD 2 수준으로 구축
- 산림은 핵심도시, 일반도시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치지도(25㎝, 1m)를 이용하여
구축

구축되는 대상 객체는 3차원 지형, 건물, 터널(도로), 교량(도로), 수계, 교통(도
로), 식생, 도시시설(City furniture)이 있음
각 객체들은 CityGML의 LOD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구축되며 LOD가 높
을수록 매우 높은 수준의 묘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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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국토지리정보원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기준(안)
구분

구축지역

정확도
3D

레
이
어

LOD1

LOD2

LOD2.5

핵심도시

LOD3

LOD4

 시설물안전법 상
 도시지역
관리대상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
 수요자가 원하는
대상시설물
대상물

전국

일반도시

5~1m

1~0.5m

0.5~0.2m

0.5~0.2m

0.2m

5~1m

1~0.5m

0.5~0.2m

0.5~0.2m

0.2m

건물

 텍스쳐 표현
 건물의 측면 구조를
 Openings 모델
 빌딩 블록모델 표현
 묘사 수준에 적합한 상세히 표현
 텍스쳐 표현(선택)
링(실내외)
 지붕구조물 표현되
지붕구조물 표현  Openings 형상이 나
 묘사 수준에 적합한
 IndoorGML에
지 않음
 Openings/9층, 타나는 텍스쳐
터널 구조물 표현
따른 실내공간 모
 텍스쳐 없음
출입구, 창문) 제외  Openings (층, 출입
델
 층간 표현
구, 창문) 표현

터널
(도로)

 터널 블록모델 표현
 Openings 모델
 텍스쳐 표현(선택)  차선, 텍스쳐, 측면
 터널 외부 구조물이
 Openings 형상이 나 링
 묘사 수준에 적합한 상세 표현 (정밀도
표현되지 않음
타나는 텍스쳐
 Holdspaces,내
터널구조물 표현
로지도 정보 연계)
 텍스쳐 없음
부부속물 모델링

교량
(도로)

 교량의 측면 구조를  Openings 모델
 교량 블록모델 표현
 교량 외부 구조물이  텍스쳐 표현(선택)  텍스쳐, 측면 상세 상세하게 표현(난간 링
 교량 내부 공간,
표현되지 않음
 묘사수준에 적합한 표현 (정밀도로지 등)
도 정보 연계)
 Openings 형상이 나 내부 부속물 모델
 교량 건설재료 표현 교량 구조물 표현
타나는 텍스쳐
링
 텍스쳐 없음

수계

 낮은 묘사 수준

교통
(도로)

 교통 블록모델 표현
 텍스쳐, 측면 상세  텍스쳐 표현
 교통 구조물이 표현  텍스쳐 표현(선택)
표현 (정밀도로지  인도, 중앙분리대 등  LOD3과 동일
되지 않음
 차선 등 도로 표현
도 정보 연계)
상세한 도로표현
 텍스쳐 없음

식생

 텍스쳐 표현(선택)
 낮은 묘사 수준
 보통 묘사 수준
 식생영역의 높이 모
 묘사 수준에 따른
델링
식생영역 분할

-

 높은 묘사 수준
 매우 높은 묘사
 참조위치+수목모형
수준
 모형에 포함된 텍스쳐  개별 수목 모델링

 텍스쳐 표현(선택)
 보통묘사 수준
 묘사수준에 따른 시
설블록모델

-

 높은 묘사 수준
 매우 높은 묘사
 참조위치+시설모형
수준
 모형에 포함된 텍스쳐  개별 시설 모델링

도시시설
 낮은 묘사 수준
(City
 시설 블록 모델
furniture)

 보통 묘사 수준

-

 높은 묘사 수준

 매우 높은 묘사
수준
 하천 단면 모델링

자료 : 이진혁(2021).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을 위한 전국 3차원 공간정보 추진방향”, 새로운 위치기준 포럼
2021.

- LOD 1의 경우 블록 형태의 객체로만 모델링 되고 텍스쳐가 포함되지 않으며, 매우 낮은
수준의 묘사만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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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교량, 교통에서는 외부 구조물이 표현되지 않고, 건물도 지붕 구조물이 표현되지
않는 단계
- LOD2는 LOD1보다 좀더 세밀한 표현 단계이며, 이 단계부터 건물의 지붕구조물이 표현
- 텍스쳐는 표현 여부는 선택하여 결정하며, 식생이나 도로시설의 경우에는 묘사수준에 맞게
식생영역 또는 블록 모델을 분할하여 표현함
- LOD2.5단계는 CityGML과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단계로 수계, 식생, 도시시설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나머지 객체에서 텍스쳐 표현과 측면, 층간 등의 상세한 표현이 추가됨
- LOD3은 도시지역과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표현하는 단계로
Openings(층, 출입구, 창문)에 대한 상세한 표현이 추가됨
- LOD4부터는 실내공간이 표현되면 건물의 경우에는 공간정보 국제표준기구 OGC의 실내
공간데이터모델 표준인 IndoorGML에 따라 실내공간 모델링이 이루어짐
- Openings에 대한 모델링도 실내외 모두 표현되게 됨
- 이 단계는 매우 높은 수준의 모델링으로 식생이나 도시시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수목,
시설 등에 따라 모델링 수행됨

변화지역 및 업무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드론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변화지역 및 업무 수요가 있는 사업대상지 등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 3차원 공간정보는 부서별 활용수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축 추진하고, 변화지역에 대한
갱신은 드론, MMS6)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변화되는 지역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3D로
제작하고 갱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국가 공간정보 R&D 연구단과 협업을 통해 3차원 가상도시가 신속하게 갱신될 수 있도록
첨단기술 적용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연구단’ 성과 연계 협의

3차원 공간정보의 수정 갱신이 필요한 지역은 변화지역 탐색을 통해서 전면
또는 변화지역에 대해서 부분 갱신사업을 추진
- (전면갱신) 국가 3차원 공간정보 갱신주기와 고려하여 격년 단위로 항공 영상을 기반으로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3D 정보를 일괄 갱신 사업 추진
- (부분갱신) 드론, MMS 등을 활용, 도시변화지역 부분 갱신

6) MMS : 차량에 탑재하여 손쉽게 3D지형⋅지물정보를 구축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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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지원 사업을 통해 시군별 변화지역 갱신자료 공유
[표 4-3]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갱신 대상
구분

구축대상

갱신주기

정사영상

경기도 전역

1년

공간정보 구축 기반

DEM

경기도 전역

1년

국토지리정보원의 3D 지형정보
연계(1m 급)

LOD1

경기도 전역

1년

LOD2

경기도 전역

1년

LOD3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시

LOD4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시

수치표
고모형

3차원
가시화
모델

비고

국토지리정보원의 3차원 공간정보
전국단위 LOD 1, 일반도시 LOD 2
,핵심도시 LOD 2.5 데이터 연계
시군별 변화지역 갱신자료 공유
드론기반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변화탐지 및 3차원 모델링

- 주요변화 지역은 갱신 주기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주기로 구축하여, 지도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갱신
- 신축 공공건물 혹은 대규모 개발사업지 등의 경우, 사업 대상지의 상황에 따라 갱신주기에
대한 검토 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 구축
- 도시변화지역 및 정밀 구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3D 모델링 데이터를 통해서 건축물 인허가
정보 활용, 도시변화지역 신속탐지에 활용
[표 4-4] 변화탐지 지역 3차원 공간데이터 구축 및 갱신 서비스
도시변화 발생
 수치지도, 도로명 주소
등 수집한 데이터에서
도시 변화 탐지
 개발사업지구, 하천, 도
로 등 광역적 관리가 필
요한 시설물에 대한 변
화 탐지

변화지역 촬영

3D모델 제작 및
시각화 서비스

➡  갱신 대상지 및 범위 설정 ➡

 주기적으로 시계열 데이
터 구축

 촬영 장비 선정 및 처리 프
로세스 운영

 변화지역 3D 모델링
 3차원 가시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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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3차원 서비스 제공
(DB 구축) 3차원 DB 구축 대상은 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 대상으로
설정하여 지상정보는 지형 및 공공시설물을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
- 구축범위 : 지형정보, 정사영상, 실감정사영상, 3차원 객체 등
- 주요시설물 및 관광명소 등 선정

기본 지형정보 및 3차원 공간정보는 국가지리정보원 3차원 공간정보 및 브이월
드 기반의 구축데이터 연계 활용
- 원본데이터의 좌표계(영상,DEM,3D모델) : GRS80 TM 중부 (EPSG : 5186)
- 서비스(가공)데이터의 좌표계(2D) : Google Mercator (EPSG : 3857)
- 서비스(가공)데이터의 좌표계(3D) : WGS84 (EPSG : 4326)
- 파일포맷은 3차원 가시화모델 : .3DS, .JPG, .SHP, .XDO(LOD 1에 한함)
- 영상 : IMG, 수치표고모형 : IMG, ASCII, GeoTiff

(DB품질) 국제표준 및 규정을 준수한 3D 데이터 사양 충족하도록 구축
- 영상 해상도는 행정용 8cm급, 대민용 25cm급으로 구축
- 데이터 포맷은 국제표준(CityGML)에 적합한 규격으로 제작
- 3D 정밀도는 경기도 전역은 브이월드에서 제공하는 건물데이터는 LOD1~LOD 수준의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고, 변화탐지 및 시범사업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기구
(OGC)에서 제시한 규격 LOD3(0.5m급), LOD4(0.2m급)로 구축

(데이터 관리) 드론 공간데이터는 드론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2Dㆍ3D 공간
정보와 웹서비스용 3D 타일맵 DB관리체계 이원화하여 구축
- Data 경량화로 웹서비스 반응 속도 향상 → 서비스 품질 제고
- 기본 Data는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 활용
- 분석모형에 따라 2D정보를 3D정보로 공간화 구축
- 2D⋅3D 공간정보와 웹서비스용 3D타일맵 DB관리체계 이원화
- 3D정보는 시계열 변화를 누적관리하고, 서비스 타일맵은 최종버전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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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3차원 공간정보 갱신 및 관리체계 예시

