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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통합 관제 시스템

드론의 모니터링을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드론 자동 충전

자동 충전을 통한 
드론 활용성 향상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속성 향상

AI 기반 고부가 가치 
산출물 생성

수요자 맞춤 영상처리
산출물 제공

AWS 기반 
드론 운영 환경 결정

기온/강수량/풍속 정보를
이용한 드론 운영

위성 지상국 개발 기술을 접목시켜
고부가 가치 산출물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중 통합 관제 시스템  

드론 자동 충전  

    스테이션 내부의 충전 모듈을 통한 
드론 자동충전 가능

    드론의 원격자동 On/Off 제어 기능

    드론 상태 정보 모니터링

    스테이션 상태 정보 모니터링

    실시간 드론 영상 모니터링

    실시간 기상 정보 모니터링



AWS 기반 드론 운영환경 결정  

    강우,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등 

기상정보 데이터 자동 취합

    자체적인 드론 운용 여부 판단 

기능 및 최적의 운영환경 수립

    AWS : Automatic Weather 

System(자동기상관측장비)

실시간 데이터 분석  

    최신 무선통신 기술을 접목한 

전국적 데이터 수집 가능

    독자적 영상분석 기술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가능

AI 기반 고부가가치 산출물 생성  

객체 추적

포인트 클라우드 2D 면적 측정

화재 탐지

3D 지형 맵핑

3D 면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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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Data analysis

Ground Systems



Surveillance  / Monitoring   

소방 안전 플랫폼  

드론 촬영 및 비행계획 수립

주기적인 드론 경로비행 수행 

AI 기반 실시간 화재 감지

화재 이벤트 상황실 전송

화재현장 영상 모니터링(소방본부)

드론 자동 복귀 및 착륙

드론 자동충전 및 대기모드 전환 

도심지
무인드론
안전망

산악지형
산불탐지

미션 주기 및 경로 설정

미션 수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상 촬영)

DroneSAT 시스템 가동

자료 활용 및 분석

Server Data analysis

미션
전달

지상국



스마트시티  

112종합상황실

긴급출동지원
(방범, 순찰)

긴급출동지원
(화재,구조,구급)

재난안전상황실

119종합상황실

• 긴급신고 접수

• 긴급상황 전파

• 신고위치 파악

• 현장영상 전파

•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   재난현장 촬영

•   재난피해 분석

•   구조자 위치 파악

CCTV

시민제보

위치정보 전
송

신고내용 전
달

위치정보 요
청

CCTV영상 요
청

위치정보 전송

신고내용 전달

위치정보 요청

CCTV영상 요청

임무계획 전송

데이터 요청

임무계획 전
송

데이터 요
청

실시간 

영상 송
출

화재발생

신고 접수(소방본부)

신고 좌표 전달 (지자체 통합플랫폼)

드론 스테이션 구동 및 드론 임무장소 출동

화재 현장 모니터링

드론 자동 복귀 및 착륙

드론 자동충전 및 대기모드 전환 

상황발생
상황실접수

➍ 미션 수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상 촬영)

DroneSAT시스템 가동

자료 활용 및 분석

지상국
전달

지상국

Server Data analysis

Data 
전송

스마트도시
연계서비스 

개선안



사회재난모니터링

범죄사고모니터링

사회재난 분야

싱크홀 도로파손 건물화재 교통량 측정 범죄감시 안내방송 지원

생활활용 분야



자연재해모니터링

하천오염 감시 불법소각 감시 불법매립 감시

환경감시 분야 자연재난 분야

홍수 지진 산불

환경감시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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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DS-L (소형 1100)

사이즈
격납 시 1350 x 1350 x 920(mm)

이륙 시 2500 x 1350 x 920(mm)

Lift type 1

모델명 DS-L (대형 2000)

사이즈
격납 시 2500 x 2500 x 850(mm)

이륙 시 4700 x 2500 x 920(mm)

Lift type 2

모델명 DS-SS

사이즈
격납 시 2380 x 2380 x 860(mm)

이륙 시 4580 x 2380 x 860(mm)

Slide type

모델명 DS-C

사이즈
격납 시 3220 x 4086 x 2494(mm)

이륙 시 6105 x 4086 x 2494(mm)

Custom type

드론 스테이션  

드론  

모델명 HD-500
기체 크기 410 x 410 x 352mm (프롭 제외)
기체 중량 3.5kg 이하 (배터리, 임무장비 포함)
비행시간 25분 이내
내풍성 10m/s

방진·방수 -

모델명 HD-850
기체 크기 850 x 700 x 500mm (프롭 제외)
기체 중량 10 kg (배터리, 임무장비 포함)
비행시간 30 분 이내
내풍성 10m/s

방진·방수 IP43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