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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ought is a reoccurring worldwide natural hazard that affects not only food production but also economics, health, and 

infrastructure. Drought monitoring is usually performed with precipitation-based indices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actual 
state and amount of the land surface properties. A drought index based on the actual evapotranspiration can overcome these 
shortcomings. The severity of a drought can be quantified by making a spatial map. The procedure for estimating actual 
evapotranspiration is costly and complicated, and requires land surface information.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drone-driven 
remotely sensed data for actual evapotranspiration estimation was analyzed in this study. A drone collected data was used to 
calculate the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and soil-adjusted vegetation index (SAVI). The spatial resolution 
was 10 m with a grid of 404 x 395. The collected data were applied and parameterized to an actual evapotranspiration 
estimation. The result shows that drone-based data is useful for estimating actual evapotranspiration and the corresponding 
drought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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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장기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나

며 기후변화는 생태계와 해양환경 등 지구 환경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기상학적, 수문학적 인

자의 변화로 연결되어 인간의 생활 사회, 경제, 문화, 

보건 등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홍수, 가뭄과 

같은 극한 기후상황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고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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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상 김성욱 함세영 이길하

거친 후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IPCC, 2007). 가뭄

은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강수량이 비정상

적으로 줄어든 기상재해을 일컫는다. 한편으로 강수

량의 변화가 없이 지표면으로부터 수분의 증발산이 

강우보다 많아 물 부족이 유발되는 상황도 가뭄으로 

분류한다. 가뭄은 흔하게 관측되는 자연현상이나 시

작 시점의 예측이 어렵고 재해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는 극복방안이 쉽지 않다. 가뭄은 인류 문명의 과정에

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일상생활에 막

대한 영향을 미쳐왔다(IPCC, 2007). 

가뭄의 영향은 식량생산에서 보건, 경제, 인프라, 

수자원,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하나 시간상으

로 천천히 나타나며 공간적으로 피해 범위가 광범위

하여 다른 형태의 자연재해와 사뭇 다르다. 가뭄은 강

우, 증발산, 물 수요와 같은 수자원이용 과정의 불균형

으로 빚어지는 자연현상으로서의 가뭄을 분석하고 감

시하여 대응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IPCC, 

2007).

일반적으로 가뭄은 가뭄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정량화 한다. 가뭄발생은 여러 가지 가뭄지수를 활용

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흔히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와 PDSI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SWSI (surface water supply index) 등이 이용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강우를 기초한 방법들은 식생의 

기반이 되는 지표면의 건조한 정도와 토양함수를 전

혀 고려하지 않아 비슷한 정도의 강우가 내려도 지표

면의 건조한 상태나 습한 상태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가

뭄지수를 나타내는 단점이 있다. 가뭄을 상태적으로 

정의하자면 강수량의 변화가 없어도 지표면 증발산이 

강우보다 많아 물의 공급과 수요에서 불균형이 발생

하는 상황도 가뭄으로 간주하므로 강우량 기반의 가

뭄지수는 동일한 강우량 조건의 경우에도 지표면의 

식생에 따라 가뭄의 진행속도가 달라지는 현실을 반

영하지 못하게 된다(Narasimhan and Srinivasan, 2005).

실제증발산은 물이 지표면으로부터 대기로 이동하

는 중요한 수단인 증발과 증산의 합을 나타내며 지표

면으로부터 물 그 자체, 흙 표면, 식생과 식생차단에 

의한 물의 이동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증발산은 지구 

물의 순환과정의 한 축으로서 증발산을 자원의 손실

로 간주하는 수자원분석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수문

학적 요소이나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분석을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한 결과를 중요한 수자

원 관리정책에 반영한 경우도 있다(Falkenmark and 

Rockstrom, 2006; Lee, 2016; Savenije, 2000). 

실제증발산은 식생의 종류와 지표면 이용실태에 

따라서 그 양이 크게 좌우되는데, 같은 조건에서 활엽

수는 침엽수에 비해 실제증발산량이 많고 특히 휴면

기나 이른 봄철에 증발산이 활발하다. 실제증발산은 

태양에너지, 습도, 온도, 풍속 등의 기상조건과 식생의 

성장 정도, 흙이 표면적을 차지한 정도 등의 지표면 특

성을 아울러 반영하는데 실제로 전 지구적인 관점에

서 증산량이 증발량보다 많아 지표면에서 식생의 유

무, 성질, 특성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Brustaert, 

1991). 잠재증발산은 실제증발산에 필요한 물이 지표

면에 충분히 공급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증발산은 항상 잠재증발산보다 작아 토양

함수의 반영이 필요하다(Brustaert, 1991; Maidment, 

1993).

