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과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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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농부들은 점점 더 많은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적은 

공간과 기후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엄격한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 화학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식량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농업 및 기타 분야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실천을 촉진하는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주요 부분입니다.

농부들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 중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농업은 이제 시간, 노력, 그리고 돈을 절약하는 새로운 기술을 

포함합니다. 농업 도구의 혁명이 미래에 적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밀 농업 기술과 같은 관행은 이를 강화하고 드론은 그것의 

일부이다. 이 eBook을 통해 드론과 전문 소프트웨어가 전세계 농학자 및 

농부들이 현대 농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용, 자원을 절약하고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지속 가능한 농업 - 낭비적이지 않은 농업 관행을 이용하고, 곤충의 

개체수를 높이는 것을 포함한 지역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법을 줄이거나 채택합니다.
  

생산량 증가 - 2050년의 인구는 약 91억명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전체 

식량 생산량이 현재보다 약 70% 증가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극도의 

효율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밀성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비용 절감 - 농장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비용 효율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밭에서 씨앗 사이의 간격과 같은 불변 요인들과 필요한 치료량 같은 

적응 요인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1.

  

2.

   

3.

현대 농업의 어려움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농업은 수동적이고 자급자족적인 농업에서 최첨단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정밀농업은 정확히 말해서, 현대 데이터와 기계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농사를 짓는 농업입니다. GPS를 이용해 트랙터를 
안내하든, 드론으로 농작물 정보를 수집하든 정밀농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됩니다. 본 eBook
에서는 UAV와 전문 사진 측량 소프트웨어, 특히 PIX4Dfields 및 PIX4Dmapper를 사용하는 정밀 
농업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밀농업이란 무엇인가요?



귀리와 같은 작물부터 사탕수수까지 정밀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농부들과 농업학자들에게 대규모로 농작물의 상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의 

크기와 거리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드론은 거의 전 세계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드론 사용의 이점은 드론이 어디에 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나요?
드론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제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열 감지, 빛 주파수, 그리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엄청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미지 피드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론이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을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원이 덜 드는 

처리 계획을 실행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결국 더욱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듭니다.

드론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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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드론은 

이미지만 제공할 뿐이고, 바로 소프트웨어가 큰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의 영상으로 

소프트웨어는 식물이 초록빛을 반사하는 

방법과 같은 특징들을 분석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데, 이것은 농작물의 엽록소 상태와 식물의 

건강과 활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지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예정이며, 식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빛의 스펙트럼 대역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이전에는 이 인사이트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고 

상업적인 규모로 이용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드론과 노트북을 가지고 밭에 있는 어떤 농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를 얻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는다구요? 그러나 전 

세계의 사용 사례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eBook에서는 다음 몇 

장에 걸쳐 이러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의사 결정 

주기 작물 주기를 살펴봄으로써 드론 맵핑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식생지수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여 현장에서의 정밀 

농업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년동안의 

농업에 대한 인사이트와 농업에서 드론이 농업 

주기 전반에 걸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사진 측량 소프트웨어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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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토지 관리

작물의 변동성 감지

수확량 극대화

정찰 및 조사

PIX4D에는 농업을 위한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PIX4Dfields - PIX4Dfields는 정밀 농업 맵핑 소프트웨어입니다. 드론에 

찍힌 이미지를 사용하여 농작물 상태 및 밭의 스트레스 지대를 알려주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를 생성할 수 있으며, 전문 멀티스펙트럴 카메라 또는 

일반 RGB 이미지로 캡처된 사진과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현장에서도 결과가 생성돼 모든 면에서 더욱 효율적입니다.

PIX4Dmapper - PIX4Dmapper는 RGB 및 다중분광 이미지를 모두 

해석하여 사람의 눈으로 보기 전에 어떤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데스크톱 소프트웨어입니다.

PIX4D는 어떤 일을 하나요?

https://www.helsel.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29503&cate_no=4232&display_group=1
https://www.helsel.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30941&cate_no=3184&display_grou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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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드론 맵핑이
현장에 주는 도움

의사결정 주기 및 작물 주기 ‒ 빠른 작물 정찰 ‒ 지속 가능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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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 주기
vs 작물 주기 

작물 주기 

1.

2.

3.

4.