자료 :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2020). 스마트한 도시관리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Virtual Seoul 종합 계
획 재구성

(서비스) 경기부동산포털에서의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서 3차원 분석 및 시각화 기능 구현 및 각종 행정서비스와 연계
- 2D, 3D 공간정보, 행정정보 등 입체적 통합정보 검색
- 3D로 생성되는 정보 및 외부 연계정보는 경기부동산포털 지도서비스의 공간정보 연계한
3차원 서비스 제공

2)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과제
경기도 드론 공간정보 업무활용 분야
드론 공간정보는 최신성, 고해상도, 위치정확도를 기반으로 보상업무, 국공유지
실태조사,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3차원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
윈의 기반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
공공분야, 지자체 업무분야, 군사 분야, 생활환경 분야 등 공공부문에서도 다양
한 분야에서 3차원 공간정보가 활용되고 있음
설문조사결과 경기도 및 지자체에서 드론 공간정보의 지자체 업무 활용도는
방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 방재 분야에서는 안전점검 대상지역에 대한 드론 영상 촬영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재난 피해장소 촬영,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및 예찰 업무가 수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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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분야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공유재산 실태조사
- 도시계획 분야는 지적재조사 지구, 도시계획시설 검토,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매년 지속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지속사업 추진
- 환경 분야에서는 오엽물질배출사업장 관리, 불법투기 방치 및 폐기물 관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 등과 같이 주로 단속 업무에 활용
-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재난현장 조사 업무 활용
- 관광 분야에서는 포천아트 등의 도내 관광지에 대한 홍보 영상자료 구축 업무에 활용
[표 4-5] 드론 공간정보 사업추진현황
분
야

사례명

촬영지역 및
범위

업무내용

기대효과(성과)

결과물

도시개발 대상지역의 드론 촬 시계열 데이터 구
도시계획시설
항공사진,
도시개발구역 영을 수행하고, 정사영상, 전 축 및 불법 인허
동영상,
실시계획인가
전체
경사진, 파노라마 등 후처리를 가 사항 관리 감
관리
기타
통해 데이터 구축
독 가능

지속
가능성
지속
사업

도시재생 대상지역의 드론 촬
도시환경변화분 항공사진,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 사 영을 수행하고, 정사영상, 전
단기성
석, 뉴딜사업 성 동영상,
사업
업구역 전체 경사진, 파노라마 등 후처리를
(1-5년)
과 홍보
기타
통해 데이터 구축
도
시
계 확정측량 및 道 전 지역 道 지적불부합지 확인 및 조정 신속･정확한측량 항공사진 지속
등
성과검토등
사업
획 지적재조사
대상지역의 드론 촬영을 수행 지속적인 추가 촬
개발제한구역
道 전 지역 하고, 영상정합 등 가공 작업 영 통해 시계열 항공사진
단속
을 통해 데이터 구축
데이터 구축 가능
공유재산 실태
조사

도유지

불법투기 방치
道 전 지역
폐기물 관리

효율적인 실태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변상금
사 및 변상금 부 항공사진, 지속적
부과시 정사영상 편집 자료
과 면적 정확도
기타
(매년)
활용
향상
방치 폐기물 데이 항공사진,
단기성
방치 및 불법 폐기물 관리 터 구축으로 지역 동영상,3
(1~5년)
관리 자료생성 차원데이터

경기도 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 모니터링
시･군 및 특
실시
배출사업장
환
사경
경
비산먼지 발생 관례 비산먼 부지가 넓어 육안으로 점검하
영구사업장 지 발생 영구 기 힘든 사업장은 드론 촬영을
점검
사업장
통해 점검
환경단속

양주시 일원

드론활용 열지
도 구축

도심지

지속
사업

불법배출 사업장 기타(모니 지속적
현장 반경 확인 터링)
(매년)
비산먼지 발생 사
항공사진, 지속적
업장 점검을 통한
동영상 (매년)
양주시 대기질 향상

폐기물 방치 및 수질 오염원 지속적인 단속
색출
Data 구축
열화상카메라 활용 맵핑

106∣드론 기반의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성화 방안

기타

장기적
(5~10
년)

폭염, 한파 대비
지속적
항공사진
자료 구축
(매년)

(표 계속)
분
야

사례명

촬영지역 및
범위

업무내용

기대효과(성과)

시계열 영상데이
터 구축을 통해
경기도 전역, 안전점검 대상지역에드론으
위험도 해석자료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및 위 로 촬영하고,영상정합, 매핑
시설물 안전
로 활용, 점검사
험구역 등 주 등 가공작업을 통해 위험도평
재
점검
각지대 최소화 등
변지역
가 및 분석데이터로활용
난
안전점검범위
안
확대
전
(방 재난 피해장소
재난 피해 현장
관내
재난 피해 장소 촬영
재)
촬영
극대화 표출
재난대비용 드
론 운영

관내

결과물

지속가
능성

항공사진,
3차원데
지속적
이터,
(매년)
LiDAR
등
항공사진

재난대비 및 대응
각종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이 능력 강화, 안전
동영상
용한 상황파악 및 탐색임무 등 관련 업무에 활용
등

지속적
(매년)
지속적
(매년)

포천 아트밸리 사계절 항공영
포천아트밸리
상 촬영 및 360 카메라와 드
포천아트밸리의 항공사진, 지속적
홍보영상 제작 포천아트밸리
론을 활용한 VR영상 제작/포
관광객 증가
동영상 (매년)
일원
관 및 홍보채널
천아트벨리의 각종 행사, 공연
운영
광
등의 항공촬영 *사업 예정
관내 관광지
사계절 영상 관내 전지역
촬영

산
림

산림병해충
예찰

시 홍보영상, 관
항공사진, 단기성
광지 홍보, 정책
동영상 (1~5년)
홍보 영상 활용
지속적인 촬영을
항공사진, 지속적
관내 산림지 산림내산림병해충(소나무재
통한 산림병해충
역 전체
선충,참나무시들음병)예찰
동영상 (매년)
예찰
관광지 4계절 영상촬영

드론을 활용한 관내 산림지 산림 지역 내 산불방지 감시 지속적인 촬영을 항공사진, 지속적
통한 산불예방 예찰 동영상 (매년)
산불감시
역 전체
및 안내홍보 방송

산
산업단지 조성
업/
산업단지 조 산업단지 조성부지 현황 파악
현황 파악 및
경
성 부지
및 지장물 조사 촬영
지장물 조사
제

교
육

산업단지 조성부
지 현황 파악 및 항공사진,
일회성
지장물 조사를 통 동영상
하여 보상금 절감.

찾아가는 드론
스쿨

각학교내

기타
(교육)

장기적
(5~10
년)

드론직원교육

OA시화호 업무활용성 증대를 위한 드론 직원교육을 통한
동영상
지역
교육 시행
업무 활용성 증대

지속적
(매년)

동물보호법 위
반 단속 및 계도

하천변

기 농약허용물질
타
관리제도
(PLS)대응 무
인 방제기 도
입 지원

관내 청소년 대산 드론 교육 화성시 드론교육
진행
확대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및 계도
항공사진, 단기성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
동영상 (1~5년)
방재작업 노동력
벼병해충 방제현장 드론 도입
기타(병해 지속적
절감, 농약 안전
지원, 방제기술지원
충방재) (매년)
사용 준수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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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드론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수요는 아직 미흡하여 폐기물 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지역별 디지털트윈 실현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과 경기도 정책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산 및 기술지원 등을 역할 수행이
필요

업무 활용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업무분야에서 적용 및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우선으로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서울시의 경우 2016년 실증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공간정보를
구축 중이며, 주요변화 지역을 중심으로 정사영상, DSM, 3D 등을 구축
부서에서의 업무 수요에 따라 입체조감도가 필요한 경우, 드론을 활용한 3D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 중
[표 4-6] 서울시 3차원 공간정보 활용분야 사례
구분

세부내용
 도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3D기반 위원회 심의업무 지원

도시계획

- 개발모형 등록 및 가시화, 정보검색, 공간분석, 시뮬레이션
- 동일사업에 대한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의견교환(온라인)
- 도시재생사업 및 공공건축물의 개발모형 공모(안)에 대한 온라인 평가

 도시개발계획수립(건물 자동배치, 시점별 경관분석 등)
 소방대상시설 화재안전관리 지원

재난안전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실내정보 3D모델
및 소방시설물 실내 위치정보 구축
- 소방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국가 R&D사업 연계)
- 대피경로분석 및 시민안내, 가상소방훈련 시뮬레이션, 화재위험정보 예측 등

 3차원 데이터기반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지원
- 교량, 터널, 고가도로, 육교 등 도시시설물 3D 모델 구축 및 공간정보 연계
- 시설물별 생애주기 관리 및 안전진단 등 이력관리

 도시의 열섬,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 예측
 도시열섬 최소화를 위한 녹지조성 효과분석 지원
기후환경

- 열섬현황분석, 저감방안 선정, 시뮬레이션 및 효과분석
- 녹지조성 면적에 따른 열섬온도 저감효과 예측

 바람길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도시영향 예측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바람장 분석, 미세먼지 농도분석, 찬공기 생성 및 유동석 분석
- 바람흐름에 따른 산불확산 대응정책 활용 지원
자료 :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2020). 스마트한 도시관리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Virtual Seoul 종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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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요조사에 따르면 3차원 공간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토지/
건축물, 도로/교통, 도시계획 분야가 가장 응답이 많았음
[표 4-7] 경기도 내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가능 업무
활용분야
의사결정(심의업무)
도시
계획

개발제한 구역 단속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건설현장 모니터링

건설
교량 및 도로 점검

도로/
교통

도로시설물 입체관리
도로점검

재해위험지역 관리
재난
안전

환경

소방대상시설 화재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미세먼지 3차원 추
적관리
불법 폐기물 관리
하천관리

