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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소개

Team 드로니
김세령 (23) 김이슬 (23)

순천대무역학과 4학년
(자료분석/PPT제작)

순천대무역학과 4학년
(자료수집/사짂촬영및편집)

희망이음프로젝트와함께
우수중소기업들을알아가는

병아리취준생

“사회변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혁싞과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을 이해하고자 기업
탐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음프로젝트와함께
취업의기반을쌓고자하는

새싹취준생

“기업 탐방에 참여하여 기업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핚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업탐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경계열학문을통합적으로다루어야하는무역학을젂공하면서젂공
교수님으로부터미래산업에있어서드롞의중요성을귀가따갑게들어왔다.
통싞, 물류, 굮사를넘어농업이나엔터테인먼트분야까지그활용범위가
광범위핚드롞이 4차혁명의주역중하나가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드롞의중요성을이롞적으로이해하고있으면서도실제로체감하기는쉽지
않았던드롞산업에대해몸소체험하고이해하기위해기업탐방을결정

WHY NALDA?
기업선정이유



기업소개2
㈜날다(NALDA)

위치 -본원 : 젂남광양시서평
-실기비행장 : 젂남광양시섬짂나루터

교육커리큘럼과교육용드롞개발에힘쓰며드롞활성화
방앆을마련하고드롞산업을육성하는드롞교육의메카



국가자격
교육사업

시설및행사
항공촬영

국가자격교육

지도자자격교육

방제드롞운용교육

드롞아카데미

조립및비행교육

젂문가육성

레이싱대회운영

협력사업팀운영

산업용드롞제작

연구연계사업

유지보수사업

방송제작맞춤형
드롞제작

촬영을위핚드롞
및장비로드맵제시

국가및기업의
시설항공촬영

각종공연및행사
현장항공중계

연출보조및
퍼포먼스보조

교육기관
연계사업

드론제작
및장치

기업
연계사업

날다가 하는 일▶ ◀



시장분석3

드론이란?

드론 (Drone)

무선젂파로조종핛수있는무인항공기
굮사용도로발명되었지만카메라, 센서, 통싞시스템등의
많은기능들이탑재되면서고공촬영과배달등여러분야로
용도가확대되어미래산업의대표주자로주목받고있다.

4차 산업혁명의중심, 드론



2015 2016 2018 2020 2022 2024

39.9
47.3

67.3

97.9

127.1

146.9

( 출처 : Teal Group )

글로벌드론시장규모전망

( 단위 : 억 달러 )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분석

미국 49%

유럽 17%

중동 9%

기타 2%

아시아 22%

( 출처 : 골드만삭스)

2021년점유율전망



국내드론산업

“무인이동체 5개년계획”

드롞기술의발젂과더불어다양핚분야에서의활용가능성증대로
국내에서도드롞산업을미래싞성장동력산업의하나로육성지원

미래부 원천기술개발중심연구추짂
국토부 드롞을항공분야의일부로파악하고사업화매짂
산업부 고기능·중대형등 첨단드롞육성추짂

대핚항공과핚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등
항공산업체가굮수요를바탕으로두각을나타내며
현재는정찰이나굮사위주로전개하고있음

상업용드론시장은아직시작단계수준
엔터테인먼트, 항공촬영등에사용되는소형
드론의경우소수의업체만이개발을짂행중임



▶ 국내 민간 드론 기업 사업추진 현황

기업명 주요사업추짂현황

대핚항공

핚화

LG CNS

성우엔지니어링

유콘시스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틸트로터형 무인기 개발 성공 및 상용화 추짂

美보잉社와 MOU를 통핚 무인헬기사업 추짂

굮사분야 초소형 무인항공기 기술 개발을 위핚 사업 참여

초소형 무인항공시스템 CRAW의 제작사 마이크로에어로봇社인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핚 자체 무인헬기 토탈 솔루션 개발 추짂

산업용 무인헬기 토탈 솔루션 공급업체 원싞스카이텍 인수

정찰용 무인기 리모아이(Remo Eye) 개발

국내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에 지상통제장비 수출

농업용 무인 방제 헬기(REMO-H) 상용화 성공



기업분석4

㈜날다(NALDA)

전국 최대 규모의 국토교통부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기관운영

드롞의제작및활용부터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국가자격교육까지,
드롞산업의육성에박차를가하는젂남광양소재의드롞국가자격교육기관



드롞을 활용핚 방제작업
(농업용 드롞 개발 및 보급)

교육기관 및 기업 연계사업

드롞 교육프로그램 운영

드롞을 활용핚 VR 항공촬영

중소기업청 K-startup 거점대학인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의도움으로㈜날다설립후사업시작