드론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배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의사 결정 또는 의사 결정 주기의 

영향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작물들이 더 잘 관리되어 작물 주기가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 드론은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PIX4Dfields 또는 

PIX4Dmapper로 가져옵니다.
 

b.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오프라인으로 처리하고 식생 지수 지표로 이상 

징후를 강조하며 share-to-PIX4Dcloud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1. 측량/정찰

a. 데이터가 처리되면, 농부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i. 머신러닝과 AI를 사용한 작물 집계, 작물의 행 

감지, 잡초 관리. 
 

ii. 밭과 작물의 스트레스 또는 일반적인 상태 - 

예를 들어 해충, 질병, 영양 결핍, 동물 또는 

날씨의 영향을 받는 영역.
 

iii. 토지 지형 - 홍수 발생 지역, 고도, 토양 특성 등
 

iv. 필드 경계 결정 - 필드 영역의 기록을 찾아 

작성합니다.
 

v. 비용 및 치료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리소스 

사용을 위한 전문 처리 계획을 갖도록 목표 

작업을 하거나 가변적인 요금 매핑을 

계획합니다.

2. 결과 해석

드론은 의사 결정 주기의 일부로 농업 순환에 포함됩니다. 

(우측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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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a. 농부들과 농학자들은  제공받은 정보를 

어떻게 가장 잘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농작물이나 시험용 토지, 새로운 관개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작업, 성공 및 개선의 

기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결정 내리기

a. 결정이 내려진 후, 남은 것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재배자/농부는 GPS 위치나 RTK*와 

같은 보다 정확한 대안을 사용하여 치료 

계획이나 새로운 응용 기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별 응용을 위한 정밀 

농업 호환 기계에 처방 지도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RTK(Real-Time Kinematic)는 일반적인 오류를 

수정하여 더 높은 위치 정확도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4. 실행 계획

작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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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농업 워크플로우

실행
입증
검토

비행/맵핑

디지털화
분석

계획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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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이것을
해야 할까요?
이 과정은 작물 주기의 어느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일년 내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작물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사용하면 실제로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현장의 필요에 따라 전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는 

인사이트 분석은 농부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기 

전에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왜 드론을
이용해야 할까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이전에 정보 없이도 잘 대처했다면, 왜 

기술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장점이 

무엇일까요?

1.

 

2.

 

3.

 

4. 

문제를 일찍 발견 가능 - 작물에 병이 생기기 

전에 해결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종합적으로 파악 가능 - 밭 

한가운데에 있더라도 모든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입물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 - 살충제나 

치료제를 덜 사용하고,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면서 보다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지역 환경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02 식생지수:
정밀 농업의 핵심 도구

NDVI 및 NDRE 사용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덱스의 예 
- 사용자 지정 인덱스의 작동 방식



식생지수란 무엇인가?

먼저 빛을 봅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다른 파장이 있는 더 넓은 

스펙트럼의 일부일 뿐입니다. 식물이 녹색 빛을 

반사하여 우리가 그것을 녹색으로 인식하듯이, 

우리 주변의 물체들이 그 빛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은 흡수, 전송, 반사하는 

파장의 집합인 특정한 스펙트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개체 자체의 변화를 포함한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특징을 보고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편차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식물을 보기도 전에 농작물의 건강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식생 지수는 식물이나 작물의 특정 특성을 

강조하는 최소 두 개의 파장에서 측정한 표면 광 

반사율입니다. 식생지수는 식물의 반사 특성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다중분광영상으로 

가능합니다. 식생지수를 사용하여 성장 주기 단계, 

물 스트레스 수준 또는 영양소 결핍을 포함하여 

식물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밀 농업에서 차이점 만들기
: 식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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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와 지표의 종류

RGB 카메라
aka 레드-그린-블루 카메라

드론은 이제 밭의 식생 지수 지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캡처하는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어 농부들에게 농작물에 

대해 비할 바 없는 수준의 이해를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가시 대기 저항 지수(Visible Atmospherically 

Resistant Index, VARI)는 적외선 대신 RGB 

이미지와 함께 작동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얼마나 많은 녹지가 있는지 감지하고 식물의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삼각녹색지수 - Triangular Greenness 

Index(TGI)는 엽록소 민감도를 관찰하여 잎의 

질소 수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농부들이 

비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

 •

어떤 지표를 생성할 수 있나요?

이것이 드론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드론에 사용되는 가장 표준의 카메라
 

모든 표준 가시 색상과 파장 또는 가시광선을 

캡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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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광카메라

카메라와 지표의 종류

반
사

율

가시 비가시

파장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벗어난 광파 및 동작

근적외선 이미지 및 빛을 수집합니다.

특수 카메라에서 얻은 보다 다양한 식생지수

어떤 지표를 생성할 수 있나요?

