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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전역의 가뭄 통합 모니터링 방안

김영욱*†, 심창섭**
*몬타나 대학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Towards an Integrated Drought Monitoring 
with Multi-satellite Data Products Over Korean Penins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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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rought is a worldwide natural disaster with extensively adverse impacts on natural
ecosystems, agricultural products, social communities and regional economy. Various global satellite
observations, including SMAP soil moisture, GRACE terrestrial water storage, Terra and Aqua vegetation
productivity, evapotranspiration, and satellite precipitation measures are currently used to characterize
seasonal timing and inter-annual variations of regional water supply pattern, vegetation growth, drought
events, and its associated influence ecosystems and human society. We suggest the satellite monitoring
system development to quantify meteorological, eco-hydrological, and socio-ecological factors related to
drought events, and characterize spatial and temporal drought patterns in Korea. The combination of these
complementary remote sensing observations (visible to microwave bands) provide an effective means for
evaluating regional variations in the timing, frequency, and duration of drought, and availability of water
supply influencing vegetation and crop growth. This integrated drought monitoring could help national
capacity to deal with natural disasters.
Key Words : drought events, satellite monitoring, optical, microwave, SMAP, Korea

요약 : 가뭄은 전 지구차원의 다방면에 걸쳐 피해를 주는 자연 재해이다. 21세기 들어 최근까지 다양한 위성

관측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가뭄의 유형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는데, SMAP위성의 토양수분, GRACE

위성의 생태계 물 저장량, Terra & Aqua의 생태계 생산량과 증발산량 그리고 위성 강우 관측 등이 그 예이다.

이들 위성 자료의 분석을 통해 지역적 수자원 현황 및 가뭄과 이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 농업 등의 산업, 그

리고 인간사회의 영향을 시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시광선부터 마이크로파까지 채널 (밴드)마다 관측할

수 있는 기상 및 환경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원격탐사자료는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가뭄에 대한 수자원 변화와 연관된 피해를 시공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상호 보완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성자료들을 통해 국가 재난 대응 차원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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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뭄은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더욱 더 극심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chlaepfer et al., 2017). 가뭄은 전

세계에 발생하는 자연 재해 중 가장 그 피해가 큰 것으로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다

(Jiao et al., 2016; Keyamtash and Dracup, 2002; Kim et al.,

2015). 우리나라 2016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16

년 7월과 8월의 경우 폭염을 동반한 가뭄으로 인해 과

실 일소 및 농작물 고사 등 농작물 피해와 가축 폐사 피

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농

산물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게 되었다. 산림분야의 경우

강원도 내륙지역에서 가뭄에 의해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8월까지 낙엽송과 소나무가 고사하였다. 낙동강

유역의 경우 가뭄에 의한 수량 부족으로 하류의 녹조가

심화 되었다. 특히 여름 가뭄의 경우 산불의 빈도를 증

가 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MA, 2016).

가뭄은 일반적으로 예년 평균 강수량보다 적은 강수

량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 유형이 크게 Meteorological

(기상학적), agricultural(농업), hydrological(수문학적),

ecological(생태적), socioeconomic(사회경제적) 가뭄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Wilhite and Glantz, 1985). 현재 많

은 위성 관측으로부터 개발된 다양한 가뭄지수를 이용

하여 여러 형태의 가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Zhang et

al., 2017). 기상학적 가뭄(Meteorological drought)의 경우

건조도(dryness)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평균 강수량

의이례성(anomaly)을통해서도출한다(Wang et al., 2016).

이례성은 가뭄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

는데 이것은 장기간의 평균에 비해 정량적으로 가뭄 정

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한반도에서 물부족에 의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

으나 위성을 이용한 가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는 아직

까지 시작 단계에 있다(Kim et al., 2013; Sur et al., 2015).

