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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의 혁명과 관련하여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농민의 방제 작업을 지원하고 
효율을 높여주므로 농업의 고령화를 해결하는 역할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적인 측면에서 드론의 효율성이 떨어지
고 드론 활용에 대한 운영자와 소비자의 인식차이로 인하여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특히, 운영 기준 및 살포 효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 측면에서 신뢰도가 감소하는 부분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드론 활용에 대한 분석의 연구가 희박
하고 드론 방제사의 조종 실력에 따라 방제 효율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방제 분야에서 드론의 보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드론 방제사의 운영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방제 드론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고, 스마트운영모드를 기준으로 기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업 일정 및 약량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농업용 방제 드론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
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 드론방제기준, 방제면적 산출, 살포 물량, 스마트 농업, 약량

Abstract  In relation to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required to build a smart agricultural system using 
the pest control drones, which are emerging fast these days as a role to support pest control work of 
farmers and improve aging issues in farming. However, the absence of accurate criteria on management 
of the pest control drones and the effect of pesticide application is leading to damage to crops by 
pesticides. The extreme shortage of analysis of management of the pest control drones and relevant studies, 
and big differences in pest control efficiency depending on the operation skills of controllers are the 
biggest reasons for the damag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a basic study on agricultural pest control 
drone operation system buildup to make out working schedules and calculate the dosage of pesticide by 
understanding the features of the pest control drones properly based on the control using smart operat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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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국내 농업은 4차 산업 적용을 위해 인력의 고령화
를 대체하기 위하여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 방

제, 항공예찰, 영상분석 등을 통하여 실시간 정보 분석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드론 산업의 수요에 맞춰 급증하고 있
는 실정이다[1]. 또한 2016년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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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은 1950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여러 침체기
를 거쳐 70년 후인 현재 새로운 융합 혁신을 가져오고 있
다[2].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의 대표적인 응용분야가 드론 
산업으로 확산되고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다. 드론은 대표
적으로 중국의 DJI 사가 전 세계에서 약 70% 이상을 보급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경쟁자가 없어 중국의 드론은 더
욱더 다양한 IT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내에 보급될 것으로 
판단된다[3]. 이로 인해 세계의 드론 시장은 더욱더 기술이 
고도화되고 상업용 드론은 2023년까지 연평균 34.8% 성
장하고 있으며 군사용 드론 중심에서 상업용 드론으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업용 드론 시장은 23%로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4].

최근의 4차 산업 혁명의 농업은 고령화를 해소하고 생산비용 
감소를 위하여 스마트농업으로 변화하였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의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최적화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스마트농업의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5-7]. 
특히, 방제용 드론의 수요 및 기술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개
선되어 왔다. 드론 강국의 DJI사 제품과 국내 업체가 중국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주
문 제작하여 국내에 꾸준히 보급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드론 
관련 업체의 증가율이 9.06%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 방제드론 보급을 통하여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효
율성 향상, 농약 살포 시 입자의 대기 중 휘산으로 인체 유
해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8]. 국내 드론 시장은 4조 4000억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관련 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자격증 
취득 수는 2018년까지 누적인원이 15,428명으로 전년도 
2,872명보다 49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한 드론에 대한 
관심은 드론 산업의 발전과 스마트농업기술의 기초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과 노후 준비를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활용성이 낮아 자격증에 대
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 ⌜항
공안전법⌟에 대한 제도적 개정의 미흡함과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9]. 실제 자
격증 취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항공촬영 및 농약 방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방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조종기술이 우수한 드론 방제사
가 필요하고 드론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물에 대한 
농약의 노즐 살포량, 약해 예방 대책, 작물별 농약 물량 산

정, 농약선정기준 등 다양한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종합적
인 분석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적
인 재교육과 취업으로 연계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
이다. 드론 방제사의 숙련도에 따라 방제효과가 다르고 운
영시스템에 따라 작업의 효율이 결정되지만 현재 드론 방제
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표준 운영시스템이 없어 작
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표준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수
적이다. 이러한 운영시스템 표준화 작업을 모델링하는 것은 
드론 방제사의 방제 작업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기체 특성 
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동
일한 방제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약해를 예방하며 나아가 중·장기적인 작업계획을 
통하여 작물의 수확량 증대가 가능하다. 또한 드론을 활용
한 방제로 기존의 인력 대체가 가능하고 수요자의 신뢰도를 
높여 방제 운영시스템 정착이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
면 방제에서 약제 살포는 살포 물량, 살포기 종류별 특성이 
달라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8]. 또한 드론의 활용으로 작물
별 방제 기준에 대한 연구는 기체의 약제 살포의 균일성 정
도를 파악하여 특정 해충의 살충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보
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 실증 테스트를 통하여 결
과를 분석 보고하였다[10]. 그러나 기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방제표준 구축 및 기술 응용이 
불가능하고 환경적 요소에 따른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경제
성 평가 및 약해의 분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약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노즐의 종류에 따른 입제 크기가 다르게 형성되고 살포 물
량에 따라 농약 부착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드론 방제사는 
기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방제 실시 지역에 
약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방제사의 수동조작을 통한 약제 살
포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고 스마트자동모드를 통하여 방제 
드론 기체의 특성 파악이 가능한 기초 운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유통되고 있는 기체와 제원표의 신뢰도 검증
이 가능하며, 기체별 농약의 정확한 물량 산출을 통하여 드
론 방제로 인한 추가 약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더불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드론 기체의 실증 테스트를 
통하여 기체 특성에 맞는 물량 산출, 노즐 종류 및 살포 물
량에 따른 농약 부착량을 추가적으로 실험하여 기체별, 작
물별, 환경요소별, 지역별, 기후변화 등 다양한 빅데이터 구
축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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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방제 드론 운영 고도화 및 농업의 스마트화가 가
능하고 다양한 방제기술과 응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
려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국내 드론 기술 투자 및 기술력 확보는 제도적인 부분과 
창업 지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흡하여 드론 발전에 한계
가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드론 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중국의 DJI사 제품은 국내 소비자의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드론의 표
준이 정립된다면 새로운 신산업 시장의 확대와 먹거리 창출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
으로 국내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드론 방제에 대
한 명칭과 현장에서 여러 단어를 혼용하거나 기존의 유인 
방제에서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무인 멀티
콥터를 활용하는 방제 운영 시 사용되는 용어를 표준화 시
키고 지속적인 명칭 사용을 통일하여 표준의 틀을 잡아가고
자 하였다. 