•

•

•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정규화된 차이 식생 지수), NDVI -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식생지수입니다.

이는 반사율 값을 계산하기 위해 빛의 

레드밴드와 근적외선을 사용합니다. 이 

지수는 식물의 엽록소 양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엽록소의 악화는 

식물의 건강 저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NDVI

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필수적입니다.

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녹색 정규화된 차이 식생 지수), GNDVI 

- NDVI 지수와 유사하게, 이 지수는 식물 

스트레스를 재배자에게 알려주는 광합성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지표는 

NDVI와 같은 레드라이트를 사용하는 대신 

녹색의 라이트를 사용합니다.

•

•

Normalized Difference Red Edge  Index-

(정규화된 차이 레드 엣지 지수), NDRI - 이 

지수는 근적외선을 사용하여 이미 성장한 후 

상당한 수준의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중후기 

작물의 식물 상태를 살펴봅니다.

Leaf Chlorophyll Index(잎 엽록소 지수), 

LCI - 이 지수는 잎이 무성한 지역의 엽록소 

함량을 평가하여 영양소 결핍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식물이 어떻게 빛을 반사하는지는 그들의 건강의 
지표입니다.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을 포착하고 분석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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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

11.5K

NDRE

11.5K

TGI

8.9K

GNDV

7.3K

MCARI

5.9K

LCI

5.5K

SIPI2

4.9K

BNDV

3.6K

Thermal

1.2K

NDVI

21.1K

왜 위성 이미지가 아닌 

드론을 사용해야하나요?

이는 정밀 농업 전문가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식생지수들입니다.

드론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날에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수년 동안 고정된 

센서를 사용하는 위성과 달리 업데이트하기 

쉽습니다.
 

UAV는 맞춤형 작업에 이상적이며 위성 

이미지와 달리 클라우드 용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라운드 샘플 거리(GSD)는 픽셀이 

이미지에서 나타내는 센티미터 수를 

나타냅니다. 인공위성은 GSD가 10미터에서 

0.5미터인 반면 드론은 사용되는 

지리위치계(RTK 또는 GPS)의 조작자와 

정확도에 따라 0.5센티미터에서 10

센티미터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1.

  

2.

   

3. 

PIX4Dfields: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노트북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PIX4Dfields로 현장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기 전에 농작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18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지표 두 가지는 NDVI와 NDRI입니다.

NDVI NDRE  

먼저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찾고 싶은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의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계십니까?  이를 명확히 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PIX4Dfields에는 인덱스 

생성기 및 인덱스 계산 도구가 함께 제공되어 

작업을 수행하거나 필드에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 중 두 가지는 

NDVI와 NDRE입니다. 이는 식물의 건강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의 

NDRE 이미지에서 낮은 엽록소 함량은 이미지 

하단의 스펙트럼을 따라 더 많은 녹색의 

영역에서 빨간색과 높은 엽록소 함량으로 

색칠된 영역에 표시됩니다. 이것은 농부가 식물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장 초기 단계부터 중간 단계까지의 농작물 건강을 

나타내며, 이는 성장기 초기에 사용됩니다.
  

멀티스펙트럴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바이오매스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임업에서는 

산림 공급과 잎 면적을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

 
 

•
  

•

특히 곡물, 높은 바이오매스 또는 밀도가 높은 작물, 

다년생 식물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멀티스펙트럴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토양 배경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잎의 

엽록소 함량을 분석합니다. 레드밴드로 알려진 후기 

단계의 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처럼 적외선과 

근적외선을 비교할 수 있을 때만 사용됩니다.

•

 
 

•
  

•

어떤 지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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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신의 작업 및 농장에 맞게 인덱스를 

사용자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화 

인덱스를 사용하여 지도에서 토양이나 식물을 

표시하여 보다 집중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화 인덱스의 한 예는 안토시아닌 반사 

지수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새로운 잎이나 노화를 

겪는 잎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색소입니다. 약해지고 

있는 식물들은 더 높은 농도의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로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PIX4Dfields

하드웨어
eBee SQ
살포 드론: DJI AGRAS MG-1
카메라: Parrot Sequoia 카메라

사용자

Rantizo 

위치

Turtle Valley Wildlife
지역, 위스콘신 

사용 사례

실행중인 지표:
침입종에 대한 부분 살포

  1 

침입종은 농작물과 지역 환경에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치료하는 

것은 광범위한 시골 지역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야생 동물 보호 구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 살포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PIX4Dfields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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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워크플로우

문제

결과

침입종에 뿌려져야 하는 곳에 정확히 치료가 적용되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의 한 야생동물 지역에서 침입종 

갈대가 발견되었습니다.

