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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기상학적 가뭄을 평가하고 를NOAA/AVHRR , SWSI (Surface Water Supply Index)

보완한 를 이용하여 전국을 개 유역으로 분할 및 적용하여 수문학적인 가뭄을MSWSI (Modified SWSI) 32

평가하고 농업용 저수지의 유입량 및 저수량을 이용하여 용수구역 단위의 농업가뭄을 평가하였다 기상학적, .

가뭄평가를 위해서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된 실제증발산량과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NOAA/AVHRR Hamon

잠재증발산량을 이용하여 기후학적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고 가뭄파악을 위한 지표인 습윤지표 분포도를 작

성하였다 수문학적 가뭄평가를 위해서 강우량 하천유량 댐유입량 지하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년부터. , , , 1974

년까지의 유역단위 값을 산정하였다 농업 가뭄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성시 고삼저수지의 저수량2001 MSWSI .

과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한 유입량으로서 안고용수구역에 대하여 농업 가뭄을 평가하였다SLURP .

핵심용어 기후학적 물수지핵심용어 기후학적 물수지핵심용어 기후학적 물수지핵심용어 기후학적 물수지: NOAA/AVHRR, , MSWSI, SLURP: NOAA/AVHRR, , MSWSI, SLURP: NOAA/AVHRR, , MSWSI, SLURP: NOAA/AVHRR, , MSWSI, SLURP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가뭄은 강수량의 부족으로 인한 기상학적인 가뭄 지표수 및 지하수의 부족으로 인한 수문학적 가뭄 토, ,

양수분의 부족으로 인한 농업적 가뭄 용수 및 전력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의 인간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이나 동식물 생육에 피해를 가져올 정도로 강수량,

부족이 장기화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강우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뭄 현상은.

지속되는 시간적 공간적인 규모는 매우 다양하며 가뭄 사상의 발생 시점 및 종점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 ,

다 우리나라는 과거 여년 동안 약 년 간격으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년대 이후에는. 40 5 . , 1990

년 기간으로 전국적 혹은 지역적으로 크고 작은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년의 경우1-2 . 1994, 1995

년 빈도에 가까운 기록적인 가뭄이 발생하였으며 년의 경우 년만의 최저치의 강수량을 기록하여100 , 2001 90

전국적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및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뭄피해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은 홍수피해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가뭄을 정량화하는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가뭄을 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류(

등 김 등 윤 등 임 등 연구에 사용되는 가뭄지수는 주로 등의, 2002; , 1999; , 1997, , 2001). PDSI, SPI, SWSI

가뭄지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뭄지수는 기상학적 가뭄이나 수문학적 가뭄만을 평가하는 지수이므로,

다양한 가뭄형태를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자료 를 이용하여. (NOAA/AVHRR)

기상학적 가뭄을 평가하고 기상 및 수문자료 댐유입량 하천유량 강우량 지하수위 를 이용하여 개발된, ( , , , )

로서 수문학적인 가뭄을 평가하고 농업용저수지 저수량 및 유입량 등을 이용하여 농업적 가뭄을 평MSWSI ,

가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지역에 대하여 각각의 가뭄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 .

정회원건국대학교 대학원 지역건설환경공학과1 E-mail : kwonhj@konkuk.ac.kr
정회원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E-mail : scshin@andong.ac.kr
정회원건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부교수*** E-mail : kimsj@konkuk.ac.kr



기상학적 가뭄 평가기상학적 가뭄 평가기상학적 가뭄 평가기상학적 가뭄 평가2.2.2.2.

위성영상으로부터 식생정보 추출 및 피복분류위성영상으로부터 식생정보 추출 및 피복분류위성영상으로부터 식생정보 추출 및 피복분류위성영상으로부터 식생정보 추출 및 피복분류2.1 NOAA/AVHRR2.1 NOAA/AVHRR2.1 NOAA/AVHRR2.1 NOAA/AVHRR

식생의 활력도를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서 를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이용하였다 는 식물의 잎이 가시 영역대와 근적외 영역대에서의 반사율의 차이로서 식물의 활력도를. NDVI

나타내며 위성영상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NOAA/AVHRR .

