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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을 이용한 

우리나라 월별 FDSI 산정 및 공간 분포 특성 분석 

Estim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Monthly FDSI Using AMSR2 Satellite 
Image-based Soil Moistur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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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monthly FDSI (Flash Drought Stress Index) for assessing flash drought on South Korea using AMSR2(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 satellite-based soil moisture footprints. We collected the AMSR2 soil moisture and climate-land surface data from 

April to November 2018 for analyzing the monthly FDSI values. We confirmed that the FDSI values were high at the regions with the high 

temperature/evapotranspiration while the precipitation is relatively low. Especially, the regions which satisfied an onset of flash drought (FDSI≧0.71) 

were increased from June. Then, the most of regions suffered by flash drought during the periods (July to August) with the high temperature and 

evapotranspiration. Additionally, the impacts of landuse and slope degree were evaluated on the monthly FDSI changes. The forest regions that have 

the steep slope degree showed the relatively higher FDSI values than the others. Thus,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the slope degree has the relatively 

higher impact on the onset and increasing of flash drought compared to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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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상

기후로 인한 다양한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물 관련 재해 중 하나인 가뭄은 어느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평균 이하의 강수로 인해 강수량 부족이 장기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뭄은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기상

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및 사회경제적 가뭄으

로 분류할 수 있다 (Wilhite and Glantz, 1985). 기상학적 가뭄

은 일정 기간 평균 강수량보다 적은 강수로 인하여 건조한 

기간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상학적 가뭄이 지속되면 

농업적 가뭄으로 진행된다. 농업적 가뭄은 작물의 생육에 필

요한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며, 농업적 가뭄 이후에는 전반적

인 수자원 공급의 부족이 나타나는 수문학적 가뭄이 발생한

다. 사회경제적 가뭄은 물의 공급량이 식생, 동물 및 인간의 

물에 대한 수요량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경제적으

로 기상학적, 농업적 및 수문학적 가뭄에 연계되어 영향을 미

친다. 이러한 형태의 가뭄을 감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

한 가뭄 인자들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가뭄의 형태

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ee 

et al., 2015; Quiring, 2009; Olukayode Oladipo, 1985; Quiring 

and Papakryiakou; 2003, Tigkas et al., 2017; Liu et al., 2020; 

Tabari et al., 2013; Nalbantis, 2008; Huang et al., 2016; Shi 

et al., 2018)

기존의 다양한 가뭄관련 연구와 함께 최근에는 돌발가뭄이

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뭄평가 방법이 제시되었다. 돌발가뭄

은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가뭄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가뭄

의 형태를 의미한다 (Svoboda et al., 2002). Lee et al. (2021)은 

NIDIS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에서 

정의한 “Flash drought”을 국내에서는 “돌발가뭄”이라고 정의

하였다. 가뭄은 일반적으로 완만하게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

되지만 (Wilhite et al., 2007), 돌발가뭄은 넓은 범위에서 가뭄

이 급격하게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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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심각성(Severity) 및 확산(Spread)의 ‘3S’로 특징지을 

수 있다 (Christian et al., 2019; Lisonbee et al., 2021; Otkin 

et al., 2018). 이러한 돌발가뭄은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발

생하고 심화하기 때문에, 작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며 식량

안보나 농업 생태계를 위협한다. Hunt et al. (2021)은 2010년

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돌발가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농

업 및 식량안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돌발가뭄으로 인한 

밀 생산량이 지난 2년 동안과 비교하여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in et al. (2019)은 2012년 미국에서 발생한 

돌발가뭄이 농업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였

으며, 돌발가뭄으로 인한 식생구조 변화, 작물의 생산량 감소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돌발

가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적⋅생태계적 피해를 줄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발가뭄 평가가 필요하다.

돌발가뭄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

파 돌발가뭄(heatwave flash drought)과, 강수량이 부족하여 발

생하는 강수 결핍 돌발가뭄(precipitation-deficit flash drought)

으로 구분된다 (Christian et al., 2019; Otkin et al., 2018). 두 

종류의 돌발가뭄 모두 토양수분 결핍으로 인하여 작물에 피

해를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돌발가뭄을 농업적 가

뭄의 한 형태로 고려하기도 한다 (Mo and Lettenmaier, 2016). 

