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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2012 spring drought of Korea using drought index and satellite image. The severe spring 
drought recorded in May of 2012 showed 36.4% of normal rainfall(99.5mm). The areas of west part of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were particularly serious. The drought indices both the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and 
WADI(WAter supply Drought Index) represented the drought areas from the end of May and to the severe drought 
at the end of June. The drought by SPI completely ended at the middle of July, but the drought by WADI continued 
severe drought in the agricultural reservoir watersheds of whole country even to the end of the July.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by spatial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and EVI(Enhanced Vegetation Index) data 
from Terra MODIS, both indices showed relatively low values around the areas of Sinuiju, Pyongyang, and west coast 
of North Korea and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of South Korea indicating drought condition. Especially, the 
values of NDVI and EVI at Chungcheong-do were critically low in June compared to the normal yea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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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뭄의 지속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그 강도도 더

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

한 가뭄과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물 수요

도 급증하고 있어 사용가능한 물의 양은 점점 줄

어드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가뭄이란 어느 지역의 작물 성장이나 물 공급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물수지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

하는, 비정상적인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가뭄은 주기적으로 재발되며, 단순

히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후변동에 의한 자연적 사건과 인간에 의한 물의 

수요와 공급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가뭄은 복

잡한 자연재해로 전 지구적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시작과 끝이 불명확하고 

느리게 발전해 나가며 광역적으로 진행되는 이유

로 시･공간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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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와 감시가 힘들다(Wilhite and Glantz, 1985).
우리나라의 경우 비가 평년강우량의 20% 수준

으로 내려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극심한 가뭄으로 판단한다. 현재 

정부통계상으로 1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가뭄

에 견딜 수 있는 논은 전체의 66.0%(520천ha) 정
도이며, 전국 농업용저수지 17,505개중 저수량 천

만m3 이상은 가뭄에 견디는 수준이다(농업생산기

반정비사업통계연보, 2011). 우리나라는 벼농사 

위주의 농업이 중심이며, 농업용수의 공급은 생활

용수, 공업용수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그 전체 용

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위면적 대비 관개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관개시기인 봄철(3월～6월)에 가뭄으로 

인해 물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한다. 이처럼 봄철 농업용수의 부족은 심각한 상

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는 가뭄에 대응

하고, 특히 봄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뭄

의 시간적, 공간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뭄의 시

간적, 공간적인 규모 및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

양한 가뭄지수 및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2012년 

봄 가뭄을 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가뭄지수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가뭄지

수는 기상학적 가뭄지수로, 가뭄은 상대적으로 물

의 수요에 비해 물의 부족을 유발하는 강수량의 

감소에 의해 시작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된 지

수이다. 강수량이 부족하면 용수 공급원인 지하수

량, 적설량, 저수지 저류량, 토양함유수분, 하천유

출량 등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으로부

터 개발한 것이다(Mckee et al., 1995). SPI는 특

정한 시간에 대한 계산 시간단위를 3, 6, 9, 12개
월 등과 같이 설정하고, 시간단위별로 강수 부족

량을 산정하여 개개의 용수공급원이 가뭄에 미치

는 영향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특정 시간

단위로 산정된 SPI는 각 시간단위에 따라 여러 분

야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기간의 시간단

위는 농업적 관심에 사용될 수 있으며, 비교적 장

기간의 시간단위는 수자원공급관리 등에 사용될 

수 있다. SPI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단위

별 누가강수시계열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는 이동

누가에 의한 방법으로 월 강수량을 시간단위에 따

라 연속적으로 중첩하여 구한다. 즉, 각 월을 기준

으로 하여 시간단위별에 해당하는 누가강수 시계

열을 산정하게 되며, 이를 누가된 월수로 나누어 

이동 평균 강수계열을 산정한다. 이러한 누가강수 

시계열이 구성되면 적절한 확률분포형을 산정하

게 되는데, SPI 지수는 강수량만을 입력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확률분포형으로 Gamma
분포를 산정한다. 이러한 Gamma 분포를 이용하

여 개개의 변량에 대한 누가확률을 산정한 후 표

준정규분포에 적용시킨 후 최종적으로 SPI 지수

를 산정하게 된다. SPI 산정공식은 아래 식과 같

으며, 는 강수량이고 는 강수량 관측값의 

누가확률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기간이 짧은 국

내가뭄의 특성상 3개월 SPI의 활용성이 높다고 알

려진 바(Bae and Son, 2012), 계산시간단위 3개월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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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DI Estim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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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DI(Water Supply Drought Index) 