문화
기타

문화관광 3차원 시
뮬레이션
농업분야

드론 활용법
 3D 가시화, 정보검색, 공간분석, 시뮬레이션
제공
 3D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현장 단속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토지보
상을 위한 3D
 660도 항공뷰를 제작하여 보상업무에 적용
 3D공간정보를 활용한 건설 진행 상황 및 품질
점검
 열화상 센서 및 3차원 모델링을 활용한 정밀
점검
 드론 및 MMS을 이용하여 도로시설물들을 3차
원 데이터로 취득하여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를 점검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항공사진, 로드뷰 등을 적극 활용
가능
 재해위험성이 높은 붕괴위험지역은 라이더
(LiDAR)를 드론에 탑재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재난 현장 탐색하
고 시뮬레이션
 3차원 데이터 기반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미세먼지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모니터링
 폐기물 투기 단속업무에 입체형 데이터 활용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단속 등의 경우 드론
활용 가능
 홍보영상 및 사진촬영, 문화유적장비 기초자료
수집, 박물관 건립 위한 대상부지 촬영 등
 과수화상병 등과 같은 농업 병해 예측 업무

활용 잠재력
매우 높음
매우 놓음
매우 놓음
매우 놓음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보통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3D기반 위원회 심의업무 지원
-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기획부동산 대상지 확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도시계획 결정 위한 심의자료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도로시설 관리 및 민원 업무 대응에 활용

제4장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방안∣109

- 도로의 건설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 관련 민원 처리에 활용
- 3D공간정보를 활용한 건설 진행 상황 및 품질 점검
- 도청 신청사 건립/건축 현황,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및 옥외광고 심의자료, 불법 건축물
및 주변공사 현장 검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재난 현장 탐색하고 시뮬레이
션으로 활용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현장 조사, 구제역 방제, 코로나 예방 대규모 시설 방역 등
- 방재 분야에서도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재난 현장 탐색하고 시뮬레이션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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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심의업무 지원 모델
(정책지원) 경기도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3D 기반의 심의업무 지원을 위해 3D
가시화, 정보검색, 공간분석, 시뮬레이션 제공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자산관리 등 각종 위원
회에서의 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그림 4-2] 3D 가시화 통한 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

자료 :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2020), 스마트한 도시관리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Virtual Seoul 종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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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소방 및 재해위험 지역 관리를 위한 활용 모델
(소방안전) 소방안전 분야에서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재난 현장 탐색하고
시뮬레이션으로 활용도가 높음
소방대상시설 화재 안전관리 지원 모델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실내정보 3D모델 및 소방시설물 실내 위치정보
구축하여, 대피경로 분석 가상 소방훈련 시뮬레이션, 화재 위험정보 예측 등에
활용 가능
- 전봇대, 건물 등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 드론으로 현장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실제 공간구조 파악이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재난현
장 파악이 가능
- 예를 들면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항공구조대원이 옥상으로 구조 업무를 수행할 때 미리
3차원 공간정보로 건물 옥상 및 운동장, 주차장 등 이착륙할 수 있는 주변 공간 탐색에
용이

(시설물 관리) 3차원 데이터기반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으로 교량, 터널, 고
가도로, 육교 등 도시시설물 3D 모델 구축 및 공간정보 연계하여, 시설물별
생애주기 관리 및 안전진단 등 이력관리
(재해위험지역 관리) 경기도 재난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정밀영상을 구축하
고 재난위험지역관리체계를 마련
- 재해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등 붕괴위험지역은 라이더(LiDAR)를
드론에 탑재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

(도로건설)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입체적 관리 모델
자율주행환경 구축 및 도로 시설물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이 필요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현재 사업 추진 중임
도로 현장조사 업무분야에서 민원 발생 시 현황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를 점검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항공사진, 로드뷰
등을 적극 활용 가능
-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낮고 매년 촬영되지 않아 현장과 상이하고 로드뷰는 일부 도로는
촬영이 되지 않아 현장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3차원 공간정보가 구축된다면 현황 조사
제4장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방안∣111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
- 교통영향평가 사업지 현황파악, 도로확장공사 현황파악, 교량 등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심의자료에 활용
- 도로포장 결함 조사는 PMS 노면조사차량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드론이 결합되어 활용
되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도로의 건설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 관련 민원 처리에 활용
- 기존 도로 설계 및 공사는 산지부, 건축물, 하천 등 2차원 평면 정보만을 가지고 진행되나
3차원 공간정보를 통한 도로 설계가 진행될 수 있다면 좀 더 현지 지형에 맞는 최적화된
도로 건설이 가능함

(환경)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3차원 추적 관리
- 측정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미세먼지 배출원 추적･관리에 활용하여 대기오염지역의 오염현
황을 파악하고 대기유해물질 고농도지역을 선정 관리
- 측정차량으로 오염범위 압축→드론으로 오염업체 식별→환경경찰이 위반자료 확보
- 이동측정차량은 차량에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질량분석기 등)을 장착하여 대기오염지역
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대기유해물질 고농도지역을 선정하여 오염범위를 압축
[그림 4-3]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3차원 추적 관리 절차

자료 : 환경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sns/221352070361, 21.07.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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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및 부서간의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정책지원 과제 발굴
정책지원을 위한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실무부서와 토지정보과 공간드론
팀과의 협력체계가 중요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활용 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이 필요
- (사업대상지 선정) 실무부서에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촬영 및 활용 목적을 정확히 공유하
여, 드론 공간정보를 요청하고, 토지정보과에서는 대상지 촬영 요청 및 활용 목적에 맞게
촬영계획을 수립하고 촬영 및 3차원 데이터 구축 작업 수행
- (데이터 구축) 토지정보과에서는 촬영한 영상데이터를 가공 편집을 통한 데이터 구축작업
을 수행하고, 실무부서에서는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검토
- (활용) 구축된 드론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은 실무부서에서 데이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적용
- (운영 및 관리)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은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실무부서에서는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 서비스 개선
[표 4-8]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실무부서와 공간드론팀의 역할
구분

실무부서

토지정보과(공간드론팀)

사업대상지
선정

대상지 촬영 요청 및 활용 목적 공유

활용목적에 맞게 촬영계획을 수립
하고 촬영

데이터 구축

요청 데이터(동영상, 정사영상, 3D모델)
에 대한 메타정보 및 정밀도 등 데이터
검토

드론 공간데이터 구축(정사영상,
3D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활용

3D가시화 및 시뮬레이션 정보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활용목적에 맞는 데이터 구축
정사영상, 3D 모델,

운영 및 관리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제4장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방안∣113

2. 경기도 드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운영방안
1) (단기) 드론스페이스 활용 확대를 위한 고도화 및 기능개선
드론스페이스 운영상의 문제점
수요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경기부동산포털 내 드론스페이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제 촬영신청 및 데이터 관리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음
경기부동산포털내에서의 드론 스페이스로는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능 및
활용서비스가 부족
드론스페이스를 통해 촬영신청 프로세스가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의 한계
이는 드론스페이스에 대한 홍보 부족과 대용량 데이터를 탑재 및 서비스 하는데
있어, 기존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에 서브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음
드론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드론 촬영으로 생산된 동영상, 정사영
상, 3차원 객체모델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론업무지원
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
-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능 및 활용서비스가 부족
- 드론스페이스를 통해 촬영신청 프로세스가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의 한계
- 드론스페이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음

드론스페이스 개선방안
드론스페이스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드론통합관리하고, 드론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중복 구축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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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드론스페이스 개선방안
구분
드론활용
절차
간소화
통합관리

정보공유

확대운영
고도화
자료실

개선방안

















촬영 신청･검토･결과를 드론스페이스에서 한번에 가능하도록 간소화 추진
촬영 요청 전 드론스페이스를 통해 촬영지 영상 존재 여부 확인(중복촬영방지)
업무별로 활용성, 시급성, 안전성, 지속성을 고려하여 성과물 창출
드론 신청 진행사항, 촬영 스케줄, 촬영 결과 등 공유 및 활용
촬영지역, 요청기관, 일자, 업무 등을 플랫폼으로 누적관리 및 분석
경기부동산포털 항공사진, 부동산종합정보, 가격정보 등과 연계하여 목적에 적합한 공간정
보 제공
드론촬영영상정보를 다양한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공유･활용
고해상도의 드론 영상정보를 지도서비스(항공지도)위에 탑재하여 필요한 부서에서 실시간
영상정보 공유 및 활용
드론정사영상, 3차원 구축 기술 등 공동 활용 자료실 구축
드론데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드론스페이스 시･군 및 대민서비스 실시
시･군 민간 드론영상정보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및 대민서비스(25㎝)추진 필요
홍보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 방안 필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경량화, 타일링) 보완
정사영상, 실사정사영상, 수치표고모델, 3차원 시뮬레이션 기능 추가
드론 공간정보 활용 모델 및 업무적용, 기술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정보 제공
실증사업 등 타 지자체 추진 사업 소개(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등)

[그림 4-4] 드론스페이스 서비스 구상(안)

자료 : 경기도(2018). “경기도 부동산포털 웹서비스 환경개선사업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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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경기도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
경기도 및 지자체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촬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드론 공간정
보에 대한 통합관리와 정보 공유 등에 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별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오픈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계획과 예산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예산 낭비 및 표준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따라서 광역차원에서 표준화된 드론 촬영 영상 활용 활성화를 위한 오픈 플랫폼
개발 및 관련 정책을 지원하여, 정보의 보급･운용의 시급성 해결 필요
통합관리 플랫폼은 오픈 플랫폼으로 드론공간 정보 관리를 통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 및 공공분야 행정 서비스 확대
- 샌드박스를 통한 드론 영상 규제를 완화하고, 측량용 드론비행 허가 및 촬영허가 규합
관리
- 드론 영상 및 성과물 등의 표준화 추진이 필요

