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시범사업 추진

완료시기 완료시기 ■ 임기내  □ 임기후 사업기간사업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사업주체사업주체 □ 국가    ■ 나주시 예산구분예산구분 ■ 예산 □ 비예산

신규여부신규여부 ■ 기추진 □ 신규 이행단계이행단계 □ 완료 □ 이행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정 책 목 표정 책 목 표

   안전진단, 농업방제, 산림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산업용 드론(기체, 부품, 
임무장비 등)의 시험․검증 및 성능개선, 지원기반구축을 통한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

□ 현황 및 정책 개요
  〇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〇 사 업 비 : 127억원(국비 62, 도비 25, 시비 25, 민자 15)
  〇 위    치 : 나주시 빛가람동(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內)
  〇 전담/주관 : 산업부 ․ 전라남도 ․ 나주시/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〇 사업내용 
   - (센터구축)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구축
   - (장비구축) 실증 및 개발, 시험평가와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화 지원
   - (기업지원) 장비 활용교육, 드론 제품 기술 개발 지원 및 표준화

□ 추진 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 추진과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 지원센터 설립
확인지표  공정률 - 60% 100% - -
 산업용 드론 장비구축
확인지표  장비 도입률 - 30% 60% 80% 100%
 산업용 드론 현장실증
확인지표  기술실증 - - 5회 5회 1회



□ 연도별 투자 계획/집행액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 연도별 임기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계 12,700 - 2,926 4,297 2,674 2,803 -

국비 6,200 - 600 2,873 1,299 1,428 -
도비 2,500 - 975.5 524.5 500 500 -
시비 2,500 - 975.5 524.5 500 500 -
기타 1,500 - 375 375 375 375 -

집행액 9,897 - 2,926 4,297 2,674 - -

□ 추진실적(2018. 7. 1. ~ 현재)
 〇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구축(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內) : 2020. 5.
    - 네트워크(협의체, 위원회, 간담회)운영 26회
    -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설 10건, 교육과정 수료자 100명
 〇 장비구축 : 30종
    - ‘19년 : 목표 14종 / 실적 3종(산업용 드론 임무 및 운용성 평가 지원 시스템 등)
    - ‘20년 : 목표 12종 / 실적 20종(시각지능 플랫폼 및 중앙실증관제 시스템 등)
    - ‘21년 : 목표 4종 / 실적 7종(이월장비 3점 포함 7종 구축완료)
 〇 산업용 드론 현장실증 : 17회
    - ‘20년 드론 기업지원 현장실증 지원사업(10건) : 2020. 6. ~ 12.
    - ‘21년 드론 기업지원 현장실증 지원사업(7건) 진행 중
       현장실증 지원사업 공고(‘21. 5) / 접수과제 평가(‘21. 6.) / 최종평가(‘21. 12.)

확인 지표명 단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이행률(%)
센터 설립 공정률 % 목표(누계) - 60 100 100 100 100이행(누계) - 80 100 100

장비 도입률 % 목표(누계) - 30 60 80 100 88이행(누계) - 10 74 88

기술실증 횟수 회 목표(누계) - - 5 10 11 100이행(누계) - - 10 17
연도별 목표 달성률(%) 66 100 100
공약 이행률 96



□ 향후계획
  〇 3차년도 연차평가 및 4차년도 사업협약                      : 2022. 1. ~ 2. 
  〇 4차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                                   : 2022. 3. ~ 4.
  〇 ‘22년 산업용드론 현장실증 지원사업(전력에너지 분야 임무수행 실증 등 3건)
    - 현장실증 지원사업 공고(2022. 5.)
    - 접수과제 평가(2022. 6.)
    - 현장실증 최종 평가(2022. 12.)
  〇 4차년도 장비구축(4종)                                      : 2022. 6. 
  〇 사업운영 기반 성과확산을 위한 신규 후속과제 기획           : 2022. 12.

□ 기대효과
  〇 지역 드론산업 활성화 거점마련으로 글로벌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〇 ICT․SW와 드론 간 융합을 통해 1차 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 혁신 

및 지역기업 체질 개선 기대

□ 시민참여(홍보)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타
10 - - 9 2

  〇 오프라인 홍보 실적
   - 2019 스마트드론산업대전 비즈니스 상담, 홍보 부스 운영(’19. 10. 16 ∼ 17.)
   - 빛가람 ICT융합 페어 드론기업 홍보부스 운영(’19. 12. 9)
  〇 언론/방송 보도 실적 
   - 나주시, 산업용 드론 기업 육성 박차(일간투데이, 2021. 12. 21.)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남 드론 산업 전성시대 연다(전남일보, 2021. 11. 30.)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밤하늘 수놓은 드론쇼 광양서 선보여(브레이크뉴스, 2021. 11. 12.)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서해지방해경,드론 활용 안전벨트 구축 추진(전남일보, 2020. 11. 10.)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진소방서 드론교육 진행(전남일보, 2020. 10. 21.)
   - K-드론‘무인운송시대’활짝(전남일보, 2020. 9. 9.)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차 드론기업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성료(전자신문, 2020. 8. 20.)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드론기업 육성-경쟁력 강화 지원(전남일보, 2020. 4. 14.)
   - 드론과 첨단기술의 만남( 2019. 8. 8.)
  〇 설명회, 공청회 등 실적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드론기업 재직자 교육 나서(머니투데이, 2021. 10. 8.)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 드론 기업간담회 성료(GNA글로벌뉴스통신, 2021. 6. 8.)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3차 산업용 드론 기업간담회 개최(NSP통신, 2020. 11. 2.)
   - 드론미래전파 기술 워크숍 무료 개최(이코노뉴스, 2020. 8. 27.)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드론해안안전관리 기술시연회 개최(전자신문, 2020. 8. 12.)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업용 드론 기업간담회 성료(AI타임스, 2020. 6. 7.)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업용드론활용 지능형 기술 시연(AI타임스, 2020. 6. 3.)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연계 드론교육 워크숍 개최(AI타임스, 2020. 5. 27.)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동부권 산업용 드론 기술교류 세미나 성료(2019. 11. 27.)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2019. 10. 28.)

