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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와 GIS를 이용한 논 가뭄 발생지역 분석

Analysis of Rice Field Drought Area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 (UAV)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Methods

박진기* ･박종화**,†

Park, Jin Ki ･ Park, Jong Hwa

Abstract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assess application of UAV (Unmanned Aerial Vehicle) remote sensing and GIS based images in detection and measuring 
of rice field drought area in South Korea. Drought is recurring feature of the climatic events, which often hit South Korea, bringing significant water 
shortages, local economic losses and adverse social consequences. This paper describes the assesment of the near-realtime drought damage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 for the agricultural drought region. The system is being developed using drought-related vegetation characteristics, which are 
derived from UAV remote sensing data. The study area is 3.07 km2 of Wonbuk-myeon, Taean-gun, Chungnam in South Korea. UAV images were 
acquired three times from July 4 to October 29, 2015. Three images of the same test site have been analysed by object-based image classification 
technique. Drought damaged paddy rices reached 754,362 m2, which is 47.1 %. The NongHyeop Agricultural Damage Insurance accepted agricultural 
land of 4.6 % (34,932 m2). For paddy rices by UAV investigation, the drought monitoring and crop productivity was effective in improving drought 
assess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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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매년 가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도 증가하

고 있다. 2015년에는 6월을 기준으로 강원 영동과 영서, 경기 

지역 강수량이 각각 예년의 39 %, 64 %, 55 %에 불과해 이들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였다 (KMA, 2015). 

가뭄은 아마도 가장 복잡하고 유해한 자연 재해중 하나이

다. Kogan (1997)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업, 자연, 

경제, 재산에 큰 피해를 미칠 잠재성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뭄에 대한 과학 

문헌에서 합의된 4 가지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WMO, 1975; Wilhite and Glantz, 1985; White and 

O’Meagher 1995; McVicar and Jupp, 1998). 첫째, 기상학적 

가뭄은 일반적으로 강수량보다 장기간의 강우에 기인한다. 둘

째, 농업 가뭄은 식물의 사용 가능한 물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작물의 생육단계에서 필요 한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발생

한다. 셋째, 하천 물, 토양 수분, 지하수 등의 요인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수문 가뭄이 발생한다. 넷째, 일

반적으로 사회적 및 경제적 지표에 의해 측정되는 기대 수익

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뭄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

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자연 재배되고 있는 식물을 포함하는 

농업용 가뭄의 정의와 유사하며 중소 해상도의 위성 원격탐

사 (Remote sensing; RS) 데이터를 사용하여 관찰하여 왔다.

지구관측 분야의 발전으로 위성 기반의 원격탐사에 의한 

농업 가뭄 평가 및 모니터링은 지구 규모의 토양 수분, 지표 

온도 및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Tucker and Choudhury, 1987; Brown et al., 2008; Carlson 

et al., 1994). 1972년에 미국에서 Landsat 1호 (Earth Resources 

Technology Satellite, 통칭 ERTS 위성)가 발사된 이후 토지 

사용과 토지피복 분류는 위성 원격탐사 연구의 큰 주제가 되

었다. 이후 센서와 기체 개발 기술의 진보에 따라 공간해상도 

관측 밴드도 다양화되고 해상도의 다양화로 농업분야 이용 

등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 피복도 작성이 가능하게 되어 가뭄 

피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0년경부터 상업 위성으로 운용을 시작한 IKONOS 

및 QuickBird 등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공간해상도가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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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study area

이하가 되어, 항공사진 수준의 고화질로 전 세계 이미지 정보

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Xie et al., 2008). 2010년 중반부터

는 이러한 기술이 무인항공기 기술과 접목되어 원격탐사 전

문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이용자와 수요가 늘고 있다. 정부와 지역 연구에서

도 토지이용 연구는 중요한 테마이며, 작물의 수급이나 소비

자 물가를 조정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

한 연구는 예전에는 항공사진이나 중간 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토지이용･토
지피복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AVHRR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등 중저해상도 위성영상은 주로 광범위한 유역 또는 지역 규