실제증발산을 바탕으로 가뭄지수를 산정한다면 앞

서 언급한 토양함수와 식생현황에 대한 단점을 극복

할 수 있고 또 세계적 추세도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증

발산을 바탕으로 한 가뭄지수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Narasimhan and Srinivasan, 2005). 한편, 가뭄지수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증발산량을 산정하는 기법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과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특정 조건에 대해 에디코

리레이션(Eddy correlation)을 이용하여 실제증발산

량을 관측한 바 있으나 실제증발산량 산정에 대한 연

구가 거의 전무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프로

그램이나 검증된 이론이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는 상대적으로 간단한데 반해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PT (priestly-taylor) - JPL(Fisher et al., 2008)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증발산량을 계산하였다. 지표

면의 토양함수와 식생상황은 원격정보가 이용하는데 

드론을 활용하여 지표면과 식생의 특성을 대표하는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와 

SAVI (soil-adjusted vegetation index) 원격정보를 수

집하였다(Huete, 1988;  Rouse et al.,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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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2. 재료 및 방법

드론 원격정보를 활용하여 실제증발산량을 계산하

기 위해, Fig. 1과 같이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3가에 

위치하고 있는 문학대공원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

다. 문학대공원 주변의 영상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SenseFly 사에서 제작한 eBee 모델의 고정익 드론을 

활용하였다. eBee 모델은 비행 속도 40 90 /h, 최

대풍속 12 m/s까지 운행이 가능하고 비행시간은 최대 

약 50분이다.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카메라 선정이 중요

하며 연구에서는 대상지 현황파악을 위한 실감정보 

구축을 위해 RGB 카메라인 Sony 사의 WX RGB 카

메라를 사용하였고, 실제 증발산량 산정에 이용되는 

NDVI와 SAVI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Canon 사의 

S110 NIR 카메라를 각각 이용하였다. 특히 S110 NIR 

카메라는 근적외선 밴드를 포함하여 적색광과 녹색광

을 포함하고 있어 NDVI와 SAVI 추출을 위한 파장대

를 가지고 있다. 또한 드론 비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eMotion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고도 

약 115 m에서 4 급으로 촬영하였으며, 종중복도와 

횡중복도는 각각 85%와 70%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 Pix4D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영상접합을 수행하였으며, 접합 시 정확한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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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ying plan using eMotion SW.

Fig. 3. Remotely sensed NDVI and SAVI data driven by drone.

매칭을 위해 Fig. 1과 같이 5점의 지상기준점(GCP; 

ground control point)을 선정한 후 GPS (global posi 

-tioning system) 장비를 활용하여 GCP 측량을 실시

하였다.

S110 NIR 카메라를 탑재하여 취득한 NIR (near 

infrared), 적색, 녹색광으로부터 NDVI와 SAVI 정보

를 추출하기 위해 PG-STEAMER 원격탐사 소프트웨

어(픽소니어, 대한민국 대전)를 기반으로 NDVI와 

SAVI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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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PT (priestley-taylor)모형(Priestley and Taylor, 

1972)은 잠재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PM (penman 

-monteith)공식(Monteith, 1965)으로부터 다음과 같

이 만들어졌다. PM공식에서 증발산량은 식 (1)과 같

고 재정리하면 식 (2)로 표현된다.

 ∆    
∆       

          (1)

 

식 (1)에서 ∆ 
∆  

에 따라 정리하면 식 (2)

와 같다.

 

∆  
∆    ∆  

     ∆    
(2)

여기에서 는 증발산량(M J/m2 day); ∆는 포

화수증기 기울기( ); 은 순복사에너지(M 

J/m2 day); 는 토양에너지(M J/m2 day); 는 

psychometric 상수(  ); 는 평균 대기밀도

(kg/m3); 는 물의 비열(  ); (  )는 수증

기압차이(); 과 는 가각 aerodynamic 저항계

수, canopy 저항계수이다. 증발산량은 기상조건에 의

하여 지배되는데 복사에너지( )와 풍속()이 풍속

의 함수이다.) 이 그것이다. 위의 PM식을 간단하게 만

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를 두어 복사에너지항으로

만 이루어진 PT공식으로 치환하였다(식 (4))(Priestley 

and Taylor, 1972).

