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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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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 ny
f o u n d e r
Business area
A d d r e s s
Established
C o n t a c t

한컴인스페이스
최명진
항공우주 위성SW 개발, 위성/드론 시스템, 영상분석 솔루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20-62, 3층
2012년 2월 1일
+82-42-862-2779

History
2021

2021.
2021.
2021.
2021.
2021.

07
02
04
03
03

세종특별자치시 - 한컴그룹 MOU 협약 (MARS 스마트시티 구축)
대전광역시 – 한컴그룹 MOU (드론 활용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구축)
세종대학교 – 한컴그룹 우주항공연구소 설립 (항공/우주 공동연구개발)
한컴어썸텍 인수 (산업용/특수용 드론 개발 및 탑재품 개발)
순돌이드론 인수 (산업용 드론 개발)

2020

2020.
2020.
2020.
2020.

12
09
04
02

전라북도 – 한컴인스페이스 MOU 협약 (드론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
한컴그룹 편입
대전 좋은일터 조성사업 선정 (대전광역시)
스마트챌린지 스마트시티 본사업 선정 (대전광역시)

2019

2019. 09
2019. 08
2019. 08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획득 – 인스테이션 (InStation)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획득 – 드론셋 (DroneSAT)
[[AI기반 태양측면 자기장영상 복원기술]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게재

2018

2018. 10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분야 표창장 수상

2017

2017.12
2017.12
2017.12
2017.10
2017.07

드론 영상 분석 서비스 런칭
국내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지상국 구축 사업 수주
국내 최초 달 탐사 위성 지상국 구축 사업 수주
ICR 품질경영시스템(지상국 응용 SW개발) 재인증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전문기업 인증 (MSS)

2013

2013. 07

방위사업청 영상처리 신기술분야 장려상 수상

2012

2012. 02

㈜인스페이스 설립

•

변화 탐지 (건물,도로,교량 등)

•

지구 관측

•

기상

•

불법 구조물 감지

•

심우주 달 탐사

•

환경

•
•

소나무 재선충병 탐지
벼 재배면적 분류

•

태양활동 분석

•
•

해양
수자원

•

다중 드론 통합 모니터링

•

미션 스케줄링 SW

•

자동 드론 배터리 충전

•

자동 드론 운용
데이터 수집 / 분석 / 유통 / 모니터링 SW

위성 지상국 구축 SW (Korean Government certified)

한컴인스페이스는 항공우주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인공위성 지상국 및 소프트웨어(InStation),
인공지능 기반 위성/드론 영상분석 서비스(한컴위성/한컴드론),
전자동 무인드론 운영시스템(DroneSAT)을 제공합니다.

Solution

Add-On Package

Final Products

Earth Observation

Meteorological

Meteorological
Environment
STANDARD EDITION

Ocean Color

Earth
Observation

Environmental

Water Resource
Ocean Color Water Resource

제품 ＆ 솔루션

한컴위성 (세종 1호)

드론샛 (DS-L1100)

한컴드론 (HD-500)

• 사이즈 20*10*30cm, 10kg
• 해상도 5m, 7bands, 6 Units
• 고도 500km, 촬영범위 20km
• 2022 하반기 런칭 예정

• 사이즈 41*41*35.2cm, 3.5kg
• EO/IR 카메라 탑재
비행시간 25min

• 사이즈 135*135*92cm
• AI 기반 실시간 영상분석,
드론 자동충전 등을 위한
무인 소프트웨어 제어 드론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위성/드론 영상 분석 서비스