Zhang et al. (2017)은 돌발가뭄의 중요한 지표로 토양수분 결

핍이 나타나고, 토양수분이 농업적 가뭄을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돌발가뭄이 농업적 가뭄의 범주에 포

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돌발가뭄을 이해하고 평가하

기 위해선 토양수분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토양수분

을 이용한 다양한 돌발가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Otkin 

et al. (2016)은 ESI (Evaporative Stress Index)를 이용하여 2012

년 중부 미국에 발생한 돌발가뭄을 토양수분과 식생 조건에 

따라 분석하였고, Ford et al. (2015)은 돌발가뭄의 조기 경보

를 위한 in-situ 토양수분의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Wang and 

Yuan (2018)은 토양수분과 증발산량을 이용하여, 높은 온도

(high-temperature driven, Type I) 및 수분결핍으로 유발

(water-deficit driven, Type II)되는 두 가지 형태의 돌발가뭄을 

분석하였다. Yuan et al. (2018)은 남아프리카의 돌발가뭄의 

인위적 심화를 기온, 강수 및 토양수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고, Otkin et al. (2019)은 남⋅중미 지역에서 돌발가뭄이 발생

하고 해소하는 과정 동안의 토양수분 및 식생 조건 변화를 

평가하였다. Sehgal et al. (2021)은 SMAP 토양수분 위성영상 

기반 돌발가뭄 평가지수인 FDSI (Flash Drought Stress Index)

를 개발하였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돌발가뭄 평가를 진행

하였다. 국내에서도 Lee et al. (2021)이 증발스트레스지수

(ESI)를 이용하여 국내 돌발가뭄을 감지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러나 해외와 비교하여 국내에서의 돌발가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돌발가뭄 분

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양수분에 기반한 돌발가뭄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수분은 농진청의 132개 지점에서 관

측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복잡한 지표특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성영상 기반의 토양수분 사용에 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토양수분 관측위성은 SMOS 

(Soil Moisture and Ocean Salinity, Kerr et al., 2001), SMAP 

(Soil Moisture Active Passive, Entekhabi et al., 2010), AMSR2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 Imaoka et al., 

2010) 등 다양한 위성이 있으며, 이 중 SMOS와 SMAP은 공간

해상도가 35 km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지표특성을 나타내기

에 어려움이 있다. AMSR2 위성은 공간 해상도가 10 km이고 

SMOS나 SMAP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2∼3일인 것에 비하여 

AMSR2 위성의 재방문 주기는 1∼2일이기에, 다른 위성들보

다 시⋅공간 해상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을 

이용하여 토양수분 기반의 돌발가뭄평가 지수인 FDSI를 산

정하였으며, 산정한 FDSI와 다양한 기상자료 및 지표특성 자

료와 비교하여 2018년 우리나라의 돌발가뭄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우리나라의 돌발가뭄 평가를 위한 월별 

FDSI 산정 및 2) 지표특성에 따른 돌발가뭄 특성 분석이다.

Ⅱ.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를 대상

으로 돌발가뭄 평가지수인 FDSI를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FDSI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월별 돌발가뭄 특성을 평가하

였다.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FDSI를 산정하기 위하여,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과 정밀토양도를 수집하였

다. 수집한 토양수분과 정밀토양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

라의 월별 FDSI를 산정하였으며, 월평균기온, 월총강수량 및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위

성영상 기반 증발산량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월별 FDSI의 특

성을 분석하였다. 산정된 월별 FDSI를 Sehgal et al. (2021)이 

제시한 가뭄 평가 조건(돌발가뭄의 발생)에 따라 분류하여 돌

발가뭄이 주로 발생한 기간을 분석하였으며, 가뭄평가지수인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SPI, McKee et 

al., 1993)와 비교하여 FDSI의 돌발가뭄평가 성능을 평가하였

다. 또한 지표특성(토지이용 및 경사도)에 따른 우리나라의 

돌발가뭄을 평가하였으며, 돌발가뭄이 발생한 토지이용별 면

적을 분류 및 경사도에 따라 비교하여 어떠한 토지이용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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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돌발가뭄에 취약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Fig. 1

은 본 연구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1. FDSI (Flash Drought Stress Index)

FDSI (Flash Drought Stress Index)는 Sehgal et al. (2021)이 

개발하고 제시한 토양수분 기반의 돌발가뭄 평가 지표이다. 

FDSI는 SMS (Soil Moisture Stress)와 RRD (Relative Rate of 

Drydown) 2개의 인자를 통하여 산정된다. SMS는 토양수분이 

습윤상태(  , no stress)에서 건조상태(  , high 

stress)로 전이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무차원의 변수이며, 지수 

n에 의하여 조절된다. 시간 t에 대하여 ,  및 을 계산

하는 식은 공식 (1∼3)과 같다. 변수 은 형상 계수이며, 토양

수분과 SMS 곡선의 경사도/민감도를 조절한다. 는 FDSI와 

기존 돌발가뭄 지표 간의 상관성을 최대화해주는 변수이다. 