강수량과 기온을 바탕으로 한 가뭄 지수를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한 수문학적 가뭄의 트렌드와 빈도를

연구한 사례가 최근에 발표되기 시작하였고(Kwak et

al., 2013; Lee et al., 2012) 표준강수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를 이용하여 한반도 가뭄의 시공

간적인 특성과 농업 가뭄의 취약성을 조사한 연구도 진

행 되었다(Kim et al., 2009; Kim et al., 2011).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가뭄의 피해를 정량화하는 연구 보다는 기

상자료를 이용한 가뭄지수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

운용중인 위성에서 가뭄 종류별 가뭄 지수가 개발되었

고 가뭄 피해를 정량화하고 피해사례를 분석하는 도구

로 많이 활용 되고 있다. 또한 위성자료의 공간정보 표

출 기법에 의해 현재의 가뭄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

는 도구도 개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종의 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 전역의 가뭄을 통합적으로 모

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위성의 가뭄 관련 변수 관측

가뭄과 관련된 기상 및 환경변수로는 강수량, 식생지

수, 증발산량, 토양수분, 육지 수분량, 가뭄지수등이 많

이 이용되고 있으며 증발산의 경우 기후-토양-식생간의

물과 에너지 순환에 관여하는 주요 변수로 태양 복사량,

지면 지온, 식생 분포와 밀도, 강수량, 토양 수분, 표면

거칠기와 기상 변수값에(주로 기온, 습도, 풍속) 의해 결

정이 된다. 그래서 증발산량의 정확한 추정은 수자원 변

화와 물 수지를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다음장에서는 가뭄과 관련된 변수를 관측하는 대표적

인 위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강수량 관측

가뭄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위성 관측 기기로는

강수량을 관측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일본 항

공우주국(JAXA)의 합동 미션인(Joint Mission) Tropical

Rainfall MeasuringMission(TRMM)과Global Precipitation

Measurements(GPM)이 사용되고 있다. TRMM위성의 경

우 가시광선 영역과 마이크로파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

어 구름과 관련된 변수(cloud coverage, cloud type, cloud

top temperature)를 관측할 뿐만 아니라 강수량과 관련

된 변수(cloud liquid water, cloud ice, rain intensity, rainfall

types)도 제공하게 된다(Viltard et al., 2006). GPM위성의

경우 주로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강수량을 관측하게

되는데 여러 위성들과의GPM constellation으로 인해 상

대적으로 뛰어난 시간 해상도가(2-3시간 가격) 산악지

역같이 기상변화가 심한 곳에서 유용하다. 대한민국의

위성으로는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이 최대 8분 간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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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반도의 강수량을 관측하고 있다. 영상분석을 통한

강수량 관측뿐만 아니라 한반도 부근지역의 위험기상

을 감시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2) 농업가뭄 관측

농업 가뭄(Agricultural drought)의 경우 강수량 부족

으로 농작물의 스트레스가 증가는 것으로써 식생지수

(NDVI, EVI)와 같은 자료를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Kim et al., 2013; Marj and Meijerink, 2011). 이를 이용하여

가뭄에 대한 농작물의 스트레스를 수치화 한다(Ji and

Peters, 2003). 가뭄에 의한 토양 수분의 감소는 식생에

스트레스로 작용해 광합성 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Schroeder et al., 2016). 관련 위성관측기기로는 농작물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광학센서를 이용한 미국의

Landsat과 Terra & Aqua를 주로 이용하고 토양수분의

경우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미국의 AMSR-E와 SMAP

을 이용하게 된다. Landsat은 상대적으로 공간 해상도

(30 m)가 뛰어나며 Terra & Aqua의 경우 시간 해상도(1-

8 day)가 높다.

3) 수문학적 가뭄 관측

수문학적 가뭄(Hydrological drought)의 경우 강수량

의 감소와 증발산량의 증가가 생기는 경우에 발생하는

데, 이런 종류의 가뭄은 강의 유속, 저수지의 수량 그리

고 지하수의 저장량도 감소시키게 되고 이것은 농업용

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부족 등의 원인이 된다

(Thomas et al., 2017). 수자원을 모니터링 하는 위성관측

기기로는 미국의 Soil Moisture Active Passive(SMAP) 위

성과 미국의 Gravity Recovery and Climate Experiment

(GRACE) 위성이 있다.

