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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역 가뭄 평가를 위한 MODIS DSI 활용

박혜선*ㆍ엄명진**ㆍ김정빈***ㆍ김연주****

Park, Hye Sun*, Um, Myoung-Jin**, Kim, Jeong Bin***, Kim, Yeonjoo****

MODIS DSI for Evaluation of the Local Drought Events in Korea

ABSTRACT

As the drought disasters are increased in the world, the need of study using satellite image data is on the rise. This study is conducted 

to analyze the drought in the region using satellite image, and to analyze the correlation with the standard precipitation index (SPI) and 

the actual drought cases. We selected Dongducheon and Taebaek region for domestic major drought (2001, 2008-2009). The 

correlation with the SPI and the observed water level data was analyzed using the 0.05° spatial resolution and 8days MODIS DSI 

(Drought Severity Index). In Dongducheon, 6-months DSI has a correlation of 0.71 with the SPI (30). In Taebaek, the correlation 

between 6-months DSI and SPI (90) was a 0.40 and showed an average hit ratio of 65.7% in comparing with the observed water level 

of study area. In summary, this study showed a limited correlation between DSI based on satellite images and meteorological drought 

index SPI and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using DSI for the domestic study.

Key words : Drought, Drought index, Satellite image data, Correlation analysis

초 록

전 세계적으로 가뭄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실제 사례와의 연

계성이 낮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지역적 분석을 실시하고, 영상 자료와 표준강수지수(SPI) 및 실제 가

뭄 사례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주요 가뭄(2001년, 2008-2009년)을 대상으로 각각 동두천과 태백 지역을 선정하였다. 8일 

간격의 0.05° 공간해상도 MODIS DSI (Drought Severity Index)를 이용하여 SPI 및 수위 자료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두천의 

경우 6개월 DSI는 30일 SPI와 0.7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태백 지역의 6개월 DSI와 90일 SPI의 상관성은 0.40을 보였다. DSI와 대상 

지역의 관측 저수위를 비교한 결과 6개월 DSI가 평균 65.7% 수준의 적중률을 보였다. 연구를 통하여 위성영상 자료 기반 가뭄지수인 DSI와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SPI의 상관성을 부분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며, 실제 관측 자료와 비교를 실시한 결과 국내 연구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검색어 : 가뭄, 가뭄지수, 위성영상 자료, 상관관계 분석

1. 서 론

미국 해양기상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발표한 20세기 최대 자연재해에는 4개의 가뭄 

피해 사례가 상위권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아시아에서 발생하였다(NOAA, 1999). Wilhite (2000)는 가뭄이 매년 세계 수백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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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NDMC)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피해액 중 

가뭄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Lee and Lee, 2006; Oh 

et al., 2010). 현재 전 세계에서 가뭄으로 인한 총체적인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가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Dai, 2011; KMA, 2012). 그러나 가뭄은 

진행속도가 느리고 진행방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광역적 범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가뭄을 시·공간적으로 파악하는 등 가뭄을 

정량화하고 대상 가뭄 지역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Wilhite and Glantz, 1985; Ryu et al., 2002; Choi and 

Kim, 2010).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뭄지수(Drought Index)가 개발되었으

며, 이를 이용하여 가뭄을 정량화하려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대표적인 가뭄지수로는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표준강수

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수문학적 가뭄지수

인 파머가뭄지수(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와 지표

수공급지수(Surface Water Supply Index, SWSI), 용수공급 가뭄

지수(WAter supply Drought Index, WADI) 등이 있다. Dai 

(2011)는 19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후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PDSI 특성 및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아프리카 및 아시아 동쪽과 

남쪽 지역 등이 가장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Ryu et al. (2002)은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PDSI, SWSI, SPI 지수 산정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가뭄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데 유효하였으며 각 지수

가 가지는 장·단점에 따라 활용할 경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Kim and Lee (2011)은 1973년부터 2009년까지의 실제 가뭄 

발생 기록을 정량화하고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각종 가뭄지수의 

실제 가뭄 반영정도를 평가하였으며, 3개월 SPI와 PDSI 등이 

실제 가뭄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Moon (2014)