□ 증빙자료
 〇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구축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내) 센터홈페이지 https://www.jdrone.or.kr/

〇 장비구축 현황(30종)
연
번 장비명 기관명 구축일 i-Tube

등록번호
NFEC

등록번호
증빙 1
(등록증)

증빙 2
(사진/계약서)

01 농ㆍ임ㆍ수산업 서비스 
시스템 (방제ㆍ파종 분야)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14 2012-D-0106 NFEC-2021-

01-267140 등록증 참조 -

02 농ㆍ임ㆍ수산업 서비스 
시스템(관리ㆍ진단)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14 2012-D-0211 NFEC-2021-

01-267143 등록증 참조 -

03 국토ㆍ시설 점검 및 관측 
시스템(에너지 시설)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14 2012-D-0107 NFEC-2021-

01-267138 등록증 참조 -

04 국토ㆍ시설 점검 및 관측 
시스템(건설 시설)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14 2012-D-0109 NFEC-2021-

01-267137 등록증 참조 -

05 공공안전 서비스 
시스템(사고예방ㆍ구조)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14 2012-D-0108 NFEC-2021-

01-267141 등록증 참조 -

06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14 2012-D-0105 NFEC-2021-

01-267139 등록증 참조 -



07 중앙실증관제시스템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21 2012-E-0233 NFEC-2021-

01-267144 등록증 참조 -

08 산업용 드론영상수집시스템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21 2012-E-0235 NFEC-2021-

01-267145 등록증 참조 -

09 산업용 드론 영상데이터 
가공시스템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21 2012-E-0234 NFEC-2021-

01-267146 등록증 참조 -

10 시각지능 학습시스템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21 2012-E-0232 NFEC-2021-

01-267147 등록증 참조 -

11 시각지능용 네트워크 모델 
배포.관리시스템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21 2012-E-0236 NFEC-2021-

01-267148 등록증 참조 -

12 드론 직류전원장치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14 2012-D-0212 NFEC-2021-

01-267142 등록증 참조 -

13 이동형 실증 지원시스템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23 2012-D-0581 3천만원이하

미등록대상 등록증 참조 -

14 테더링 스테이션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23 2012-D-0582 3천만원이하

미등록대상 등록증 참조 -

15 교육용 드론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2.08 1천만원이하

미등록대상
1천만원이하
미등록대상

소형장비
미등록대상 증빙-15

16 추론 시스템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1.08.10 2108-E-0055 NFEC-2021-

08-272566 등록증 참조 -

17 시각지능 플랫폼운영시스템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1.08.10 2108-E-0058 NFEC-2021-

08-272567 등록증 참조 -

18 IoT 서비스용 시각화 
시스템(SW)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1.08.16 2108-E-0050 SW 미등록대상 등록증 참조 -

19 진공성형기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1.08.13 2108-C-0059

/0060
3천만원이하 
동일장비2점
미등록대상

등록증 
2매참조 -

20 부품 신속조형기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1.10.13 2110-C-0059

/0060
3천만원이하
동일장비2점
미등록대상

등록증 
2매참조 -

21 산업용 드론 기본성능 평가 
지원 장비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20.07.31. 2007-D-0177

8
NFEC-2020-1

0-265464 등록증 참조 -

22
산업용 드론 임무 및 운용성 
평가 지원 시스템 시작품 
제작용역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19.12.26. - - 시제품

미등록대상 증빙-24 

23 산업용 드론 비행정보 관리 
시스템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20.08.19. 2008-E-0175 NFEC-2020-1

0-265463 등록증 참조 -

24 드론비행 데이터 기록장치 
개발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20.11.27. - - 시제품

미등록대상 증빙-26 

25 산업용 드론 기체정보 관리 
시스템 시작품 제작용역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20.12.18. - - 시제품

미등록대상 증빙-27 

26
레퍼런스 드론(UAVCAN 
호환 지능형 비행시스템 
개발용역)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20.11.19. - - 시제품

미등록대상 증빙-28 

27
드론 비행 데이터 분석 
시스템 시작품 제작용역 
(용역개발)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20.12.18. - - 시제품

미등록대상 증빙-29 

28 레퍼런스 드론(UAVCAN 
지원)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20.06.2. - - 시제품

미등록대상 증빙-30 

29
드론시험이력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시스템 
통합(용역개발)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21.11.18 - - 시제품

미등록대상 증빙-31 

30 드론비행기록 저장장치 
고도화 #1 (용역개발)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21.08.05 - - 시제품

미등록대상 증빙-32 



〇 산업용 드론 현장실증(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0년 산업용 드론 현장실증 지원사업 공고

2021년 산업용 드론 현장실증 지원사업 공고

주관부서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밸리팀장 오시근 ☎8361 주무관 이권익 ☎8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