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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업을 위한 무인항공기의 

기술개발 동향 및 활용 분야

농업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접목하여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본격화하고 있다. 농업용 무인항공기는 발전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이 뛰어나, 살충제 및 비료 살포, 병충해 예찰, 종

자 파종, 생육상태 평가, 지도작성 등 농업의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에 따라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시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도 발전을 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있어 주

요 기술인 제어기술과 시스템 및 탑재 장비의 개발기술 측면에서 최근 동향과 현황, 그리고 활용 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

가 실제 농업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인항공기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향후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발전 방향과 전망,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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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팜 2050프로젝트’에 따르면 2050년 전세계 인구가 약 100

억 명에 다다르고, 100억 명 이상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약 70% 이상의 생산량 증대가 필요하

다[1]. 하지만 사람에 의한 노동 중심의 전통 농업은 증가하

는 생산량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며, 온난화, 고령화, 농촌인

구의 감소, 토양의 황폐화, 대기오염 등 여러 문제가 동반되

어 농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은 4차 산업

혁명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로봇(Rob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농업

의 자동화 및 로봇화, 정보화, 지능화를 꾀하고 있으며, 미래

의 신성장 동력이 될 스마트 농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보급 활성화의 중심에는 농

업용 로봇의 도입이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2], 그 중에서 특

히 농업용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는 발전 

가능성과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아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이다[3-5].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농작

업은 작업 시간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더 나아가 작업의 안정

성과 정확성,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무인항

공기는 다른 농업용 로봇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조

작이 쉽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며, 그 사용 영역은 살충제 

및 비료 살포, 병충해 예찰, 종자 파종, 잡초 인식, 생육상태 

평가, 지도작성, 수확량 예측 등 농업의 전 분야에 걸쳐 빠르

게 확장되고 있다[6]. 

활용 분야가 점차 증가하면서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벤처기업들이 생겨나

고 있다. PwC의 시장조사에 따르면 2020년 농업용 무인항공

기의 시장 규모가 약 32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전 세계 무인항공기 시장의 약 25%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그림 1). 농업용 무인항공기에 관한 주요 기업에는 

AGEagle LLC, DJI, Sentera LLC, AGCO Corp, Precisionhawk, 

3D Robotics, AeroVironment가 있으며(그림 2), 최근 DJI사에

서 방제용 무인항공기 ‘MG-1P RTK’를 출시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인항공기가 개발 및 상용

화되고 있지만, 첨단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농업용 무인항공기를 위한 주요 기술에는 정밀측위 기술, 



기｜술｜특｜집

16 제어․로봇․시스템학회지

그림 1. 무인항공기 산업 구성표.

그림 2. 스마트 농업 분야의 주요 기업.

항법 기술, 자세 제어기술, 영상처리 기술, 통신 기술, 센서 기

술, 재료 기술, 배터리 기술, 회로 및 모터 기술 등 수많은 기

술이 필요하다. 게다가 농업 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탑재 장비 

개발기술, 노즐 제어기술, 빅데이터 기술 등 농업용 무인항공

기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요구한다. 무인항공기의 모

든 적용기술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므로, 본 고에서는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연구개발에서 주로 다루는 제어기술과 

시스템 및 탑재 장비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중점에 둔다.

즉,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고도화, 정밀화, 다양화를 추구하

고 있는 추세 속에서 최신 기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발

전 방향과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업

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최신 동향과 현황,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요 기술뿐만 아니라 향후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방향과 전망, 해결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농업용 무인항

공기의 제어기술에 대한 최근 동향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무인항공기의 시스템과 탑재 장비의 개발에 관한 주요 동향

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실제 환경에 사용되고 있는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최근 사례들을 소개하고 향후 무인항공기가 

활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 기술한다. 5장과 6장에서는 현재 농

업용 무인항공기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나아가야할 방향, 전

망에 대해서 고찰하고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후, 결론을 

맺는다.