가뭄지수

WADI(Water Supply Drought Index) 가뭄지수

는 실제 용수 공급에 따른 가뭄을 정의하기 위해 

개발된 가뭄 지수로서 수리시설물별 표준화를 통

해 산정된다. 전국의 수리시설물 및 하천을 유량

을 파악하여 댐과 저수지 등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수공급 시설물의 공급 능력을 고려하여 개발된 

신규 가뭄지수이다(Park et al., 2011). WADI의 

정보는 전국 용수공급 수리시설물인 취수원(다목

적댐, 용수전용댐, 하천), 지하수, 농업용 저수지, 

하천유량의 현황자료이며, 시설물의 수자원 확보

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뭄상황의 한

계를 극복하기위해 전국 취수원의 용수공급까지 

추가하여 개발되었다. WADI 산정방법은 Fig. 1
과 같으며, 하천관측소의 전국 표준화 내삽 정보

를 가장 하단에 구축하고, 댐 상류유역, 농업용 저

수지의 내삽에 따른 결과가 표현된 농경지역과 수

혜구역, 지하수위의 표준화 정보가 표현된 집수암

거 수혜구역과 취수원의 수위로 표준화하여 표현

된 시가지역 순으로 표현한다. 실제 영향을 미치

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지역에 직접 입력하

여 체감 가뭄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3.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와 EVI(Enhanced Vegetation Index)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에서 추출한 정규화식

생지수인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와 NDVI의 개량 식생지수인 EVI(Enhanced 
Vegetation Index)를 사용하여 가뭄분석을 수행하

였다. NDVI는 가뭄분석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으며, 좁은 밴드폭을 갖는 적외선과 근적

외선을 사용하여 대기의 영향을 감소시키며 지표

의 식생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특징을 갖는다

(Deering, 1978). 

 ∋  
∋    (2)

여기서, 과 은 각각 MODIS 영상의 근

적외선과 적외선의 반사율을 의미한다.
EVI는 생체량이 많은 지역에서 식물의 신호값

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대기

효과 보정상수, 토양효과 보정상수, 에어로졸 제

거를 위한 유효계수 등을 사용하여 식물의 반사값

에 영향을 주는 토양의 배경효과와 대기영향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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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켜 향상된 식생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한다

(Liu and Huete, 1995). 

  ∙    

     (3)

여기서, 과 은 각각 근적외선과 적외선

의 반사율, 은 Canopy 조정계수, 과 는 에

어로졸 보정계수이며, 는 구름과 같은 대기 중

에 잔류하는 영향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NDVI
와 EVI는 -1.0에서 1.0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값
은 식생에 의한 피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 값
은 물, 황무지, 얼음, 눈 혹은 구름과 같이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나타낸다. 

4. 가뭄지수자료, 위성영상자료 및 수문기상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봄 가뭄 분석을 위해 한

국수자원공사에 제공하는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SPI와 수문학적 가뭄지수인 WADI를 이용하였다. 
SPI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수량을 사용하며, 
WADI는 한국수문조사연보를 통해 구축된 하천 

유량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댐 유입량, 
농업기반시설관리의 저수율,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의 지하수위와 각 취수원의 수위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되어진다.
위성영상자료로 Terra 위성의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센서 자료

를 이용하였다. Terra 위성은 1999년 12월 미국에

서 발사된 위성으로 705km 고도에서 일 2회 한반

도 상공을 통과하는 극궤도 위성이며 관측범위는 

남북방향으로 5,000km, 동서방향으로 2,300km이

다. MODIS 센서는 36개의 채널과 250m, 500m, 
1,000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NASA에서

는 MODIS에서 추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엽면적

지수, 총일차생산성, 순일차생산성, 지표면온도 등 

약 40개의 Product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위성영상에서 추출한 정규화식생지수인 

NDVI 와 NDVI의 개량 식생지수인 EVI를 사용

하여 가뭄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문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2012년 1월
∼7월 전국 강수량 자료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2012년 6월 전국 농업용저수지 저수율 자

료를 사용하여 2012년 봄 가뭄상황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2012년 봄 가뭄 상황 및 피해