농업환경
분석

산림자원
관리

재난재해
감시

도심지 변화
탐지

Ground Station
& Technology
국내 최초의 심우주 탐사를 위한

달 궤도선 지상국 시스템
기상청 지상 자료관리를 위한

기상위성 GK-2A 자료관리 시스템
가뭄 모니터링을 위한

Ground Station
& Technology

수자원 모니터링 지상국 시스템
글로벌 환경 관측망 분석체계 구현

환경위성 GK-2B 지상국 시스템
아리랑위성 서브시스템 구축 기술 확보

KOMPSAT 시리즈 지상국 시스템
Kompsat Series, GK-2A, GK-2B

Space Environment
InPlanet™
우주환경 3D 가시화 플랫폼
3D 위성 궤도 모사
태양 자기력선 및 우주환경 정보 표출

우주 방사선 분석 시스템
항공기 이용 시 우주 방사능 피폭량 분석 및
우주 방사선 그래프 시각화

우주 환경 분석
AI기반 태양 활동 분석 및
태양흑점 폭발 예측

Deep Space
Solar flare analysis, Space weather monitoring

한국형 달 탐사 프로젝트
ShadowCam을 이용한 달 연구
얼음물 검출 및 분포지역 3D구현
영구음영지역의 크레이터 탐지 연구

Remote Sensing

& IT

원격 탐사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GIS 분석 시스템
RS기반 작황면적 등 토지분류 기술

영상 전처리 기술개발
EO/IR/SAR 이미지 전처리 및 검보정 기술

농업면적 분석

Remote Sensing
& IT
EO/IR/SAR image processing, R/S utilizing

농경지 자동 추출 및 재배면적 분류
벼 수확량 예측 및 결과 데이터 산출

InFusion™
광학/IR/SAR 이종영상 융합 SW

InOS™
SAR 영상 기반 선박탐지 및
해양 기름유출 탐지 및 예측 SW

Artificial Intelligence
객체 탐지
드론/위성영상 기반 객체추적 및 탐지
다중 객체탐지 SW

변화 탐지
AI기반 도로/건물 모델추출 및 변화구역 탐지

DL모델 데이터셋 구축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sis in the video & image using AI technology

AI기반 DL모델 라벨링 및 dataset 구축
고사목 탐지, 산불 탐지, 벼 재배면적 분류/계산

이상징후 감시
위성 시계열 데이터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

모델제어 및 신호처리
강화학습 기반 드론/미사일 모델 제어
에너지 생산성 분석 및 향후 수익 분석

InOPS
(ground station OPerating Service)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장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사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 노하우 및 전문지식을 InStation Platform에
담아 전통적인 위성 지상국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제공합니다

Janus

자료분석 서비스

Janus Engine

워크플로우 엔진

베이스맵 서비스

InStation Services

여러 종류의 입력 자료에 대한
각각의 처리 자동화 엔진

Job Management DB

자료검색 및 다운로드 서비스

InDPS

팬샤프닝

자료 처리 서비스

통합관제 서비스

영상압축

위치보정

변화탐지

자료통계 서비스

웹 기반 GIS 분석

통합 자료 관리 및 모니터링

웹 GIS 기반의 시간적, 공간적 분석
오프라인 기반의 베이스맵 서비스

자료 통합 검색 및 다운로드
처리상태, 현황, 시스템 모니터링 및 통계 기능

객체인식

InDPS 주요 기능

영상 가공, 처리 및 알고리즘,
인공지능 서비스 패키지

자료처리 모니터링 서비스

Data Processing Service

InDPS
(satellite Data Processing Service)

InOPS

자료분석

운영 서비스
처리 및 현황 모니터링,
자료 검색, 자료 분석 서비스 패키지

GIS기능

자료검색

처리현황

통합관제

포멧변환

스트래칭

InOPS 주요 기능

피라미드

system OPerating Service

영상가공
영상압축

Earth Observation
InStation

Meteorological
Environmental
Ocean Color
STANDARD EDITION

Water Resource
Lunar & Solar Exploration

Meteorological

InStation

InStation

InStation

InStation

Water Resource

Ocean Color

InStation

Add-On Package

팬샤프닝

영상처리
타일링

밴드머지

스트레오
영상

GCP생성
모자이크

위치보정

Environmental

Earth Observation

Lunar & Solar Exploration

Solution

변화탐지

객체인식

Application Field

컴포넌트 기반 모듈 확장성

병렬 분산 기반 고속 처리

입력 자료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영상 처리, 가공
EO, SAR, IR, Hyperspectral 센서 처리