모의 가뭄 연구에 이용되어 왔다 (Dijk, 1986; Johnson et al., 

1993; Kogan, 1995; Wang and Qu, 2007). 또한 고해상도 위

성영상을 이용한 연구로는 미국과 호주 지역을 대상으로 

QuickBird 이미지를 이용하여 가뭄 분포를 상세하게 지도

화 하고 토지이용 변화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고해상도 위

성영상은 구름 등 촬영 조건에 좌우되므로 피해 지역을 쉽게 

촬영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성의 주기성 문제와 함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뭄 정보 파악에 한계를 가지고 있

다 (Park and Park, 2015; Zhang and Kovacs, 2012). 이에 따

라 구름 등 기상여건과 주기성에 의존하지 않는 정밀하게 효

율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마련이 기대되어 왔다. 최근

에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고해상도 영상 활용이 증가되면

서 논지역의 정밀 가뭄 피해 상황 파악이 가능해 지고 있다. 

또한 영상처리 분야에서는 객체지향 분류 기법이 등장하면

서 고해상도 무인항공기 영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픽셀 기반 분류 방법은 어느 우점 토지피복 영역에서 다른 

토지피복이 깨소금 모양으로 표현되어 영상의 이해가 쉽지 

않았다. 객체지향 분류는 이미지를 이미지 객체라는 작은 공

간으로 분획 (segmentation)하여 육안  판독 분류 결과에 가

까운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객체지향 

분류는 이미지 객체 크기를 시행착오 방법으로 반복하는 등 

작업 단계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정량화 된 절차 확립을 필요

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도 강릉시

와 양양군, 충청남도 태안군 등 73,580 m2 (논 물마름 28,220 

m2, 밭작물 시들음 45,360 m2)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재 농업재해 지역의 피해 현황 파악은 현장조사원

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정확한 피해 현황 및 신속한 

피해 평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영상과 농작물 재해보

험 가입 정보 DB 및 스마트팜맵 등 GIS 자료를 이용한 논 가

뭄 피해 발생지역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지역

본 연구의 테스트 베드는 2015년 NH농협손해보험에 접수

된 벼 가뭄 피해 농지에 대해 선별적으로 선정하였다. 가뭄 피

해는 2015년 5~6월에 인천광역시와 서해안 지역에서 극심하

게 발생하였다. 2015년 6월말까지 접수된 벼 가뭄 피해 농지

는 208건으로 강원도 철원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남도 태안군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 지역 중 

보험 가입 면적은 강원도 철원군이 18건으로 46,727 m2
이며,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42건 152,814 m2, 전라남도 고흥군이 8

건 36,641 m2, 충청남도 태안군이 126건 610,496 m2
으로 가

장 많게 접수되었다. 

따라서 논 농업 가뭄 피해 발생지역 분석은 Fig. 1과 같이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동해리 및 소원면 소근리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이 지역은 벼 가뭄 피해로 NH농협손해

보험에 29건의 가뭄 피해가 접수된 지역이다. 피해지역은 서

해안에 인접하여 지대가 낮고 상류에 저수지가 없는 지역으

로 경지정리는 되어 있으나 물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으

로 조사되었다. 토지이용 패턴은 낮은 산이 분포하고 산과 산 

사이는 간척을 하여 농경지를 조성하여 벼 재배를 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2. 재료

무인항공기는 스위스 Sensefly사의 고정익 eBee를 사용하

였다. 촬영 센서는 Sony Cybershot WX를 사용하였으며, RGB 

광학센서와 NIR센서의 해상도는 1,820만 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가 접수된 농경지가 최대한 포함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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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UAV flight path planning in Wonbuk-myon, Taean-gun

Fig. 3 Flow chart showing the procedure used to make analysis 

of drought area to paddy rice using UAV images and GIS 

data

Fig. 4 Position accuracy correction of UAV image using GPS-RTK 

method

록 무인항공기 경로를 Fig.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재배 농지와 

작물 구분을 위해 종중첩도는 60 %, 횡중첩도는 75 %로 설정

하였다 (Park and Park, 2015). 대상 지역 촬영은 2015년 7월 

4일, 10월 9일, 10월 29일에 걸쳐 3회 실시하였다. 설정된 경

로의 Waypoint는 14개이며, 촬영 고도는 228 m, 비행시간은 

26분, 촬영 영상은 105매, 촬영 면적은 3,070 m2
이다. 촬영된 

영상에 대한 영상처리는 회전 변환, 영상 접합 등의 과정을 거

쳐 하나의 정사영상으로 추출하게 된다. 이 때 영상의 공간해

상도는 0.08 m이며, 영상의 용량은 962 MB, 영상처리 과정

에서 생성된 파일은 24,536개로 11.4 GB이다.