실제로 2012년 봄에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

래로 최악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었다. 1～5월
의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평균 304.2mm로 예년

(312.9mm)의 93.6%로 비슷한 강수량을 기록하였

지만, 5월 평균 강수량은 36.2mm로 예년평균의 

36.4%로 관측되었고, 경기도 서부와 충남서해안 

지역은 강수량 예년비가 20%에 불과했으며, 이는 

지난 30년간 5월 전국 평균 강수량 최소 순위로 

보았을 때 1978년 14.4mm, 200년 32.9mm에 이어 

세 번째 기록이다. 6월의 강수량은 74.7mm로 평년

(158.6mm)의 50%를 기록했고, 강수일수는 8일로 

평년(9.7일)보다 1.7일 적었다. 특히 강수는 2011
년 6월과 비교하여 207.9mm가 적은 수치였다. 
6월 상순과 중순의 강수량은 10.6mm, 19.4mm로 

평년대비 각각 33%, 41%에 불과했고, 하순에는 

44.7mm로 평년대비 66%를 기록했으며, 하순 후

반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되는 듯 보였다. 전국 강수량 현황

(Table 1)을 살펴봤을 때 6월 말 기준으로 평년대

비 71%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경기, 충남, 전
북지역이 강수량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을 살펴보면, 6월말까지도 

전국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39%를 기록하였고 

이는 평년 60.9% 대비 21.9%가 낮은 수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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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mount of National Rainfall(The Standard by the January to June 2012).

Period This Year Last Year Normal Year In A normal Year(%)

Average 350.3 605.2 493.2 71.0

Gyeonggi-do 208.6 607.5 386.5 54.0

Gangwon-do 296.1 684.2 428.5 69.1

Chungcheongbuk-do 272.6 696.7 414.3 65.8

Chungcheongnam-do 205.3 634.6 435.7 47.1

Jeollabuk-do 226.9 429.8 467.1 48.6

Jeollanam-do 464.2 520.9 588.7 78.9

Gyeongsangbuk-do 301.0 569.1 406.1 74.1

Gyeongsangnam-do 461.1 641.6 611.1 75.4

Jeju-do 902.0 767.7 769.8 117.2

Table 2. Status of the National Ggricultural Reservoir Storage(the standard by the end of June 2012).

Period

Reservoir Storage(%)
 Less Than 

30%(Number)

 Less Than 

20%(Number)

 Less Than 

10%(Number)Today
The Day 

Before

Last 

Year

Normal 

Year

Average 39.0 39.7 75.5 60.9 356 145 32

Gyeonggi-do 25.7 25.9 74.2 54.0 48 24 7

Gangwon-do 50.4 51.1 88.1 64.9 15 3 -

Chungcheongbuk-do 42.2 42.7 87.3 60.8 16 2 -

Chungcheongnam-do 23.7 24.3 82.9 57.3 97 48 16

Jeollabuk-do 35.0 35.8 64.5 56.7 64 24 24

Jeollanam-do 41.3 42.3 70.0 63.7 71 28 4

Gyeongsangbuk-do 52.8 53.3 81.8 64.8 19 7 2

Gyeongsangnam-do 44.4 45.1 86.7 68.3 26 9 -

Jeju-do 81.0 81.0 74.6 77.2 - - -

Table 3. Status of the Agricultural Reservoir Storage in Chungcheongnam-do(the standard by 7 June 2012).

Cities and Counties Reservoir Storage

Cheonan-si Hakjeong(18.9%), Daejeong(25.5%), Majeong(37.2%) 

Boryeong-si Hwangryong(29.0%), Singu(27.5%) 

Seosan-si Sinchang(25.1%), Seongam(36.9%), Yonghyeon(33.4%), Sansu(35.2%) 

Nonsan-si Gonae(28.8%), Cohap(39.4%), Gagok(36.6%), Tabjeong(25.3%) 

Buyeo-gun Mahadong(22.3%), Boksim(33.8%), Deogyong(31.0%) 

Cheongyang-gun Cheonjang(35.8%), Yongcheon(23.6%), Maesan(38.1%) 

Hongseong-gun
Gagok(36.6%), Gongli(38.2%), Woram(28.3%), Byeokjeong(21.8%), 

Hongyang(19.3%), Janggok(14.9%) 

