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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농업분야에서는 드론의 보급으로 인하여 노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 혁명의 중요 기술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초경량비행장치 멀티콥터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연령대가 다양하고 취득 후 수익 활동을 위한 

분야로는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 및 방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드론을 활용한 방제기술은 조종자의 조종 기술의 의존

도가 높아 조종 숙련에 따라 살포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한다면 농업의 방제분야의 활용도가 다양해 질 것으

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보완 기술은 농업용 방제드론의 기체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방제면적이 산출이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용 방제드론의 살포 특성 분석을 위하여 유효살포시간, 유효살포간격을 정식화하고 방제드론 종류에 따른 정확한 

방제면적 산출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추후 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드론방제사의 비행 방식에 따른 비산 문제

를 개선하고 최적의 방제 매뉴얼을 구축하여 방제 현장에 활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 농업용 방제드론, 방제면적 산출, 스마트 농업, 살포 물량, 약량

Abstract  In the recent farming industry, there is a growing diffusion of drones, which are recognized 

as a crucial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cope with aging. Especially, filming and pest 

control using drones are representative fields that have different age groups for obtaining a national 

license of multicopter that is a ultra-light flying device, and can create profits after getting a license. 

However, pest control technology using drones has different spray effects depending on levels of 

operational proficiency, since this highly relies on an operator’s operating skills. It is anticipated that 

if this issue is supplemented, the use of drones for pest control in the farming industry will diversify. 

For analysis of spraying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pest control drones, this study aims to formulate 

effective spraying hours and effective spraying intervals and suggest an algorithm, which facilitates an 

accurate calculation of pest control area depending on the kinds of pest control drones. This algorithm 

can be used in the field of pest control by improving scatterling issues caused by drone flight methods 

of drone pest controllers and building an optimum pest control manual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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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내 드론산업은 드론

의 활용성이 현실화되고 수익사업으로 창출되는 시점

에서 드론의 장단점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특히 현

장에서는 단순한 드론이 아닌 드론과 연계된 서비스 및 

시스템 측면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변

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관련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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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는 실정이다[1]. 드론은 통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임무장비로 인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특수 목적에 맞는 드론을 개

발하여 이를 규격화와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2].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용 방제드론은 농약 살포에만 

국한되어있지 않고 방제사 작업관리, 농약관리, 토양관

리, 예찰, 병충해 관리, 작물관리, 드론 기체 관리 서비

스 등 전체 시스템측면으로 농업분야에 적용하고 운영

관련 기술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단순히 방제용 드

론을 보급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 드

론시스템을 통하여 예상되는 수익은 클 것으로 예상한

다. 이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의 수

준과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

분야에서는 군집드론 제어시스템 기초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3]. 

또한 드론을 활용한 드론 방제에 있어 핵심 요소로

는 농약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농

약은 병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작물 생산량을 

증대시킨다. 2019년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 

도입 및 시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잔류허용 기준을 0.01ppm으로 적용하

였다[4,5]. 기존의 살포 방식인 분부기, 광역방제기, 헬

기를 통한 농산물잔류허용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하여 드론으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6,7]. 드론 전용 농약인 UAV 농약은 기존의 농약

보다 고농도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정확한 노즐의 살포 

특성과 비산현상을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

를 충족하기 위하여 분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

여 살포 특성을 평가하고 유효살포 폭을 정의하는 기초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8]. 하지만 드론 회로시스템의 불

안정으로 인하여 펌프 전원 공급의 불확실성이 발생하

고 이로 인하여 노즐의 살포량이 일정치 않아 실제 현

장성을 고려한 국내 살포 특성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기존의 DJI사의 FC(Flight Control)

을 탑재한 방제특성 연구가 선행되었다[9].

현재 방제용 드론의 핵심 부품인 FC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DJI사의 N3, A3, JIYI사의 K3A PRO, K++, 

미국의 3DR사의 Pixhawk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중국 DJI사의 보안시스템 강화로 DJI사의 임무

장비 외의 장치는 호환이 불가능하여 FC 부품의 국산

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오픈소스를 활용한 FC개발 및 

지도제작과 관련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0].  