(1) SMAP 자료

NASA의 SMAP위성은 지면과 대기 사이의 물, 에너

지, 탄소의 순환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 목

적으로 2015년 4월 발사 되었다. SMAP위성 자료는 4개

level의 자료가 생성되는데 원시자료인 level1과 level2가

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 자료를제공한다. SMAP

의 대표적인 관측 자료인 토양수분(soil moisture)의 경

우 level 3와 level4에서 생성되는데 이것은 식생 성장시

이용 가능한 토양속 수분량을 정량화한 것으로 하루에

두 번(6PM/AM) 관측하게 된다 (https://nsidc.org/data/

smap/smap-data.html). 한 예로써 Fig. 1에 2015년 한반도

여름철 SMAP에서 관측한 평균 토양수분의 공간분포

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한반도 남쪽이 북쪽에 비해

토양 수분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해안경계지역의

경우 육지와 해양과의 경계로 인해 다소 높은 토양수분

량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경계지역은 자료의 불확실

성이 높아 분석시 주의가 필요하다. SMAP위성에서 사

용된 마이크로파는 L-band(1.41 GHz)로써 더 깊은 투과

능력으로 인해 광학센서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운 식생

아래의 정보뿐만 아니라 지하의 정보까지 감지하고 있

다. 이런 능력으로 level 4에서는 토양지표부터 뿌리영

역까지(surface to rootzone)까지의 토양수분을 제공하

는데 integrated(0-1meter depth) surface to rootzone 토양

수분의 경우 식물의 광합성 및 증발산 활동시 토양수분

상태를 통제하는 변수로 이용되고 있다. 토양수분의 경

우 지형과 토양 피복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균일한

(heterogeneous) 공간분포를 보이므로 정확한 토양수분

량의 관측은 가뭄 모니터링에 필수적이다. 평균적으로

지구상의 1 kg의 물중에 단지 1 mg만이 토양수분으로써

저장되어 있지만 이러한 토양수분은 기상학, 수문학, 생

태학적 프로세스의 중요한 조절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Pachepsky et al., 2003). SMAP 위성 자료의 장점으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질적 평가할 수 있게 다양한 보

조 자료, 메타 자료 그리고 quality flag를 함께 제공하고

위성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전역의 가뭄 통합 모니터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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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SMAP surface soil moisture in
summer (June, July, Augu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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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모든 SMAP의 자료는 Hierarchical Data Format

version 5(HFD5) 형식으로 배포되고 있다.

(2) GRACE 자료

GRACE위성관측의 육지 수분량 자료(terrestrial water

storage)의 경우 지면 뿐 아니라 지하의 물 저장량의 계

절 및 연별 변동을 측정하게 해준다. 지하수의 경우 담

수(freshwater)가 약 30%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상당 부

분의 담수가 지하에 존재 하게 되는데, 지하 저장량의

추정은 가뭄 모니터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게 된다. 이러한 위성으로부터 토양 수분과 증발산량

(Evapotranspiration)을 계산한다. 이 자료는 위성에서 관

측된 강수량과의 차이로부터 실제 토양이 보유하고 있

는 수자원량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GRACE위성자료

의 경우 다른 센서와 달리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혹은 방

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사되는 태양 복

사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GRACE위성자료

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해상도(대략 100 km)를

갖고 있다.

4) 생태적 가뭄 관측

생태적 가뭄(Ecological drought)은 장기간 혹은 전반

적인 물 부족으로 인해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스트레스

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식생지수(NDVI, EVI)가 생태

계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지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Kim et al., 2013; Wu et al., 2015). 위에서 언급한 가뭄의

유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각 유형별로 가뭄을 모니터링 하여 종합적인 가뭄의 상

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위성에서 관

측된 가뭄 관련 정보로부터 가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

후변수, 식생, 산불, 산림고사(tree mortality), 농업 생산

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왔으며(Coats et

al., 2016; Kim et al., 2013; Schlesinger et al., 2016; Westerling,

2016), 특정 지역에서의 가뭄의 빈도, 지속기간 그리고

그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를 도출하는 기술도 개발 되어

있다(Vicca et al., 2016).

