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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EU is Korea’s leading drone specialist providing innovative drone systems 

and services through convergence of H/W manufacture technology for drones 

and aviation, S/W development technology, and key IT technology.

VTOL FIXED WING

MULTI COPTER

UNMANNED HELICOPTER

DATALINK



적용분야 | APPLICATION

건설 측량

    공간정보 취득 및 지적 측량용 VTOL
    고정익 기체 

    측량, 엔지니어링 업체 다수 공급

공공 안전

    도서지역 훼손 행위 감시 및 조사

    드론 활용 정사영상 취득

    해양 정찰 및 감시

정찰 및 훈련

    군 방공 추적 훈련 프로젝트 참여

    군 전투 실험용 대형 정찰 드론 사업 납품

VTOLVTOL
수직이착륙
수직이착륙

운용속도
운용속도

비행시간
비행시간

58~80km/h
58~80km/h

Max. 80min
Max. 80min

비행 최고속도
비행 최고속도

120km/h
120km/h

국내 최초 수직이착륙(VTOL) 고정익 드론 검증된 안정성과 다양한 업무 활용

MILVUS(밀버스)는 이미 많은 군, 공공기관, 기업에 납품되어 

운영 중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었으며 항공 측량, 감시/정찰, 

응급 배송 등 목적에 따라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드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무장치 |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임무장치

EO/IR (Dual)

주/야간 수색 정찰

고해상도 카메라

측량

멀티 스팩트럼 센서

환경 분석

Max. 80min

EO/IR (Dual)

주/야간 수색 정찰

LRF

거리측정기

SEARCHLIGHT

탐조 및 탐조등

SPEAKER

음성전달 및 방송장치

PPK

정확도 보정

EO/IR (Dual)

주/야간 수색 정찰

고해상도 EO

시설물 점검, 측량

LIDAR

장애물 회피

안전장치

낙하산, 부력 장치 등

Delivery Kit

드론 기반 운송 시스템

페이로드 | PAYLOAD

EO/IR(Dual) / 고해상도 카메라 / 멀티 스팩트럼 센서 / PPK



13m/s
13m/s

최대 운용 풍속
최대 운용 풍속

비행시간
비행시간
Max. 30min
Max. 30min 기체무게기체무게

1.6kg1.6kg

13m/s
최대 운용 풍속

비행시간

Max.
45min

페이로드

8kg

휴대와 사용이 편리한 다목적 멀티콥터 

가볍다! 견고하다! 휴대가 편리하다!

1.6kg 무게로 간편한 휴대성을 제공하며, 자체 설계한 애플리케이션 및 

판디온S 전용 초소형 EO/IR 카메라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밀 측정

    주파수 측정 시스템

    얼굴인식 시스템 적용

근거리 측량

    공간정보 취득 및 지적 측량

정찰 및 훈련

    군 경계용 및 훈련용

수색 및 시설물 점검

    주/야간 수색 정찰

적용분야 | APPLICATION

페이로드 | PAYLOAD

EO/IR(Dual) / 고해상도EO / LIDAR / 안전장치 / Delivery Kit

정찰 감시 

    도심지역 정찰 및 감시

시설물 점검

    AI기반 시설물 정밀 점검 기체

정찰 및 훈련

    군 경계용 및 훈련용

적용분야 | APPLICATION

페이로드 | PAYLOAD

EO/IR(Dual) / LRF / SEARCHLIGHT / SPEAKER

전 구간 자동비행 적용 다목적 멀티 기체

기존 멀티콥터의 단점인 짧은 운용 시간을 극복한 최대 45분 

비행이 가능하며, 자체 설계한 애플리케이션과 카메라의 자동 

설정 및 GCS를 통한 비행 전 구간 자동비행 및 장애물 감지/회피 

비행을 제공 합니다.



13m/s13m/s
최대 운용 풍속최대 운용 풍속 비행시간비행시간

Max. 90minMax. 90min
페이로드페이로드

3kg3kg
최대 운용 고도최대 운용 고도

ASL 3.3kmASL 3.3km

13m/s
최대 운용 풍속

비행시간

Max.
120min

최대 운용 고도

ASL
3.3km

페이로드

10kg

간편한 분리 및 이동의 모듈형 드론

장시간 특수 목적의 비행 서비스 제공

엔진을 활용해 비행시간과 최대 적재 무게를 크게 늘려 물자 수송 

또는 특수 목적의 임무 장치를 탑재하고 최장 120분의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수 목적형 임무장치 기반의 탁월한 활용성

서비스에 제약이 많았던 풍속이 강한 해상 및 산악지대와 같은 환경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수색/구조 등의 특수임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찰 감시 