활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드론기반 공공측량 통합 승인 제도 정립, 샌드
박스를 통한 보안관련 영상 해상도 규제 제한적 완화, 드론 영상기반 3차원
구축 및 홍보체계 마련
이를 통하여, 드론 영상기반 공간정보 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기
관 및 지자체간 공간정보의 원활한 공유 및 영상 빅데이터를 확보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표준 포맷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고, 측량드
론의 비행허가 및 촬영허가 통합 승인을 통한 드론사업 활성화에 기여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서비스 기능 구현
드론 공간정보 구축 및 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기능과 드론 공간정보의 활용과
공유를 위한 서비스 운영이 필요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는 드론 공간정보 촬영 및 구축 신청,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능, 드론 공간정보 등록, 각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생산하
116∣드론 기반의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는 드론영상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필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드론 공간정보 경량화 및 타일화 서비스, 드론관련 영상
표준화 등을 공유 및 활용체계 필요
(드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는 드론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분야가
산림조사, 건설관리, 안전･재난 등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경기도 실국
및 기초 지자체의 드론을 활용한 영상 데이터를 획득
- 3cm 해상도의 드론영상 생산이 가능하지만 보안관련 영상해상도 규제에 의해 활용 불가
- 공공 목적의 행정 편의 제공 필요. 보안관련 영상해상도 25cm 규제의 제한적 완화

(3D분석･시뮬레이션을 위한 활용 서비스)는 분석환경에 맞는 지도환경 세분화
구축하고, 분석모델에 따라 최적의 지도환경 선택하여 서비스 속도향상 및 품질
제고
3D 정보의 통합 DB관리로 데이터 기반의 수집ㆍ통합 제공하여, 드론을 활용
한 2D와 3D 공간정보를 연계 및 DB를 관리하고, 3D 공간정보는 경기부동산
포털을 통해서 서비스하여, 데이터 활용을 확장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통해서 도시정보의 시각화, 공간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에 활용할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정보 시각화 및 각종 행정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2D, 3D 공간정보, 행정정보 등 입체적 통합정보 검색

공간데이터 활용한 도민참여ㆍ맞춤형 서비스 구축
- 도민 정책참여, 온라인 의견개진, 정보공유 등 시민소통 창구로 활용
- 도민의 삶과 밀접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3D지도로 공개

드론 공간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서 업무 협업공간, 공유플랫폼 구현하여, 동일
사업에 대한 부서서 간 정보 공유 및 의견교환
- 개발모형 가시화 및 분석자료 공유 ⇒ 온라인 참여 공간 제공

경기부동산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3차원 기본지도 제공하고, 연계 및 API로 다
운로드 기능을 부여하여, 3D정보의 가시화 및 중복투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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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기능(안)
구
분

기능
드론 공간정보 관리 기능

드
론
공
간
정
보
관
리

드론 보유 현황 관리
기능
드론영상 발급 및 관리
기능
드론 공간정보 등록 관리
서비스
드론 촬영 영상 타일화
서비스 구현
부서별 드론 촬영 관리
기능
드론 공간정보 구축
계획현황 공유
시스템 관리 기능

드론 공간정보 지도표출
서비스 기능

드
론
공
간
정
보
활
용
서
비
스

세부사항
 드론 공간정보 등록 기능 구현
 관리자용 드론 공간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드론 장비 등록, 수정 삭제







드론영상 요청 조회 및 승인 구현
자료제공 현황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드론 공간정보 등록, 제공 등 관리자 서비스 구현
드론보유현황 등록, 수정 기능
드론영상을 지도 이미지 타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타일화된 영상으로 사용자 서비스에서 표출

 드론촬영 계획 – 수행 – 계획 등 절차에 따른 관리 기능 구현
 지도를 통한 당해연도 드론 공간정보 구축 계획 대상지 및 일정
제공
 드론 공간정보 게시판 관리(등록, 수정, 삭제) 기능구현
 드론 공간정보 통계(사용인원, 페이지 뷰 등) 조회 기능구현
 시스템 운영(로그, 시스템 모니터링, 사용자 권한)관리 기능구현





드론 공간정보 보유 지역(예정지 포함) 표출
드론비행공역 표출
배경지도 On/Off, 인덱스맵 표출
지도 출력서비스 제공

드론 촬영 영상 검색
기능

 연도, 지역, 해상도별 촬영 영상 검색 기능

드론 촬영 영상 조회
기능






내부서비스로 드론 촬영 영상 웹 서비스 구현
드론 촬영 영상 시계열 서비스 기능 구현
연도별 드론 촬영 영상 분할 비교 서비스 구현
비행공역, 촬영예정 지역 지도 표출 서비스 구현

드론 공간정보 보기 기능

 종류별(정사영상, 동영상, 경사사진, 3D모델, 조감도 등) 보기 기능
제공
 드론 공간정보 세부 상세정보 보기 기능 제공

부서별 드론 촬영 계획
및 결과 등록 관리 기능

 계획,실행,결과 등록 등 드론 촬영 프로세스별 등록 및 관리 기능
구현
 드론 공간정보 구축 계획(등록정보, 촬영영역, 비행경로) 파일 다운
로드 기능 구현

3D분석･시뮬레이션 활
용 서비스
드론영상 신청 기능
도민참여ㆍ맞춤형
서비스 구축
업무협업공간,
공유플랫폼 구현

 3차원 공간정보 시각화 및 각종 행정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
제공
 드론영상 신청, 결과 조회 기능 구현
 드론영상 다운로드 기능 구현
 도민 정책참여, 온라인 의견개진, 정보공유 등 시민소통 창구로 활용
 드론 공간정보 및 3차원 객체모형 가시화 및 분석자료 공유 ⇒ 온라
인 참여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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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간정보 제공방안
드론 공간정보 플랫폼에 탑재된 공간정보의 사용을 희망하는 사용자에게 제공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제공 절차 매뉴얼 최신화

수요기관의 데이터 요청 범위, 활용 목적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경기도에서 제공이 승인된 공간정보에 대한 제공업무 지원
- 수요기관에게 공간정보 제공 및 인수증, 보안각서 수령

수요기관의 요청에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등의 데이터 편집, 분할 제공
등 실시
사용이 완료된 공간정보의 파기 안내 및 확인
- 공간정보 활용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에 공간정보 파기 안내 및 확인

3차원 공간정보 제공기관 대상 보안관리 현황조사 수행
-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사고 발생여부, 좌표 복원 및 변형의
시도 여부 등 보안관리 현황조사 수행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방안
활용수요가 높은 신규 공간정보를 선별, 최신의 드론 공간정보를 수집 및 갱신
관리
- 신규 또는 갱신 공간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확보 일자, 내용 등) 관리
- 타 기관 3차원 가시화 모델 구축성과 조사 및 확보
- 최근 타 기관에서 구축한 3차원 가시화모델 구축사업 성과물 확보를 위한 업무 지원과
직접 확보 수행
- 확보 공간정보의 적절성 분석, 무결성 검수 및 해당기관 피드백
- 기 구축 공간정보에 대한 무결성(오류, 최신성) 검사 병행 실시
- 민간 사용자의 활용도가 높은 신규 공간정보를 선정･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 국가
공간정보센터 및 기타 국가공간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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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통제와
보안관리를 통해 공간정보의 무단 유출을 방지
- 서비스ㆍ제공용 공간정보는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보안구역 내에 보관하고 보안구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 관리를 수행

드론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품질 개선 지원
드론 공간정보 플랫폼의 기능 오류 수집 및 다양한 사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집･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품질 높은 서비스 지원
국내외 표준 및 최신 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드론 공간정보 플랫폼의 기능 및 데이터에 대한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개선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된 오류와 기능‧데이터 개선 요청에 대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타 기관에서 제공받은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생산 기관에 오류사항을 안내하여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연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수행
- 드론 공간정보 플랫폼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
가 기술 검토 자문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 마련
- 드론 공간정보 플랫폼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용자 의견수렴 실시

드론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방안은 자체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업무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추진
자체운영 경우, 내부 수요에 대해서 신속하게 요구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반면, 최신 기술의 적용 및 운영 측면에서 기술력 부족 및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현재, 경기도는 도내 드론 전문 인력 운영을 통해서 내부 드론 영상 촬영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드론영상 정보를 통한 3차원 모델 구축, 변화탐지 분석, 모델링 등 새로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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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신기술과 최신 장비,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
- 드론 영상을 통한 3차원 모델 구축에서 일반적으로 Mesh형 3차원(지형과 지물이 붙어있
는 일체형) 자료 생성으로는 Object형 3차원 자료 제작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
- Object형 3차원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으며, 디지털트윈 실현을 위한 객체단위의 타 정보
와의 융합이 어려움
- 또한, 서비스 운영측면에서도 촬영된 대용량의 드론 영상정보 서비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는 데이터의 경량화 기술 및 서비스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와 및 장비
도입이 필요

따라서 장기적인 운영과 최신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문기
관에 위탁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 자체운영의 경우, 직접 드론 촬영 업무 및 데이터 처리까지 수행해야하는 상황으로 업무량
이 급증하고, 새로운 기술 수요에 대한 대응에서 어려움이 있음
- 드론 공간정보의 활용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4-11] 시스템 운영방식 비교
구분

자체운영

위탁운영

장점

 용역발주 등 행정업무 없음
 자체 요구사항의 신속 반영

 지역본부별 용역발주(전문회사)
 촬영 전문가, 데이터 처리 전문가 변도
투입으로 전문인력 운영 가능
 납품성과를 통한 데이터 품질 확보가능
 기술지원 및 최신장비 적용

단점

 드론 전담 운영조직 필요
 한정 인력으로 수행역량 제약
 품질관리 및 최신기술 도입이 용이
하지 않음(의사결정 및 예산집행 등)
 담당자가 촬영부터 데이터 처리까지
업무가 과중되고, 데이터 품질 확보
에 어려움이 있음

 용역발주 행정 프로세스 필요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사업자 변경 등으로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상의 문제발생 위험

 경기도청 : 4인 운영
 LX : 전북본부 별도인력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공간정
보담당관), 농촌경제연구원 등 주요기관