급변하는 국내 드론 산업에서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드론의 자체탑재 물량의 살포량  및 살포 균일도를 높

이고 방제 작물에 정확한 정밀방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지속적인 농업용 드론 방제 표준을 구축하고 드

론을 이용한 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9]. 그

러나 국내 드론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방제를 위

한 드론 활용시기도 단기간에 발전하여 실제 기체의 방

제특성과 현장에서의 방제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드론방제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는 살포기 종류별 농약 

부착량 비교 시험을 진행한 스프레이 특성연구가 진행

되고 분무 노즐 특성 분석을 통한 노즐 액적 크기, 상용 

방제노즐에 대한 노즐별 살포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12]. 그러나 실제 농업용 드론에 접목하여 비행중인 상

태에서의 드론 살포 특성을 파악한 사례와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정밀 방제를 위해서는 1단계로 드론

의 노즐 살포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2단계로는 

방제사의 비행 방식에 따른 실제 방제면적 파악이 필수

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모델에 따른 속도별, 고

도별 노즐 살포 특성을 산출하여 방제사의 드론 운영 

방식에 따른 정확한 면적 산출이 가능하고 면적당 농약 

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드론 방제사의 실제 방제면적 산출이 가능

하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제조사와 관계없이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모든 농업용 드론의 실제 살포 

특성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드론 방제사의 살

포 정밀도를 높여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에 

맞춘 방제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드론 방제 시 농약의 

비산으로 인한 인접한 논, 밭의 오염을 예방하고, 본 연

구의 정량적인 결과를 통하여 PLS 제도 시행 후 발생하

는 다양한 민원 및 분쟁을 감소시켜 방제사 및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방제면적 산출의 핵심 요소인 유효살포 시간, 유효살포 

간격을 정식화하였으며, 3장에서는 두종류의 드론 모델

에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면적을 산출한 결과를 

기술하였고 결론 및 추가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향후 개발 알고리즘을 통하여 노즐의 특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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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비산현상 감소, 바람의 속도 및 방향, 액적 등을 고

려한 실제 방제 현장에 맞는 최적의 방제 면적 산출 및 

운영 매뉴얼 구축에 활용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기존의 농업용 드론의 기체특성과 노즐의 살포 수행

능력에 대한 방제용 드론 모델별 정밀방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방제 드론의 종류

에 따른 실제 방제 면적을 산출이 필수적이다. 방제 면

적을 산출하기 위하서는 드론별 기체 및 노즐별 특성 

요소를 바탕으로 방제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

는 수식개발 및 산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

서 정밀방제는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을 생산하는 농약 살포기술로 살포 패턴 및 균일도 분

석을 통하여 항공방제의 살포 균일도 파악이 중요하다

[13]. 이러한 분석에 앞서 국내 보급되어 사용 중인 농

업용 드론의 실제 방제 면적 산출이 우선시 되어야 한

다. 방제사가 운영 예정인 방제드론의 살포 특성을 파

악하여 방제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농약의 정량을 파

악하여 토지별 농약 사용량에 대한 관리 및 약해에 대

하여 사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농업

용 방제 드론의 종별 방제특성 파악이 가능하고 비행 

시 기체의 제원표에 제시되어 있는 살포 능력의 모호성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비행 중의 살포능력과 비교

하고 이를 보완하여 농업용 방제드론의 성능 표준화가 

가능한 관련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적이다. 

2.1 농업용 방제드론 살포특성 정식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방제드론은 종류가 

다양하고 부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살포

와 관련된 펌프의 부품이 동일한 경우에도 전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터, 프로펠러, 노즐, Fly control, 회

로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펌프의 동작의 소모 전력의 차

이로 인하여 실제 농업용 방제드론의 살포 능력이 현장

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한 물량의 

살포 시 이륙 전, 이륙 후 분사시간의 차이는 전원분배 

및 제어시스템의 신뢰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드론 부품을 대상으로 살포 성능을 

평가하기에는 시간적 측면과 부품의 다양성으로 인하

여 환경 적응성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용 방

제드론의 분사시간과 살포 간격을 고려하여 범용성이 

높은 살포 특성 분석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농업용 방제드론의 분사시간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농업용 방제 드론의 살포능력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즐 및 펌프의 종류에 따라 살

포 능력이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농업용 방제드론은 

비행 시 살포 능력이 결정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는 모

터, 프로펠러, 노즐, FC(Flight Controller), 펌프 등 다

양한 부품으로 구성된 각 부품의 관계 기능을 고려한다

면 정밀살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여 부품의 

신뢰도를 고려한 모든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비용으로 제품 모델별 살

포 능력을 산출이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농업용 

방제드론 업체의 모델별 유효분사시간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에 연구된 모의분사 장치 및 분

사 실험 결과는 이륙 전 분사시간, 이륙 후 호버링 상태

의 분사시간, 이륙 후 비행 상태의 분사의 통합적인 개

념으로 볼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살포 능력

을 분석하기 위한 분사시간에 대한 개념을 4가지로 분

류하여 표현하기로 한다. 

표 1은 이륙 전 분사시간, 이륙 후 호버링 상태의 분

사시간, 이륙 후 비행 상태의 분사, 이륙 후 탑재물량에 

따른 분사시간, 이륙 후 속도별 분사시간으로 세분화하

여 나타낸 것이다.