PIX4Dfields를 사용하여 지역을 맵핑하고 LCI 

지표로 갈대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대에 

살포 치료 표적 사용 맵과 함께 스프레이 드론을 

장착했습니다.

이 팀은 PIX4Dfields를 사용하여 지역을 맵핑하고 

LCI 지표로 갈대를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맵과 함께 스프레이 드론을 탑재하고 

식별된 지점에 살포 처리를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침입종에 뿌려져야 하는 곳에 정밀하게, 적은 수작업으로 
전문적인 살포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용 사례   1 



03 1년 동안의
농업 인사이트

계획 단계 ‒ 영양 투입, 구역화 및 정밀 살포 
작물 정찰 및 수확량 추정 ‒ 작물 모니터링 및 수확
농작물 보호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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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다양한 단계의 작황주기에서 드론이 하는 작업

Step 2 Step 3 

Step 4 Step 5 

계획 단계 및 출현  

작물을 심을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사용 사례를 확인하세요.

작물 모니터링 및 수확  

농작물과 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 보다 다양한 치료와 성장 기술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세요. 멕시코의 농부들이 

밭에서 어떻게 PIX4Dfields를 사용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세요.

농작물 보호 및 보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밭을 보호해야 합니다. 드론은 땅을 맵핑하여 필요한 

증거를 얻기 위해 빠르게 손상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사용 사례 6을 참조하세요.

영양 투입, 대상 분포 및 정밀 살포

농작물에 처치를 하는 것은 농작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밀 살포 용액은 불필요한 오염이나 

지역 환경 훼손을 방지합니다. 예제는 사용 사례 3을 

참조하세요.

수확량 추정

농작물의 수확량을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드론이 

어떻게 땅의 생산 추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단계 

진행을 보려면 사용 사례 4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PIX4Dmapper  

사용자
Anez
Consulting LLC 

하드웨어
eBee 드론
캐논 IXUS 카메라 

캡처된 이미지 수

274
GSD
3.75 cm 

위치
USA

사용 사례

파종률 최적화

  2 

토양 조사는 농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양 조사를 통해 토양 특성을 알아내고 

최적화된 농업과 농작물 처리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농장은 드론과 

사진 측량 등을 활용하여 토양을 분석한 뒤 기존 수확량 맵과 비교하고 파종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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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우

주요 장점

프로젝트 상황 정보

한 옥수수 농장은 500에이커에 걸쳐 파종률을 

최적화하기를 원했습니다.

토양의 pH, 염도 및 질감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농부들이 최적화된 작물 파종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밭은 다양한 

토양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역은 80에이커 면적으로 나뉩니다.  

eBee와 RGB 카메라로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PIX4Dmapper로 orthomosaic를 생성합니다.  

정밀 소프트웨어(PIX4Dfields, 

PIX4Dmapper)로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식물이 없는 곳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생성된 

관리 영역입니다.  

각 구역의 파종률을 설정하고 트랙터에 파일을 

내보냅니다.

•  

•  

•  

•

  

•

  

•

온디맨드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가능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한 실행 가능한 결과 도출  

정밀 농업으로 파종률 향상

•  

•  

•  

사용 사례   2 



소프트웨어
PIX4Dfields 

하드웨어
Parrot Bluegrass 드론,
데이터 캡처를 위한 Sequuoia 카메라,
살포를 위한 DJI Agras MG-1P 드론 

위치
Valle del Cauca,
콜롬비아 

사용 사례   3 

부분 살포:
콜롬비아의 사탕수수 생산 최적화

한 회사는 사탕수수 작물을 위해 다중분광 이미지와 NDVI 지수를 사용하여 

수확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7

주요 장점

워크플로우

사용 사례   3 

프로젝트 상황 정보

사탕수수 재배자들은 숙성 촉진제의 사용을 줄이면서 

사탕수수의 생산을 개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600헥타르 이상의 땅에서 30,000개 이상의 

이미지를 수집하며 대규모로 작업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PIX4Dfields로 가져옵니다.  

NDVI 지표를 사용하여 PIX4Dfields로 

식생지수를 생성합니다.  

분석 중인 사탕수수의 연령 및 종류와 같은 

변수를 포함하여 각 사탕수수의 종류와 헥타르당 

사탕수수의 톤(바이오매스 생산량)과의 관계를 

식별하는 예측 알고리즘을 계획했습니다.  