기관별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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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드론 공간정보 운영 지원방안
1) 드론 공간정보 전담조직 운영
드론의 활용･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의 필요성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 산업 규모를 2022년 내 20배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
기 종합계획을 추진 중
- 공공 분야 3,700여 대 드론 수요 발굴을 통해 3,500억 원 가량의 초기 시장 창출 지원
및 공공 수요 기반의 운영 시장 육성(한국형 K-무인비행장치 시스템 개발) 중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2019. 4)에 따른
드론 산업 육성 추진 체계 정비 및 육성‧지원 근거가 마련 중
-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해 측량 등 무인 비행 장치 활용 성과물 인정 제도 개선, 품질 인증,
측량용 드론 검정장 설치 운영, 응용 분야별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
- 또한, 제도 정비 지속, 공간정보 분야의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경기도 내
규제 샌드박스 발굴, 촬영 영상정보 공개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추가 필요

드론 산업의 확대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드론
활용 업무 지원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선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드론 활용 업무 지원과 품질 인증, 표준화 관리 등을 유도하여 공간정보
산업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선도할 경기도 내 전담부서의 신설
추진이 요구됨

현재 경기도 공간정보와 드론 운영 및 지원을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산업
지원은 미래산업과, 업무별 활용은 부서별로 사업 추진 중
경기도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에서 공간정보(2명)와 드론업무 (4명)을 같
이 운영 중이며, 공간정보는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서 경기도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드론은 촬영업무 중심으로 운영 중
스마트시티 사업 및 드론 사업 진행은 미래산업과에서 주관 4차 산업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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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담당자 1명이 드론산업 지원 업무 추진 중이며, 업무부서별로 농업용, 현장
조사용, 시설물 관리, 현장감시 업무 등에 활용 중임
- 원예연구과 농업용 활용 및 운영
- 현장대응과 소방 활동자료 조사를 위한 드론 운영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드론 환경측정장비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및 점검
업무에 활용
- 지역정책과 특별관리지역 드론촬영사진 판독 및 후속조치 관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불법행위 통계관리

현재 운영 체계로는 드론업무의 경우, 촬영만으로도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으
로, 3차원 데이터 구축 및 공유, 드론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분야별 업무
적용 사업 추진, 교육 및 세미나 등으로 드론 공간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
에 어려움이 있음

타 지차체 공간정보 및 드론 운영지원 조직 및 주요 업무 비교
서울시는 공간정보기획팀, 공간정보운영팀, 지도서비스팀으로 구분하여 운영
- 공간정보기획팀은 공간정보 기획팀 업무 총괄로 3D 공간정보(Virtual Seoul) 구축계획
수립 및 활용, 스마트 도시정책지원을 위한 부서협업 모델 개발 , 드론활용 3D 공간정보
DB구축사업 총괄 등 공간정보 및 드론 공간정보 활용 사업 전반을 추진
- 공간정보운영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운
영관리 등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
- 지도서비스팀은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관리, 생활지도 서비스 및 정책지도
구축 및 서비스 운영 지원 업무 수행

인천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 담당팀과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담당
관에서 3차원 구축사업, 항공과에서는 드론 산업 지원
- 공간정보담당팀은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항공사진 촬영 판독, 무인항공(드론)기 운영
및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공간정보 및 드론제반 업무 수행
-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GIS 3차원 구축 사업 추진하고, 해양항공국
항공과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사업관련 법제도 관련 및 산업 육성 및 지원 등 무인항공기
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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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은 토지정보과에 공간정보팀과 무인항공팀을 구분하여 공간정보 및 드
론 업무 수행
- 공간정보팀은 공간정보 업무 및 기획 조정, 플랫폼 운영, 국가공간정보 기본 및 중장기계획
수립 등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
- 무인항측팀은 드론 활용, 운영, 드론영상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등 드론업무와 공간정보
업무를 구분하여 별도팀으로 운영하고 있음
[표 4-12] 타 지자체 공간정보 및 드론지원팀 현황
구분

경기도

주요업무

공간정보드론팀
(팀장 1,
주무관5)







공간정보기획팀

 공간정보 기획팀 업무 총괄
 3D 공간정보(Virtual Seoul) 구축계획 수립 및 활용
 3D기반 Virtual Seoul 정보전략계획 수립 추진
- 3D기반 Virtual Seoul 플랫폼 구축
- 3D 기반 도시공간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
 스마트 도시정책지원을 위한 부서협업 모델 개발
 드론활용 3D 공간정보 DB구축사업 총괄
- 주요변화지역, 실무부서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갱신 제공
 드론활용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서울시 드론 활용협의체 및 실무추진 TF 운영
 공간정보 포럼, 중앙부처 연계사업
 공간정보 교육과정 운영

공간정보운영팀
(팀장 1,
주무관 4)








공간정보운영팀 업무 총괄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실내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운영관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통합체계 연계운영 및 유지관리

지도서비스팀
(팀장 1,
주무관 3)








지도서비스팀 업무 조정 및 총괄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관리
도시생활지도 제작 및 대시민 서비스
정책지도 구축 및 운영
도시생활지도 및 시민참여지도 운영관리
지도서비스분야 정책수립 및 대외협력

서울시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데이터 구축
경기부동산포털 서비스 운영 및 지원
드론 촬영업무
드론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드론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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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속)
구분

해양항공국
항공과

인천시

공간정보담당팀
(팀장 1,
주무관 9)

스마트도시
담당관실

공간정보팀
(팀장 1,
주무관 3)
충남도
무인항측팀
(팀장 1,
주무관 3)

주요업무


































무인항공기(드론)산업관련 법, 제도, 절차 관련
무인항공기(드론)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지원
무인항공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
무인항공기(드론)산업 기반 구축 지원
무인항공기(드론) 인증 및 시험평가 구축 지원
무인항공기(드론) 비행 및 체험 공간 조성 지원
무인항공기(드론) 개발 및 제조 지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공간정보 세미니 회의 개체, 사용자 교육, 도시기반시설물(도로,
하수) 공공측량,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관리
항공사진 촬영 판독, 항공사진 관련 제도운영,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시스템 운영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및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무인항공(드론)
촬영성과 구축 및 관리, 무인항공(드론) 유지보수 등 제반 업무
공간영상정보관리시스템(SIMS)운영 및 통합관리유지보수
스마트GIS 인천 사업추진, GIS플랫폼 자원관리(서버, 보안 등)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추진
데이터 활용 컨설팅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업무 협약
중복성 및 메쉬업에 관한 업무
GIS플랫폼 콘텐츠(코로나19) 수시갱신 관리
타시스템과 연계된 GIS데이터 관리 및 갱신
공간정보업무 기획 및 조정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및 중장기계획 총괄
공간정보 기본 및 중장기계획 수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운영
행정데이터 공간 클라우드 구축 추진
공간정보시스템(내・외부망) 유지관리 및 운영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유지관리
무인항측 업무 기획 및 조정
드론 활용 중장기계획 총괄
드론 운영‧관리 총괄
드론영상 처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무인항공시스템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드론운영에 따른 보안에 관한 사항
드론영상 시계열 구축 관리

경기도 드론 공간정보 운영지원 조직 개선(안)
드론 기반 공간정보 분야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부서는 드론 운용 관련 분야의
활용 활성화 및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

제4장 경기도 드론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방안∣125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의 개편 필요
(1안) 현재 조직내에서 전담인력 충원 및 역할 정립
- 단기대응 방안으로 현재 조직내에서 전담인력 충원하여 업무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
- 현재 드론 촬영 업무 중심으로도 업무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동영상 및 정사영상,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 드론 공간정보 구축 등의 업무 수행에는 어려움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수요조사에서 요청한 분야별 업무적용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등 드론 공간정
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움
- 전담인력 충원을 통해 드론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드론 공간데이터 활용 매뉴얼
및 사업 운영 지원
- 드론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가공 분야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필요한 분야로 내부에서
1-2명의 인력 충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부 전문기
관의 위탁 운영방안도 검토가 필요

(2안) 토지정보과내에서 공간정보팀과 드론운영팀 분리하여 업무조정
- 토지정보과에서 공간정보팀과 드론팀 분리하여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사업 확대
- 타 지자체 사례에서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사례와 같이 공간정보팀는 별도로 증가하는
드론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팀 구성
- 현재의 촬영업무 지원 이외에 드론 활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기능 강화
- 전담인력 충원 및 드론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로 업무부서별 개별 운영되고 있는 드론
관련 사업 통합관리 및 사업 지원

(3안) 업무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별도조직으로 드론통합센터 운영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토지정보과, 미래산업과, 개별 업무부서별로 추진하고 있
는 사업을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드론통합센터에서 통합 운영 관리 분야
별 활용 사업 추진
드론 공간정보 통합센터는 드론 부문 원천 기술, 법･제도･규정, 활용 확산, 협업
거버넌스, 산업체 협업, 교육 및 기술 지원, 표준화, 연구 사업 발굴･지원,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등 수행 필요
-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한 신규 사업 확대
- 드론 활용 가능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및 자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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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서(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 국토 조사(토지 이용 조사, 도시ㆍ녹지 모니터링 등), 재해(산사태, 홍수 등) 감시 등 경기도
청 내 부서 및 기타 유관기관에 드론 공간정보 제공 지원 업무 수행
- 드론 운영부서 사용자 역량강화를 위한 임무특화 교육 강화
[표 4-13] 전담조직 운영 및 개편(안)
구분

1안

구성
 현행 체계(공간정보드
론팀)유지
 전문인력 충원

2안

 현행 공간드론팀을 공
간정보팀과 드론팀(가
치)으로 분리
 드론팀 신설 및 전문인
력 충원

3안

 별도 조직으로 통합센
터 신설 운영

운영방안
 전담인력 충원을 통해 분야별 드론 공간데이터 활용 매뉴얼
및 사업 운영 지원
 드론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가공 분야는 위부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방안 검토
 현재의 촬영업무 지원 이외에 드론 활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기능 강화
 전담인력 충원 및 드론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 확대
 업무부서별 개별 운영되고 있는 드론 관련 사업 통합관리
및 사업 지원
 드론 공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 관리 및 데이터 통합관
리 및 지원
 드론산업 및 법제도 검토 등 드론 제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분야별 활용 실증사업 자체 추진
 드론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공유기반
마련

