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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정보·통신분야

소형드론의 목표물 분석 시스템

특허기술명

표적특성 분석 시스템

특허번호

출원번호 10-2016-0134472(2016.10.17)

1. 특허기술의 핵심
가. 기술개요
본 특허는 적외선 영상센서와 스마트폰 단말기를 탑재한 소형드론
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분석(검출)하는 목표물 분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나. 특허의 특징
본 특허의 목표물 분석 시스템은 복잡한 사전계획 수립 없이 목표물
분석시험을 수행할 수 있고, 목표물에 최대 근접하기 위해서 항공
기를 소형 드론으로 대체함으로써 목표물의 적외선 근접 영상을 획
득하여 특성분석을 하는 점이 특징이다.

2. 특허의 상세 설명
가. 기존의 기술
기존의 목표물 분석은 실제 항공기에 적외선 영상센서를 탑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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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탑재한 소형드론은 저고도 비행으로 목표물에 근접하여
목표물에 대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림 1>은 적외선 영상 센서 및 스마트 디바이스를 장착한 소형
드론의 예시도이고, <그림 2>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초소형 적외
선 센서의 영상처리 방법이다.

다. 특허의 효과 또는 우수성
본 특허의 목표물 분석 시스템은 복잡한 사전계획 수립 없이 목표물
분석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추가 디바이스를 탑재한 특수한 목
적의 드론을 제작하거나 구매해야 하는 부담 없이 목표물 분석 시험
을 수행할 수 있다.

3. 기술이전 관련사항
가. 기술성숙도(TRL)
- 기술성숙도 : TRL6 (파일럿 현장 테스트 단계)

목표물을 분석하거나, 대형 드론에 적외선 영상센서를 탑재하여 수
행하는 등, 적외선 영상센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항공기나 대
형드론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실제 항공기는 저고도 비행이 제한되며, 목표물과 충돌 위험성 때
문에 목표물에 근접하는 거리가 짧아 목표물의 적외선 근접 영상 획
득이 어렵다. 또한 GPS, 항법장치 등의 추가 디바이스를 탑재한 특
수한 목적의 드론 제작이나 구매를 필요로 하며, 복잡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나. 특허의 구성 및 상세 설명
본 특허의 목표물 분석 시스템은 영상을 촬영하는 적외선 영상
센서, 영상을 처리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적외선 영상 센서와 스
마트폰 단말기를 장착하고 비행을 수행하는 소형드론을 포함하
며, 스마트폰 단말기는 소형드론에 장착되어 영상,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정보, 날씨정보를 근거로 영상 내의 목표
물 특성을 검출할 수 있다.

- 기술개발 완료시기 : ‘19년 8월

나. 기술보유형태
- 특허, 기술자료
다. 기술이전 방법
- 기술세미나, 기술자문, 기술자료 제공 등
라. 사업화 소요기간
- 유사업종 : 약 7개월 (source: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업

T1/기초연구 T2/응용연구 T3/개발연구 T4/시제품제작 T5/사업화
5.24

3.06

4.32

적외선 영상 센서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제어 명령을 통해 목표물의
열을 감지하고, 감지한 열을 영상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영상을 스
마트폰 단말기에 전송할 수 있으며, 적외선 영상센서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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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의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

3.48

3.10

계

6.58

그림1 적외선 영상 센서 및 스마트 디바이스를 장착한 소형 드론의 예시도

가. 군수 분야
- 전장에서의 표적 탐색 시스템
나. 민수 분야
- 소형화재 감지, 이상징후 감지, 열손실 및 누수탐지용 소프트웨어
- 애완동물 구조, 야생동물 관찰용 소프트웨어

그림2 스마트 디바이스의 초소형 적외선 센서의 영상처리 방법

특허번호

특허 기술명

출원인

KR 2014-7019332

타깃 사이즈를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아셀산 엘렉트로닉 사나이
베 티카렛 아노님 시르케티

KR 2013-0018196

표적 포착성능 향상을 위한 탐색기의
유효 탐색영역 산출방법

국방과학연구소

KR 2012-0103727

구조물 점검용 비행 장치

한국전력공사

5. 특허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가. 국내외 기술동향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높은 위치에 설치된 전력선, 구조물 및 송전
철탑의 애자, 금구류 등의 촬영하기 위하여는 점검자가 고전압 상
태의 전력선, 구조물 및 송전철탑에 승탑한 상태에서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하여야 하지만, 승탑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성과 촬영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비행
체를 이용한 촬영으로 인력 승탑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와 점검시간
의 단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적외선 영상센서를 적용한 항공무기나 유도무기 체계의 개발
에 있어서, 시험단계에서 위험요소 제거와 고비용 절감 그리고 개
발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비행체를 이용한 탑재비행시험이라는 시
험기법을 활용해서 적외선 표적특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비행체

발명자

를 이용한 방법에는 항공촬영용 비행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무인 비
행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국방과학연구소 이주영

• 국방과학연구소 김춘호

나. 유사특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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