2.1 농업방제 용어 표준화
본 논문에서는 현장에서는 드론의 재난 및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 방제에 대한 
용어 및 관련 기술 표준화와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10]. 
드론 방제 용어의 표준화와 필요성의 인식으로부터 대표되
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고자 하였다. 드론 방제와 관련
된 용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Terminology for Drone Control
Term Description

Drone
Pest Control

All of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using unmanned 
multicopter among agricultural drones

Disease and
Pest Control

All of activities of crop-dusting agrichemicals to 
eradicate diseases or pests that damage crops

Chemical-based
Standard Pest Control

Crop-dusting of pesticides notified and registered 
for specific pests or crops.

Drone Operator for 
Pest Control 

Drone operator who possesses ultra-light vehicle 
operation license and performs pest control using 
chemicals loaded on vehicle.

2.2 드론방제 운영 현황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한정적
이다.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방제, 항공영상촬
영, 건축물 안전진단, 지적 측량, 항공사진이다. 택배와 드
론의 기술 접목으로 편리성을 강조하여 시제품 및 관련 기
술을 개발하였지만 항공법 및 안전성의 문제로 실용화가 되
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 농업용 방제 
드론 산업은 중국의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
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 업체 간의 경쟁구조가 과열되고 
있다. 이에 비해 실제 활용도가 높은 농업용 드론에 대한 다
양한 연구의 부족으로 드론을 활용한 드론 방제는 농업인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농업에 활용되는 방제 살포기는 농가인구 감소 
대응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현장에 맞는 살포기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12]. 현재 방제 드론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제 구조의 급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인 방제 
및 헬리콥터 방제는 드론 방제의 장점인 이동의 편리성, 저
렴한 방제 단가, 안전성, 인력양성 및 실업률 해소 등의 장
점과 비교해볼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 농업방제 제품별 관
련 내용을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parison of Products Used for 
Agricultural Control

Division Drones for 
Control

Manned aerial 
vehicle 

Unmanned 
aerial vehicle 

Wide Area 
Sprayer 

1Day 
Working area

(㎡)
297,520 991,735 396,694 99,173

Personnel 2 4 3 6

Drift Small Versus Medium Versus

Etc Eco-
Friendly High Cost Eco-

Friendly 
Excess of 

Water

최근 방제 드론의 출연은 농업인에게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하게 되었다. 작업시간 단축, 농업인의 고령화 해소, 지자
체별 방제비용 지원 등 초기에는 드론 방제가 혁신적이었지
만 방제사의 기체 숙련도에 따른 방제 효과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방제 팀별 방제 방식이 다르고, 면적에 따른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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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 배율이 불규칙하여 결과적으로 드론 방제의 효과가 떨
어져 농업인들의 드론 방제에 대한 관심도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드론의 종류와 
살포 노즐에 관계없이 단순히 살포 높이, 진행속도에 대한 
데이터 산출로 방제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드론이 
국내 보급되어 있는 만큼 일반화가 어렵다[10]. 

3. 농업용 드론 기체별 특성 분석

3.1 실험구성
드론 방제는 정확한 면적에 약제 표준방제를 실시하고 

드론 방제로 발생되는 비산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
요하다. 또한 방제사의 조종 숙련도에 의지하고 있는 방제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드론 방제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기체 특성에 맞는 적정 탑재 물량
을 산정하고, DJI FC(Flight Controller)의 스마트모드 프
로그램 설정을 통하여 방제사의 기체 수동 운전으로 인한 
불확실성 줄이고 정확한 운영 기체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3종류의 드론 기체를 대상으로 실
험을 진행하였으며 결과 값은 산술 평균 값을 기체 대표 특
성으로 적용하였다. 실험 횟수는 기체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의 용량 감소의 일반적인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충·방전 Cycle 횟수인 400회로 설정하고 검증하였다[13].