2) 드론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협력체계 마련
드론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드론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드론 공간정보 활용 사례 소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정기적, 비정기
적 협의회 운영
(협의체 구성) 공공분야 드론 활용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한 도, 시･시군, 전문
가 등 협의체 운영
-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실증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드론 데이터 민간 공유･개방 방안 및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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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비지니스 모델 발굴 및 시범 운영

(협의체 역할) 드론 기반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산･학･연
협업에 따른 각 주체별 역할 및 업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경기도 내 3차원 공간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성과
물을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제도, 조직, 협의체, 지원 시스템 등 다방
면에서의 운영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
[표 4-14] 협의체 주체별 역할 및 업무 내용
구분

역할

주요 내용

관

 정부ㆍ경기도 간의 협업 거버넌스(협업 과제 발굴)
 정부ㆍ경기도가 선도하는 드론 측량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기술 활성화
기반 마련
 드론 측량 확산 여건 조성 – 공공 분야 적용 의무화
경기도  경기도 내 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 추진
역할 강화  발주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드론 촬영 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스마트 드론/LiDAR 기반 공간정보 생태계 유도
 실감 정사영상 제작의 고도화(폐색 영역 보정)
 드론･3차원 공간정보 관련 공모전, 경진대회, 워크숍/컨퍼런스 개최

산

 드론 관련 측량, 검정, 품셈, 품질/검수 관련 제도(기준) 정립, 표준화
개선 지원
 품질인증센터(공간정보산업협회) 운영
민간 활용
 첨단 안전 관리, 드론 영상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반 정립
 드론 측량 기술 자격 신설, 드론 측량 가이드라인 작성
 경기도청과의 협의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국방부 등)
 우수 사례 발간 및 홍보

학

연

도민

교육,
R&D

 드론 측량 건설 인재 육성 공급(NCS 반영)
 특성화 고등학교･대학교, 건설기술교육원, 기술지원센터 지원 등
 스마트 드론 측량 활용 기술 보급/재교육

R&D

 핵심 기술 개발, 원천 기술 확보 지원
* 렌즈 검정, 센서 간 인터페이스, 영상처리/자율비행 툴 개발 등
* 실감 정사영상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CPS/DTS에 활용
 한국형 측량 드론 프로토타입 개발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술 개발 등
 3차원 공간정보 업무별 분석모델 발굴 및 활용 정책 연구

 경기도 주도의 공모전, 경진대회 등에 참여
혁신
공감대  경기도청과의 협의를 통한 주기적인 워크숍/컨퍼런스 개최 및 도민 간의
공감대 형성
확산 유도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2020).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분야 활용 활성화 정책마련 연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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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 공간정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드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드론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수요조사시 드론에 대한 기본 지식
과 교육 기회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도출됨
- 드론 운영 이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맞추어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활용 교육 프로그램 필요
- 단순히 드론 영상을 취득하는 업무까지는 수행하더라도 이를 가공하여 영상데이터로 활용
하거나 3차원 공간정보로 변환 교육
- 드론과 라이다를 이용한 3차원 매핑 기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드론과 3차원 공간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표 4-15] 드론 공간정보 교육과정(안)
대상
3차원 매핑
기술교육

조경 BIM
교육과정

드론활용 세미나

교육과정
드론의 기초(이론)
드론의 활용(이론)
라이다 기초(이론)
드론 비행 및 촬영(실습)
드론 3D 매핑(실습)
BIM의 이해
지형면 생성 및 편집
파라메트릭 BIM 라이브러리 작성
드론을 이용한 3차원 매핑(정사영상
추출, 3D 시뮬레이션 등)
 핸드헬드라이다 3차원 스캐닝(포인
트클라우드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드론, 라이다 운영 실습
 드론의 분야별 활용사례(이론)











비고
 이론 및 실습 병행
 대상은 경기도민,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 및 기타 드론, 라이
다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이론 및 실습 병행
 학부생, 대학원생, 조경직 관련
직장인, 공무원 등

 공무원, 공공기관

3차원 공간 매핑은 토량산정 등 지형분석, 토목건축물의 역설계, 산림, 하천
등 자연환경모니터링, 건설공사현장 관리 등 다양한 업무수행에 활용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스마트건설분야에서 드론으로 교량을 촬영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위한 드론 조종법, 필요한 드론 성능, 데이터 취득 방법, 데이터 가공프로
그램 사용법, 데이터분석 프로그램 사용법, 보고서 작성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고 또한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조경, 건설 분야에서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BIM, 지형면 생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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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BIM 모델의 활용, 드론을 이용한 3차원 매핑, 드론 및 라이다 운용 야외 실습
과정에 대한 수요가 있음
[그림 4-5]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자료 : Smart Primo 교육생 모집 블로그(https://blog.naver.com/smartech-primo/222320350075,
2021.07.20. 검색), 휴론 네트워크 블로그(https://blog.naver.com/huron007/222182711346, 2021.07.20.
검색).

워크샵, 경진대회 등을 통한 드론 공공분야 활성화 방안 모색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활용 및 3차원 모델링을 위한 공유 활성화 프로그램으
로 워크샵 등을 통한 전문가 특강 및 활용사례 공유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참여
의 기회제공 및 드론 공간정보 활성화 기회 확대
(전문가 특강) 연구기관, 드론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 특강
- 드론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최신기술, 국제동향 정보 등

(활용사례 공유) 드론 공공분야 및 민간 우수 활용 사례 발표
- 드론 활용 행정접목 우수 사례 및 민간분야 우수 사례 공유
- 우수사례를 통한 드론 활용 및 발전 방향 토론

(전시 및 체험) 최신 드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드론 산업체와 협업하여 최신 드론 장비 종류･사업법 설명 등
- 각종 드론 비행 시연 및 조종 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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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드론활용 정책제언 경진대회 사례

자료 : 서울특별시 공모전 홈페이지(https://mediahub.seoul.go.kr/gongmo/1300356, 2021.07.20. 검색).

홍보 및 활용 세미나 운영
드론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미디어 홍보 및 세미나,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 추진
경기도 및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지원 서비스로 드론 공간정보에 대한 홍보 및
업무지원서비스를 통해 플랫폼 이용을 활성화
드론 공간정보 및 3차원 정보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를 위한 공모전,
세미나 등 주요 행사 개최
- 드론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다양한 홍보 및 활용촉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
- 드론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활용 서비스 공모전 개최
-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지도제작 실습 등 공간정보 활용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드론 등 3차원 공간정보 제작 및 실습 가능한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드론 공간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용사례 및 데이터 등 소개를 위한 홍보 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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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제도적 지원방안
법･제도적 지원 정책 필요성
국내 드론 활용 작업규정 또는 지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항공법을 기반으로
드론의 안전 운영에 대한 작업규정 등이 명시하고 있으나, 활용 목적물(성과물)
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작업규정 또는 지침 내용이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생산 절차에 적합한 별도 작업규정 마련 필요
이와 함께 드론 비행체의 표준도 함께 진행하여 드론 표준 사양, 드론 영상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표준 작업규정(또는 지침) 마련을
통해 관련 산업에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제약사항 및 보안정책 재검토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그동안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국토지리
정보원고시 제2018-1075호)과 ｢무인비행장치 표준품셈｣에 관한 제도화 시행
- 드론 관련 항공 규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첨단항공과에서 주도적으로 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며, 산업 부문과 관련하여 각 산업 분야에 특화된 제도가 요망됨으로 이에 대한
보완 및 수정･갱신 체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공간정보 구축 분야의 경우, 드론 운용 시 공공 측량 신청 승인, 비행 허가 및
촬영 승인 등 각각 독립된 절차를 일원화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

드론 촬영 영상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영상 보안법의 재검토가 필수적
으로 마련되어야 함
- 공용으로 현행 승인된 영상 해상도는 50cm, 공공기관의 경우 25cm이나 120m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의 평균 해상도는 5cm 내외이므로, 활용･유포 등이 현행 보안법에
위배가 되기에 활용 활성화에 큰 장애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국가 보안 규정의 특례 조항 신설 및 관련 기관과 경기도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협의와 검토가 필수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드론 운용 시 공공 측량 신청
승인, 비행 허가 및 촬영 승인 등 각각 독립된 절차를 일원화하는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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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결론 및 요약
드론 공간정보의 업무 활용도는 소방 방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방재 분야에서는 안전점검 대상지역에 대한 드론 영상 촬영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재난 피해장소 촬영,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및 예찰
업무가 수행중임
도시계획 분야는 지적재조사 지구, 도시계획시설 검토,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매년 지속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
하여 지속사업 추진
환경 분야에서는 오엽물질배출사업장 관리, 불법투기 방치 및 폐기물 관리, 비
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 등과 같이 단속 업무에 활용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재난현장 조사 업무 활용
되고 있으며, 관광분야에서는 포천아트 등의 도내 관광지에 대한 홍보 영상자료
구축 업무에 활용

수요조사에 따르면 드론 3차원 공간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민원처
리, 현장단속, 심의업무 지원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3D기반 위원회 심의업무 지원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한 재난 현장 탐색 및 시뮬레이션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도로시설 관리 및 민원 대응에 활용
환경 분야에서는 현장 단속 및 시설물 관리 업무에서도 3차원 공간정보 활용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관광지 3차원 시뮬레이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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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간정보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을 통한 분야별
활용 업무 지원과 통합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전담 조직) 드론 기반 공간정보 분야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및 분야별
전담 인력지원 필요하며, 전담 조직을 통해 드론 운영 및 활용과 3차원 공간정
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
(활용기반) 드론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활용기반 및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사업지원) 드론 공간정보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속사업 지원과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업무 분야별 선행과제 발굴 및 예산 등의 사업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법제도 지원) 드론 촬영 영상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영상 보안법의
재검토와 드론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표준 작업규정 마련
(교육 및 홍보) 드론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활용세미나
와 매뉴얼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2. 정책 제안
드론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은 업무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사업 추진
시범사업 추진은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활용 목적에 맞는
3차원 모델링 수요 도출(소방안전관리, 시설물관리 등)하여, 행정업무에서의 활
용도 및 수요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구축 및 갱신사업 추진
드론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변화지역 및 부분갱신이 필요한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 도시변화지역 및 정밀 구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3D 모델링 데이터를 통해서 건축물 인허가
정보 활용, 도시변화지역 신속 탐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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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서 3차원 분석 및 시각화 기능
구현,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정책 모의실험 환경 조성이 필요

