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eam the convergence future

with Drone and IoT technology 

Ground Control System
MILVUS Long Range VTOL fixed wing

PANDION H Long Endurance Multi-copter

RUEPEL Engine Helicopter

D-DL DRONEit Datalink

Size 2000x770x300mm

Case dimension : 940x860x340mm

Empty weight : 4.6kg / 10.1lbs without battery

Max take off weight : 7.9kg / 17.4lbs

Max Operating range : 40km

Cruise Speed : 16~22m/s

Max flight time : 90min. (w/o payload)

Max payload : 1.2kg / 2.6lbs(Flight time 60min.)

2 or 3 axis gimbal on demand

Datalink range 7~20km (200mW~1KW)

Payload : Mirrorless EO/IR multi-spectral 

Mission : Mapping, Surveying, Reconnaissance

Main blade Size 920x40mm(one blade)

Size : 1770mm(L)x600mm(H)

Case dimension : 1430x350x465mm

Empty weight : 13kg / 28.6lbs

Max take off weight : 23kg / 50.7lbs 

Max payload : 10kg /22lbs

Max Operating range : 40km

Cruise Speed : ~20m/s

Max flight time : 90min. (depends on gas tank)

Datalink range 7~20km (200mW~1KW)

Payload : depends on request 

Mission : Mapping, Surveying, Reconnaissance, 

               Delivery, Event monitoring

Diagonal Wheelbase : 1250mm

Empty weight : 7.6kg/16.7lbs

Max take off weight : 18kg/39lbs

Max Operating range : 10km

Cruise Speed : ~10m/s (Max 16m/s)

Max flight time : 50min. (w/o payload)

Max payload : 8kg / 17.6lbs

Datalink range 7~20km (200mW~1KW)

Payload : EO/IR, Lidar, Speaker, Gas detector

Mission : Mapping, Surveying, Reconnaissance, 

               Delivery, Event monitoring

Frequency 2.4,  5.8GHz

Rate : Max 300Mbps

Modulation : 11n(HT20): MCS0~MCS7  (OFMD)

                    11n(HT40): MCS8~MCS15 (OFMD)

Bandwith : 20, 40 MHz

Interface : Ethernet, Serial 2 ports, USB A,

                 FC private connector

Operational range : 5km(Los)

Power : DC 5V,

USB TYPE C Dimension :

ANT : Omni  NON-Direction antenna

• 실시간 비행/영상 조종기
• 미션 경로 설정
• 실시간 비행 상태 모니터링
• GPS위치 좌표 및 베터리 상태 수신
•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RF / LTE) 기반
• 경로 자율 비행 
• 지형과 미션에 따라 자동 이륙/복귀/착륙/비행/동작
• 비행 중 속도·고도 등 비행정보 실시간 확인

프리뉴의 UAV는 자체적인 설계/제조로 
측량, 정찰/감시, 수색, 점검 등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주)프리뉴  
직접생산확인 / 초경량비행장치사업 / 기업연구소 / 벤처인증

본사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C벤처드림타워3차 403호 (우)08376
공장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서로 94-14

E-mail. droneit@preneu.com    Tel.02-3282-1200  
www.droneit.co.kr

DRONEIT is a professional Drone/UAV brand launched at the PRENUE.



PANDION H MILVUS RUEPEL

VTOL

Lidar sensor Speaker EO/IR camera

30x / 10x Zoom

Object tracking

Gas Detection Sensor EO/IR camera

20x / 4x Zoom

EO/IR camera

30x / 10x Zoom

Object tracking

Multi Spectral SONY A6000

SONY A7R

Delivery KitLidar sensorEO/IR camera

30x / 10x Zoom

Object tracking

30분 비행하는 멀티콥터!
기존 멀티콥터의 짧은 운용시간의 단점을 극복한 판디온은 최대 30분 비행으로

1회 운용 시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주/야간 감시/정찰은 물론, 댐이나 빌딩 등 주요 시설물의 점검, 산업 현장에성의 가수 누수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유선 드론으로 활용 가능한 쿼드콥터와 5kg의 페이로드 적재가 가능한 헥사콥터 버전이 있습니다. 

60분 비행 엔진 헬리콥터!
엔진을 적용한 헬리콥터 형 루펠은 강력한 출력으로 해상이나 바람이 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엔진 옵션에 따라 최대 10kg의 물자를 싣고 60분 (최대 120분) 비행이 가능합니다.

주/야간 정찰 용도 외에 라이다 센서와 같은 하중이 있는 측량 장비를 탑재해 공간정보를 취득 할 수 있으며, 
접근이 까다로운 도서지역이나 재난 지역으로의 긴급 물자 이송에도 활용됩니다. 

VTOL 기능이 적용된 밀버스는, 기존 고정익 운용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착륙시 불안정한 단점을 극복하여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고정익 운용을 실현하였습니다.

하천이나 평야 등 광활한 개활지의 측량, 국립공원이나 평야의 식생 지수를 단시간에 예찰 할 수 있으며,
국경 등 넓은 지역의 주/야간 정찰/감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항공 촬영부터 정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