•  

•

  

•

숙성촉진제 비용 20% 절감  

사탕수수 생산 전체 지역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의 잠재적 비용 절감 효과  

사탕수수 생산 예측 정확도 93%

•  

•

  

•



소프트웨어
Pix4Dmapper

사용자

후베이성 국가통계국 조사실

하드웨어
DJI Matrice 200 
카메라: Parrot Sequoia 카메라,
MicaSense RedEdge-MX

조사 면적
14 km 2

위치
즈장시, 후베이, 중국

사용 사례   4 

중국의 쌀 생산량 추정 농작물의 수확량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을까요? 드론이 어떻게 생산량 추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올바른 식생지수를 사용하여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분석하고, 해당 정보를 지역 날씨 데이터와 취합하고, 현실적인 추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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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정보 최종 결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 공급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분얼(일종의 가지치기, 일정한 간격의 성장을 통한 

식물 높이의 점진적 증가)은 쌀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최종 작물과 수확의 높이에 대한 정확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최적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쌀 수확량 분포도 맵을 얻었습니다.

후베이성 조사실은 NDVI 맵을 쌀 수확량 모델로 

가져온 후 다음과 같은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

  

온도

강수량

비료

•

•

•

  

작업 방법

DJI Matrice 200을 Parrot Sequoia와 

MicaSense RedEdge-MX 카메라와 함께 생장 3

단계에 필드 위로 비행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비행했습니다. 이 

시간에 비행해야 그림자와 빛의 변화가 

최소화되어 이미지 왜곡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8,000개의 RGB 이미지와 30~40,000개의 

다중분광이미지가 수집되었습니다.
  

PIX4D 소프트웨어로 NDVI 맵을 생성했습니다.

•

  

•

  

•

  

•

  

사용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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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모니터링과 수확

소프트웨어
PIX4Dfields 

작물
파인애플

하드웨어
DJI Phantom 4 Pro, Parrot Sequoia 카메라 

조사 면적
11.7 헥타르

캡처된 이미지 수
500

GSD
1.28 cm 

위치
Veracruz, 멕시코 

사용 사례   5 

농작물과 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치료법과 성장 기술을 

사용하고 육안으로 보는 것 보다 효과적으로 결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를 통한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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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정보

파인애플은 밭 한가운데 있을 때 접근하기 어려운 

작물인데, 이는 농부나 재배자들이 식물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IX4Dfields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찰 및 작물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의 파인애플은 멕시코 

파인애플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작물입니다.

데이터는 DJI Phantom 4 Pro를 사용하여 

수집되었습니다.
  

이미지를 PIX4Dfields로 가져와 10분 만에 

처리했습니다.
  

orthomosaic를 생성했습니다.
  

TGI 및 VARI 지수를 이용하여 orthomosaic를 

분석했습니다.
  

열손상 위험이 있는 밭의 뜨거운 지점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식물들을 보호했습니다.

1.

  

2.

  

3.
  

4.

  

5.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여 식물의 손상과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론 점검으로 시간, 자원, 비용 절감이 되어 총 

운영비의 30%를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확량의 15-20%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

 

• 

  

•

워크플로우

장점

사용 사례   5 “

”

Piñas Peralta  는 정밀 
농업을 시행함으로써 
연말까지 수확량이 
20,000kg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헥타르당 70톤의 
수확량을 확보하여 이득이
15-20%증가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PIX4Dfields 

작물
유채

하드웨어
DJI 팬텀 4 RGB 

조사 면적
26.1 헥타르

위치
체코 공화국

사용 사례   6 

농작물 보호 및 보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두어야 합니다. 드론은 당신이나 당신의 보험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의 분야를 지도화해서 피해를 빠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주장을 펼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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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의 장점 평가 방법 손상 원인

빠른 데이터 수집  

간편한 이미지 및 지도 분석  

지표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손상 식별 가능  

전체 그림 - 모든 정보와 함께 전체 밭의 상태를 

가져올 수 있음

들판을 지나며 풀을 뜯고 목초지를 
파괴하는 동물들1.  

2.  

3.  

4.

DJI Phantom 4 드론으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를 PIX4Dfields로 가져온 후 30분 이내에 

orthomosaic 생성  

육안 평가를 위한 필드 경계 작성  

손상 식별에 사용되는 VARI 및 TGI 지수  

손상 부위가 높거나 낮은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색상 그라데이션과 함께 대상 분포 지도 생성

1.  

2.  

3.  

4.  

