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사 소 개

2018년 형 KAD1200 

2019. 5.  

Copyrightⓒ2001 KOREA Helicopter Inc. All rights reserved.

2019년 형 KAD1200 light



무인항공기(UAV) / 드론(DRONE)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 – 드론(Drone : 무인항공기 별칭)

분 류 제품사진 특징 및 용도 주요기업

고정익

•체공시간긺 / 이륙시설

•광대역운용적합

•정찰, 감시, 선형측향

대한항공

항공우주연구원(KAI)

한화/ 유콘시스템

회전익
(프로펠러)

무인헬기 형

•가솔린엔진 / 고가

•조종어려움/ 사고빈번

•초기농업방제활용

야마하(日)/ 무성항공

한국헬리콥터

성우엔지니어링

멀티콥터 형
(4개,6개,8개)

•체공시간짧음 / 소형

•배터리사용 / 진입장벽낮음

•취미, 레저 (90%)

•항공방제기로활용

DJI(中) /오토월드, 한빛드론

천풍무인항공

한국헬리콥터

휴인스 외 다수기업

복합형
(틸트로터 형)

•고정익 + 회전익

•중장거리운용

•어군/ 어로탐지

대한항공

항공우주연구원(KAI)

성우엔지니어링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헬리콥터

창업 및 설립 2001년 8월 (1997년 창업) 

대표이사 이 종 민

핵심기술 항공역학, 항공 구조해석, 양산시스템

본사/공장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촌2로 20 (용이동 169)

사업분야
국방, 경찰 및 공공 무인헬기 제작
산업용, 농업용 드론 양산
UAV용 센서 및 S/W 사업

창의정신으로 인간과 사물을 위한 무인항공 테크놀로지 전문기업

KOREA HELICOPTER Inc.

(특허 제0191417호)       

세계 10번째(국내 최초) 독자 개발한 로터 및 피치 컨트롤 시스템

주요 생 산 제 품

산업용 멀티콥터
(2종)

• KAD1200

• KAD1200 Light
농약방제용

산업용 무인헬기
(8종)

• KIMUH 2000GS
• KIMUH 2000EP
• KIMUH 1900EP
• KIMUH 1300EP 외

농업용
인명구조용
항공촬영용

동력패러글라이더
(2종)

• Skyus1200P
• Skyus1200H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레저용 무인헬기
(2종)

• Flyus30
• Flyus50

RC 레저용



경영층 및 조직

대표이사

재무 및 관리

마케팅 R&D 

기술연구소 제조 및 생산

재무/인사/노무 농업용 드론 개발
무인헬기 최적화 개발
가솔린엔진 드론 개발
제트엔진 드론 개발

품질 관리
생산 관리

조직도

기획/마케팅 신제품 개발

이 종 민 대표이사 / CEO

 ㈜지오텔 대표이사
 인천국제공항공사팀장
 ㈜쌍용정보통신 팀장
 서울시립대학교석사 (공간정보공학)
 서울시립대학교학사 (토목공학)
 정보처리기술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한국헬리콥터 창업
 ㈜신우건설 대표이사
 수원여중 교사
 공주대학교 박사 (기계공학)
 한양대학교 학사 (기계공학)

이 종 수 R&D / CTO

강 진 호 마케팅 / COO

 ㈜드림풀 대표이사
 ㈜펜스타인터내셔널이사
 ㈜동양글로벌 팀장
 중앙대학교 학사 (노문학)

경영층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부대표
 동서증권㈜ 근무
 美 텍사스주립대 석사 (MBA)
 서강대학교 학사 (경영학)

김 도 창 재무 및 관리 / CFO



회사 연혁

년 도 제품사진 주력제품 주요 판매 실적 비 고

1997년~2003년
Flyus 30
Flyus 50

무인헬리콥터 핵심기술 4종 특허등록
RC 국제박람회 전시/ 미 시카고지사 설립
세계 최초 3D비행(배면비행) 실현

RC시장 선점

2004년~2006년
3차원 Flyus 50
KIMUH 2000GS

Flyus50 수출
산업용 무인헬기 시제품 비행 성공
생산기술연구원 납품 (국내최초 무인헬기)

15,000대
84개국 수출

2007년~2010년
KIMUH 1300EP
KIMUH 1900EP
KIMUH 2000EP

중국영농법인 대규모 수출

한화연구소 시제품 개발
해양경찰청 항공감시용 중고도 제품 제작
브라질경찰청 감시용 무인헬기 제작

150대
4개국 수출

2011년~2014년
KIMUH 1800GS
KIMUH 1300GS

항공우주연구소 시제품 개발
LIG넥스원 제품개발
성우엔지니어링 제품개발

50대 공급

2015년~2018년
KAD 1200Light
KAD 1200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검정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농업용 드론 매출 3위 규모