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3개월 SPI를 이용하여 목표 표준강수지

수를 제시하였으며, 가뭄의 심도와 빈도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

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뭄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고 판단하였다. Lee et al. (2015)은 소양강댐 유역을 대상으로 

기상학적 가뭄지수와 수문학적 가뭄지수의 상관정도를 분석하였으

며, 기상학적 가뭄만으로 수문학적 가뭄을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에는 지상 관측 기반 수문 및 기상 자료 등을 활용한 연구를 

위주로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한 가뭄 

연구가 시작되었다. 가뭄 예상 및 대책을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시·공간적으로 특성이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야한다. 위성영상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하여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Shin and Eoh, 2004; Park 

and Kim, 2009; Anderson et al., 2013; Bae and Son, 2013; 

Sur et al., 2014). 국외에서는 위성영상을 활용한 연구들이 이전부

터 수행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Ji and 

Peters (2003)는 미국 중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NOAA NDVI 

(Normal Distribution Vegetation Index)와 SPI의 상관성을 분석

하였으며, 식물의 성장 시기에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므로 NDVI

를 이용한 가뭄 모니터링 시 계절적 시기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Yang et al. (2010)은 HJ-1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온도 식물 건조도 지수(Temperature Vegetation Dryness Index, 

TVDI)를 산출하고,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자료로부터 얻어지는 TVDI와 비교를 실시한 

결과 상당히 정확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뭄 모니터링 

시 위성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Mu et al. (2013)는 

전 세계적 가뭄 모니터링을 위하여 MODIS DSI (Drought Severity 

Index)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PDSI 및 입력 자료를 통하여 평가하였

다. Orvos et al. (2014)는 DSI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지역의 

습윤/건조 동향을 분석하고 지역적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SI가 시·공간적 해상도가 높아 활용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Zhang and Yamaguchi (2014)은 월별 DSI를 산출하

여 관측 자료 및 SPI와 비교하였으며, 3개월 SPI와의 시·공간적 

패턴이 유사하여 가뭄 모니터링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평가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Shin and Eoh (2004)이 NOAA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가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광역적 분석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 자료의 활용가능성 제시하였다. Yoo et al. (2010)은 MODIS 

LST (Land Surface Temperature) 위성영상 자료와 EDI (Effective 

Drought Index) 가뭄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한반도 가뭄 모니

터링을 위한 위성영상 자료의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Bae and Son 

(2013)은 MODIS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식생지수 및 SPI와 

비교한 결과 적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보완방안을 제시

하여 향후 연구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Ahn et al. 

(2014)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SPI 및 WADI와 위성영상을 활용하

여 실제 가뭄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위성영상을 통하여 현장 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현황 파악이 일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Sur 

et al. (2014)는 MODIS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한 가뭄지수를 통하여 

2013년 남부지방의 가뭄을 평가하였으며, 국내 가뭄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결과 유역 및 지역 단위별로 가뭄의 

심도를 파악할 수 있어 국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대부분 광역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가뭄 피해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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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Process in this Study

Fig. 2. Study Area. (a) Dongducheon, (b) Taebaek 

위하여 지역적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실제 가뭄 사례와의 상관성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u et al. (2013)가 제안한 

MODIS DSI를 활용하여 시군구 수준의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SPI 및 대상 지역의 수자원 

가용량 자료인 수위 관측 자료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DSI 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MODIS DSI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 수준의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하고, 대표적 가뭄지수인 SPI 및 지역의 수자원 가용량 자료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가뭄 사례와의 상관성 분석 및 

DSI 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주요 가뭄 시기에 따라 수집한 8일 간격 DSI 자료와 

강수량 및 수위 관측 자료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각 대상 지역에 

대하여 1년과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선정하였다. DSI 자료는 대상 

지역 내 선정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주변의 9개 그리드를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DSI 자료의 활용성을 검증을 위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검증받은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SPI를 선정하였으며, 상관성을 분