NDVI =
Ch.2-Ch.1
Ch.2+Ch.1

여기서 과 는 각각 영상의 가시 과 근적외 의 반사율을 의미한다, Ch.1 Ch.2 NOAA/AVHRR Channel 1( ) 2( ) .

구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정확한 지표면의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지역의 값은 과소 산정, NDVI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느 기간중의 의 총량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하여. , NDVI iNDVI

가 이용되고 있다(integrated NDVI) .

iNDVI =
∑(NDVI j×dj)
∑dj

여기서, NDVIj는 번째의 이며j NDVI dj는 NDVIj에 대응하는 관측일수 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자료.

는 년 월부터 월까지로 적설의 영향으로 지표면의 정보획득이 불가능한 겨울철의 영상은 제외하였다2001 4 11 .

개월당 개의 맑은 날의 영상자료를 선정하여 년도의 식생정보를 대표하는 를 작성하였다 또1 5-15 2001 iNDVI .

한 의 히스토그램으로부터 피복 조건별로 고유의 특징적인 식생분포를 형성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히, iNDVI ,

스토그램 분류방법으로서 한반도의 개략적인 피복분류를 수행하였다 이것은 의 계절적인 변화화로부터. NDVI

공통의 식생환경을 하나의 피복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각 항목별 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권( , 2004).

식생정보에 의한 광역증발산량 추정식생정보에 의한 광역증발산량 추정식생정보에 의한 광역증발산량 추정식생정보에 의한 광역증발산량 추정2.22.22.22.2

기상관측 자료로부터 실제증발산량을 산정하는 기후학적 추정방법으로 제안된 보완관계식으로서 실제증

발산량을 추정하였다 이 방법은 의 잠재증발산량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방. Penman

법으로서 은 실제증발산량과 잠재증발산량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양자의 합은, Morton (1978) Penman

잠재증발산량의 배에 상당한다는 관계식을 제안하였다 어느 지점의 는 그 지점의 식Priestly-Taylor 2 . NDVI

생상태를 잘 표현하는 지표이고 와 증발산량과는 기후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NDVI ,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광역 증발산량을 추정하였다 신 등 에 의하면 한반도와 같이 산NOAA/AVHRR . (1996)

림이 많은 지역에서는 와 증발산량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NDVI .

개의 대권역을부터 토지피복 항목별 실제증발산량과 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여 선형회귀식을 추출하5 NDVI

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위성영상으로부터 실제증발산량을 계산하였다, NOAA/AVHRR .

기후학적 물수지 분석기후학적 물수지 분석기후학적 물수지 분석기후학적 물수지 분석2.32.32.32.3

기후학적 물수지는 다양한 수문기상학적 문제의 정량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응용되어 왔다.

물의 공급 즉 강수량과 기후학적 물수요 즉 증발산량과의 비교에 의해 복잡한 지형 조건하에서의 물 보유, ,

량 등의 정보가 파악된다 부족수분량 은 기후학적 수요량과 실제 공급량과의 파로 정의되며. (water deficit) ,

과잉수분량 은 식물에 의한 수요량 이상의 수분량으로 정의된다 부족수분량은 식생의 성장을(water surplus) .

유지하기 위하여 관개 등에 의해서 공급되어야 할 양이며 과잉수분량은 지하에 침투하는 양과 하천수에 의,

해 손실되는 수분으로 표면류와 지표하유출에 의한 유출량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학적 물수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시점의 월 토양수분은 충분히 포화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토양수분보유능은 로 가정하였다 연구대상 기간인 년 월부터 점차적으로 누적하여 년 월200mm . 2001 2 2001 11

까지의 토양수분량 및 과잉수분량 부족수분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이 수문기상학적 조사를 위, . , Shahin(1985)

하여 사용한 습윤지표를 이용하여 가뭄파악을 위한 습윤지표분포도를 작성하였다 권( , 2005).