Yesan-gun Suweol(28.1%), Yedang(25.5%), Bonglim(17.0%), Youngbong(36.3%), Kwangcheon(36.4%) 

Taean-gun Songhyeon(17.0%), Changgi(24.9%), Inpyong(39.9%), Seungeon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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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로는 36.5%가 낮은 기록이다(Table 2). 
특히 강수량이 적었던 경기, 충남, 전북지역의 저

수율이 낮아서 가뭄이 지속되었으며 물 부족지역 

57.8천ha 중 가뭄지역 21.4천ha에 대하여 비상급

수가 실시되었다. 경기 이동저수지, 충남 탑정저

수지와 예산저수지, 전북 대아저수지의 저수율은 

12.8～16.0%로 극심한 가뭄이었다. 가뭄이 가장 극

심했던 충남지역은 전체 931개 저수지 중 72개소

가 바닥을 드러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

다. 이때의 보령 5월 강수량은 평년 93% 대비 16%
에 불과했다. Table 3에는 충남지역 가뭄위험 농

업용 저수지 저수율 현황을 나타내었는데 일반적

으로 6월초 기준으로 저수율 40% 이하인 저수지

는 가뭄위험 저수지이다. 

2. 가뭄지수를 활용한 가뭄분석

가뭄 상황을 평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뭄

의 시간적, 공간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가뭄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널

리 쓰이고 있다. 가뭄현상을 지수화하여 표현하는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가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가뭄지수로 파머가뭄지수(PDSI), 
표준강수지수(SPI), 수문학적 가뭄지수(MSWSI), 
용수공급을 고려한 수문학적 가뭄지수(WADI) 등
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표준강수지수(SPI) 3개월, 
용수공급을 고려한 수문학적 가뭄지수(WADI)를 

이용하여 2012년 봄 가뭄을 분석하였다. 가뭄지수 

분석결과(Fig. 2～3) SPI와 WADI 모두 5월 말부

터 약간씩 가뭄이 진행되어 6월 말에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뭄이 해갈

되는 상황을 보면 SPI의 경우에는 지속기간별로 

가뭄심도의 차이는 있으나 6월 말을 기점으로 7월
에는 점차 가뭄이 해갈되다가 7월 중순에는 가뭄

이 완전히 해갈되어 정상상태를 나타낸다. 그 시기 

강수량을 살펴보면 6월 30일 전국평균 34mm가량

의 비가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7월 6일경 62mm, 

그 뒤로 전국적인 비로 인해 가뭄이 거의 해갈되

었다. 반면에 WADI의 경우에는 SPI와 동일하게 

7월 중순경에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약한 가뭄 내

지는 보통가뭄이 전반적으로 해갈되는 것으로 보

여지나, 7월 말까지도 빨간색으로 보이는 극심한 

가뭄이 전체적으로 분포된 이유는 농업용저수지

의 가뭄은 7월에 내린 비로는 바로 해갈되지 않고 

계속 극심한 가뭄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2012년에 발생한 봄 가뭄과 같은 농업가

뭄의 경우에는 농업용저수지 저수율이이 고려된 

WADI가 실제 가뭄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위성영상을 활용한 가뭄분석

가뭄현상을 지수화하여 표현하는 가뭄지수는 

한정된 지점에서의 기상 및 수문자료, 토양자료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관측 자료가 반드

시 존재하고 양질의 시계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야 하기 때문에 미 계측 유역에서 가뭄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반면 이러한 점을 보

완하기 위해 공간적 균질성을 갖는 인공위성영상

을 정보를 활용하여 가뭄을 평가함으로서 자료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Terra 위성의 MODIS 센서 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 봄 가뭄을 분석하기 위해 NDVI와 EVI 각
각 2012년과 과거 극심한 가뭄으로 기록되는 해

(2001, 2008, 2009년)를 제외한 평년의 값을 비교하

였다(Fig. 4～5).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해 2012년
은 식생지수가 연한색으로 낮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북한의 가뭄을 살펴보면 실제로 4월 

26일～5월 27일에 북한 신의주, 평양, 서해안지역

에 50년만의 가뭄이 발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평

년에 비해 2012년의 식생지수가 연한 녹색으로 더 

낮은 값으로 표현되어 가뭄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한을 살펴보면 6월에 경기,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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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3
8 May 14 May 24 May 28 May

10 June 15 June 21 June 29 June

5 July 10 July 15 July 20 July

Fig. 2. Estimation of 2012 Spring Drought Using SPI-3.