3. 연구 방법

연구는 Fig. 3과 같은 순서 및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때 촬영 영상은 테스트베드에 대해 RGB 센서와 NIR 센서

로 2회씩 촬영하였기 때문에 Fig. 4와 같이 2~6 m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차는 영상 합성이나 식생지수 등을 산출

할 때 전혀 다른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위치 보정은 매우 중

요하다. 그리고 NH농협손해보험의 지적도나 스마트팜맵 등

은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GIS 자료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좌

표체계로 변환하여 위치 정확도를 보정해야 한다. 무인항공

기 영상 좌표계는 WGS 1984 UTM Zone 52을 사용하였다. 

무인항공기 영상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측량에서 

이용되는 GPS-RTK (Global Positioning System-network 

Real Time Kinematic) 방법을 이용하였다. GPS-RTK는 상

대 측위 방식으로 GPS 측위시 발생되는 각종 오차를 소거함

으로써 수 mm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Park and 

Park, 2015). 위치 보정된 영상은 대상 필지별로 육안 조사

한 결과와 재해보험 등록DB 입력 정보, 지적도, 스마트팜맵 

등 GIS정보를 연계하여 가뭄 피해 지역 분석의 정확도를 높

였다. 

농업 가뭄 재해에 따른 벼 피해 지역 추출은 객체기반 분류

기법의 Region Grow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농경지 및 각 구

성요소는 Region Growing 기법을 사용하여 각 요소에 대해 

가장 적절한 척도 매개 변수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였다 (Xie 

et al., 2008). 이 방법에서 논 이미지 객체는 연속적으로 더 작

은 피해 지역 스케일 파라미터로 분할되고, 가장 적합한 스케

일 파라미터는 각각의 개별 분류 카테고리에 대해 선택되었

다 (Park and Park, 2015).

식생지수는 Rouse et al.(1974)에 의해 제안된 NDVI (Nor-

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이용하였다. 




                       (1)

여기서, NDVI는 정규화식생지수로 -1에서 1의 값을 가

지며, NIR은 근적외선 영상 값이며, Red는 빨강색 영상 값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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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mages taken of drought damage site using RGB and NIR 

camera

Fig. 6 Variation of  NDVI. The amount of health vegetation is shown 

by the color green 0.50<. Lower values show drought damage 

areas

Fig. 7 Mapping of paddy field information using NH insurance 

data

Ⅲ. 결과 및 고찰

1. 무인항공기 영상의 식생지수 산출

NDVI는 식물자원 문제를 취급할 경우 관측지역이나 계절 

등 관측 조건 차이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NDVI는 다수의 RS계기 탑제 광학센서에서 이용되

고 있으며, 지수 계산이 쉽고, 비연산치를 사용하여 대기보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재해에 관한 벼의 생육상태 파악을 위해 NDVI를 사용하

였다. Fig. 5는 무인항공기에 탑제된 RGB 및 NIR 카메라를 

사용하여 벼 가뭄 피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다. 근적외선 파

장은 사람의 눈으로 차이를 판별할 수 없지만, 식생 분석에서 

가시광선 영역보다 높은 반사율을 나타낸다. 

식생지수는 식 (1)과 같이 Red 파장과 NIR 파장을 조합하여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육이 활발한 식생은 Fig. 6과 같이 

0.5 이상의 NDVI 값을 가지며, 가뭄이나 병충해가 발생한 식

생은 정상인 식생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2015년 7월초 무인항공기 영상을 이용해 얻어진 NDVI는 

정상인 논에서 0.195268로 나타났으며, 수확량 감소지역에

서는 0.083363, 피해가 심한 성장 장애 지역에서는 -0.047314

로 분석되었다. 

2. 농경지 지번 맵핑

무인항공기로 촬영한 영상은 분석에 앞서 각 농경지 지번

을 맵핑해야 NH농협손해보험에 지번 중심으로 접수된 농경

지 피해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 NH농협손해보험에 재

해 접수된 농경지는 가입자명, 가입면적, 가입금액, 사고원인, 

대표소재지명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

표 소재지명, 가입면적 정보를 NH농협손해보험에서 제공 받

아 무인항공기 영상의 농경지에 해당되는 위치를 Fig. 7과 같

이 입력하였다. 무인항공기 영상은 GPS를 통해 좌표가 입력

되기 때문에 각 농경지의 경위도 추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

용 영상은 무인항공기 영상에 NH농협손해보험 자료와 위치 

정보를 매칭하여 각 농경지 지번 및 재해 접수 정보를 입력한 

영상이다.