Table 1. Subdivision and Application of Spray Time

State Kind of Spray Time Application

Aircraft 
non-operation

Spray time before 
take-off()

Impossible

Aircraft operation
Spray time during 
hovering()

Possible

Operation 
considering the 

payload

Spray time depending on the 
payload( ) Possible

Operation 
considering the 

speed

Spray time depending on the 
speed()

Possible

살포 분사시간은 기체의 이륙 상태, 탑재물량, 속도

를 고려한 분사시간을 파악하여 면적 산출 적용 시 오

차가 최소화된다. 이를 유효분사시간으로 정의하고 면

적 산출을 정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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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3)

단,

      : 농업용 방제드론의 종류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방제 분사시간[s]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방제 분사시간 가중치[pu]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호버링 분사시간 가중치[pu]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이륙 전 분사시간[s]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비행 시 분사시간[s]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호버링 분사시간[s]

탑재물량 종류 j에 따른 분사시간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제드론의 기체 모델과 펌프의 출력 특성함

수 분석 및 모델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체별 

살포 테스트를 통하여 최소제곱법(Method of least 

squares)을 활용하여 방제드론의 등가 살포 특성함수

를 나타내었다. 최소제곱법에서 미지수 , 를 편미

분한 파라미터 추정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min
  



  
                      (4)

  


 


  



  


  



   

탑재물량에 j에 따른 방제드론 i의 등가분사시간 특

성곡선을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다.

                            (5)

농업용 방제드론별 탑재물량 및 비행 속도에 따른 

유효분사시간을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

   ×                          (7)

단,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속도별 농약 j 분사시간 가중치[pu]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속도별 농약 j 분사시간[s]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농약 j 유효분사시간[s]

2) 농업용 방제드론의 유효분사 간격

농업용 방제드론의 가장 핵심 기술은 각각의 기체별 

유효살포 간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드론 기체별, 

노즐의 특성에 따라 유효살포 간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용 방제드론의 유효살포 간격을 고려하기 위

해서는 작물별 기체의 높이, 노즐 종류, 기체의 속도, 

기상 조건, 노즐의 배치 간격, 액적의 크기, 농약의 종

류, 방제사의 조종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현재는 농약의 살포의 균일도를 중심으로 유

효살포 폭을 산정하여 분사성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다[4].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 접목이 가능하고, 비행 시 

실시간  살포의 균일도를 포함하며, 드론 운용 환경에 

적합한 유효살포 폭의 개념을 표현하고, Mapping 이 

가능한 Domain을 표현하고자 한다.

Fig. 1. A Standard Concept of Effective Spray Width 

Area of Farming Pest Control Drones

농업용 방제드론의 유효분사 간격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유효분사시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용 드

론의 호버링 시, 속도별 비행 시 유효분사 시간이 다르

기 때문에 액적의 부착율, 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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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살포 폭은 Domain 정의에서 제시된 정상영역에

서 고도를 유지할 경우 살포의 균일도 평가가 가능하

다. 세부 내용으로 액적의 크기 및 부착율 요소들을 고

려한다면 농작물별 유효분사 및 정확한 농약 물량 산출

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행 시 기체의 고도 변화로 인하

여 유효살포 폭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도 변화의 

허용 범위 및 표준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

장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 분석, 방제사 노하우, 단위면

적당 살포 물량 분석, 감수지 분석 등 다양한 요소를 고

려한 기준 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기체 고도를 고려한 유효살포 간격을 정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


∗∆

        (8)

단,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유효살포 간격[m]


∗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기준고도[m]

∆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비행 시 고도 변화량[m]

∆  
∗

′

∆  
′

3) 농약 종류별 분사간격

농업용 드론방제 시 잔류농약허용기준인 PLS법

(Positive List System)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약별 

희석 배율에 따라 농업용 방제드론에 탑재 후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드론 방제사의 비행 조작법에 

따라 드론의 속도 차이로 인하여 단위 면적당 농작물에 

부착되는 농약의 농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UAV 전용 약제는 일반 농약보다 고농도로 구성

되어있다. 이로 인하여 병해충 발생 및 잔류농약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약별, 농약 혼합별 액적의 크기가 차이가 있으며 살

포 간격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여 정식화하

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한다. 먼저 

물을 탑재하고 방제 드론의 살포 간격을 측정한 후 농

약별 살포 간격 가중치를 분석하여 적용한다면 현장에

서 쉽게 기체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다. 


  ×                          (9)

단,

      : 농업용 방제드론의 종류

      : 농업용 방제드론에 되는 물량의 종류

  : 농업용 방제드론 i의 물 분사간격

      : j 농약을 탑재한 농업용 방제드론 i의 분사간격 가중치[pu]


: j 농약을 탑재한 농업용 방제드론 i의 유효살포 간격[m]

4) 농업용 방제드론 종류 및 탑재 농약별 속도를 

고려한 방제 면적

  
×







 










    (10)

단,

∼ : 농업용 방제드론 직진 비행 구간[m]

 ∼ : 농업용 방제드론 후진 비행 구간[m]

  : 총 방제면적[㎡]

2.2 농업용 방제드론 면적산출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정밀 방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살

포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8]. 국내에서는 농업용 방제드

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비행 시 높은 전력소모로 인하여 펌프에 인가되

는 전력 분배의 효율이 낮아지고, 전류가 일정치 않다. 