과 는 Sehgal et al. (2021)이 FDSI를 개발하면서 제안한 

값인  = 6 및  = 16을 사용하였다. 













(1)








(2)

 (3)

여기서 : t일에서의 토양수분( ), : 영구 위

조점(wilting point), : 토양수분 임계점(critical point, 포장

용수량의 75%), 


 : 변곡점(inflection point), : 형상 계수

(shape parameter), : 승수(multiplier), : 토양수분이 습윤상

태에서 건조상태로 전이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RRD (Relative Rate of Drydown)는 현시점 t를 기준으로 

과거 30일 동안 토양수분 의 일반적인 건조 속도를 기반으

로 하는 토양수분 스트레스의 증가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

다. SMS와 유사하게, RRD는 공식 (4)와 같은 비선형 공식으

로 산정된다.












(4)

여기서 은 t일부터 t-30일까지의 관측 기간 동안 토양

수분 건조의 전이 구간(    )에서 관측된 와 





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관측 기간 동안 관측값이 10개 

미만인 경우 는 0.5로 가정한다.

FDSI는 30일 동안의 SMS (, 공식 (5))와 RRD로 계

산되며, FDSI의 계산식은 공식 (6)과 같다.




  




 (5)

Fig. 1 Schematic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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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 if ≤
(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국 단위의 영구 위조점() 및 

토양수분 임계점()을 산정하기 위하여 Saxton et al. (2006)

이 제시한 토양특성 기반 수문학적 인자 산정 공식을 사용하

였다. Saxton et al. (2006)이 제시한 산정 공식은 토양 내에 

존재하는 모래함량(sand, %), 점토함량(clay, %) 및 유기물 함

량(organic matter, %)을 이용하여 토양의 수문학적 인자를 산

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흙토람에서 제공하는 정밀토

양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국 토양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토양에 따른 영구 위조점 및 토양수분 임계점을 계산하여 우

리나라 전국의 FDSI를 산정하였다. Saxton et al. (2006)이 제

시한 산정 공식은 공식 (7∼10)과 같으며, 영구 위조점 및 토

양수분 임계점은 공식 (11∼12)와 같다.

  × (7)

 

× ×
×

(8)

  
 (9)

 

××
×

(10)

   (11)

 × (12)

여기서 : 1500 kPa에서의 토양수분(%), : 1500 

kPa에서의 일차적 토양수분(%), : 33 kPa에서의 토양수분

(%), : 33 kPa에서의 일차적 토양수분 (%),  : 토양 내 모래

함량(%),  : 토양 내 점토함량(%), : 토양 내 유기물함량

(%)을 나타낸다.

2.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

우리나라 전국 월별 FDSI의 공간분포를 산정하기 위하여 

Lee et al. (2020)이 제시한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을 

이용하였다. AMSR2 센서는 2012년 5월에 발사된 GCOM-W1 

(Global Change Observation Mission Water, Imaoka et al., 

2010) 위성에 탑재되어 있으며, 센서를 통하여 총 7개의 주파

수를 감지한다. Table 1 및 2는 GCOM-W1 위성의 제원과 

AMSR-2 센서의 주파수별 정보를 나타낸다, 7개의 주파수 중 

C-band (6.9 GHz), C2-band (7.3 GHz) 및 X-band (10.7 GHz)를 

이용하여 토양수분을 관측하며,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에서는 50 km×50 km,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는 LPRM (Land 

Parameter Retrieval Model)을 이용하여 10 km×10 km 및 25 

km×25 km 해상도로 토양수분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일별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 자료를 사용하였다. Lee et al. (2020)

은 주파수(C2/X-band)에 따른 AMSR2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토양수분을 산정하였으며, TDR 기반 실측토양수분과 비교하

여 AMSR2 기반 합성토양수분과 TDR 기반 실측토양수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DSI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

속적인 시계열 토양수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해상

도가 10 km x 10 km로 다소 낮지만 시간해상도가 1∼2일 간

격인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 이미지 자료를 사용하

였다.