 ∆  
∆

                                     (3)

여기에서 는 증발산량(M J/m2 day), 는 무

차원이며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4)

PT-JPL은 PT (priestley-taylor)모형을 바탕으로 원

격정보를 활용하여 실제증발산량을 계산하도록 진화

된 모형이다. 실제증발산량은 식 (5)에 제시된 것과 같

이 식생에 의한 증발산(, M J/m2 day), 식생 아

래의 토양에서 증발되는 양(, M J/m2 day), 차단

된 물이 증발되는 양( , M J/m2 day)과 같이 세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5)

식 (5)의 각 구성 요소는 다음의  식 (6) ~ 식 (8)로 

계산한다.

    ∆ 
∆

                 (6)

 

       ∆ 
∆

      (7)

  ∆ 
∆

                                       (8)

여기에서 는 상대적인 지표면 습윤정도를 나타

내며, 는 싱싱한 식생이 차지하는 비율, 는 식생

의 온도를 반영한 매개변수, 은 식생 함수도, 은 

토양함수도를 반영하는 무차원계수,  는 식생에 

작용하는 복사에너지, 는 토양에 작용하는 복사에

너지를 반영한 것이며, 는 밀도, 는 단위량의 물을 

증기화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내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는 포화수증기 기울기( ), 

는 토양에너지(M J/m2 day)이다.

식 (10)과 식 (11)에서 은 싱싱한 식생이 광합

성을 위하여 흡수하는 에너지이며 는 전체 식생

이 광합성을 위하여 흡수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무

차원 계수이다. 여기에서 드론으로 수집한 원격정보 

SAVI와 NDVI가 활용되는데, 과 는 계수로서 여

기에서는 m1=1.2*1.136, m2=1.0, b1=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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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5가 사용되었다. 와 은 와 의 

함수로 이루어져 원격정보를 실제증발산량  (식

(5))의 계산으로 연결된다(June et al., 2004; Xiao et 

al., 2003).

                                        (9)

                                       (10)

NDVI는 적외선(NIR)과 가시광선(VIR)파장을 이

용하여 경험적으로 개발한 인덱스로서 식생의 양을 

표현하는데 식 (11)과 같이 표현된다. 또한 SAVI는 

NDVI에다가 토양의 상태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형

태로 식 (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1)

    
  

              (12)

4. 결과 및 고찰

PT-JPL을 이용하여 실제증발산량을 계산하기 위

해서는 순복사에너지, 온도, 습도 등의 기상자료를 필

요로하나 대상지역은 사회시설지역에 해당하여 요구

되는 기상자료의 획득은 불가능하다. 연구의 목적이 

모형의 이론적 개발이나 검증과는 달리 기술적으로나 

현장 활용 측면을 점검하는 것이므로 관측지점 인근

에 위치한 전주기상대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를 사용하

였다. 대상지역이 전주시에 속하고 전체적인 기상추

세를 해치지 않아 이러한 방법은 기상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실제증발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양함수나 건

조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문학적 매개변수, 식생의 건

강한 정도나 식생온도를 나타내는 생태학적 매개변

수, 식생이 흡수한 복사에너지 정도를 나타내는 광학

적 매개변수를 필요로 한다. 일단 기상자료와 드론을 

이용하여 수집한 NDVI와 SAVI자료를 입력하면 

PT-JPL은 구조적인 상호연동으로 인하여 위에서 언

급한 매개변수를 계산한다. Fig. 3은 드론 원격탐사를 

통해 추출한 NDVI와 SAVI를 나타내고 있다. 매개변

수가 결정되면 식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증발

산량을 계산하게 된다.

원격정보를 이용할 시에는 보통 해상도 높은 격자 

형태의 자료가 주어지므로 공간적으로 많은 수의 격

자를 계산해야 한다. 연구에 사용한 원격정보는 가로×

세로의 격자 크기가 10 m이며 가로 404개, 세로 395

개의 격자망을 구성하고 개별격자의 실제증발산량을 

계산하였다. 식 (6)을 이용한 실제증발산량 계산을 위

해 포트란(Fortr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증발산

량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였다. 이는 계산

의 효율성과 연구의 최종 목적이 실제증발산량 그 자

체이기도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2차적인 가뭄분포를 

파악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분석 결과를 검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실제 현장관측 자료와 분석치를 대비하는 것

이다. 그러나 지진, 화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와 

같이 붕괴 순간의 관측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집

이 어려울 때에는 연구 결과를 검정하기가 까다롭다. 

