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IOS 3

접근할 수 없는 곳을 
디지털화 하다.



Elios 3를 활용하여 당신의 자산을 디지털화 하세요 – Elios 3는 실내 매핑과 진단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실내용 드론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정성, 다목적 활용 가능성과 
최첨단 기술을 경험해보세요!

조사, 매핑, 측량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실내용 드론



INDUSTRY 4.0

새로운 실내 진단 및 매핑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하세요

드론을 기반으로 하는 조사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닌, 급변하는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에서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조직에서 산업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용을 아끼고 작업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변화들을 손쉽게 이룰 수 있도록 Elios 3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실내진단과      
매핑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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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비전과 LiDAR 매핑이라는 기능을 통해, 간단한 교육만 받고도 Elios 3 로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Elios 3는 간단한 교육을 통해 자산의 3D 모델의 직관적인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다용도 
실내용 드론입니다. 또한 파일럿 앱에 상황 인식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ELIOS 3는 비행이 가능한 카메라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하는 
강력한 데이터 수집 도구입니다.



FlyAware™ 
SLAM엔진

SLAM기반 
기체 안정화

3D  라이브 맵

강한 충돌도 견뎌내는 
견고한 디자인

보다 늘어난 비행 시간

3D 레포팅 3D 측량 솔루션 모듈식 페이로드 
장착 가능

근접 조사 전용 페이로드



FlyAware™ SLAM 엔진

FlyAware™ 제공

FlyAware™ 는 컴퓨터 비전, LiDAR 기술 및 강력한 NVidia 그래픽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티미터급 정확도의 실내용 GPS 역할을 하는 이 장치는 드론이 주변 환경을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3D 맵을 만듭니다.

현재는 Flyaware™ 를 통해 매우 정확한 위치 인식이 가능하며 획기적인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미래에는 복잡한 밀폐 공간의 조사를 완전 자율비행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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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M기반 기체 안정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지되는 안정성

어떠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SLAM 기반 안정화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드론의 
가장 미세한 움직임조차도 포착할 수 있으며, 비행 컨트롤러에 이를 알려 보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드론은 엄청난 악조건에서도 흔들림 없는 움직임을 구현합니다. 
Elios 3는 파일럿의 수준과 상관없이 간단한 교육 만으로도 복잡한 임무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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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라이브 맵

완벽한 위치 인식

장착된 LiDAR 단말기는 주변을 지속적으로 스캔하여 고밀도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만듭니다. 이 맵은 
Cockpit 앱에 즉시 표시되어 파일럿은 Elios3의 위치를 매우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드론의 궤적과 
환경에 대한 실시간 3D 이미지를 통해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항상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파일럿이 드론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드론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줍
니다.

진단 범위.

누적된 매핑 데이터를 통해 완벽한 
매핑이 가능하므로 조사 범위를 
즉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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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보고서

Inspector 4.0
에 대해 더 알아보기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곳을 찾아내다

Inspector 4.0와 Elios 3는 데이터 캡처부터 의사 결정까지 함께 작동하여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되며 
조사 프로세스 내 모든 단계의 효율을 향상시켜줍니다.
Elios 3는 LiDAR 로 인해 자산의 3D 모델에 대한 직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캡쳐된 POI는 고밀도 포인트 클라우드로 인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높은 신뢰성을 가진 정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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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측량 솔루션

측량 등급의 포인트 클라우드

Elios 3의 LiDAR는 GeoSLAM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는 데이터를 취득하고 처리하여 자산의 측량 등급 
3D 모델을 만들 수 있으므로 파일럿이 실제로 볼 수 없는 곳들까지 매핑할 수 있습니다.

3D PointCloud에 
대해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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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식 페이로드 베이

다기능의 미래 지향적인 인스펙션 툴

모듈식 페이로드 베이에는 2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LiDAR 전용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 페이로드용
입니다. 이 독특한 디자인으로 향후 다양한 실내 응용 분야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비행 기능을 제공할 예정
입니다.
이를 통해 Elios 3 를 다양한 임무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돌에 강하고 견고한 디자인

힘든 작업에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Flyabilty의 특허 출원 중인 충돌 복원성 비행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설계된  Elios 3 는 가장 복잡한 산업 
환경 속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케이지와 독특한 역회전 모터를 갖춘 Elios 3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군 중에서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기체에 피해를 입지 않고 원상태로 자세 복원이     
가능한 유일한 드론입니다. 