2.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제어기술 동향

농업용 무인항공기는 한정된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기체의 무게 및 출력 대비 가반하중의 제약으로 인해 비행시

간에 자유롭지 않다. 그에 따라 한정된 시간 안에 농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어기술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용 무인항공기를 제어하기 위한 핵

심 기술에는 무인항공기의 운동 모델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비행을 위한 자세 및 고도 제어 등의 비행기술과 현재 위치와 

목표 경로를 위한 항법 시스템 기술, 자율주행을 위한 장애

물 인식 및 회피,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 및 판단 기술, 그리고 

군집제어를 위한 편대비행 기술, 대형 제어기술, 작업할당 기

술 등이 있다[7-8]. 또한 무인항공기와 지상국(GCS: ground 

control station)과의 데이터 통신 및 영상 송·수신을 위한 무선

통신 기술이 있으며, 최근에는 블루투스, 위성통신, Wi-Fi 통

신에서 더 나아가 LTE와 5G 이동통신이 부각되고 있다. 본 장

에서는 이러한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제어기술에 대해 최신 

동향을 살펴본다.

2.1. 자동항법제어 및 자율주행 기술

농업용 무인항공기가 관측 지역(논, 밭, 과수원, 임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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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외란 관측기 기반 제어기의 블록 구성도[10].

그림 5. SAGA 프로젝트의 개념도[16].

그림 4. Onboard 의사 결정을 위한 OODA 루프 순서도[14].

정확한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표 경로에 대한 추종

성이 우수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무인항공기와 같

은 비행체들은 기본적으로 비나 바람 등의 기상조건과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스마트 농업을 위해 주로 

개발되고 있는 관측용 무인항공기들은 방제나 파종 작업에 

사용되는 고하중 무인항공기보다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

운 경우가 많아 외란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으며 안전한 

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

인항공기의 제어기를 설계할 때 그림 3과 같이 외란관측기

를 추가하여 비행 경로에 대한 추종성을 향상시키거나[9-10], 

외란에 의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무인항공기의 속도를 예

측 및 추정하여 최적의 비행 경로를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11-12].

J. Yang et al.은 효율적인 농경지 모니터링을 위해 토양에 설

치된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WSNs(Wireless 

sensor networks) 기법과 TSP(Traveling salesman problem) 이

론에 기반하여 무인항공기의 최적 비행경로생성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13]. 또한 [14]에서는 그림 4와 같이 OODA 

(Observe, orient, decide, act) 루프 이론을 기초로 두고 영상인

식 기술과 노즐 제어기술을 접목하여 무인항공기의 의사결

정과 자율주행 기술, 원격탐사를 통한 잡초 인식 및 방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2. 무인항공기의 군집비행 제어기술

무인항공기의 비행시간, 가반하중, 배터리 기술 등의 제

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농업 분야에 접목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5]. 유럽의 개방형 로봇개발기구인 ‘이코드(ECHORD++: 

European clearing house for open robotics development plus 

plus)’에서는 잡초제거, 경작, 모내기, 수확 및 모니터링 등 다

양한 농작업에 군집제어(Swarm control)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다수의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SAGA (Swarm 

robotics for agricultural applications)’프로젝트(그림 5)를 진

행하고 있다[16].

K. Loayza et al.은 간접적인 로컬 통신 메커니즘과 무인항

공기 거동 및 파종 작업에 대한 유한상태기계 모델링 기법을 

통해 군집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위한 중앙집중형 제어기를 

연구하였다[17]. D. Albani et al.은 잡초의 모니터링 및 지도

작성을 위해 새로운 모델링 기법을 연구하였고, 상기하였던 

SAGA 프로젝트의 개념과 로드맵을 제시하였다[18]. 또한 단

일 및 군집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스마트 농업을 위한 검사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19], 농경

지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군집 

무인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0]. 이처럼 

최근 연구에서는 단일 무인항공기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

라 군집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항공기와 무인지상로봇을 이

용한 협동/협업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들이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다.

2.3. 무인항공기의 무선통신 기술

스마트 농업에서 무인항공기의 제어에 필요한 핵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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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마트 농업에서 IOUT 패러다임의 개념도[23].