Characteristic Value

International 

Designation Code
2012-025 A

Launch Date May 18, 2012

Shape

2 box shape with wing-type 

solar array paddles

4.9 m x 3.0 m x 5.1 m (Depth)

Altitude 700 km

Inclination 98 degrees

Period 13:30

Repeat time 13:30

Table 1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GCOM-W1 Satellite 

Center 

Frequency 

(GHz)

Band 

Width

(MHz)

Polarization

Beam 

Width 

(degree)

Ground 

Resolution

(km)

Sampling 

Interval

(km)

6.925 / 

7.3
350

V / H

1.8 35 x 62

10
10.65 100 1.2 24 x 42

18.7 200 0.65 14 x 22

23.8 400 0.75 15 x 26

36.5 1000 0.35  7 x 12

89.0 3000 0.15  3 x  5  5

Table 2 Information of the AMSR2 satellit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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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지역을 

대상으로 FDSI를 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사도, 토지이용

도, 정밀토양도를 수집하였으며, 각각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 해상도인 0.1° (10 km)로 변환(resample)하였다. 기

상자료의 경우 기상청 종관기상관측(ASOS)에서 제공하는 일

강수량 및 평균 기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상관측소 지점

(point-scale) 단위로 제공되는 자료는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제공하는 IDW 보간(Inverse Distance 

Weighting interpo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분포로 변환하

였다. 증발산량의 경우 MODIS 위성영상 기반 증발산량을 수

집하였다.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지역을 대상으로 월별 

FDSI를 산정하였으며, 월총강수량, 월평균기온 및 MODIS 위

성영상 기반 증발산량을 비교하여 월별 FDSI의 특성을 비교

하였다. 산정된 FDSI를 Sehgal et al. (2021)이 제시했던 가뭄 

평가 조건인 돌발가뭄의 발생(FDSI ≧ 0.71)으로 분류하여 어

떠한 기간에 돌발가뭄이 주로 발생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또

한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뭄 평가지수 중 하나인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와 FDSI를 비교하여, 기

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뭄평가지수와 비교⋅분석하였다. 

SPI는 특정기간동안 누적된 강수량이 평년값과 비교하여 어

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나타내는 가뭄지수이다. 본 연구

에서는 3개월 간의 합산 강수량을 이용하는 SPI-3을 사용하였

다. Table 3은 SPI의 범위에 따른 가뭄상태를 나타낸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토지이용도, 경사도 및 토양특

성(모래, 이토 및 점토)을 나타내며, Table 4는 Lee and Jo 

(2000)가 정의한 경사도별 분류를 나타낸다. 산정한 FDSI와 

지표특성(토지이용 및 경사도)를 비교하여 지표특성에 따른 

우리나라의 돌발가뭄 특성을 분석하였다. 토지이용의 경우 

돌발가뭄이 발생(FDSI ≧ 0.71)한 토지이용별 면적을 분류 및 

비교하여, 어떠한 토지이용에서 주로 돌발가뭄이 발생하였는

지 분석하였다. 또한 Lee and Jo (2000)가 제시한 경사도별 

분류에 따라 돌발가뭄이 발생한 면적을 구분하여 경사도가 

돌발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우리나라의 월별 FDSI 산정 및 기상자료에 따른 

돌발가뭄 분석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과 정밀토양도를 이용하

여 우리나라의 2018년 월별 FDSI를 산정하였다. Fig. 3은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우리나라 일별 FDSI를 월별 단위

로 변환한 결과이며, Fig. 4는 FDSI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AMSR2 위성영상 기반 월별 토양수분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Category SPI

Extremely wet 2.00 and above

Severely wet 1.50 to 1.99

Moderately wet 1.00 to 1.49

Near normal -0.99 to 0.99

Moderate drought -1.00 to -1.49

Severe drought -1.50 to -1.49

Extreme drought -2.00 and less

Table 3 Categories of SPI-based drought condition 

Degree Name

0∼1° Low plain

1∼5° Undulated plain

5∼10° Gentle slope

10∼15° Semi-gentle slope

15∼20° Semi-steep slope

Over 20° Steep slope

Table 4 The classification of slope degree

Fig. 2 The land surface data for analyzing the flash drought on South Korea; (a) Landuse, (b) Slope degree, (c) Sand (%), (d) Silt (%) and 

(e) C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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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월별 FDSI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중

심으로 FDSI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DSI 값

은 2018년 8월에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 9월∼11월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AMSR2 토양수

분의 시⋅공간적 변화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4는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우리나라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을 나타낸다.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 

또한 6월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8월 토양수분

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지역에서 월별 FDSI가 매우 높게 나타

Fig. 3 Monthly FDSI on South Korea in 2018; (a) April, (b) May, (c) June, (d) July, (e) August, (f) September, (g) October, (h) November

Fig. 4 Monthly AMSR2 satellite-based soil moisture on South Korea in 2018; (a) April, (b) May, (c) June, (d) July, (e) August, (f) September, 

(g) October, (h)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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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FDSI가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을 이용

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에, FDSI와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

양수분 간에 공간적인 분포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 판단된다. 