견고한 IP-44 디자인으로 물과 먼지에 대한 걱정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사 및 매핑이 가능합니다.

*Elios 3 는 IP-44 인증를 받지 않았지만, 해당IP 등급에 준한 방수 및 방진 성능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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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비행 시간

한 번의 비행으로 목표 임무 완료

Elios 3는 최대 12분의 비행시간을 자랑합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 약 25% 늘어난 비행시간으로 한 번의       
비행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탈/장착 방식의 배터리는 보다 편리한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최
대

 비
행

 시
간

 (분
)

페이로드 중량 (g)

8.0

9.0

10.0

11.0

12.0

13.0

14.0

페이로드 없이: 12.5분

LIDAR 페이로드: 9.1분



근접 조사 전용 페이로드

데이터 품질의 극대화

이제는 상하 180도로 시야각을 방해받지 않는 4K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거리 측정 센서 등과 함께, 페이로
드도 추가적으로 엘리오스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훨씬 더 강력하고 균일한 조명을 위해 조명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Oblique 조명과 Dust Proof 조명으로 균열, 크랙 등을 보다 선명하게 보고 맵핑을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Elios 3 근접 조사 페이로드는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도 일관되게 부드럽고 뛰어난 고품질의 이
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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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Camera

열화상 카메라

거리 측정 센서

0.18 mm/px GSD



방해받지 않는  
180° 카메라 시야
각

경사광 조명
박리, 박락, 균열 등
을 감지

airsens
줄 긋기



먼지입자 최소화가 가능한 16k루멘 조명
먼지 및 이물질이 많은 장소 내 시야 확보 및 진단 대상체의 손쉬운 확인 가능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빠르고, 경제적인 진단 루틴을 
추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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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연락처

해외 지사

해외 지사

FLYABILITY SA
Route du Lac 3
1094 Paudex 
Switzerland

+41 21 311 55 00
info@flyability.com
www.flyabilty.com

미국
1001 Bannock St Suite 436
Denver, CO 80204
303-800-4611

싱가포르
36 Carpenter St,
#02-01, Carpenter Haus,
Singapore 059915

  Facebook: @flyability.elios
Linkedin: /company/flyability/
Twitter: @fly_ability
Youtube:  Flyability

중국
200082 Shanghai, Yangpu District, 
Huoshan Road, No.398 EBA center 
T2, 3f, Room 121

팔로우하세요

ABOUT  FLYABILITY

Flyability는 실내, 접근이 불가능하고 제한된 공간의 검사 및 탐색을 위한 스위스 기업의 솔루션입니다.
건물 내에서 드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 및 검사 전문가들이 다운타임, 검사 비용 및 
작업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Flyability는 발전, 석유 및 가스, 화학, 해양, 인프라스트럭처 
및 수도/전기, 공공 안전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한 수백 명의 고객들과 함께 상업용 실내 드
론 영역에서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BOUT  AIRSENS

에어센스는 현제 국내에서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항공 맵핑/측량, 태양광 패널 점검, 정밀농업, 
건축물의 실내/외 열화상 및 실화상 진단 등의 드론촬영, 판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어센스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실외 드론 촬영
• 실내/외 진단용 드론 / 열화상 카메라 / 다분광 카메라 / 짐벌 판매
• 임무특화 교육 [ 드론열화상, 공공안전, 실내진단 드론, 정밀농업, 태양광 패널 진단 ]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910호

02-944-6288 
support@airsens.co.kr
www.airsens.co.kr
www.airsensacademy.co.kr

연락처 및 홈페이지
Facebook:  Airsens
Instagram:  airsens.co.ltd
Youtube:  Airsens

팔로우하세요 



Web
flyabilit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