수문학 분야의 현장관측에서 유량은 가장 관측이 쉬

운 인자이며 증발산량은 관측이 가장 어려운 수문인

자이다. 또 증발산량을 관측하는 장비가 고가이므로 

고밀도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어렵고 일단 설치하더

라도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전문가가 부족하여 유지 

관리가 힘들다. 대상지역이 속한 전주기상대의 경우

도 증발산량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약점이 연구의 장애요소가 될 수 없고 이 연구의 목적

이 물리적인 정확성이나 이론적 검증이 아니라 드론

이 수집한 원격정보가 실제증발산 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적 확인에 있으므로 정량적인 검증보다는 

대안인 정성적 분석을 선택하였다.

Fig. 1의 위성영상과 같이 대상지역은 공원과 공동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식생지역과 인공구

조물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Fig. 3은 드론을 운

용하여 수집한 NDVI와 SAVI의 결과를 보여준다. 

Fig. 3에서 NDVI와 SAVI는 식생지역을 잘 재생해

내고 있으며 SAVI는 음영에 따라 건강한 식생이 발달

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드론으로 수집

한 원격정보는 식 (10)과 식 (11)을 통하여 생태학적 

매개변수로 변환되며 다시 식 (7)을 통하여 실제증발

산으로 반영된다. Fig. 4는 실제증발산의 계산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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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Ta b) NDVI c) SAVI

Fig. 4. NDVI and SAVI in comparison with the output of actual evapotranspiration (ETa): a) Actual evapotranspiration 
(ETa), b) NDVI, c) SAVI.

나타낸 것으로 기상자료가 균일하다는 가정 하에 전

주기상대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실제증발산량의 결

과는 NDVI와 SAVI의 변화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론

적 배경의 절차에 따라 산정된 실제증발산량의 결과

는 NDVI와 SAVI의 패턴과 잘 부합한다. 사실 실제증

발산량은 식생의 종류, 패턴, 변화가 지배하므로 합리

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드론을 활용

하여 수집한 원격정보가 실제증발산량의 계산에 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격자마다 차

별화된 기상자료를 부여하면 실제증발산량은 격자의 

식생과 기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

될 것이다.

NDVI와 SAVI 자료를 위한 자료로서 기상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수집한 자료

를 제공하므로 시간적 공간적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이 대부분이나 넓은 면적의 국가규모나 대규모 유역

의 계산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공위성의 

경우 공간해상도의 경우 수 십 m에서 수 km에 이르나 

시간해상도에서는 2~3일에 한 번,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의 관측값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이번 대상지역

과 같이 범위가 좁은 지역의 실제증발산량 산정의 경

우 고해상 위성 관측 자료가 요구되며 자연재해와 같

이 분석 자료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위성은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기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드론을 활용할 경우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의 자료를 즉시 획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드

론을 활용한 식생원격정보는 실제증발산량을 계산하

는데 있어 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5. 결 론

가뭄은 기후변화에 수반되는 대표적 자연재해에 

해당하며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보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비한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원격탐사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온도와 

강우 위주의 가뭄분석에서 실제증발산량 위주의 가뭄

분석으로 연구방향이 이동 중이다. 선행 강우량 기반

의 가뭄지수 기법은 같은 강우가 내려도 지표면의 식

생상황과 지표면의 토양함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증발산을 바탕으로 한 가뭄

지수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지표면의 특성과 식

생의 존재와 양을 함축적으로 내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증발산량을 계산하는 이론과 과정

은 계측장비의 운용에 많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요구

되며 실제증발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여 접근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 PT-JPL을 바탕으로 한 실제증발산량 

계산에 필요한 지상의 식생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

법으로 드론을 이용하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드론

을 이용해서 수집한 NDVI와 SAVI를 실제증발산 



 이근상 김성욱 함세영 이길하

매개변수와 연동한 결과 수집된 원격정보는 실제증발

산량 산정에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존

의 원격정보 이용 방법은 높은 공간해상도의 위성관

측자료가 필요하며 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측정할 경

우 주기해상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드론은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자료구축 방안이 될 수 있

다.

지진이나 화산 분화처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자

연재해는 전조현상을 관측하기 어려운 반면, 가뭄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전조현상이 있고 분석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재해이다. 그러나 전조현상을 파

악하기 위해서 상시 관측이 필요하다. 최근 인공위성 

관측자료의 활용빈도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실제증발

산량 산정에는 공간적, 시간적 해상도의 제약이 있어 

소규모 유역의 증발산량산정을 위해서는 드론의 활용

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분석 결과의 신뢰성

과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검증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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