에는 무선통신 기술이 있으며, 예를 들어 무인항공기와 지상

국간의 데이터 통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무선 센

서 네트워크, 다른 무인항공기 또는 농업용 로봇과의 통신환

경이 등이 있다. 특히 농업 환경에서 군집제어 기술의 경우 

다수의 무인항공기 또는 이종 로봇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

여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통신망과 통신 프

로토콜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M. Campion et al.의 경우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

한 무인항공기의 군집제어 통신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5G 

통신망의 경우 M2M 통신 기능을 갖추었고, 미리 구축된 모

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함으로써 통신 가능 범위가 매

우 넓은 통신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21]. 또한 데이터 수집

용으로 설치된 WSNs와 무인항공기가 통신할 때 센서의 통

신 범위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이동속도와 비행 고도에 따른 

통신 성능을 실험하여 최적의 이동성 프로파일을 구하는 연

구가 진행되었다[22]. 

[23]에서는 실시간 토양 감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센서와 

통신 장치로 구성된 IOUT(Internet Of Underground Things)를 

땅 속에 묻어 획기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고 사회적인 네트워

크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그림 6).

이처럼 기계화에 기반을 두는 현재의 농업에서 벗어나 자동

화, 무인화, 첨단화를 목표로 하는 농업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향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통신망이 구축된

다면 미래 스마트 농업으로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농업용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개발 동향

농업용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은 주로 센서나 카

메라, 탑재장비를 이용한 농작업 성능 및 활용도 향상에 목적

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의 제어기술뿐만 아니라 하

드웨어 설계 및 제작 기술도 농업용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개

발에 있어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반하중은 농업용 무인항공기를 설계할 때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다. 가반하중이란 로봇이 들어 옮길 수 있는 최대 무

게를 뜻하는데, 무인항공기가 자신의 가반하중을 초과하여 

비행할 경우 비행의 안정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

한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됨에 따라 체공시간이 급격히 저하

되어 원활한 비행이 어렵다. 그러므로 큰 가반하중을 요하는 

파종, 시비, 방제같은 농작업의 경우 농업용 무인항공기 시스

템을 설계할 때 크기와 성능, 가반하중을 고려하여 최적의 플

랫폼을 선택해야 한다. 

3.1. 비행 플랫폼

무인항공기의 종류에는 고정익(fixed wing) 무인항공기와 

회전익(rotary wing) 무인항공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표 1), 회

전익 무인항공기는 다시 헬기형 무인항공기인 단일로터와 다

중 로터가 탑재된 멀티로터로 분류한다[24-26]. 멀티로터는 로

터의 개수에 따라 쿼드콥터(4개), 헥사콥터(6개), 옥터콥터(8

개)로 나뉘며, 가반하중은 평균적으로 약 2.0~8.0kg이다[27-28]. 

따라서 쿼드콥터나 헥사콥터의 경우 비교적 적은 가반하중을 

요하는 원격탐사나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고 있

다. 반면에 가반하중이 비교적 큰(약 8.0~22.7kg) 헬기형 무인

항공기나 옥토콥터의 경우 주로 방제 작업에 사용되고 있지

만, 헬기형 무인항공기는 조작이 어렵고 가격이 매우 높아 점

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29-30]. 고정익 무인항공기는 회전익 

무인항공기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고효율, 고고도 비행이 가

능하여 주로 데이터 수집과 원격탐사 작업에 사용되지만 이

착륙을 위해 넓은 개활지나 발사대가 필요하여 국내보단 해

외에서 주로 연구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고정익 무인항공기

의 경우 정지 비행, 즉 호버링과 저속 비행이 불가능하여 최

근에는 멀티로터 기반의 무인항공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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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농업용 무인항공기 플랫폼[24-26].

구 분
고정익 회전익

직선익 단일로터 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터콥터

플랫폼

평균 가반하중 약 25.0kg 약 22.7kg 약 2.0kg 약 5.5kg 약 8kg

표 2. 농업용 무인항공기에 활용되는 다양한 센서[26,28,32-33].

