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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nmanned Aerial Vehicle (UAV) has several advantages over conventional remote sensing techniques. They 

can acquire high-resolution images quickly and repeatedly. And with a comparatively lower flight altitude, they can obtain 

good quality images even in cloudy weather. In this paper, we discussed the state-of-the-art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use of UAV in agricultural sector as well as assessed its utilization and applicability for agricultural environment in Korea. 

Association of robotic, computer vision and geomatic technologies have established a new paradigm of low-altitude aerial 

remote sensing that has now been receiving attention from researchers all over the world. In a field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use of UAV imagery in an agricultural subsidy program can reduce the farmers’ complain and provide objective 

evidence. UAV high resolution photography can also be helpful in monitoring the disposal zone for animal carcasses. 

Due to its expeditiousness and accuracy, UAV imagery can be a very useful tool to evaluate the damage in case of an 

agricultural disaster for both parties insurance companies and the farmers. Also high spatial and temporal resolution in 

UAV system can increase the prediction accuracy which in turn help to maintain the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chain.

Key words : Unmanned Aerial Vehicle (UAV), Agricultural subsidies, Monitoring agricultural environment, 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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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조종

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 또는 비

행체 스스로 자율 비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Song, 2009). 

현재 국내외에서 무인항공기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대부분의 무인항공기 관련 연구들은 무인항공

기의 성능, 특성, 경제성과 신속성 등 무인항공기의 장점을 

기반으로 활용도를 넓히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 세계 무인항공기 시장은 연평균 7조 5천억원 성장하여 

10년 후에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개

발 초기에는 군사용으로만 이용되었으나 활용 범위가 물

류, 통신, 스포츠, 환경, 농업 등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Teal Group, 2012).

무인항공기는 전 세계적으로 넓은 농업 지역은 물론 우

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작물이 복합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EPIS(2014)는 무인항공기 영상을 통한 농작물 

분류 결과를 도출하고 농작물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 예측

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KRC(2015)

는 무인항공기 영상을 통해 농업 재해 파악에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무인항공기 영상의 농업 분

야 활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eal Group 

(2012)은 무인항공기 판매의 80 % 이상이 농업 관련 분야

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

에서는 무인항공기의 현실적인 도입과 활용을 무인항공기

에 의한 테러 행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활용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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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bsidy payment using UAV (Waite and Allan, 2011).

Fig. 2. Evaluation of crops water stress using UAV (Blank, 

2014).

입장에서는 시민의 감시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

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활용이 제한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의견

도 대두되고 있다(Freeman and Freeland, 2014). 따라서 

무인항공기의 활용성, 규제, 법령, 반대 의견 등을 포함하

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 무인항공기 영상을 활용한 국

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업 환경에 적합한 무인

항공기 영상 활용 방안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유용한 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농업분야 무인항공기 

영상 활용 현황

1. 국외 사례

미국은 테러행위 등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미국 연방항

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6개 주

에 대해서만 무인항공기 테스트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 중 

Alaska 주는 야생동물 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North 

Dakota 주는 정밀 농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Freeman 

and Freeland, 2014). 영국 농촌지불청(Rural Payment 

Agency; RPA)은 농업 보조금 지급에 위성 영상을 이용하

여 70 %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성 영상으로 판별이 

불확실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Fig. 1과 같이 무인항공기의 

고해상도 영상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현장 방문 비용이 

310 ₤에서 115 ₤로 약 63 %로 절감되었다고 보고하였다

(Osborne, 2012). Gay 등(2009)은 농업 및 환경 모니터링

을 위한 무인항공기 영상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고해

상도 무인항공기 영상을 통해 정규화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추출하여 NDVI 

공간분포도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뉴질랜드는 농부가 직

접 무인항공기 영상을 활용하여 양이 소비하는 목초지를 

관리하고 있다(Alderson, 2014). 프랑스는 무인비행기 영

상을 이용하여 10,000 ha 농경지의 관개와 비료 관리에 

1,000여명의 농부들이 직접 활용하고 있다(Freshplaza, 

2014). 프랑스 또한 무인항공기 영상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Fig. 2과 같이 잡초가 발생한 지역만 

농약을 살포하고, 물 부족 지역에 대해서만 관개를 하는 

등 농작물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물 

부족 지역의 물과 농약 및 인력을 줄여 주는 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한편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은 무인항공기 영상을 Hawaii 

주의 커피 작황조사에 활용하였다. 무인항공기에 다중 스

펙트럼 영상을 분석하여 커피 열매의 익은 정도와 잡초가 

번성한 지역을 분석 하여 수확, 관개 및 시비가 필요한 지역 

구분에 활용하였다(Herwitz et al., 2003). 이와 같이 무인

항공기 영상은 작물의 작황 분석은 물론 작물의 품질 관리

의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2. 국내 사례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영상의 농업분야 활용은 도입 단

계에 있어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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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EPIS(2014)는 무인항공기 