영상 수집부터 가공까지 5분이내
고성능 영상 처리 서비스 제공

변화지점

변화지점

(2016.08)

(2018.09)

Image Analysis
Service
영상 판독
미사일 발사 징후 감시 및 분석
핵시설 운용 징후 감시 및 분석

관심 객체 탐지
신설 도로 및 도로 소실 분석
도로 길이/너비 분석
교량 길이/너비 분석
신설 건물 및 건물 해체 분석
건물 면적 산정

Image Analysis
Services
Image Analysis, Target and Change detection

2012.06

2019.04

2016.08

2018.09

2015.07

2018.09

시계열 변화 탐지
시계열 변화 지역 탐지 및 분석
신규 조성 산업단지 분석

DroneSAT

DroneSAT ™
다중 통합 관제 시스템
드론 상태/ 스테이션 상태 정보 모니터링
실시간 드론 영상 스트리밍
실시간 기상 정보 모니터링

드론 자동 충전
전자동 무인 운영, 자동충전 기능
다중 드론 데이터 수집/분석.분배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분석
독자적 영상분석 기술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굴삭기/항공기 등 객체 검출

AI기반 고부가 산출물 생성
원격탐사 데이터 처리 및
고객 맞춤형 고품질 산출물 제공

Ground Station for Fully Automated Drone Operation
Ground Station for Fully Automated Drone Operation

(변화탐지, 객체 추적, 3D 지형 맵핑, 화재탐지 등)

InView
초고해상도 감시 카메라
국내 최초의 초고해상도 EO/IR 통합형
완제품 카메라 기반 감시 정찰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다양한 사이즈의 센서를 바탕으로
사용자 선택에 따른 제작 지원

ZLID™ 기반 장거리 감시

InView

ZLID(Zoom Laser IR Diode)기술
기반 주야간 장거리 타겟 감지
ZLID Image

실시간 관제시스템
실시간 감시 영상 스트리밍 및
원격 팬/틸트/줌 조절 가능

Custom Long-range Surveillance Camera Systems

Patent and Certification & Award

Organization

대표이사
경영촐괄사업부

응용플랫폼사업부

총괄사업본부

연구개발사업부

GEOINT사업부

2020. 07. 09. 제10-2134136호

METHOD FOR DEEP LEARNING BASED SATELLITE IMAGE RESOLUTION ADJUSTMENT

2019. 12. 11. 제10-2056909호

System for operating fully-automated unmanned drone and method thereof

2019. 01. 21. 제10-1941878호

SYSTEM FOR UNMANNED AIRCRAFT IMAGE AUTO GEOMETRIC CORRECTION

2018. 08. 14. 제10-1890494호

METHOD FOR PREDICTION THE SOLAR PROTON PARTICLE

2017. 08. 30. 제10-1775124호

System and method for automatic satellite image processing for improvement of location accuracy

2014. 02. 11. 제10-1364052호

System for detecting object from satellite image

미래기술개발부

인공지능사업부

드론플랫폼사업부
2013.12.26
Award (SMBA)

Partners

Spire Global과 Partnership 체결

2015.10.22
Award (DAEJEON CITY)

2016.12.31
Award (전파연구원)

2017.10.10
Certificate (ICR, ISO 9001)

2017.11.02
Award (지리정보학회)

2018.06.19.
Certificate (KIBO)

2018.04.01
Certificate (중소벤처기업부)

2018.04.13
Certificate (SMBA, INNO-BIZ)

2018.04.15
Certificate (SMBA, MAIN-BIZ)

2019.08.26
GS Certificate (DroneSAT)

2019.09.05
GS Certificate (InStation)

2019.10.25
Certificate (KOSA)

2019.11.02
Award (DronsSAT)

infiniti optics와 JV 설립 (예정)

2018.02.09
Certificate (KOITA)

IBM과
Partnership
체결
26 May, 2019

TAITUS와 Partnership 체결
26 March, 2020

2018.10.31
Award (DAEJEON 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