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DRONE is always thinking about 
future technology and using available  UAV 

service for human.  Our one of the most 
important object is to help farmer and 

construction workers and  inspectors using 
drone and change the future work condition. 



코리아드론 주식회사 약력

⦁ 2018년 8월 25일 법인 설립 발기

⦁ 2018년 12월 11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입주

⦁ 2018년 12월 17일 법인 설립

⦁ 2018년 12월 21일 희망마산포럼 MOU 체결

⦁ 2018년 02월 13일 (사)한국야생동물협회 MOU 체결

⦁ 2019년 03월 07일 통신판매업 신고

⦁ 2019년 03월 09일 주원산업 산림사업 MOU 체결

⦁ 2019년 03월 29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승인

⦁ 2019년 05월 09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지정

⦁ 2019년 05월 22일 코리아드론공장 설립

⦁ 2019년 05월 24일 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 MOU 체결

⦁ 2019년 06월 29일 한국수직이착륙협회 회원사 등록

⦁ 2019년 07월 05일 코리아드론 공장등록

⦁ 2019년 09월 02일 로봇랜드 로봇R&D센터 입주

⦁ 2019년 09월 25일 창신대학교 MOU 체결

⦁ 2020년 09월 25일 창신대학교 가족기업등록

⦁ 2019년 10월 23일 코리아테크쇼 전시

⦁ 2019년 12월 09일 청년취업패키지 교육 전담기관 지정

⦁ 2020년 02월 27일 한국해양대학교 MOU 체결

⦁ 2020년 02월 27일 한국해양대학교 가족기업등록

⦁ 2020년 03월 27일 로봇기술개발 사업 과제 선정

⦁ 2020년 04월 01일 벤처기업 인증

⦁ 기타 (사)창원시관광협의회, 두시텍, 수상인명구조협회, (재)경남로봇랜드 등
MOU 체결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VTOL) 개발 및 제조

⦁ 소화물 장거리 배송 VTOL

⦁ 3D Mapping 및 Modeling VTOL

⦁ 탐사 및 모니터링 VTOL

⦁ 산업현장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VTOL

고층건물 및 구조물 세척용 드론 개발

⦁ Roller Shock Absorber (롤러 충격 완충장치)

⦁ Brush Water Jet Module (브러쉬 수류 분사장치)

⦁ Safety Parachute Module (안전 낙하 방지장치)

⦁ 수류 호스 장착

농업 및 방제용 드론 제작

⦁ 농약 살포용 드론 제작

⦁ 비료 살포용 드론 제작

⦁ 농약 분무용 드론 제작

⦁ 수류 호스 장착



드론 영상 콘텐츠

⦁ 드라마 및 영화 항공촬영 및 편집

⦁ 문화재 3D 모델링 및 실측 3D 도면 제작

⦁ 작품 사진 및 영상 촬영 및 편집

⦁ 사진,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

⦁ 3D 촬영 및 편집

활용 가능 사업 영역

⦁ 기업 홍보영상 제작

⦁ 군, 지자체, 국가 행사 영상 및 사진 촬영

⦁ 부동산 3D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상가, 아파트단지, 빌딩 홍보 영상 제작

⦁ 문화재 기록물 제작 및 3D 도면 제작



스마트팜 조성 및 농업 생산 지원

⦁ 스마트팜 3단계에 해당하는 드론 방제 및 파종, 비료 도포

⦁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드론 파일럿과 농촌 일자리 연계
사업

⦁ 농촌 지원 사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 과실 당도 측정을 통한 정확한 수확기 정보 제공 서비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대 효과

⦁ 농업 생산성 향상

⦁ 과실 수확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품질 향상

⦁ 작물 병해충 검사로 인한 정확한 방제 위치 확정

⦁ 고령화된 농촌에 일손 보충

⦁ 드론 및 4차 산업 종사자와 농촌 일자리 연계 가능

⦁ 농민의 방제 부담 완화



특수 카메라를 이용한 항공영상촬영

⦁ SWIR(Short-Wave Infrared) - 가시광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결점 촬영

⦁ EO/IR (Electric Optical/Infrared) - 온도가 있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영상 촬영

⦁ RGB-Depth -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을 분석하여 3D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촬영

⦁ 초분광이미지 - 하이퍼스펙트랄(Hyperspectral) 이미징

⦁ LADAR (Laser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 신호를
방출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데이터 분석용 촬영

활용 가능 사업 영역

⦁ 3D 맵핑 지형지물 촬영

⦁ 건설, 토목, 공사, 환경 모니터링

⦁ 항공측량, 부동산, 문화재 실측 3D 지도 제작

⦁ 건물, 발전소, 송전탑, 해양플랜트, 기타 점검

⦁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점검

⦁ 농업 생산 정확성 향상을 위한 지원



드론 판매 및 정비

⦁ DJI 드론 경남지역 공식 판매 및 정비

⦁ 국내 드론 정비 서비스

⦁ 드론 정비 교육 서비스

⦁ 산업용 드론 대여

판매 드론 종류

⦁ MAVIC2 PRO – Hasselblad L1d-20C 우수한 화질

⦁ MAVIC2 ZOOM – 24~48mm 광학 줌 카메라

⦁ INSPIRE 2 – 예술적 영상 촬영, 혁신적 기술

⦁ PHANTOM 4 RTK – 차세대 매핑 기술

⦁ MATRICE 600 PRO – 전문적인 항공 이미지 솔루션

⦁ MATRICE 210 RTK – 전문 산업용 항공 이미지
솔루션

⦁ AGRAS MG-1P – 자율방제, 군집비행 기술



PHONE : 055 259 5441   FAX : 055 259 5442
OFFICE : 5401, 7gil 21 bongambuk Masan Changwon Kyungnam
Korea
E-MAIL : kodrone@naver.com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 7길 21 경남지능형홈산업센터 5동 401호

T 055.259.5441         F 055.259.5442        E kodr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