위에서 제시한 가뭄 관련 변수가 위성에서 나날이 관

측되고 다양한 채널(혹은 밴드)에서 생산되고 있다. 채

널마다 관측할 수 있는 sensing depth(관측 깊이), 공간해

상도와 사용되는 파장영역대의 차이로 인해 비록 같은

종류의 채널(혹은 밴드)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장기간

추세(trend) 분석을 위해 여러 위성을 결합해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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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satellite observations in monitoring drought-related variables

위성 센서 변수들 Spatial Resolution Revisit time

Terra and
Aqua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MODIS)

식생지수, Leaf area index (LAI), 
Snow cover, land cover, Gross Primary
Productivity (1차 총생산력), 증발산량

250 m, 500 m, 1 km 1 or 2 days

Aqua

Atmospheric Infrared Sounder
(AIRS)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for EOS (AMSR-E)

대기 기온 및 습도, 토양수분, Rain rate,
snow water equivalent 250 m, 500 m, 1 km 1 or 2 days

Landsat

(Enhanced) Thematic Mapper
(ETM)
Operational Land Imager (OLI)
Thermal Infrared sensor (TIR)

식생지수, LAI, land cover, 토양 기온 30 m 16 days

TRMM

Precipitation Radar (PR)
TRMM Microwave Imager
(TMI)
Visible Infrared Scanner (VIRS)

cloud coverage, cloud type, cloud top
temperature, cloud liquid water, cloud ice,
rain intensity, rainfall types, precipitation

5 km (PR),
11 km × 8 km at 
37 GHz (TMI),
2.5 km (VIIRS)

Hourly to
daily

GPM
Microwave Imager (GMI)
Dual-Frequency Precipitation
Radar (DPR)

Precipitation type, precipitation particle
size, precipitation

4 - 32 km (GMI),
5 km (DPR) daily

GRACE K-band Ranging Assembly 육지 수분량 변동 300 km Monthly

SMAP L-band radiometer and radar 동결융해 상태, 토양수분, Net ecosystem
exchange 3 - 36 km 1 - 3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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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위성간 자료의 변환을 통해 시간에 따라 일관적인 자

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able 1에서 위에서 제시한 가

뭄관련 변수를 위성관측 기기별로 요약하였다.

3. 한반도의장기적수분스트레스패턴관찰

한반도의 장기적 수분스트레스 지수(Moisture Stress

Index (MSI))를 보여주기 위해 연간 MSI의 이례성을 계

산하였다. MSI를 계산하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MSI = 1 – VPDf                              (1)

VPDf는 최적의 VPD(vapor pressure deficit)과 주간

의 수분 스트레스 조건 아래에서 식생의 광합성이나

증발산이 줄어들게 만드는 수분 제약 조건의 변수이고

광합성 반응 곡선을 이용하여 최저기온과 VPD를 이용

하여 계산된다(Mu et al., 2011). 이 연구에서VPD는 유럽

ECMWF의 ERA-Interim(Dee et al., 2011)에서 개발된 평

균 기온과 대기수증기압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MSI

는 기상변수를 이용하여 생태계가 받는 수분스트레스

지수를 계산한 것이다. 이것은 가뭄에 의한 생태계 스

트레스의 정량적인 크기 변화를 알려 준다. Fig. 2는 한

반도에서의 MSI의 이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에

서 보듯이 한반도는 수분에 의해 식생이 받는 스트레스

가 장기적으로 점차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계절별 트렌

드를 보면 여름철이 가장 크게MSI가 증가 되고 있고 우

리나라에서 남한의 중부내륙(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에 MSI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g. 3).

즉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그리고 지역적으로 남한

중부내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식생이 받는 수분 스

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MSI가 큰 경우에 가

뭄에 대한 식생의 취약성이 크다는 의미한다. SMAP위

성의 경우 생태계가 대기중의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였

는지에 대한 1차 총 생산력(Gross Primary Productivity)

을 계산하는데 이때 수분 스트레스 지수가 입력자료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1차 총 생산력 또한 식생지수와

더불어 가뭄에 의한 식생의 피해를 산정하는데 이용되

고 있다.

