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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계절적인 특성에 의해 하절기에 강우가 집중되어 있으며, 집중 호우로 인해 매년 같

은 시기에 홍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 현상으로 강력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2년 8월 31일~9월 1일 동안 집중호우를 동반

하여 역대 최대 강우기록을 갱신한 태풍 RUSA는 그 위력만큼이나 댐과 저수지가 붕괴되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2003년 태풍 매미의 상륙은 태풍 RUSA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곳이 다시 한번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연재해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방재 대책 

및 신속한 조사에 따른 복구가 이루어진다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발생원인, 피해면적 등을 파악하는 것이 방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홍수재해를 관측 조사하는데 항

공기를 이용한 사진촬영이 효과적이나 비용과 촬영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적시에 촬영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이에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지역을 분석할 경우 광범위한 지역을 보다 쉽게 분



석할 수 있는 원격탐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태풍 전후의 피복 상태를 파악하여 그 변화를 분석함

으로써 침수 흔적을 추출할 수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직접적인 침수피해 흔적을 조사 분석하는 사례로 최근, 박병욱(1997) 등은 

홍수 직후의 Landsat TM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유실된 농경지 및 침수흔적을 분석한 연구가 있

었고, 이규성(2000) 등은 시계열 위성레이더 영상을 이용해서 침수흔적을 조사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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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ndexIndexIndex
BandBandBandBand

1111 2222 3333 4444 5555 6666

BrightnessBrightnessBrightnessBrightness 0.3561 0.3972 0.3904 0.6966 0.2286 0.1596

GreenessGreenessGreenessGreeness -0.3344 -0.3544 -0.4556 0.6966 -0.0242 -0.2630

WetnessWetnessWetnessWetness 0.2626 0.2141 0.0926 0.0656 -0.7629 -0.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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