석하기 위해 일자료로 산출하였다. DSI는 선형보간법을 통하여 

Daily DSI로 구축하였으며, SPI는 30일, 60일, 90일, 180일의 

시간단위별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실제 가뭄 피해와의 상관

성 분석을 위하여 지역의 수자원 가용량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수자원 가용량은 대상 지역의 하천 및 댐의 저수위 자료를 활용하였

다. SPI 및 수자원 가용량 자료와의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DSI 

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2.1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는 DSI 자료가 2000년부터 구축되어 있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주요 가뭄인 2001년과 2008~2009년의 가뭄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한 가뭄 연구에서는 광역

적 범위에서의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역 가뭄 특성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구 수준의 지역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뭄 시기별 지역적

인 분석을 위하여 2001년에 농업용수 뿐 아니라 생·공업용수 공급 

피해를 입었던 동두천과 2008~2009년 장기간에 걸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태백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동두천과 태백에는 각 1개의 기상청 관할 기상관측

소가 있다(Fig. 2). 

2.1.1 동두천

동두천 지역은 경기도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면적은 95.68 km
2
으로 경기도 면적의 0.9%이

며, 산림면적은 65.4 km
2
로 지역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연강수량

은 1,278.0 mm이며, 연평균 기온은 10.8°C이다(Dongducheon 

city, 2002). 

동두천시의 상수원인 한탄강 유역 강우량이 예년 평균의 20%에

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동두천 관측소의 3~5월 강우량은 28.2 

mm로 관측되었다. 더불어 상류에 위치한 연천군의 농업용수 이용

에 따라 하천의 수량이 감소되었으며, 연천댐의 철거로 용수 확보가 

어려워졌다. 취수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

여 일부 지역의 제한급수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취수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수돗물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 이에 급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비상급수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상수도를 수도권 

광역상수도와 비상 연결하여 제한 급수가 해소되기 전까지 생활용

수를 공급하였다. 동두천 산업단지는 용수공급 중단 이후 비상급수

를 실시하였고, 공업용수 공급 재개 후 6월 중순에도 가동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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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Study Area

Dongducheon (2001) Taebaek (2009)

Location Northern Gyeonggi-do Southernmost of Gangwon-do

Area (km
2
) / Forest (%) 95.68 / 68 303.53 / 89

Household 25,884 22,292

Population 75,699 51,170

Annual Precipitation (mm) 1,278.0 1,304.4

Annual Mean Temperature (°C) 10.8 8.6

Drought Duration March to June 2001 (Spring drought) October 2008 - May 2009 (Fall · Winter · Spring drought)

Table 2. Data of Study Area

Dongducheon Taebaek

Rainfall
Weather Stations (Code) Dongducheon (98) Taebaek (216)

Period 2000 - 2001 2008 - 2009

Water

Level

Gauging Station (Code) Jeongok (1022680) KwangdongDam (1001210)

Period 2000.07.01. - 2001.06.30. 2008.07.01. - 2009.06.30.

30% 수준이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이 예년에 비하여 

심각하였으며, 녹조류 발생 등으로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다

(KICT, 2001; MOCT, 2002).

2.1.2 태백

태백 지역은 강원도 동쪽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원 분지형 

도시로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면적은 303.53 km
2
으로 

강원도 면적의 1.8%이며, 산림면적은 270 km
2
로 지역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연강수량은 1,304.4 mm이며, 연평균 기온은 8.6℃

이다. 광동댐은 태백시 상수도 수원지이며, 지역 내 골지천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Taebaek city, 2010).

2008년 가을부터 강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2009년 1~4월 

태백시 강수량은 전년도의 84%인 159.6 mm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가뭄 현상이 지속되었다. 2008년 11월 강우량 부족으로 광동댐의 

수위가 점차 줄어들어 2009년 1월 제한급수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단수 지역에 가뭄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한 비상급수가 

실시되었다. 또한 비상급수 시 제공되는 식수 및 용수에 대하여 

수질관리를 실시하였다. 3월 말 예년보다 많은 강우량인 57.6 mm

의 비가 내려 4월부터는 태백시의 상수도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제한 급수가 시작되고 87일 만에 해제되었다. 이후 태백시는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가뭄백서를 발행하였다(Taebaek 

city, 2009).