드론 공간정보 서비스 운영을 통한 드론 공간정보 활용 기반 및 서비스 지원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드론스페이스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드론통합관리
하고, 드론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중복 구축 방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장기적으로는 드론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 및 지자체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촬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드론 공간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와 정보
공유 등에 수요에 대응
- 통합관리 플랫폼은 오픈 플랫폼으로 드론공간 정보 관리를 통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 및 공공분야 행정 서비스 확대
- 이를 통하여, 드론 영상기반 공간정보 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기관 및 지자체
간 공간정보의 원활한 공유 및 드론영상정보 빅데이터를 확보
-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표준 포맷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고, 측량드론의 비행허
가 및 촬영허가 통합 승인을 통한 드론사업 활성화에 기여

드론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한 지속사업 추진과 업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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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련해서 추진중인 LX, 국토부 등 중앙정부 사업 참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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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공간정보 운영 및 분야별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필요
드론 기반 공간정보 분야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부서는 드론 운용 관련 분야의
제5장 결론∣137

활용 활성화 및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의 개편 필요
(1안) 현재 조직내에서 전담인력 충원 및 역할 정립
- 단기대응 방안으로 현재 조직내에서 전담인력 충원하여 업무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

(2안) 토지정보과내에서 공간정보팀과 드론운영팀 분리하여 업무조정
- 토지정보과에서 공간정보팀과 드론팀 분리하여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사업 확대

(3안) 업무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별도조직으로 드론통합센터 운영
-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드론통합센터에서 통합 운영 관리 분야별
활용 사업 추진

드론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분야별 활용세미나 운영
드론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수요 조사시 드론에 대한 기본
지식과 교육 기회 및 활용분야별 세미나에 대한 수요 도출
드론 공간정보 및 3차원 정보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를 위한 공모전,
세미나 등 주요 행사 개최
- 드론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다양한 홍보 및 활용촉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
- 드론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활용 서비스 공모전 개최
-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지도제작 실습 등 공간정보 활용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드론 등 3차원 공간정보 제작 및 실습 가능한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드론 공간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용사례 및 데이터 등 소개를 위한 홍보 자료 제작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활용 및 3차원 모델링을 위한 공유 활성화 프로그램으
로 워크샵 등을 통한 전문가 특강 및 활용사례 공유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참여
의 기회제공 및 드론 공간정보 활성화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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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of drone-based 3D 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carried out mainly in areas with high business utilization.
Firs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emand survey and cas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3D 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model
for Gyeonggi-do policy support.
Second,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3D-based committee
deliberation for major policy decisions is supported.
Third, in the field of road and traffic, it should be used not only for
road facility management and civil complaint response, but also for
disaster site search and simulation using 3D spati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disaster safety.
Lastly, in the environmental field, 3D spatial information is also used
in on-site enforcement and facility management tasks.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drone field is needed to operate
drone geospatial information and to activate it by field. The specialized
department to support drone-based geospatial data work needs to be
reorganized into an organizational system that can efficiently perform
tasks related to the use of drone operation-related fields and the efficient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3D geospatial data.
(Plan #1)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cruitment of dedicated
manpower and establishment of roles within the current organization.
(Plan #2) Within the Land Information Division, the geospatial data
team and the drone operation team should be separated and work should
be coordinated.
(Plan #3) Operation of the drone integration center as a separate
organization with a task-oriented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Drone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and service support are required
through drone geospatial data servic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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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hort term, it is possible to advance the functions of the
currently operating drone space to provide integrated management of
drones, to activate the use of drone spatial information, and to lay the
foundation to prevent duplicate construction.
In the long term, through the drone geospatial data integration
platform, Gyeonggi Province, local governments, and Gyeonggi public
institutions will respond to demands such as integrated management and
information sharing for drone geospatial data filmed and managed by
Gyeonggi Province public institutions.
It is a continuous business and task-specific application tasks for
activating drone spatial information.
It is to discover and support continuous projects for the operation
and activation of drone geospatial information. It is to prepare support
and revitalization plans for drone geospatial data projects currently
being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o expand provincial support
projects to discover excellent local government projects through policy
markets, etc. and to expand operation of other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emand survey,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promotion of projects with high demand and potential for use in
fire-fighting disasters, cities, and the environment as a way to discover
prior tasks and implement demonstration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business application.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education program on the overall
operation of drones and use seminars for each field. Major events such
as contests and seminars should be held for publicity of drone spatial
information and 3D information service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and
activate drone spatial information through a sharing activation program
for the use of drone spatial information and 3D modeling.
Keyword

Drone, 3D Spatial information, 3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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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P E N D IX

부 록 1. 전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관련 설문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 각･시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지역현
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정책 대안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서비스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를 업무에 적용가능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답변을 작성하여 아래 설문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성실
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경품발송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야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 이용 목적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발송 완료 후 즉시 파기합니다.

과제책임자 : 옥진아 연구위원 (031-250-3122)
설문담당자 : 정효진 연구원 (031-250-3123, hyojin5919@gri.re.kr)

■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핸드폰)
기관명
담당부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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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업무 적용 경험
1. 드론을 업무에 활용해본적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에 O 표시)
예 (1-1번으로)

아니오 (2번으로, 3페이지)

1-1 어떤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보셨습니까?(중복가능)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드론을 활용해 본 업무 및 주요 업무에

O 표기 부탁드립니다. 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에 직접 기입 부탁드립니다.
업무분야

주요업무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기획부동산 대상지 확인, 개발제한구역 불법

도시계획

행위 단속, 도시계획 결정 위한 심의자료 등
교통영향평가 사업지 현황파악, 도로확장공사 현황파악, 교량 등 도로구조물 안전점

도로/교통
토지/건축물
문화/관광

검, 건축/경관 위원회 심의자료 등
도청 신청사 건립/건축 현황,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및 옥외광고 심의자료, 불법 건
축물 및 주변공사 현장 검토 등
홍보영상 및 사진촬영, 문화유적장비 기초자료 수집, 박물관 건립 위한 대상부지 촬
영 등
무단 방치 폐기물 단속,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효과 검토, 미세먼지 및 오염원 현

환경

장 확인 등
투자유치 대상부지 현장확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현황 촬영, 미군기지 반환 및 개

산업/경제

발, 국제 테마파크 투자유치 추진 및 업무관리 등

방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현장 조사, 구제역 방제, 코로나 예방 대규모 시설 방역 등
도시

도로

토지

문화

계획

교통

/건축물

/관광

환경

산업
/경제

방재

기타
(

)

정보
검색
현장
조사
보고서
작성
민원
업무
인허가
업무
의사
결정
통계
작성
단속
업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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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드론을 업무에 활용하실 때 문제점으로 느끼신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중복가능) ( )
1) 드론 운용의 어려움
2) 데이터 가공 및 분석, 해석
3) 전문가 부재
4) 예산 부족
5) 기타 (

)

1-3 . 드론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

)

1) 드론 영상 촬영 지원
2) 드론 전문 업체와의 협약 체결
3) 타 지자체와의 매칭
4) 중앙정부 실증사업, 용역사업 참여(디지털 트윈 등)
5) 기타 (

)

■ 경기도 드론스페이스 활용 경험
2. 경기도 드론스페이스를 이용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2-1번으로)

아니오 (2-3번으로)

2-1. 드론스페이스에서 어떤 기능을 활용해보셨습니까? (중복가능) (
1) 촬영지역 확인
2) 드론 촬영 신청
3) 드론 업무 플랫폼
4) 드론 미디어
5) 기타 (

)

2-2. 드론스페이스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습니까? (
1) 심의, 평가 자료 활용
2) 홍보영상 자료 제작
3) 기본 현황 파악
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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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드론스페이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

)

1) 홍보의 부재
2) 업무와 낮은 연계성
3) 드론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4) 업무에 관련된 기능 부재
5) 업무 적용 부분에 대한 교육 부재
6) 기타 (

)

■ 3차원 공간정보 인식 및 이해
3차원 공간정보?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공간을 표현하여 디지털트윈, AR/VR 등 다양한 분야 활용가능한 데
이터입니다.

위 그림은 서울의 3차원 공간정보가 구축된 모습입니다.
(출처 : NaverLabs, https://youtu.be/X0FYH4vlI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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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 가능하며, 드론을 이용한 경우 일반적인 항공
측량에 비해 범위는 좁지만 원하는 대상지역을 빠르고 저비용으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도시 : 건물 안전 진단, 도로 시설물 및 안전 개선 등
- 환경 : 하천 공공시설 관리, 공원 관리, 대기환경정보 시뮬레이션 및 실시간 정보 측
정 등
- 토지/주택 :빈집 정보 관리 골목길 보행편의성 분석 등
- 문화 : 관광명소 가상 관광, 문화체육시설 모니터링 등
- 방재 : 산불예방 및 불법행위 모니터링, 보호수 관리 등
3.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하여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3-1번으로)

아니오 (4번으로, 6페이지)

3-1.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들어는 보았으나

개념만

대략적으로 알고

거의 알지 못한다

알고 있다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3-2. 3차원 공간정보를 업무에 활용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3-3번으로)

아니오 (4번으로, 6페이지)

3-3. 어떤 업무에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해보셨습니까?(중복가능) (
1) 정보 검색
2) 현장 조사
3) 보고서 작성
4) 민원업무
5) 인허가 업무
6) 의사결정
7) 통계작성
8)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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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사용하신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이십니까?
매우 만족하지

만족하지

않는다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3-5 . 데이터에 만족하지 않으셨거나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 또는 불
편함을 느끼셨나요? (중복가능) (

)

1) 자료의 신뢰성 문제
2) 업무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교육 부재
3) 어렵고 복잡한 작업과정
4) 컴퓨터 사양문제(처리 속도 등)
5) 기타 (