이는 살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살포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완제품 드론의 살포 성능 분석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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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Flow Diagram of Farming Pest Control Area 

Calculation

3. 농업용 드론 기체별 살포 면적

3.1 농업용 방제드론 장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비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국내 농업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종류는 중국제품과 국산제품이

다. 또한 대부분의 드론 노즐은 XP계열을 사용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제품이며 XP계열의 노즐을 사

용하고 있는 드론 모델과 국산제품이며 노즐을 자체 제

작하여 특허 받은 제품을 장착한 드론이다. 노즐에 따

른 특성 분석에 앞서 중국 조립제품과 국산 제품을 비

교하기 위하여 10L 분사 조건으로 기체당 200회 비행

을 실시하였으며, 분사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

여 XP계열의 노즐(최대분사속도 0.8L/min, 물방울입

자크기 300∼600um, 총 토출 노즐 개수 5개), 펌프

(DC12V, 3.5/min, 0.48MPa), 배터리(Li-Po 6셀 

22000mAh 30C), 조종기(작동주파수 2.4GHz)를 동일 

제품으로 구성하였다.

3.2 농업용 방제드론 분사 시간 측정

물량의 종류로는 물을 사용하였다. 현장에서는 지역

별 사용하는 농약의 종류가 다르고 모델별 유효분사시

간 및 유효분사간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살포를 수행

해야하므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물을 탑재하고 추후 농

약별 가중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알고리즘에 적용이 가

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실험에서 기체별 토출물량 평

균 분사 시간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Measurement of Average Effective Spray Time 

of Discharge of Each Aircraft During Flying

Discharge

[L]

Average Spray Time[S]

A Aircraft B Aircraft

0 0 0

1 28 25

2 56 49

3 88 75.5

4 113 100

5 144 124

6 178 155

7 200 177

8 239 206

9 269 236

10 298 255

Fig. 3. A Characteristic Curve of Equivalent Effective Spray 

Time of Individual Farming Pest Control Drones

3.3 방제 면적 산출 결과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농업용 방제드론의 방제 면적 

산출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알고리즘의 입

력데이터는 개인이 운용하고 있는 드론의 노즐 살포시

간, 살포 간격, 비행속도, 탑재물량의 4가지 정보를 통

하여 방제드론의 살포 특성 파악이 가능하다. 산출결과

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Table 3. Measurement of Average Effective Spray Time 

of Discharge of Each Aircraft During Flying

Discharge

[L]

Effective 

spray 

width 

area

Flying 

speed

[㎧]

A Aircraft B Aircraft

Spray

interval

[m]

Spray 

time

[s]

Pest 

control 

area

[㎡]

Spray

interval

[m]

Spray 

time

[s]

Pest 

control 

area

[㎡]
0

Normal 

area
3 4.6

0 0

4.6

0 0
1 28 386 25 345
2 56 772 49 676
3 88 1214 75.5 1041
4 113 1559 100 1380
5 144 1987 124 1711
6 178 2456 155 2139
7 200 2760 177 2442
8 239 3298 206 2842
9 269 3712 236 3256
10 298 4112 255 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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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방제 시 기존의 살포장치의 비산현상 

문제로 인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PLS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밀방제를 요구하고, 방제드론을 활

용한 방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제

드론은 UAV 전용 약제를 사용하고 고농축으로 구성되

어있다. 조작 미숙으로 인한 저농도 살포 시 병충해가 

발생하고 고농도 살포 시 약해 현상이 발생하는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드론 방제사는 

수동조작, 반자동 조작, 자동 조작 등의 다양한 형태의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실제 방제드론의 살포 특성을 정

량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방제드론 종류에 따른 정확한 방제면적 산출을 위

하여 드론 모델별, 물량별 유효분사시간 및 유효분사 

간격을 정식화 하였다. 

살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 조건의 노즐 및 

펌프를 장착하여 유효분사시간을 측정한 결과 등가유

효분사시간의 특성곡선 차이에 따라 노즐의 살포량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드론별 제원표 상의 살

포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드론별 간략

한 실험을 통하여 드론의 기체별 살포 특성 파악이 가

능하지만 실제 농약의 종별 비산에 대한 데이터 취득을 

통하여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

는 감수지를 활용한 액적 양 산출 실험을 통하여 알고

리즘의 정량적 결과 값과 비교 분석하여 방제사의 비행 

방식에 따른 알고리즘 보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

적의 드론방제 매뉴얼 구축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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