드롞국가자격교육은물롞드롞을활용핚다양핚사업을짂행하며

㈜날다(NALDA) 설립 8개월 만에 매출 1억원 돌파

날다의드론 활용 사업
(이외에도 드롞재난구조단 등
여러가지 사업이 더 존재함)



국내 수많은 드론 관련 기업들과 날다의 차이점

위메이크드론
드롞 R&D 및 생산 젂문기업

아소아
드롞 R&D 및 부품 제조기업

에이알웍스
산업용 드롞 시스템 개발 업체

그라프너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체

네스엔텍
무인기 및 제어장비 제조업체

자이언트드론
드롞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드론교육 프로그램을운영하며
국가자격면허시험장을보유



초급비행&드론제작

비행기초교육

촬영용드론제작

레이싱드론제작

이롞 1회 + 실기 5회

제작및세팅, 비행

제작및세팅, 레이싱

항공촬영교육

팬텀,인스파이어 등 젂문적인 촬영 장비로 교육 후
실제 산업현장에서 촬영핛 수 있도록 교육

360 VR 항공촬영교육

드롞에 이어 최대 유망산업인 360VR 촬영 교육

국가기술자격증과정

모의비행

학과교육

실기교육

자격평가

이착륙,호버링, 젂후좌우 패턴이동

항공법규·기상·역학, 비행 운용이롞

교관동반 8시갂, 단독비행 12시갂

시험 20%, 출석 50%, 학습짂도 30%

교관양성과정

비행 교수법 강의를 통핚 100시갂 단독비행 검증

날다 교육 프로그램

▶ 일반 교육 프로그램

▶ 드론 국가자격 과정



위치 젂남광양시다압면싞원리 (섬짂나루터)

규모 10,500 ㎡ (드롞을 5대까지띄울수있는국내최대규모)

활용 드롞교육프로그램실기비행
지역청소년과일반인을위핚드롞체험장운영

실기비행을 위한 비행장 보유

실수요와는달리수도권지역에편중된드론교육공급측면의문제와

비수도권에거주하는교육생들의불편함을해소핚다는점에서큰의의



26.5%

32.5%

22.8%

13.2%

2.6%

2.4%

서울경기 전라 경상 충청 강원 제주

(출처 : 교통앆젂공단,2017)

드론조종자격취득자분포현황

교통앆젂공단에따르면,
실제수요자의 32%이상이젂라지역수요자로
실수요와공급갂의괴리가발생하는문제가있었음

국토교통부지정드롞젂문교육기관은 14개소로
서울경기등수도권에편중

기존상황

문제

젂남광양에젂문교육기관인날다가유치됨으로써
수요가많은젂남지역교육생들의불편일부해소

문제해결

전국에서몰려들 교육생들로인한 지역경제활성화도추가적으로기대할 수 있음



드롞을 활용핚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가,
또는드롞 관련 직업을
갖고자 하는 구직자 및
교육생들로 타겟팅

교육

국가자격교육기관으로서
드롞국가자격 교육
분야로 시장 세분화

교육 메카
교육생들이 수요가
많은젂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드롞 교육
기관으로 포지셔닝

㈜날다 : STP 분석
기업이 개별 고객의 선호에 맞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마케팅 젂략을 수립하는 기법

교육생



탐방후기5

20171023  ㈜날다 탐방

핚국폴리텍대학순천캠퍼스학생들과함께이동해
도착핚날다의본원! 날다라는기업에대핚설명과
함께드론산업의이모저모를들을수있었습니다.



실제짂행중인실기비행현장을직접
체험하며, 생소핚드롞교육이어떠핚
방식으로실시되는지확인했습니다.

실기비행장면을보며강원혁원장님의
자세핚설명을들었고, 실제로드론이
구동하는모습을볼수있었습니다.

핚차례실기비행수업이끝난후
교육에사용된드론을가까이서보고
또만져볼수있는시갂을가졌습니다.



탐방완료



탐방을통해단순핚인터넷서칭이나무형의정보만으로는알 수없는
기업의실제적인모습을직접 보고, 이해핛수있었다는점에서매우
뜻깊은시갂이었습니다. 이러핚좋은기회를저 뿐만아니라다른청년
인재들도누릴수있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부정에서긍정으로"
견학을하기젂중소기업에대핚부정적인편견을가지고있었지만희망이
음프로젝트참가후우리지역중소기업에대핚인식이긍정적으로바뀌
었습니다. 이번견학을통해드롞과관련된직업을알게되고젂망또핚기
대되는직업이란것을알게되는좋은시갂이었습니다. 

탐방후기



https://www.instagram.com/p/Ba3VBkSlXEo/?taken-by=runseee5인스타그램 URL

#희망이음프로젝트 #기업탐방 #(주)날다

https://www.instagram.com/p/Ba3VBkSlXEo/?taken-by=runse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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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