    해상, 산악지대 정찰 및 감시

정찰 및 훈련

    군 정찰 작전용

특수 측량

    특수 목적형 임무장치 기반 측량

적용분야 | APPLICATION

페이로드 | PAYLOAD

EO/IR(Dual) / 고해상도EO / LIDAR / 안전장치

적용분야 | APPLICATION

페이로드 | PAYLOAD

EO/IR(Dual) / 고해상도EO / LIDAR / 안전장치 / Delivery Kit

정찰 감시

    도서지역 훼손 행위 감시 및 조사

정찰 및 훈련

    군 훈련용 소형 헬기    

    항공기업 자체 실험용 엔진 헬기

물자 수송

    응급 혈액 수송 시연 기체

    장거리 화물 수송



    세부적 내용 커스텀으로 기체의 정확한 상태 정보 제공

    지도 화면에 직접 미션 작성 및 세부 사항 조정

    현재 기체 상태를 이미지화된 위젯으로 제공

    패턴을 활용하여 간단한 측량, 회랑 미션 작성

    한 화면에서 여러 대의 기체 동시 제어

DRONEiT-GCS | 지상 통제 시스템

DRONEiT-GCS는 비행 모드, 고도, 비행 속도, 비행 거리, 카메라 

상태, GPS 위치 좌표 및 항공기 배터리 상태 등 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미션 진행 지역의 지형 정보 측정 가능

    등록된 기체가 수신하는 카메라 영상 모니터링 및 관리

    비행 중 경로와 고도의 타 기체 충돌 위험 알림

    충돌 상황을 회피 관리 가능

    비행에 따른 기체의 로그 저장

DRONEiT-UTM | 통합 관제 시스템

DRONEiT-UTM은 GCS와 연동하여 다수의 UAV의 상태와 비행 

상황에 대한 실시간 통합 관제가 가능합니다.

융합시스템

CERTIFICATION

소프트웨어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 다수

    벤처인증

    연구소 인정서

    조달청 혁신조달상품 선정

    직접생산확인 증명

    이노비즈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T-3 인증

    KC인증

    IP인증

    ISO 9001

    GS인증

    진동 /충격에 대비된 설계로 임무

    수행의 연속성 확보

    임무 장치에 따른 전압 조절 기능

    각 포트당 최대 4A의 출력 제공

DRONEiT-PM | 파워모듈

DRONEiT-PM은 전원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파워 모듈입니다.

    단일보드 Flight control 형태 지원

    STM32H7시리즈 32-bit Arm® 
    Cortex®-M7 사용(동작 클럭 : 480MHz)

    8개 센서 지원

DRONEiT-FC | 비행 컨트롤러

DRONEiT-FC는 데이터 처리 및 임무 비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성능 FC입니다.

    5.8GHz를 이용한 FHD급 영상 전송 (최적 5km 이내, 최대 10km)

    드론 최적화 인터페이스로 추가 확장 포트 제공

    영상 데이터 및 비행정보 통합 전송

    초소형 사이즈(80mm x 50mm x 25mm)

    KCMVP 일체형

DRONEiT-DL-V2 | 데이터링크

DRONEiT-DL-V2는 드론 전용 초소형 데이터링크로 드론 전용 주파수 대역인 5030~5150Mhz를 준수하며

장거리(최대 10km) FHD급 영상 및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KCMVP 주요 성능

Cortex-A53이상 MPU / 양자암호화 지원 / 구간

암호화 50Mbps 이상



드론과 IT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에 도전하는 혁신 기업

DRONEiT 서비스

프리뉴는 드론, 항공의 H/W 제조기술, S/W 개발 기술과 IT 핵심 기술의 융합을 통해 획기적인 드론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선도적인 드론 전문 기업입니다.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드론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업용 UAV 

기획/제조

플랫폼

서비스

IT 융합 시스템 

개발

SW & HW

연구개발

지상통제시스템(GCS)

드론 통합 관리(UTM)

개발

사업분야

R&D SERVICEUAV DRONE

+ +

    농작물 예찰

    농약 방제

정밀농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예찰 및 방제용 기체 (PANDION)

    자동운항 및 자동방제 (DRONEiT-GCS)

    농작물 상태 분석 (DRONEiT-CC)

    고형제 살포 및 잔량모니터링 (살포시스템(자체제작))

서비스 구성

    실시간 정찰/감시

    정기 정찰 및 시설물 점검

정찰/감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정찰/감시용 기체 (MILVUS-R, RUEPEL)

    자동운항 및 자동촬영 (DRONEiT-GCS)

    정찰영상 실시간 전송 (DRONEiT-CC)

    관제시스템 (관제시스템 연동)

서비스 구성

    혈액 및 응급 시료 수송

응급물자 수송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응급물자 수송용 기체 (RUEPEL)

    자동운항 및 자동촬영 (DRONEiT-GCS)

    이송비행 영상 실시간 전송 (DRONEiT-CC)

    관제시스템 (관제시스템 연동)

    응급물자 수송함 (자체제작)

서비스 구성

    항공 측량

    결과물 제작(DSM/DEM 등)

항공측량 서비스

제공 서비스

    항공 측량용 기체 (MILVUS-M)

    자동운항 및 자동촬영 (DRONEiT-GCS)

    촬영데이터 실시간 전송 (DRONEiT-CC)

    후처리 SW (Pix4D, AutoDesk)

서비스 구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5 스마트스퀘어 1400 501~503호 (신길동, 리드 스마트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우)15426

Tel. 031) 362-6200  /  E-mail. droneit@preneu.com  /  Home. www.preneu.com

|주|프리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