Fig. 5는 2018년 4월∼11월 MODIS 위성영상 기반 월평균 

증발산량이며, Fig. 6 및 Fig. 7은 ASOS 기상관측자료를 보간

하여 나타낸 우리나라의 2018년 4월∼11월 월평균 기온 및 

월총강수량을 나타낸다. MODIS 위성영상 기반 증발산량은 

주로 식생이 많은 산악 지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식생이 많

이 발달하는 5∼8월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기온의 

경우 기온이 크게 증가하는 여름철부터 태백산맥 및 내륙 지

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기온과 증발산량 및 산정한 

FDSI를 비교한 결과, 월평균기온과 증발산량이 높게 나타난 

지역에서 FDS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온

이 높아질수록 지표에서의 증발산량을 증가시키고, 증발산량

이 커질수록 토양수분이 감소하여 FDSI 산정 인자 중 토양수

Fig. 6 Monthly average temperature in 2018; (a) April, (b) May, (c) June, (d) July, (e) August, (f) September, (g) October, (h) November

Fig. 5 MODIS satellite-based evapotranspiration in 2018; (a) April, (b) May, (c) June, (d) July, (e) August, (f) September, (g) October, (h)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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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월총강수량의 경우 태백산맥을 포함한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강원

도 및 경상북도 지역에서 돌발가뭄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체적으로, FDSI가 높

게 나타난 지역은 강수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다소 낮고, 

기온 및 증발산량이 높게 나타났다. 

Fig. 8은 돌발가뭄이 발생(FDSI ≧ 0.71)한 월별 국토 면적

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국토의 경우 4∼5월에는 거의 돌발가

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6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특

히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8월에 가장 많은 면적(5,700 

km2)에서 돌발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발가뭄이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한 8월의 경우 다른 기간과 비교하여 

강수량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증발산량과 매우 높은 기

온으로 인하여 산악 지형을 중심으로 급격한 토양수분 감소

로 인한 돌발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역에 따른 

평균 기온, 강수량 및 증발산량의 증감이 우리나라 돌발가뭄

의 발생 및 심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8월에 돌발가뭄

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월평균

기온, 월총강수량 및 증발산량과 FDSI의 공간분포가 일치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자료의 경우, 기상청 관측지점별 기상

자료의 보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된다. 

FDSI 지수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상청 금산 관측

소 지점을 대상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SPI-3 가뭄지

Month SPI-3 Condition

April  1.21 Moderately wet

May  1.26 Moderately wet

June  0.55 Near normal

July -0.7 Near normal

August -0.22 Near normal

September  0.04 Near normal

October  0.96 Near normal

November  0.9 Near normal

Table 5 SPI-3 on Geumsan observatory in 2018

Fig. 7 Monthly total precipitation in 2018; (a) April, (b) May, (c) June, (d) July, (e) August, (f) September, (g) October, (h) November

Fig. 8 Seasonal area changes of FDSI (≧ 0.71) o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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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Table 5와 6은 2018년 기상청 금

산관측소에서 수집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산정된 월별 

SPI-3/FDSI를 나타낸다. SPI-3의 경우 연구기간동안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DSI 지수는 5월부

터 증가하였다. 특히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24.9 mm 

(Fig. 9)의 적은 강우가 발생하여 FDSI 지수는 8월에 돌발가뭄

(0.857)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SPI-3의 경우 보통상태

(near normal)인 것으로 나타나 FDSI가 가뭄발생에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 The daily precipitation on Geumsan observatory in 2018 

Month FDSI Condition

April 0.043 -

May 0.244 -

June 0.645 -

July 0.604 -

August 0.857 Flash drought occured

September 0.616 -

October 0.316 -

November 0.153 -

Table 6 Monthly FDSI on Geumsan observatory in 2018

Fig. 10 Landuse based area changes of FDSI (≧ 0.71) on South Korea in 2018; (a) April, (b) May, (c) June, (d) July, (e) August, (f) 

September, (g) October, (h)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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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특성에 따른 우리나라의 월별 돌발가뭄 평가