WADI

8 May 14 May 24 May 28 May

10 June 15 June 21 June 29 June

5 July 10 July 15 July 20 July

Fig. 3. Estimation of 2012 Spring Drought Using W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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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VI(normal year : 2000∼2010 except drought year(2001, 2008, 2009))

6 April 22 April 8 May 24 May 9 June 25 June

NDVI(2012)

6 April 22 April 8 May 24 May 9 June 25 June

Fig. 4. Estimation of 2012 Spring Drought Using MODIS Satellite Imagery(NDVI).

EVI(normal year : 2000∼2010 except drought year(2001, 2008, 2009))

6 April 22 April 8 May 24 May 9 June 25 June

EVI(2012)

6 April 22 April 8 May 24 May 9 June 25 June

Fig. 5. Estimation of 2012 Spring Drought Using MODIS Satellite Imagery(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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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VI(normal year : 2000∼2010 except drought year(2001, 2008, 2009))

9 June 25 June

NDVI(2012)

9 June 25 June

Fig. 6. Estimation of June 2012 Drought in Chungcheong-do(NDVI).

NDVI(normal year : 2000∼2010 except drought year(2001, 2008, 2009))

9 June 25 June

EVI(2012)

9 June 25 June

Fig. 7. Estimation of June 2012 Drought in Chungcheong-do(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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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북지역과 경북지역 일부가 연한 녹색으로 

식생활력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앞서 분석된 실제 

가뭄이 발생된 지역과 동일하게 가뭄이 발생했음

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6월에 극심한 가뭄

을 겪었던 충청도 지방을 살펴보았다(Fig. 6～7). 
범례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식생활력도가 

떨어져 가뭄이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NDVI
의 경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모두 평년과 비교했

을 때 6월 9일에 붉은색 영역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 가뭄이 가장 극심했던 6월 25일의 경

우에는 한눈에도 확연히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식생활력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EVI의 경우 

9월 9일은 평년과 2012년이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6월 25일의 경우 확연히 노란색에서 녹

색으로 식생활력도가 떨어진 지역을 많이 나타내

었다. 현재 NDVI는 가뭄분석에 광범위하게 활용되

고 있는 식생지수이며, 다소 활용이 많지 않았던 

EVI의 경우도 가뭄분석에 있어 충분히 활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었던 2012
년 봄 가뭄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가뭄지수 및 

위성영상을 활용하였다. 2012년은 5월과 6월에 

극심한 봄 가뭄을 겪었다. 5월 전국평균 강수량은 

예년평균 36.4%, 가뭄이 심했던 충남지역은 예년

평균 20%에 불과했으며, 6월 전국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39%를 기록하였다. 6월말 장마전선의 영

향으로 전국에 내린 비로인해 가뭄이 해갈되었다.
이후 가뭄지수를 활용하여 가뭄분석을 수행한 

결과 SPI와 WADI 모두 5월 말부터 약간씩 가뭄

이 진행되어 6월말에 아주 극심한 가뭄을 나타내

었고, SPI는 7월 중순에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었

지만 WADI는 7월 말까지도 농업용 저수지 유역

은 극심한 가뭄이 전체적으로 분포하였다. 위성영

상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은 신의주, 평양, 
서해안지역, 남한은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경북

지역 일부가 식생활력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또한 

6월에 충청도 지방은 NDVI와 EVI 모두 평년과 

비교했을 때 식생활력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가뭄지수를 활용한 가뭄 분석은 다양한 

지수들의 이용목적이나 장점 및 한계점을 파악하

여 적용대상 지역의 수문, 기상 특성이나 수자원 

공급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수를 상황에 맞

게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성영상을 

통한 가뭄 분석은 북한지역 및 현장정보가 부족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시･공간적인 가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표정보에 의

한 가뭄 설명력 및 활용도는 40～60% 수준으로 

정확한 가뭄표현에는 한계가 있었고, 8일 간격으

로 제공되는 영상의 낮은 시간해상도가 또한 문제

점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가뭄표현을 위해서

는 식생활력도 뿐만 아니라 표고, 토양분포, 토양

수분, 지하수위 분포가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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