3. 무인항공기 영상의 분할

객체 지향 분류인 Region Growing 기법을 적용하여 생성

된 영상은 논 등 객체마다 특성을 결정해 간다. 분류된 영상 객

체가 너무 크면 그 구역에 다양한 특성이 섞여서 하나의 특성

을 결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너무 작으면 엄청난 수의 영상 객

체가 생성되므로 너무 세분화 되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정밀한 영상 객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크기의 영상 

객체로 생성할 필요가 있다. 분할 영상 객체를 만드는 데 이용

하는 “compactness” 또는 “smoothness”는 각각 개체 형상과 

스펙트럼 특징을 수치화하여 종합적으로 scale parameter라

는 지표에 의해 균일한 영역을 발생시키고, 영상 객체마다의 

특성을 결정하였다. 영상 분할 기준은 동질성의 한계를 나타

내는 scale parameter를 설정하고 color와 shape에 대한 이질

성(heterogeneity)을 구분하여 객체를 생성하였다. 

영상 분할 결과 취득된 무인항공기 영상의 농업 가뭄 재해

에 따른 필지 단위 피해 평가는 scale parameter 값을 변화시켜 

최적의 분할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적 scale parameter



박진기･박종화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59권 제3호, 2017 ∙ 25

Fig. 8 Results of prototype RGB image and segmented image 

using region growing method

Fig. 9 Comparison between Smart Farm Map and object-based 

segmented image

Fig. 10 Growth status of each paddy field plot

Table 1 Average DN value for each band of UAV images due to 

drought

Band Normal Yield decrease Growth defect

Blue 113.3 134.7 200.0

Green 142.1 142.7 196.3

Red 85.2 111.6 169.1

NIR 168.6 146.4 188.1

NDVI 0.1953 0.0834 -0.0473

Fig. 11 Histogram distribution of UAV Blue band images due to 

drought

는 600, shape 0.5, color 0.5, compactness 0.3, smoothness 

0.7로 결정되었다. 가뭄 피해에 대한 무인항공기 영상과 영상 

분할 결과는 Fig. 8과 같다.

4. 스마트팜맵 연계

스마트팜맵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

지 위성과 항공 영상을 활용하여 농경지의 정확한 경계를 구

획･DB화한 농경지 지도이다. 현행 전자지적도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지적 업무에 우수한 자료이지만 연속지적도 구축 

특성상 형상과 위치 등에서 오차가 많다. 스마트팜맵은 이러

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최신 항공영상 또는 위성영상을 이용

하여 현장 중심형 필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객체기반 영상 분할은 촬영 센서에서 취득된 DN (Digital 

Number) 값의 주변 경계 특성 차이로 분할된다. 그러나 Fig. 9

와 같이 객체기반 영상 분할은 농경지의 정확한 경계를 추출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농경지별 농업재해 피해율 산

정을 위해서는 농경지 구획이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농경지 구획 적용을 위해서 스마트팜맵을 활용하였다. 스마

트팜맵의 역할은 정확히 구획된 농경지 경계와 스마트팜맵이 

가지고 있는 PNU (Parcel Number Unit) 코드를 활용하여 재

해 지역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5. 가뭄피해 지역 추출

정상인 벼와 가뭄 피해를 입은 벼는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가뭄 피해에 따

른 피해 농경지를 추출하였다. 무인항공기 촬영 영상의 분할

된 객체를 각 밴드별로 정상인 벼와 생육이 불량한 벼를 구분

하였다. 정상 벼는 RGB 영상에서 육안으로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녹색 값에 가깝고, 생육이 불량한 벼는 논토양 특성을 

나타내는 밝은 갈색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각 필지별 생육 상

태는 Fig. 10과 같다.