150대 공급



보유기술

구 분 기술 현황 관련 사진 기 타

구조 설계
• 혁신적 구조해석을 적용한 100% 순수 독자설계
• 세계 최초 역 델타 3 Hinge 적용 탁월한 비행성능 구현
• 독자 개발한 Rotor 및 Pitch Control System

3D 구조 해석
(2003. 8)

기체 제작
• 최적 효율 원심마찰 클러치에 의한 기체공진 근본 제거
• 최적의 관성중량 및 탄성강도로 기체 제작
• 소성 및 항복점을 극복한 반영구적 기체

프로펠러
헤드 시스템
(2005. 7)

양산 체계
• 치구, 금형 및 사출에 의한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
• 600대/Flyus, 30대/KIMUH, 100대/KAD1200 생산

(월/ 현재인원기준)

생산 라인
(2008.10)

품질 보증
• ISO9001 인증 / 무인헬기 분해 조립
• KAD1200 1일 전국 유지보수
• KAD1200 800시간 내구성 테스트완료

분해 조립도
(2012. 5)



항공방제 비교

종류 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헬리콥터

구분

방제 년도 2015년 ~ 2000년 초 ~ 약 2015년 1980~1990년대

기체 가격 2천 만원 내외 1억(국산), 2억(외산) 수십억

운용 비용 인건비 인건비,기체보험료, 정비비 국비지원

살포 면적 30ha(약 10만평)/1일 50ha(약 15만평)/1일 100h 이상(약 30만평 이상)/1일

살포 시간 10분 내외/1회 20분/1회 1시간/1회

운용 편리성 조종편리(직접 조종 ) 조종어려움(전문가 운용) 헬기조종사

장점 저렴한 가격, 자동운항 운항시간 대규모지역 공동방제

단점 배터리 충전 및 관리 사고위험, 운영비 고가 국가지원 방식, 살포지역한계

기타 총 800대 이상 보급 300여대 공급(65%이상 손,망실) 농업진흥청 주관

기체의안정성,  조종편리성및낮은비용으로전문가도움없이농민이직접방제하는시대



무인항공방제기 종류

(매출 상위 5개 기업)

회사명 한국헬리콥터 DJI 메타로보틱스 에어콤 천풍무인항공

모델명 KAD1200 Agras MG-1 VANDI AC-15 M-10

제품사진

자중 14.9kg 12.5kg 19kg 31kg 14.9kg

최대적재량 10kg 10kg 10kg 20kg 10kg

방제 시간 7~8분 10분 8분 7~8분 8분

축간거리 1,214mm 1,520mm - 1,480mm 1,810mm

1회 면적 3,800평 4,000평 3,300평 6,000평 3,000평

노즐수 2~4개 4개 2개 4개 2개

날개 4개 8개 8개 6개 4 ~ 6개

안전가드 ╳ ╳ ╳ ╳

제조국가 대한민국 중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소비자 가격 1,800만원 1,700만원 2,000 ~ 4,400만원 3,000 ~ 5,000만원 1,900만원



당사 양산 제품

(주)한국헬리콥터 KAD1200은 설계부터생산까지 국내에서양산되는안전가드가장착된유일제품

펼친 형태 메인프레임 접은 형태

설계도면

설계내역 전체 평면 및 측면도 일체형 프레임 설계도 운반 및 보관 시 설계도

생산제품

생산내역 비행 구조 일체형 바디 구조 접이식 구조



타사 제품 조립 과정

중국산기성부품을수입하여 RC구조의 2중플레이트판에나사와볼트로고정하는과정을거쳐조립생산

기성 부품 프레임내부 조립 외부 조립

A사 제품 B사 제품 C사 제품



제품개발 계획

종류 제품사진 특징 개발일정

무인헬리콥터

• 엔진구동으로긴비행시간확보

• 재급유후즉시비행

• 정지비행효율이상대적으로높음

모터형
멀티콥터

• 비행체의안정성 / 조종이용이함

• 배터리방식 / 비행체구조가간단

• 가격이저렴함

엔진형
멀티콥터

• 비행시간확보 (90분 ~120분)

• 국방, 경찰, 재난임무형

• 운항속도상대적으로높음

하이브리드형
멀티콥터

• 운항시간확보/  저소음시모터이용

• PAV / 개인이동실현

• 운항속도조절기능

제트엔진형
드론

• 개인화임무실현

• 운항속도고도화

• 이동간개인임무실행

2016년 양산 및 150여대 공급

2010년 KIMUH 생산 및 200여대 공급

2019년 상반기 출시

2020년 하반기 출시

2021년 하반기 출시



언론에서 본 ㈜한국헬리콥터

경향신문 2018. 12.5일자 머니투데이 2018. 11.29일자



Q&A

감사합니다.

20년간 무인항공기 개발 및 생산으로 국내 불모지를 개척한 ㈜한국헬리콥터는

국내, 외 무인항공기 핵심기술 발전과 무인항공 산업의 성공적인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