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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명 산업용드론을 위한 하이브리드발전팩 및 추진모터기술

기술의 정의

산업용 드론의 장기체공 성능은 상품성을 좌우하는 핵심인자이다. 그

러나 대부분 30분 내외의 체공시간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기술개발은 이러한 단시간체공의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 기존의 낮은 출력밀도(≒200wh/kg)로 인한 장치체공성능

의 한계를 지녔던 배터리 기반의 전력공급시스템에, 소형엔진발전장치

를 장착하여 배터리와 초경량고출력엔진발전시스템을 하이브리드화한 

발전팩(≒800wh/kg)을 장착하여 체공시간을 4배 증대시킨 기술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용드론에 적합한 셀프수내식 구조로 공랭식 대비 

50% 이상 코일 온도의 저감 가능하고, 모터의 Size를 30% 이상 축소

가능한 추진 모터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배경을 통해

서 최대 비행능력이 2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산업용 드론의 핵심 동력 

발생 및 전환 기구에 대한 것이다. 

핵심기술내용

(기술적 난이도)

 본 기술에서는 산업용드론의 장기 체공을 위해서 엔진발전기+배터리

의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경량화를 위한 셀프 수냉식 

모터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1시간이상 체공이 가능한 산

업용 드론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할 숙제들로는 소형비

행체에 탑재될 수 있는 초경량, 고출력, 장기연속운전이 가능한 발전전

용엔진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며, 비행체에서 일정한 전력을 연

속적으로 생산해내는데 최적화한 경량, 고출력엔진을 위한 소재, 전기

발전기, 전력제어기 개발 등을 통해서 기술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연속운전시 엔진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진동에 의한 문제점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었고, 현재 50여차례의 연속시험에서 높은 신뢰성 

및 내구 성능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경량화를 위해 적용한 셀프 수냉식 구동모터기술에서는, 회전

하고 있는 로터에 냉각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2중 실링 구조를 제

안하였고 이를 통해서 고효율의 냉각성능을 갖는 고출력 모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파급효과
 세계 드론시장은 ‘17년 전년대비 34%증가해 60억달러(7.2조)규모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20년까지 112억(13조)규모로 성

『2017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장이 예측되고 있는 고성장군이다. 이중 55%이상이 산업용 드론이며 

대당 평균 가격이 일반 개인용 대비 20배 이상 높아 고부가치 제품군

에 해당된다.(가트너보고서, 2017) 

 향후 사업화 완료시 재난구조용( 산불감시, 해양안전등 ) 인프라 감시, 

건설, 토목, 군사,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적 활용이 예상되

는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경, 매출 1000억 이

상이 예상되고, 신규 고용창출 300명이상 예상된다. (세계시장의 0.2% 

기준 )  

주요 기술 개발

실적

⦁세계최고수준의 장기 체공성능 확보 

⦁세계최고수준의 구동모터 냉각성능 확보 (공냉대비 50% 저감) 

⦁등록 특허: 5건 

⦁기술이전 : 2.7억 (핵심이전건수 3건)

 -기술이전에 의한 드론 산업 활성화에 의해 관련 산업들의 성장 유도

 →이전 기업중 탑인프라는 매출이 700억에서 1000억 규모로 성장

 →대경엔지니어링은 필리핀정부와 2000억대 ADB자급을 활용한 PJT협상중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 3건 ( 미래창조부인정 연구소기업 1건 포함 ) 

⦁상위 10%이내의 SCI(E) 저널 게제 ( Development of an interior ~ ) 



하이브리드 발전팩 기술 설명

자력식 수냉 모터 기술설명



지식

재산권
계약업체 계약형태 계약금액 출원번호 등록번호

협약체결

일

특허 ㈜한국쓰리축 통상 66,000,000
10-2012-0140568,  

10-2012-0140566

10-1414816,  

10-1453505
2014-11-19

특허 ㈜대경엔지니어링 통상, 전용 55,000,000

10-2013-0024152,  

10-2012-0140568, 

10-2012-0140566

10-1481088,  

10-1414816, 

10-1453505

2015-03-10

특허 대경보스텍(주) 통상, 전용 82,500,000

10-2015-0147495,  

10-2012-0131901, 

10-2015-0078959, 

10-2012-0140568

10-1408869,  

10-1414816
2016-10-11

특허
주식회사 

탑인프라

매각(유상), 

기술출자
132,000,000

10-2012-0140566,  

10-2016-0042379, 

10-2016-0039578

10-1453505 2016-10-11

공중파 소개 : YTN 사이언스 ( 스페셜 4차산업혁명)편에 관련 기술 소개

관련 기술이전 현황

 개발 총기간 중  4건 기술 이전 

  2016. 7월 이후 2건 기술이전 

 



핵심논문 : 상위 10%에 해당되는 ATE에 게제

핵심특허 5건 등록

 개발 전체 기간중 관련 유사기술 30건이상 출원 및 등록 

 2016. 7 이후 5건 특허 등록 

발명의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태양광패널감시용무인비행체및그의정밀위치이동방법 10-1664908 2016-10-05

영구자석전동모터의하이브리드로터구조

(HybridRotorStructureofPermanentMagnetElectric  Motor)
10-1542763 2015-08-03

태양광 패널의 형상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 감시용 무인비행체 

및 그의자세 제어 방법 
10-1664909 2016-10-05

접이식 날개를 갖는 드론 10-1713669 2017-03-02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는  드론 10-1704500 2017-02-02



이전기술을 통한 성공 사례 : 탑인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