산정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의 월별 FDSI과 

토지이용을 비교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우리나라의 돌발가뭄 

특성을 분석하였다. 토지이용의 경우 Sehgal et al. (2021)이 

제시한 가뭄 평가 조건에 따라 각각의 토지이용이 차지하는 

면적을 비교하였다. Fig. 10은 돌발가뭄이 발생한 경우(FDSI 

≧ 0.71)에서의 토지이용별 면적을 나타낸다. 돌발가뭄이 발

생한 경우(FDSI ≧ 0.71) 토지이용이 산림인 면적이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6∼7월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면적(1,300 

km2 및 1,500 km2)이 증가하였다. 8월에 가장 많은 산림 면적

(3,900 km2)이 돌발가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산

악 지형에서 가장 많이 돌발가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돌발가뭄이 발생한 면적을 Lee and Jo (2000)가 제안한 경

사도별 분류에 따라 구분하였다 (Fig. 11). 산정된 FDSI를 경

사도에 따라 비교한 결과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급경사지에

서 돌발가뭄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산악 지형

은 경사가 가파르며, 경사가 가파를수록 평지와 비교하여 토

양수분이 빠르게 감소한다. FDSI 산정에 사용되는 인자인 

 산정시 토양수분의 감소 기울기()가 활용되므로, 

토양수분이 가파르게 감소하면  값이 커져 돌발가뭄 평

가지수인 FDSI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돌

발가뭄은 경사가 가파른 산악 지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돌발가뭄 평가지수인 FDSI를 이용하여 우

리나라의 월별 돌발가뭄을 평가하고 기상자료 및 지표특성에 

따른 돌발가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Lee et al. (2020)이 제시

한 AMSR2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과 정밀토양도를 이용하

여 2018년 4월∼11월까지 우리나라의 월별 FDSI를 산정하였

으며, 다양한 기상자료(월평균기온, 월총강수량 및 증발산량)

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월별 FDSI는 4∼5월에는 큰 변화

가 없었으나, 6월부터 태백산맥을 포함한 산악 지형을 중심으

로 증가하여 8월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AMSR2 위성영

상 토양수분의 변화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돌발가뭄

이 토양수분의 증가 및 감소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또한 다양한 기상자료와 월별 FDSI를 분석한 결과, 평

균기온 및 증발산량이 높고 강수량이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 

월별 FDSI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구 기간 중 8월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돌발가뭄의 발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현상은 8월의 높은 기온 및 증발산량으로 인하여 토양수분

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월별 FDSI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자료에 따른 FDSI 분석 결과 월평균기

온, 월총강수량 및 증발산량의 증감이 우리나라 돌발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자료의 경우 관측지점

별 기상자료를 보간하였으며, 특히 위성 기반 토양수분 이미

지의 경우 산림이 우세한 지역에서 불확실성이 다소 크게 발

생하는 특성이 지역적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

Fig. 11 Slope degree based area changes of FDSI (≧ 0.71) on South Korea in 2018; (a) April, (b) May, (c) June, (d) July, (e) August, (f) 

September, (g) October, (h)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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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산정된 FDSI와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던 가뭄

지수인 SPI-3을 비교하였다.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약 

40일 동안 24.9 mm의 적은 강우가 발생하여 FDSI 지수는 돌

발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SPI-3의 경우 보통상태

(near normal)인 것으로 나타나 FDSI가 가뭄발생에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FDSI를 이용하여, 

지표특성(토지이용 및 경사도)에 따른 우리나라의 월별 돌발

가뭄 특성을 분석하였다. 토지이용의 경우 돌발가뭄이 발생

한 면적을 토지이용별로 분류하였으며, 연구기간 동안에 주

로 산림이 우세한 지역에서 돌발가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경사도별로 돌발가뭄이 발생한 면적을 비교한 

결과, 경사도가 20° 이상의 급경사지에서 주로 돌발가뭄이 발

생하였다. 이는 평지와 비교하여 산악 지형의 급경사가 우세

한 지점의 경우 강우 발생 이후에 토양수분의 감소가 상대적

으로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FDSI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DSI를 이용한 2018년 우리나라의 월별 돌발가

뭄 분석 결과 우리나라 돌발가뭄에 월평균기온, 월총강수량 

및 증발산량이 FDS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산악 지형의 경사도가 우리나라의 돌발가뭄의 발생 및 심

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가

뭄발생시 농업, 산림, 수자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뭄대응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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