영상을 이용하여 가을배추와 가을무의 시계열 모니터링을 

통해 작물 분류를 수행한 결과, 85 %의 전체 정확도를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는 무인항공 영상을 통한 우리나라 농경

지 작물 분류의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로 판단된다. 농촌진

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배

면적 및 단수 예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채소 작황과 관련된 연구에 무인항공기 

영상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Na et al., 2015). Han 

(2003)은 농촌마을 경관 계획에 있어 경관 정보의 수집과 

가시화 기법 연구를 통해 무인항공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

의 효율성을 검토하였고 Park과 Park(2015)은 2014년 붕

괴된 경북 영천의 괴연 저수지를 대상으로 무인항공기 영

상을 통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분석하였다. KRC(2015)은 

무인항공기 영상을 활용하여 벼의 생육주기별 모니터링과 

농업재해에 따른 벼 도복 피해 면적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239 필지(71.7 ha) 중 48 필지(2.1 ha)가 도복 피해가 발생

하였다. 측량을 통한 기존 피해 면적 산출은 16시간 소요되

지만 무인항공기 영상을 활용한 피해 면적 산출은 6시간이 

소요되어 약 60%의 시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농업분야에 무인항공기 영상

을 적용하는 사례 및 활용 범위는 넓어지고 있으며, 무인항

공기의 발전과 영상 처리 및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그 활용

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II. 농업분야 무인항공기 영상 활용 방안

공간정보는 원격탐사(Remote Sensing; RS)기술의 발

전과 데이터 처리 속도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위성 영상은 

필요한 시기에 수급, 적시성, 주기성 등의 문제와 분석 자

료의 신뢰도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활용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 분야에 무인항공기가 좋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인항공기는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한 농

업 정보 취득과 초고해상도 정밀 농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구름 등 위성 

및 항공 영상 취득에 어려움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무인

항공기 영상의 농업 분야 활용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1. 농업직불제 이행점검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일괄 등록 실시를 

통해 농업직불금을 집행하고 있다. 농업직불금 현장 조사 

체계는 지적 및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사전에 조사 지점의 

위치 및 이동 동선을 계획하고 작물의 재배 현황 등을 파악

하고 있다. 현행 조사 방식의 문제점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

는 위성 또는 항공 영상 수급에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최신 영상이 없는 지역과 작물 

변경이 빠른 지역은 작물의 변동, 성장 과정 및 변경된 현장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작물 성장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기의 영상 취득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위성과 항공 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 기술은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빠른 영상 

수급과 처리가 가능한 방법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보완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의 장점은 관심 지역이

나 민원 발생이 민감한 지역 등에 대해 빠르게 10 × 10 

cm급 이하의 고해상도 영상해석이 가능하여 문제를 최소

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직불제 이행점

검의 추진계획은 Fig. 3과 같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보조금 현장 점검을 통해 

매년 약 100억원 정도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 있다. 2014

년에는 직불금 신청내용과 경영체 등록 정보를 비교하여 

조사대상 농지 87천 ha 중 부적합 농지로 17 ha(19.5%)를 

확인하여 95억원의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부당 

신청 점검대상 농가 수는 기존에 50%에서 농업경영체와 

연계하여 30%로 축소하였음에도 부당수령 방지 금액이 

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직불금 부적합 농지는 휴･폐경농

지(39.1%), 비대상 작물 재배(21.8%), 타인 경작 농지 신청

(14.7%), 기타(24.4%) 등으로 나타났다. 휴･폐경농지와 비

대상 작물재배는 직불금 부당 신청 중 6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이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

하다. 다만 검증에 사용되는 무인항공영상은 작물이 생육

하는 시기에 촬영된 영상을 활용하는 적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 영상을 활용하여 직불금 이행

점검의 효율성을 조사하기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을 대상으로 무인항공기 영상 촬영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장조사를 통한 표본 1,975 필지의 이행점검 소요

기간은 60일이었으며, 무인항공기 영상을 통한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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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ss of subsidy payment using UAV.

Fig. 4. Topographical map in burial of foot and mouth disease 

using UAV.

은 16일이 소요되었다. 기존 직불금 이행점검의 현장조사

는 필지 당 14분이 소요되었으나 무인항공기 영상 활용으

로 이행점검의 소요시간은 필지 당 약 70%가 단축된 4분으

로 분석되었다.

2. 가축 살처분 매몰지 모니터링

조류독감, 구제역 등 동물 전염병 발생 후 강우에 따른 

매몰지 주변 수질관리는 지형에 따른 수문분석, 수리해석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의 가장 기본 

자료는 정밀 3차원 지형도이다. 지형도 작성을 위해서는 

정밀 측량을 실시해야 하지만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

다. CAK(2015) 표준 품셈에 의해 소유역 기준 2 km
2
의 측

량비용으로 27,047,760원이 소요되며, 무인항공기 촬영 

비용은 3,000,000원으로 약 89%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방법으로 2～3일이 소요되었던 것이 무인항공기 

촬영으로 3∼4시간 이내에 정밀 3차원 지형도 구축이 가능

하여 단위유역별 집중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Fig. 4). 또한 

가축 살처분 및 매몰지 주변의 환경 및 위생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는 매몰지 주변 침출수에 

따른 수질 관리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의 위생과 건강

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농촌마을 개발 계획 및 설계 활용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처에서 수행 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경관보전사업에 무인항공영상을 이용하

여 공간적인 마을 정비 계획 수립과 시설물 배치 등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마을 계획 단계는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의 공간적 규모와 지형･지물을 전

개해야 한다. 또한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마을 경관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이 최대한 반

영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하면 경관 정

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농촌마을 경관을 한눈에 쉽게 파악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지형도나 지적도 등을 보완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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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aning for rural village using UAV.