구 분 라이다 다중 분광 카메라 열 카메라 가시광선 카메라 위성항법장치(GPS)

센서

용도
지형 분석 및 

지도작성

원격탐사 및

생육상태 평가

원격탐사 및

생육상태 평가

원격탐사 및 

모니터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3.2. 운용 시스템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작업자가 직접 원

격조종기(RC: Remote Controller)를 통해 무인항공기를 운용하

는 방법이다. 
위 운용방법은 기상조건이나 위성 상태에 상관없이 무인항

공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할 수 있지만, 더 정밀한 작업을 

요구함에 있어 정밀도가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농업

용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방

법으로, 위성 항법 시스템을 기반으로 목표 경로를 설정해주어 

무인항공기가 주어진 경로를 추종하도록 운용하는 방법이다. 
위 방법은 기상조건에 큰 영향을 받으며, 매번 목표 경로를 설

정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상

위제어기를 이용한 자율주행 방법으로, 상위제어기에는 우리

가 흔히 아는 Arduino, Raspberry Pi, ODroid, Intel Edison, Nvidia 
TX, eMotion3, ATMega1284P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14,27-28, 
30-31]. 위 방법은 최근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연구개발에 주

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설정한 경로대로 비행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어 입력을 통해 무인항공기를 원하는 방

향으로 운용할 수 있다. 게다가 확장성이 우수해 다른 운용방

법보다 더 정말하고 다양한 농작업들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3.3. 센싱 시스템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센서는 농작업에 따라 다양하게 분

류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센서는 표 2와 같다[26,28,32-33]. 
먼저 라이다는 다량의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빛이 주위의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탐지하여 물체까지의 거리

를 측정함으로써 주변의 지형과 모습을 정밀하게 그려내는 장

치로, 주로 무인항공기의 하부에 장착되어 지형 분석이나 지도

작성 등의 농작업에 활용되고 있다[28]. 카메라는 종류에 따라 

다중 분광 카메라, 가시광선 카메라, 열 카메라, 등이 있으며, 
무인항공기의 하단부에 탑재되어 필요한 영상을 촬영하고 현

장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양의 

상태, 작물의 수확량, 작물의 스트레스 지수, 작물의 생육상태

를 측정하며, 주로 모니터링과 원격탐사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

[31,33-34]. 마지막으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대부

분의 무인항공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센서로서 주로 항법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상국

에서 무인항공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동 경로나 

목표 지점(Waypoint)을 설정하여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

다. 이 외에도 농업용 무인항공기에 사용되는 센서에는 관성측

정유닛(IMU), 음파 탐지기(Sonar), 초음파 센서(Ultra sonic) 등
이 있으며, 최근에는 3D 카메라를 활용한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작업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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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구되고 있는 농업용 무인항공기[15,27,35-36].

 

그림 8. senseFly의 eBee SQ drone과 열화상 지도[39].

4.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활용

농업용 무인항공기는 현재 논, 밭, 과수원 등 여러 작업 환

경에서 다양한 농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용 무인항공

기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사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본 장에서는 농업용 무인항공기가 활

용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한다.

4.1. 지도작성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농경지의 3D 지도를 작성하면 파

종이나 방제 등의 작업 전 농경지의 면적과 토양의 상태, 작

물의 발육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농작업의 효율을 크게 높여주는 지표로 사용된다[37-38].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지도작성용 무인항공기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senseFly사의 eBee SQ drone은 멀티 스펙트럼 카

메라 Parrot Sequoia와 고해상도 RGB카메라를 탑재하고 있

어 사용자의 ROI(Region of Interest)를 향상시킨 3D 열화상 

지도작성이 가능하다(그림 8). 또한 senseFly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경로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다중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지도작성 작업도 가능하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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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JI사의 MG-1 무인항공기[46].

4.2. 방제

통상적으로 방제 작업에 사용되는 SS방제기나 광역방제기

와 비교하여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방제는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제 방법이다[40-42]. 실제

로 광역방제기를 사용할 경우 농경지 1ha당 농약 사용량이 약 

1000L 이상이 되는 것에 반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하면 8~10L

의 적은 농약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농약 중독 위험

과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하루 최대 50ha의 대

규모 방제가 가능하고 0.5ha 면적 당 작업 시간이 10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높은 작업 효율성과 작업 시간, 노

동력의 절감 효과 등으로 인해 방제를 위한 무인항공기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3]에서는 감귤 농장에 대하여 

무인항공기로 다양한 작업 높이에서 분무 실험을 진행해 최

적의 방제 작업 높이를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44]에

서는 방제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기체에 부착된 단

일 마이크로칩인 MSP430를 통해 자동적으로 최적의 비행 항

로를 계획하여 분무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또

한 무인항공기의 정밀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작물에 대

한 방제 정밀도를 향상 시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45].