수문학적 가뭄 평가수문학적 가뭄 평가수문학적 가뭄 평가수문학적 가뭄 평가3.3.3.3.

수문학적 가뭄 평가지수 개발수문학적 가뭄 평가지수 개발수문학적 가뭄 평가지수 개발수문학적 가뭄 평가지수 개발3.13.13.13.1

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수문인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각종 수문인자들을 통계SWSI

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은 각종 수문인자에 확률의 개념을 추가하여 수문인자, Shafer & Dezman (1982)

들의 비교 및 조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즉 유역의 각 수문인자를 각 월별로 시계열을 구성한 뒤 각. ,

월별 시계열을 정규화함으로서 확률밀도함수를 구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누가확률분포함수로부터 비초과확률

을 산정하였다 은 콜로라도 유역에 적용함에 있어 겨울에는 적설 인자와 유출인자. Shafer & Dezman (1982)

중 적설인자만을 고려하여 사용하고 여름철의 경우에는 적설인자를 유출인자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

저수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저류량 인자를 제외하여 가뭄지수를 산정하였으며 가중계수는 겨울철과 여름철,

의 각 수문인자의 유역에 대한 기여를 재산정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각 수문인자가 유역의 용수공급 능력.

에 미치는 영향이 계절에 따라 변함을 의미한다 또한 유역의 특성에 따라 용수공급 수문인자가 달라짐을. ,

의미하며 가뭄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수문인자가 유역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

본 연구에서는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수문인자의 종류에 따라 개의 대권역을 세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4 ,

지하수위 인자를 추가하여 지표 및 지표하 수문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뭄평가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를 개발하였다SWSI MSWSI .

M S W S I =
a×PNpcp+b×PNsf+c×PNrs+d×PNgw-50

12

여기서 은 비초과확률이며 는 각 수문인자의 가중계수 는 강수인자, PN , a, b, c, d (a+b+c+d=1), pcp

는 하천유출인자 는 저류량인자(precipitation component), sf (streamflow component), rs (reservoir

는 지하수위인자 이다component), gw (groundwater component) .

의 적용의 적용의 적용의 적용3.2 MSWSI3.2 MSWSI3.2 MSWSI3.2 MSWSI

는 유역단위로 적용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전국을 유역단위로 분할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유역분할MSWSI , .

을 위해서는 그 유역의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선택하고 입력인자별로 가뭄에 반응하는 을, key station

선정하여 전국을 개의 유역으로 분할하였다32 .

은 각종 수문인자에 확률의 개념을 추가하여 수문인자들의 비교 및 조합이 가능Shafer & Deaman (1982)

하도록 하였다 를 산정하기 위해서도 유역의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수문인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각. MSWSI

종 수문인자들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각각의 수문인자로 이루어진 시계열을 분석하여 월별 확률.

밀도함수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누가확률분포함수를 산정하여 비초과확률을 구하였다 산정된 인자별, .

비초과확률을 이용하여 개발된 식으로 년부터 년까지의 수문학적 가뭄지수를 산정하였다MSWSI 1974 2001

그림( 1).

그림그림그림그림 1. MSWSI (1974-2001)1. MSWSI (1974-2001)1. MSWSI (1974-2001)1. MSWSI (1974-2001)



농업 가뭄의 평가농업 가뭄의 평가농업 가뭄의 평가농업 가뭄의 평가4.4.4.4.

입력자료의 구축입력자료의 구축입력자료의 구축입력자료의 구축4.14.14.14.1

안성시에 위치한 고삼저수지의 유입량 및 저수량 강우량 자료를 의 입력인자로서 사용하여 안고, MSWSI ,

용수구역에 대하여 고삼저수지 상하류로 구분하여 농업 가뭄을 평가하였다 저수량 자료는 농업기반공사.