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촬영 영상은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경관 및 공간 이해도를 높이는데 Fig. 5와 

같이 활용하면 효과적인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4. 농업재해에 따른 현황 파악

농업 재해에 따른 피해 평가 업무는 손해보험사 직원이 

전부 수행할 수 없어 지역 농민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

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 조합 등에 따라 편차가 크고 조사원

의 숙련도에 따른 차이 등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농작물 손해 평가는 보험 가입자와 피해 평가자

가 같을 수도 있어 공정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 농업재해 

평가는 재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즉시성도 중요하

다. 또한 재해 평가 후 해당 농가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

과 농민과 손해보험사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

다. 따라서 무인항공기 영상은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Fig. 6과 같이 객관적인 정보 취득이 가능하며, 신속한 평

가 방법의 개발로 이어진다면 농업재해 업무의 과학화와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5. 농업 통계 활용 방안

통계청은 마늘, 양파, 고추 등 주요 작물에 대한 농업 면

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농업 통계 조사방법은 표본 

조사구에 대해 현장 실측을 통해 작성하고 있다. 특히 표본

이 많을수록 정확한 농업 면적을 산출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

인항공기 영상의 농업 통계 활용 적용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일대 3.24 km
2
에 

대하여 작물 분류를 수행하였다. 정확도 검증은 현장 조사

를 통한 작물과 무인항공기 영상 분류를 통한 결과를 비교하

였다. 분류 항목은 대상지역의 주요 작물인 고추, 벼, 담배, 

옥수수, 율무, 인삼, 콩, 초지, 나지, 기타작물의 11개이다. 

그 결과 Fig. 7과 같이 총 605 필지 중에서 489 필지가 일치

하여 80.8%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전체 농경지 면적은 1.19 

km
2
이며, 벼는 0.28 km

2
(23.8%), 담배 0.21 km

2
(17.8%), 

옥수수 0.16 km
2
(13.9%), 콩 0.16 km

2
(13.9%), 인삼 0.11 

km
2
(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인항공기 영

상의 농업 면적 조사에 활용이 가능하며, 기존 표본 조사보

다 더 많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 통계를 작성할 수 있어 

농업 통계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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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pid analysis of UAV image in case of agricultural disaster (Park and Park, 2015).

Fig. 7. Comparison of crops between field survey and classification UAV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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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관측 업무 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는 1999년 9개 품

목에 대해 농업관측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에 35개 품목

으로 확대되었다(KREI, 2015). 농업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은 35개 품목의 재배면적, 작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생산량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각 시기별 출하량을 전망하

여 농업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정부는 수

급 및 가격안정대책 등을 추진 할 때 관측정보를 기초자료

로 사용하고 있다. 농업관측은 각 품목별 표본 농가의 전화

조사와 농경지 모니터링을 통해 출하 예정 면적과 단수 등

을 조사하고 예상 출하량을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경지 

모니터링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재배 면적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업재해나 병충해 

발생 시 무인항공기의 신속한 촬영을 통해 피해 면적 산정

과 예상 수확량 예측을 수행한다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전

망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농업분야에 무인항공기 영상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업 환경에 적합한 무인항공

기 영상 활용 방안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업직불제 업무는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

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농업직불제 업무에 적용하

면 휴･폐경 농지 및 비대상 작물 재배의 직불금 부당신

청 농가의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가 가능하며, 민원 발

생 최소화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가축 살처분 매몰지 주변 주기

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3-4시간 이내에 3차원 지

형도 구축이 가능하여 단위유역별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3. 농촌마을 계획에서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공간적 규모와 지형･지물 전개에 있어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다면 농촌지역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이 최대한 

반영된 계획 및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4.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 평가 업무는 신속성과 공정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무인항공기 영상은 이러한 문제점

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 취득이 가능하며, 신속한 평가 

방법의 개발로 농업재해 업무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5. 무인항공기 영상의 농업 면적 통계나 농업관측 업무 적

용을 통해 표본농가의 재배면적 산정의 정확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농업재해나 병충해 발생 시 신속한 

촬영을 통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전망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과 같이 수동적인 자료 취득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원격탐사 자료 취득이 가능한 점은 무인

항공기 영상의 높은 활용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무인

항공기 기술 발전과 탑재 센서의 발전은 다양한 농업 분야

에 적용성과 활용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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