4. 향후 위성 자료를 활용한 가뭄 연구 발전

방향

한반도의 가뭄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은 주로 지상

관측자료 및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기후 및 수문학적 가

뭄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데(Kim et al., 2009; Kwak et al.,

2013) 실제적으로 가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기

-식생-토양 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수자원 순환을 정

량화 하고 각 시스템에 미치는 가뭄의 영향을 체계적으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경우 강수가 주로 여

름에 집중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 순환의 모니터링을 위

해 위성 자료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현재 기상청 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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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nual mean moisture stress index (MSI) anomalies derived from ERA-Interim model reanalysis from 1979 to 2016 over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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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가뭄 정보 시스템(https://hydro.kma.go.kr/front/

intro.do)에서 표준강수지수에 의해 한반도 전 국토에

대한 가뭄 상태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물

재난 시스템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능형 통합 물관리

의사결정지원 툴키트가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다. 그러

나 현 가뭄 상태로부터 수자원 순환의 정량화 그리고 피

해가 발생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예측하기에는 미흡하

다. 즉, 가뭄의 상태가 위에서 언급한 생태계, 농업, 수자

원 같은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피해(산불발생확률, 농

업생산량감소예측, 물 부족량 추정 등)를 초래할 지에

관한 정량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국립가뭄

경감센터 (http://drought.unl.edu/)의 경우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현재의 가뭄상태를 통합하여 관리할 뿐만 아

니라 가뭄에 의한 사회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고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

나 지상 관측 자료만으로는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복

잡한 가뭄 시스템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한 지상 관측 자료의 경우 주로 지점 관측으로 위성과

같은 관측의 픽셀(면적)값을 대표할 수 없다. 위에서 보

여준 수분스트레스(MSI) 결과의 경우 기후 모형에서 계

산된 기상변수를 이용한 것으로 장기간의 현상을 보여

주는 데에는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모형의 활용은 기

상변수 계산시 이용되는 자료동화의 불확실성과 실시

간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지역별로 시시각각 변

화하는 가뭄 현상과 이에 대한 유형별 영향 및 피해를

산정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반해 위성 관측의

경우 한반도 전 국토를 빠짐없이 주기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상 관측 자료에서 발생하는 관측자별

관측 장비 및 기법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토

양 수분과 육지 수분량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조기 가

뭄 경보 시스템 개발의 경우는 위성에 의한 방법 외에

는 실시간으로 관측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위성관측기술은 가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과거 가뭄

뿐만 현재의 가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평

가할 수 있고, 나아가서 유형별 가뭄 지수를 개발 활용

가능하게되었다. 앞서설명한 SMAP자료의경우L-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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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gional patterns of annual and seasonal mean moisture stress index (MSI) derived from
ERA-Interim model reanalysis from 1979 to 2016 over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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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1.41GHz)를 이용하여 기존 광학 센서와 달

리 구름과 에어로졸에 의한 관측 자료의 손실이 거의 없

어 지구 대부분 지역에 대하여 적어도 3일 주기의 관측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 센서의 경우 기

존 광학 센서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식생 캐노피 아래의

(below canopy) 정보 혹은 야간 지표면 정보까지 제공하

게 된다. 현재 토양수분의 지면 관측 자료는 매우 희박

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반해 SMAP

위성 관측은 모든 픽셀(10~40 km)에 대하여 토양 아래

(top 5 cm of soil)의 수분량을 측정하게 되어 물 순환 요

소들의 정량적 추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향

후 가뭄 연구의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지속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로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위성자료로부

터 주기적인 관측 자료의 검보정, 위성 자료 간 자료 동

화 기법 개발 그리고 한반도 전 국토에 대한 최신 위성

가뭄 자료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또한 위성자료의 경

우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자료 공유, 국가간 네트워크 연

계가 존재하여 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현재

까지도 가뭄 발생과 관련된 생태계의 피해 관계가 명확

이 규명되지 않아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에

맞게 가뭄에 의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뿐 아니라

가뭄 변수들에 대한 생태계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피

해 예측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시

공간 해상도의 경우 각각의 가뭄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달라 시간 해상도 및 공간해상도의 향상 기법도

필요하다(예: gap-filling, interpolation). 위에서 언급한 사

례와 같이 다양한 채널(밴드)의 위성관측 자료들을 복

합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가

뭄 모니터링과 가뭄지수에 대한 다양한 평가기법을 개

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기 가뭄 경보 시스템 구축이 된

다면(Hoek et al., 2016) 가뭄에 의한 유형별 피해지역을

추정하고 전 국토에 걸쳐 그에 맞는 적절한 피해방지 대

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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