안성지사에서 작성하는 일 저수지 관리대장으로부터 직접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유입량 자료는 고삼저수지,

상류유역에 대하여 자료 토지피복도 를 구축하고 고삼저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이천 기상관GIS (DEM, NDVI, ) ,

측소의 기상자료 평균온도 최대온도 최저온도 평균풍속 상대습도 이슬점온도 일조시간 강우량 를 이용하( , , , , , , , )

여 모형으로 모의하여 월 유입량 자료를 산정하였다 그림SLURP ( 2).

그림 고삼저수지 월 유입량그림 고삼저수지 월 유입량그림 고삼저수지 월 유입량그림 고삼저수지 월 유입량2.2.2.2.

의 적용의 적용의 적용의 적용4.2 MSWSI4.2 MSWSI4.2 MSWSI4.2 MSWSI

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안고용수구역으로부터 고삼저수지 상하류로 구분하고 상류유역은 강수MSWSI ,

량 및 저수지 유입량 하류지역은 강수량 및 저수량을 사용하여 를 산정하였다 고삼저수지의 저수량, MSWSI .

자료가 년부터 확보된 관계로 년부터 년까지의 를 산정하였다 그림1983 1983 2001 MSWSI ( 3).

그림 안고용수구역의그림 안고용수구역의그림 안고용수구역의그림 안고용수구역의3. MSWSI (1983-2001)3. MSWSI (1983-2001)3. MSWSI (1983-2001)3. MSWSI (1983-2001)

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5.5.5.5.

대강 유역에서 위성자료로부터 추출한 식생정보와 기상자료로부터 산정한 증발산량과의5 NOAA/AVHRR

높은 상관성을 이용하여 위성자료로부터 직접 월별 실제증발산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로NOAA/AVHRR .



서 와 증발산량과의 관계를 수식화할 수 있으며 관계식으로서 증발산량을 추정한 결과 에서NDVI , 0

의 증발산량을 보였다 계산된 실제증발산량과 잠재증발산량 강우량을 이용하여 기후학적 물수150mm/mon . ,

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년도 월에는 수문기상학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경상2001 5 ,

남도 및 전라남도 서울 강원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건조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수문기상학적, , ,

가뭄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식생정보와 실제증발산량과의 관계식을 이용함으로서 기상자료.

및 수문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지역에 있어서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실제증발산량의 정량NOAA/AVHRR

화가 가능하며 기후학적 물수지 분석을 통하여 수문기상학적인 광역가뭄현황파악이 가능하다, .

수문학적인 가뭄평가를 위하여 가뭄지수를 보완하여 를 개발하였다 의 적용을 위SWSI MSWSI . MSWSI

하여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수문인자가 동질한 그룹 즉 댐유역 하천유역 지하수유역으로서 전국을 개의, , , 32

유역으로 분할하여 적용하였다 의 입력자료로서 강우 하천수위 댐저수율 지하수위자료를 사용하여. MSWSI , , ,

년부터 년까지의 가뭄지수를 산정하였다 과거 가뭄사상에 대하여 월별 전국 분포1974 2001 MSWSI . MSWSI

도를 작성하여 비교한 결과 년 가뭄년도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994-95, 2001 .

안고용수구역에 대하여 고삼저수지 상하류로 구분하여 상류는 강수량 및 저수지 유입량 하류는 강수량,

및 저수지 저수량을 이용하여 를 적용하여 년부터 년까지 농업 가뭄을 평가하였다 산정 결MSWSI 1983 2001 .

과에 대하여 안성지역의 과거 가뭄피해 사례 조사의 부족으로 정확한 검증은 어려우나 과거 가뭄사상인,

년도의 가뭄을 표현하고 있다1994-95,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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