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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산업별 드론 활용
Name
Company
Position

윤 용 현
/

(사)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전문위원

E-mail :yhyoon525@gmail.com
기존과목과의
연계성
기대효과

드론의 특성을 이해하여 플랜트 산업분야에서 드론활용을 통하여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과 통찰력을 넓힐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여
프랜트 중심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영역을 증대하고 프랜트 운영의 효
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플랜트 중심의 각 산업분야별 드론활용 기술의 폭을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학습내용이 포함됩니다.
 전력플랜트분야의 드론활용
- 화력/원자력/수력발전소/송배전분야/태양광시설/풍력시설
 에너지 프랜트 분야의 드론활용
-가스관 및 송유관시설/우라늄광 등 광산 시설/열 병합발전소 관리
 공간정보분야의 드론활용
-항공촬영/측량 분야 및 지리정보

Course
Description

 건축토목플랜트 분야의 드론활용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I-Constructions 현황과 전망
 환경관리 분야의 드론활용
-고고도 연소기 탑재탑 관리/미세먼지 포집 및 관리
 교통분야의 드론활용
- 철도시설관리/ 대형 교량관리(교각, 상판, 접합부 등)
- 고속도로 시설 및 교통관리
-드론활용현황 및 전망( 각 산업별 실용화 현황 및 전망)

Practice by
Trainee

-드론 핵심 기술 및 드론 활용(동영상) 시연

Textbook,
Reference

별도 교재

Evaluation

Qualification
Course
Level

Attendance

Assignment

70%

30%

Final

Exam
0%

Total
100%

드론관련 관심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
드론을 활용하여 드론서비스 및 교육 등 드론관련을 위한 실무지식
(초급 및 중급)

S/W

-

Remark

-

Course Schedule
Days

Time

Content
 드론역학 소개(Introduction of Drone Mechanics)
- 드론항공역학(Drone Aerodynamics)

09:00~12:00
(3hrs)

- 드론비행원리(Principle of Drone Flight)
 드론의 분류(classification of drones)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 기술
- 욕망과 기술의 공진화

Day1

12:00~13:00

- 드론의 핵심기술(Core technologies of Drone)
Lunch
 전력플랜트분야의 드론활용
-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수력발전소
- 송배전분야

13:00~16:00
(3hrs)

- 태양광시설/풍력시설
 에너지 프랜트 분야의 드론활용
-가스관 및 송유관시설
-우라늄광 등 광산 시설
-열 병합발전소 관리
 공간정보분야의 드론활용
-항공촬영

09:00~12:00
(3hrs)

-측량 분야 및 지리정보
 건축토목플랜트 분야의 드론활용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12:00~13:00
Day2

- I-Constructions 현황과 전망
Lunch
 환경관리 분야의 드론활용
-고고도 연소기 탑재탑 관리

13:00~16:00
(3hrs)

-미세먼지 포집 및 관리
 교통분야의 드론활용
- 철도시설관리(철로, 터널, 교량, 교각 등)
- 대형 교량관리(교각, 상판, 접합부 등)
- 고속도로 시설 및 교통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