무인항공기 시장에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DJI에서는 

방제 전용 무인항공기인 MG-1 모델을 출시하였다[46]. 8개

의 로터가 장착되어 있는 MG-1은(그림 9) 약제 적재량이 

10kg로 시간당 최대 4ha까지 살포 가능하다. MG-1은 기체의 

비행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약의 양을 조절하여 항상 일정한 

분사량을 유지할 수 있어 최소량의 농약만을 사용하며 방제

가 가능하다. 또한 마이크로파 레이더와 비행제어시스템이 

통합되어 지형을 실시간으로 스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동

으로 작물로부터의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이는 MG-1가 지형의 높이와 상관없이 분사의 농도를 일정하

게 유지시켜 최적의 양을 살포할 수 있게 해준다. MG-1의 후

속 모델로 출시된 MG-1P는 시야각(FOV)이 123°인 광각 렌즈

가 장착되어 원격 우회 경로를 한번에 탐지할 수 있다. MG-1

와 비교하여 MG-1P는 조종기 1대로 5대의 기체를 조종할 수 

있는데, 이는 1대의 기체를 사용할 때의 효율을 몇 배로 늘려

주어 넓은 농경지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4.3. 파종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파종의 목적은 적절한 시기에 보다 

넓은 면적에 대해 파종을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력 및 비용 절

감에 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파종은 논 바닥의 상태가 고

르지 않아도 넓은 면적에 작업이 가능해 파종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7]. 파종 시 종자와 식물 양분을 

함께 토양에 뿌려 식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시스

템이 활용될 전망이다. 파종 작업에 대한 무인항공기의 활용

은 아직 개발 단계지만, 영상인식 기술과 최적화된 파종 작업

기가 탑재된다면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4.4. 작물 모니터링

작물 모니터링은 작물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수확량, 작물의 

품질 등을 예측하기 위해 수행되는 작업이다. 작물 모니터링은 

농가의 최적의 작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넓은 농경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다

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에는 위성 사진을 이용하여 농장을 모

니터링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비용이 매우 비싸고 

데이터 취득이 한정적이며 기상조건에 따라 이미지 해상도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밀한 농작물 모니터링에는 적합하지 

않다[48].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물 모니

터링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무인항공기를 이용하면 위성과 달

리 작물에 근접하여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의 데

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날씨의 영향 또한 크게 받지 않는다.

[49]에서는 무인항공기에 부착된 경량 스냅샷 카메라로 얻

은 3D 데이터를 작물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림 10). 사용하는 센서가 가볍기 때문에 저 가반하중 무인항

공기를 사용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작물 모니터링을 수행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50]에서 다중 분광 카메라를 부착한 

무인항공기를 통해 포도밭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포도의 식생 

지수를 분석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그림 11). 이러한 식생 지

수 데이터는 작물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고정익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다중 분광 센서로 무의 캐노피를 생육단계별로 촬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무의 생육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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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ikroCopter Okto XL 플랫폼와 탑재된 경량 카메라 UHD 185- 

Firefly[49].

그림 11. 다중분광카메라를 탑재한 무인항공기[50].

그림 12.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병충해 검사[54].

그림 13. AIST의 수분용 초소형 무인항공기[55].

4.5. 관개

다중 파장, 열 센서 등을 장착한 무인항공기로 농경지의 물

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52]에서 무인항공기에 전자

기 스펙트럼 센서와 RGB, NIR 카메라를 사용하여 농장에서의 

물 관리와 관개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고, 관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중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는 실험 또한 진행중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전히 

관개 작업을 위한 영상처리 및 데이터 취득에 대해 중점을 두

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농약통 대신 물탱크를 탑재하여 물이 

부족한 곳에 관개작업을 수행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미래 

스마트 농업에서는 무인지상로봇과 무인항공기 또는 군집 무

인항공기간의 협업 체계가 구축된다면 농장에 대한 관개 자동

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6. 생육상태 평가 및 병충해 진단

미국에서는 작물 병충해 감염으로 인해 매년 약 33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53]. 식물 병충해는 보통 전염이 

빠르고 한 번 감염되면 반경 수십 미터 이내 작물을 모두 매몰 

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54]에서

는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고해상도 RGB 카메라와 멀티 스펙

트럼 센서를 결합하여 감자 밭을 대상으로 병충해 감염을 검

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그림 12), 이는 높은 품질의 스펙

트럼 측정으로 정확하고 빠른 병충해 감지 성능을 보여준다.