무인항공기 영상의 가뭄 재해 필지에 대해 각 밴드별로 분

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벼 생육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파장은 청색과 적색 파장으로 나타났다. 정상 벼의 청색 

파장은 DN 평균이 113.3, 생육이 불량한 벼는 DN 평균이 

200.0을 나타냈다. 정상인 벼의 적색 파장은 DN 평균이 85.2, 

생육이 불량한 벼는 DN 평균이 169.1을 나타냈다. 한편 R,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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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results of red, blue and green wavelength

Fig. 13 Three images of the same test site, acquired in three 

different days have been analysed by drought disaster 

report

Fig. 14 The results map of rice field drought damage

B의 DN은 NDVI와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상인 논과 가뭄 피해를 입은 논의 히스토그램 차이는 Fig. 

11과 같이 가뭄 피해를 입은 논이 정상인 논에 비해서 높은 반

사 값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 

벼 가뭄 피해 분석은 밴드간 분석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12 (a)는 적색파장 (Layer 1)과 녹색파장 (Layer 2)을 분

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정상 벼는 DN이 낮은 왼쪽 하단에 분

포하며, 가뭄 피해 지역 벼는 DN이 높은 오른쪽 상단에 분포

하였다. Fig. 12 (b)는 적색파장 (Layer 1)과 청색파장 (Layer 

3)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도 정상 벼는 DN이 낮은 왼쪽 

하단에 분포하고, 가뭄 피해가 발생한 벼는 DN이 높은 오른

쪽 상단에 분포하였다. 이와 같이 정상 벼는 가뭄 피해 발생 벼

보다 적색파장, 녹색파장, 청색파장에서 낮은 DN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인항공기 영상 분석에서는 이러한 특

성을 이용하여 가뭄 피해 발생 벼를 추출하였다.

6. 가뭄 재해지역 분석

테스트 베드의 정확도 분석은 NH농협손해보험에 접수된 

피해, 보험금 지급 내역과 영상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Fig. 13과 같이 벼 가뭄 피해 신고시점

부터 수확 시기까지 피해지역이 변하였다. 

최종적인 논 가뭄 피해지역은 Fig. 14와 같이 무인항공기 영

상을 분석한 결과 얻어졌다. 대상지역인 태안군 원북면 지역 

전체 논은 1,601,688 m2
이며, 정상인 논은 52.9 %인 847,326 

m2, 가뭄 피해 발생 논은 47.1 %인 754,362 m2
로 분석되었다. 

NH농협손해보험에 피해가 접수된 농경지는 4.6 %인 34,932 

m2
이고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농경지는 10필지로 조사되어 

영상 분석 결과에 모두 포함되어 100 %로 분석되었다. 가뭄 

피해가 발생한 논 중에서 경작불능이거나 재이앙이 필요한 

논은 15.3 %인 245,422 m2
로 나타났다. 

피해 분포는 저수지, 하천, 용수로 등 수원공에서 멀리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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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농경지에 발생한 피해가 아닌 산발적인 피해 형태로 분

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농경지에 용수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수원공이 부족한 점과 물 공급을 농민들이 비교적 생

육이 양호한 농경지를 선택하여 관개한 결과로 해석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2015년 가뭄 발생 지역에 대해 무인항공기 영상

을 취득하여 영상처리 과정을 거쳐 정상인 벼와 가뭄 피해가 

발생한 벼의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가뭄 피해 면적을 분석하

였다. 농업재해보험은 일반 손해보험의 손해평가와 달리 보

험가입자인 농업인이 손해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 문

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체계는 품목간, 지역

간 손해율과 보험금 지급액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등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농업재해는 재해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현장 전수조사로 많은 인력,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 접수된 농경지인 29필

지에 대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는데 24분이 소요

되었다. 촬영 면적은 3,070 m2
로 총 568필지를 촬영하였다. 

영상 처리에는 4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영상 분석까지 총 소요

된 시간은 12시간으로 많은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NH농협손해보험에 가입된 농지가 아니라도 주변 

피해 현황을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재

해 현황 파악 및 복구 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무인항공기로 취득된 영상은 민원 발생시 객관적

인 영상자료의 확보로 민원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손해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여 정확한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는 시범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앞으

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각 농업재해별 촬영시

기와 각 필지별 수확량 감소에 따른 비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보완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또한 전문가용 무인항

공기가 고가인 점과 RS, GIS 연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은 

한계성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공

간정보 확보는 농업재해 대책 수립은 물론 곡물 수급 동향 및 

농업통계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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