5.

사용 사례   6 

처방 도구는 대상 분포 지도에서 손상 구역의 면적을 계산 
후 지도를 요약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피해 청구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제품 및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용 사례를 통해 이것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 투자수익률이 있는지 알고 싶다구요? 지금까지 3장에서 UAV와 

사진 측량 소프트웨어 사용의 ROI를 입증하는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고, 4장에는 드론이 농업의 

최적화 공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최종 사례가 있습니다.

04 효과 입증:
더 많은 사용 사례



소프트웨어
PIX4Dfields 

사용자
CoatzaDrone, 
Advan 멕시코

하드웨어
DJI 팬텀 4 Pro, Parrot Sequoia 카메라 

조사 면적
20.6 헥타르 

캡처된 이미지 수
다중분광 이미지1,770장, RGB 이미지 885장 

위치
타바스코, 멕시코

정밀농업과 바나나

사용 사례

바나나는 아주 인기있는 작물이지만, 질병에 비교적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 중 일부는 적절한 식생지수를 통해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사례에서는 

TGI와 VARI를 사용했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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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PIX4Dfields 사용 목적 결과

작물 생산량 증대

사용 사례   7 

바나나는 쉽게 벗겨지기 쉬우므로 농작물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에서 바나나를 재배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은 기후는 좋지만 접근이 어려운 남쪽의 

남동부 지역입니다.
   

농작물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질병이나 농작물 

스트레스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나는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은 습지 글레이솔 

토양에서 재배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블랙 

시가토카와 같은 질병은 잎의 면적을 줄이고 

식물이 자라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꽃의 양, 수, 바나나 송이의 

무게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바나나의 생산을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찰을 사용하여 수분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여 액체에서 용해성 고형물을 측정하는 

척도인 Degree Brix(일명 Brix)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Brix 레벨은 과육에 더 높은 당이 

함유되어 있고 좋은 맛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도 Brix는 바나나에 가장 좋습니다.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PIX4Dfields를 사용하면 

농작물 손상에 대한 조기 개입이 가능합니다.

1.

   

2.

3.   

   

4.



소프트웨어
PIX4Dmapper

사용자
Deveron

HARDWARE
senseFly eBee 드론, Parrot Sequoia 카메라 

조사 면적
257 에이커

캡처된 이미지
5,968  

위치
온타리오, 캐나다

사용 사례  8

살충제와 NDVI 어떻게 식생지수를 사용해서 작물 처리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연구팀은 

드론으로 수집해 PIX4Dmapper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처방 지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고객의 사용 사례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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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워크플로우 ROI 장점

낮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맵핑하여 데이터 수집 

중 그림자가 너무 많이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왜곡을 방지합니다.  

전체적 그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미지 간 

75~80%의 중첩도를 가집니다.  

PIX4Dmapper로 NDVI 맵 생성(PIX4Dfields

에는 자동화된 처방 맵이 있으며 PIX4Dmapper

는 타사 조직에 처방 맵을 아웃소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처방 맵이 48시간 이내에 준비되었습니다.  

이 맵은 치료 계획의 효과를 추적하고 미래를 

위한 치료 계획을 준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1.  

2.  

3.  

4.  

5.

새로운 치료 계획은 통합적인 해충 관리(IPM) 

전략으로 살충제의 과도한 사용을 줄였습니다.  

처방 맵은 재배자가 고위험 지역 땅에 대한 초기 살포 

비용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확량 

손실 위험을 완화시킵니다.  

드론 이미지는 특정 지역의 위성 이미지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장 정찰 결과 살충제 도포 부위를 줄여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론 이미지는 클라우드 레벨에서 캡처되었고 따라서 

온디맨드 방식으로 촬영되어 위성보다 더 빠른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

•

•

•

•

사용 사례  8

흰 곰팡이가 콩 작물을 손상시켜 수확량을 1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치료는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

 

• 



What’s next?
자신의 워크플로우에 드론과 PIX4Dfields 또는 PIX4Dmapper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Pix4D의 LinkedIn, Instagram, 
Twitter나 pix4d.com/contact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문의를 원하시면 sales@helsel.co.kr 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pix4d.com/blog에는 드론이 농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새로운 사용 

사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적은 노력으로 최적의 결과를 얻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또한 헬셀의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서 한글화된 사용 사례와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elsel.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29503&cate_no=4232&display_group=1
https://www.helsel.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30941&cate_no=3184&display_group=1
https://www.pix4d.com/contact
https://www.pix4d.com/blog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0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