기체별 특성 비교 분석을 위하여 살포 대상, 약제 종류, 
적제 용량, 배터리 용량, 운영 컨트롤러, 장소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Experimental Components for Comparison 
and Analysis of Gas Characteristics

Crop Pesticide
Liquid 
Weight

(L)

Battery
(mAh)

Operation 
System Place

Rice Flowable 10 12000 NC AG

Gyeongsangnam
-do, Jiphyeon- 
myeon, Jinju-si

(2.67[㎢])

3.2 기체별 살포간격 보정 및 방제면적 산출
스마트운영모드를 활용하여 기체별 기체 속도 및 방제 

간격을 파악하였으며 DJI Assistant 프로그램 살포 간격 보
정으로 방제 누락 구간을 제거하여 정확한 드론 방제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체별 보정 간격을 산출하고 전
체 방제 면적을 산출하는 개념도를 보이면 Fig. 1과 같다.

Fig. 1. Conceptual Diagram of Spray Spacing 
Calibration and Prevention Area Calculation

                  (1)

 ×






 ×




 ×





(2)

단,
    : 농업용 방제드론의 종류
 : 이륙 후 기체별 실제 살포 간격[m]
  : DJI Assistant 프로그램 Operation Gap 설정 값
[m]
   : 보정이 필요한 간격[m]
  : 총 방제면적[㎡]

4. 연구결과

4.1 기체 분사량 측정
기체 특성 분석을 위한 분사량은 초당 분사량을 산정하

였으며 방제 드론 이륙 전 분사량 실험 결과를 보이면 
Table 4와 같고 이륙 후 호버링 상태에서 분사 시간을 측
정하면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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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Take-Off Injection Quantity 
Measurement Experiment

Type of 
Aircraft

Experiments
(Count)

Liquid 
Weight

(L)

10L Dispensing 
Time[s]

C Aircraft

400 10

329

S Aircraft 332

J Aircraft 220

Table 5. Post-Take-Off Injection Quantity 
Measurement Experiment

Type of 
Aircraft

Experiments
(Count)

Liquid 
Weight

(L)

10L Dispensing 
Time[s]

C Aircraft

400 10

345

S Aircraft 367

J Aircraft 280

4.2 고도 및 속도 변화에 따른 방제 면적 산출 결과
방제 면적 산출을 위해 이륙 후의 기체 특성데이터를 활

용하였으며 기체별 고도 및 속도 변화에 따른 방제면적을 
산출 결과를 보이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Evaluation of the Discharge Area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Altitude and Velocity

Type of 
Aircraft

Spray Area[Pyeong]

Altitude 1[m] Altitude 2[m] Altitude 3[m]

1
[m/s]

2
[m/s]

3
[m/s]

1
[m/s]

2
[m/s]

3
[m/s]

1
[m/s]

2
[m/s]

3
[m/s]

C
Aircraft 313 626 939 313 626 939 418 835 1252

S 
Aircraft 411 822 1232 422 844 1266 422 844 1266

J
Aircraft 271 542 813 424 847 1271 593 1186 1779

4.3 약제 종류에 따른 방제 면적 산출
  농기계로 등록되어 있는 J 업체의 농업용 드론을 대상으
로 탑재 약제를 물과 농약으로 구분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
이면 Table 7과 같다.

Table 7. Estimation of the area of control by drug 
type

Type

Spray Area[Pyeong]
Altitude 1[m] Altitude 2[m] Altitude 3[m]

1
[m/s]

2
[m/s]

3
[m/s]

1
[m/s]

2
[m/s]

3
[m/s]

1
[m/s]

2
[m/s]

3
[m/s]

Water 254 508 762 254 508 762 339 678 1016

Pesticide 271 542 813 424 847 1271 593 1186 1779

5. 결론

현재 드론 시장에서 방제 드론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제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드론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기 위해서는 드론 방제사의 재교육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
러나 드론의 특성 분석 방법 및 방제 효과 분석에 대한 제도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드론의 종류와 
노즐의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방제사의 조종 실력에 의존
하여 방제효과 편차 확률이 더욱 커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농민의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 방제 업체별 노하우 및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방제 
후 약해를 입을 시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를 제도화 
시키고 드론 방제 표준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는 방제 드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보급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업용 드론 종류별 분사량을 측정
하였다. 또한 기존의 드론의 제원표에서 확인이 불가능 했
던 분사 간격, 고도 및 속도 변화, 분사량에 대하여 분석하
였으며, DJI 운영시스템에 탑재 되어 있는 Smart 
Operating Mode를 이용하여 방제 시 최적 방제를 위해서
는 Operation Gap 설정이 필요로 하고 설정 값을 산출하
여 적용이 가능하였다. 

또한 탑재 약제의 종류로는 물과 휘파람 액상수화제 토
출량을 비교한 결과 약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사 간격 및 
방제 면적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국내의 수많은 방
제 드론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위해서는 지역별 사용 
약제의 종류와 드론에 따라 관련 실험 데이터를 산출해야 
정확한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제 기준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연구 및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통하여 드론 방
제 연구 및 신뢰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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