4.7. 인공수분

전세계적으로 꿀벌의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꿀벌을 대체할 수분용 로봇에 대한 연구가 각광 받고있다. 이

에 일본 총합기술연구소(AIST)에서는 그림 13처럼 꿀벌 대

신 꽃가루를 수정하는 수분을 위한 초소형 무인항공기를 개

발했다[55]. 이 로봇은 등에 동물 머리카락이 붙어있어 그 위

에 끈적한 젤을 묻혀 꽃가루를 효과적으로 나를 수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과 GPS,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수분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청송

군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사과, 자두 농가내 꽃가루 인공

수분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인공수분 작업에 무인항공기를 

사용하면 농민들이 면봉, 타조 털 등으로 직접 수작업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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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비교하여 짧은 시간 내 대규모 면적에 인공수분을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인공수분 기술 발전, 작업자 숙련도 향

상 등이 갖춰지면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5.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해결 과제와 전망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업 분야도 타 산업과 같이 융복합기

술을 활용해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에 따라 활용성

이 입증된 무인항공기를 농업의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용 무인항공기는 기술적으로 많

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차세대 농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

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기술적 이슈에 대해 해

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농업용 무인항

공기와 관련하여 해결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무인항공기가 개별적으로 농작업을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

고 다수의 무인항공기가 군집을 이루어 동시다발적으로 주

어진 임무를 수행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신소재기술과 배터리기술의 한계로 무인항공기의 운

용 시간은 최대 20분에 불과하다. 이처럼 짧은 체공시간은 광

활한 면적에 대해 방제나 예찰 같은 농작업을 수행하는데 제

약이 발생한다. 하지만 군집기술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한

다면 방대한 면적일지라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야

생동물의 퇴치나 농경지 감시를 위해 장기간의 체공시간이 

필요한 경우 군집의 무인항공기가 역할을 조정하여 분업 체

제를 구축한다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인항공기의 군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

려해야 할 기술적 이슈들이 있다. 군집시스템은 농작업의 효

율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두지만, 무엇보다 인

간중심의 제어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작업자가 아닌 다수의 작업자가 필요한 시스템 이라던지, 혹

은 전체적인 작업 시간은 감소하지만 작업자의 피로도나 제

어 노력이 증가한다면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없

다. 따라서 완전히 자율적인(Fully autonomous) 무인항공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빠르고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UI)에 대해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는 물류 로봇처럼 군집로봇

들이 서로 협업과 분업을 통해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면서 서

로 충돌하거나 작업이 겹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상처리 및 센서융합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이 불가피하다. 특히 농업 환경은 비정형화된 야

외 환경이기에 무선통신의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데이터 송·수신간의 시간지연이나 패킷 손실이 발생할 수 있

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업용 무인항공기 시

스템은 불능 상태가 될 것이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

서 군집 무인항공기간의 통신뿐만 아니라 중앙제어시스템, 

인공지능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안

정적인 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하며 동시에 예기치 못한 외란

이 발생하더라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영상처리 기술이 확

립되어야 한다.

위의 고려사항을 충분히 다룬 무인항공기 군집시스템이 

적용된다면 넓은 경작지에 대해 어려운 농작업을 수행하더

라도 작업 정확도는 물론 작업 시간을 단축해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인건비 절감과 조작자의 피로도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군집기술에서 더 나아가 무인항공기와 인공지능 기술, 빅 

데이터 기술, 광학 탐지 기술 등 여러 기술과 결합하면 무인

항공기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농사의 노동력과 비용 등 여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무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농업용 로봇이 농업 분야

에 앞으로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6. 결 론

무인항공기는 농업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로 여전히 많은 해결과제가 남

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제

어기술에 대한 최근 동향과 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탑재 장비

의 개발 추세를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 농업 환경에서 적용되

고 있는 무인항공기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적용 및 활용 가능

한 분야를 고찰하였으며, 향후 농업용 무인항공기가 해결해

야 할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갈수록 농업용 무인

항공기의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 농업생산시스

템의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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