)

■ 3차원 공간정보 업무 적용 가능성
4. 경기도에 3차원 공간정보가 구축되면 업무에 3차원 공간정보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추가
로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4-1번으로)

아니오 (4-2번으로)

모르겠다 (4-2번으로)

4-1. 어떤 분야 및 업무에서 3차원 공간정보가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아래의 표와 그림을 참조하여 드론을 활용해 본 업무 및 주요 업무에 O 표기 부탁드립니
다. 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에 직접 기입 부탁드립니다.
업무분야
도시계획
도로/교통
토지/건축물
문화/관광
환경
산업/경제
방재

주요업무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빈집정보관리, 골목길 안전강화,
도시설계시뮬레이션, 사업 후보지 선정 등
교통영향평가 사업지 현황파악, 도로확장공사 현황파악, 교량 등 도로구
조물 안전점검, 건축/경관 위원회 심의자료 등
경관 입체 시뮬레이션, 도시설물 생애주기 분석, 건축물 인허가 및 관
리, 일조/조망분석 등
미술관/박물관/전시관 가상체험, 홍보영상 및 사진제작 등
도시 바람길 예측,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효과 검토 등
투자유치 대상부지 현장확인,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 국제 테마파크 투
자유치 추진 및 업무관리 등
대피로 시뮬레이션, 소방시설물 모니터링, 수해방지 및 홍수범람 지역
예측 등

부록∣149

<관광명소 영상>

<관광시설 가상체험>

<일조량 시뮬레이션>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자료 활용>

<소방시설물 모니터링>

출처 : ‘서울시, 집안에서도 3D로 실감나게 보는 ’디지털판 서울‘ S-map’개시‘, 서울보도자료(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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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도로

토지

문화

계획

교통

/건축물

/관광

환경

산업
/경제

방재

기타
(

)

정보
검색
현장
조사
보고서
작성
민원
업무
인허가
업무
의사
결정
통계
작성
단속
업무
기타

4-2. 3차원 공간정보를 도입하지 않거나 추가 도입예정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

)

1)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2) 추가 업무 발생에 대한 부담
3) 업무와의 낮은 연계가능성
4) 예산 부족
5) 기타 (

)

기타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관련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나 활용해보고 싶은 분
야 및 업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신 설문은 설문담당자 이메일 (hyojin5919@gri.re.kr)로
회신부탁드립니다.

부록∣151

A P P E N D IX

부 록 2.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관련 설문
<실무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 각･시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지역현
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정책 대안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서비스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를 업무에 적용가능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답변을 작성하여 아래 설문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성실
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경품발송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야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 이용 목적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발송 완료 후 즉시 파기합니다.

과제책임자 : 옥진아 연구위원 (031-250-3122)
설문담당자 : 정효진 연구원 (031-250-3123, hyojin5919@gri.re.kr)

■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핸드폰)
기관명
담당부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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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관련 실무
1. 귀하의 부서에는 드론 전문인력이 있으십니가?
1) 전문인력 있음
2) 지금은 없지만 검토중이거나 생길예정임
3) 없음
2. 귀하의 부서 내 드론 전문인력 수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3. 드론 관련 업무의 운영방식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집니까?
1) 직접 운영
2) 위탁 운영
3) 기타 (

)

4. 드론 관련 업무 및 사업은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1) 부서 내 자체 발굴
2) 타부서에서 사업 제시 또는 의뢰
3) 타 기관과의 협업
4) 기타 (

)

5. 현재 운영주신 드론 관련 업무 사례 또는 사업에 대해 기술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예시작성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가급적 모든 문항에 자세히 기재부탁드립니다.
(최대3개)
사례명 (사업명)
신청부서
촬영지역 및 범위
업무 내용
예
시
작
성
안

촬영소요시간
영상처리시간
기대효과(성과)
결과물
정책활용
(잘 활용되었나요?)
지속가능성

ex)
ex)
ex)
ex)

개발제한구역 단속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수원시 전체
대상지역의 드론 촬영을 수행하고, 영상정합 등 가공 작업을 통

해 데이터 구축
ex) 2일 (1일 4시간)
ex) 7일
ex) 지속적인 추가 촬영 통해 시계열 데이터 구축 가능
항공사진
동영상
3차원데이터
ex) O
전혀 활용되지
활용되지
모르겠음
활용됨
않음
않음
ex) O
단기성
장기적
지속적
일회성
(1~5년)
(5~10년)
(매년)
ex) O

기타
매우 잘
활용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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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과 1>
사례명 (사업명)
신청부서
촬영지역 및 범위
업무 내용
예
시
작
성
안

촬영소요시간
영상처리시간
기대효과(성과)
결과물
정책활용
(잘 활용되었나요?)
지속가능성

항공사진

동영상

전혀 활용되지

활용되지

않음

않음

일회성

3차원데이터
모르겠음

활용됨

단기성

장기적

지속적

(1~5년)

(5~10년)

(매년)

기타
매우 잘
활용됨
기타

<대표성과 2>
사례명 (사업명)
신청부서
촬영지역 및 범위
업무 내용
예
시
작
성
안

촬영소요시간
영상처리시간
기대효과(성과)
결과물
정책활용
(잘 활용되었나요?)
지속가능성

항공사진

동영상

전혀 활용되지

활용되지

않음

않음

일회성

3차원데이터
모르겠음

활용됨

단기성

장기적

지속적

(1~5년)

(5~10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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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매우 잘
활용됨
기타

<대표성과 3>
사례명 (사업명)
신청부서
촬영지역 및 범위
업무 내용
예
시
작
성
안

촬영소요시간
영상처리시간
기대효과(성과)

항공사진

결과물
정책활용

동영상

전혀 활용되지

활용되지

않음

않음

(잘 활용되었나요?)
지속가능성

일회성

3차원데이터
모르겠음

활용됨

단기성

장기적

지속적

(1~5년)

(5~10년)

(매년)

기타
매우 잘
활용됨
기타

6. 드론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업무를 수행하십니까? (중복가능) (

)

1) 드론 조종 및 촬영
2) 드론 취득 데이터 가공
3) 드론 관련 사업기획(과제발굴)
4) 드론 서비스 운영 및 관리
5) 기타 (

)

7. 드론 운영 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

)

1) 사업 예산 부족(미편성)
2) 드론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3) 업무 지원 요청 부서의 낮은 이해도
4) 타부서 및 타기관 미협조
5) 데이터 이력관리
6) DB 용량 및 저장 문제
7) 법 제도적 가이드라인 부족
8) 촬영신청, 측량심사 및 보안승인 과정 개선
9)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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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장 많이 드론을 활용 및 지원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표를 보시고 활용정도가 높은 업무분야를 골라 대분류 3순위까지 작성부탁드립니다.
또한, 순위를 매긴 대분류 분야에 대한 세부 업무분야의 세부 순위도 각각 3순위까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대분류
순위

세분류

업무분야

세부 순위

세부업무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기획부동산 대상지 확인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도식계획결정 위한 심의자료
기타(

)

교통영향평가 사업지 현황파악
도로확장공사 현황파악
도로/교통

교량 등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건축/경관위원회 심의자료
기타(

)

도청신청사 건립/건축현황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및 옥외광고 심의자료

토지/건축물

불법건축물 및 주변 공사현장 검토
기타(

)

홍보영상 및 사진촬영
문화유적 정비 기초자료

문화/관광

박물관 건립 위한 대상부지 촬영
기타(

)

무단방치 폐기물 단속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효과 검토

환경

미세먼지 및 오염원 현장 확인
기타(

)

투자유치 대상부지 현장 확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현황촬영
산업/경제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
국제 테마파크 투자유치 추진 및 업무 관리
기타(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현장 조사
구제역 방제

방재

코로나 예방 대규모 시설 방역
기타(

기타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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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드론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

)

1) 드론 운영 플랫폼 도입
2) 드론 관련 교육 확대
3)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4) 지속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6) 최신성 있는 데이터 확보(촬영)
7) 데이터 구축 기술(정사영상, 3차원 데이터)
8) 사업 추진 및 기획을 위한 자문 필요
9) 기타 (

)

■ 3차원 공간정보 관련 실무
10.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중복가능) (

)

1) 중앙정부 실증사업 및 공모사업 준비
2) 전문업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
3)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
4) 기타 (

)

11. 어떤 분야 및 업무에서 3차원 공간정보가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아래의 표와 그림을 참조하여 드론을 활용해 본 업무 및 주요 업무에 O 표기 부탁드립니
다. 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에 직접 기입 부탁드립니다.
업무분야
도시계획
도로/교통
토지/건축물

주요업무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빈집정보관리, 골목길 안전강화, 도시설계
시뮬레이션, 사업 후보지 선정 등
교통영향평가 사업지 현황파악, 도로확장공사 현황파악, 교량 등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건축/경관 위원회 심의자료 등
경관 입체 시뮬레이션, 도시설물 생애주기 분석, 건축물 인허가 및 관리, 일조/조
망분석 등

문화/관광

미술관/박물관/전시관 가상체험, 홍보영상 및 사진제작 등

환경

도시 바람길 예측,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효과 검토 등

산업/경제
방재

투자유치 대상부지 현장확인,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 국제 테마파크 투자유치 추
진 및 업무관리 등
대피로 시뮬레이션, 소방시설물 모니터링, 수해방지 및 홍수범람 지역 예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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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영상>

<관광시설 가상체험>

<일조량 시뮬레이션>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자료 활용>

<소방시설물 모니터링>

출처 : ‘서울시, 집안에서도 3D로 실감나게 보는 ’디지털판 서울‘ S-map’개시‘, 서울보도자료(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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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도로

토지

문화

계획

교통

/건축물

/관광

환경

산업
/경제

방재

기타
(

)

정보
검색
현장
조사
보고서
작성
민원
업무
인허가
업무
의사
결정
통계
작성
단속
업무
기타

기타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관련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나 활용해보고 싶은 분야 및
업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드론 및 3차원 공간정보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신 설문은 설문담당자 이메일 (hyojin5919@gri.re.kr)로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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