2.2 연구 자료

2.2.1 강수

본 연구를 위하여 기상 자료는 기상청 관측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상 지역의 기준점으로 동두천 기상대와 태백 기상관측소를 선정

하여 각 관측소의 강수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동두천 지역의 가뭄 

기간인 2001년에는 봄 가뭄이 발생하였으며, 봄 가뭄의 경우 그 

이전 해 강수량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뭄 피해가 발생한 

2001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 해를 함께 살펴보았다. 태백 지역의 

경우에도 2009년 주요 피해를 입었으나, 2008년 가을부터 강수량

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2.2 수자원 가용량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피해와 연계하기 위하여 지역의 수자원 

가용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의 수자원 가용량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하천 및 댐의 저수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는 국가수자

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과 한강홍수통제소(HRFCO)에

서 수집하였다. 동두천 지역의 경우 동두천시 북쪽에 위치한 한탄강

의 전곡 수위관측소 수위 자료를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구축하였다. 또한 태백 지역은 지역 내 골지천 상류의 광동댐 저수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축하였다.

2.2.3 MODIS DSI

2.2.3.1 MODIS

MODIS는 미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지구 관측 시스템(Earth Observing 

System, EOS)의 Terra 위성과 Aqua 위성에 탑재된 36개의 채널로 

구성된 센서이며, 1일 2회씩 전지구의 표면을 관측하므로 일단위로 



박혜선ㆍ엄명진ㆍ김정빈ㆍ김연주

Vol.35 No.6 December 2015 1213

Fig. 3. MODIS Drought Severity Index (2000 - 2011)

Table 3. Drought Classification of the DSI and the SPI (Zhang and 
Yamaguchi, 2014)

Category Description DSI SPI

W5 Extremely wet 1.5 ~ 2.0 ~

W4 Very wet 1.2 ~ 1.49 1.5 ~ 1.99

W3 Moderately wet 0.9 ~ 1.19 1.0 ~ 1.49

W2 Slightly wet 0.6 ~ 0.89 0.5 ~ 0.99

W1 Incipient wet spell 0.3 ~ 0.59

-0.49 ~ 0.49WD Near normal 0.29 ~ -0.29

D1 Incipient drought -0.3 ~ -0.59

D2 Mild drought -0.6 ~ -0.89 -0.5 ~ -0.99

D3 Moderate drought -0.9 ~ -1.19 -1.00 ~ -1.49

D4 Severe drought -1.2 ~ -1.49 -1.5 ~ -1.99

D5 Extreme drought ~ -1.5 ~ -2.0

최대 4매의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MODIS 영상은 생물권의 광범위

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MODIS 영상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국내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육지, 해양, 대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Park and Kim, 2009; Mu et 

al., 2013). 

2.2.3.2 MODIS DSI

Mu et al. (2007; 2009; 2011)는 MODIS 자료를 이용하여 

증발산량(Evapotranspiration, ET) 및 잠재증발산량(Potential 

Evapotranspiration, PET)를 산정하고, MODIS ET 모델을 개발

하였다. 이는 Terra와 Aqua 위성에 포함되어있다. Mu et al. (2013)

는 ET 모델을 활용하여 원격 탐사 글로벌 가뭄지수인 DSI를 제시하

였다. DSI는 MODIS의 ET/PET (MOD16), NDVI (MOD13) 

product와 NCEP/DOE Reanalysis II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실시

간 수준으로 전 세계적 규모에 대한 가뭄을 모니터링하고 감지한다. 

ET는 물, 탄소 및 에너지 사이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ET와 PET의 비율은 습윤 또는 가뭄과 관련이 있어 일반적으로 

지상의 물이용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NDVI는 식물의 광합성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물 부족에 의한 식생의 반응을 보다 효과적으

로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값으로 

DSI가 계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년

에 걸쳐 시간단위별로 산정되었다. 불확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NCEP–DOE II 글로벌 재분석 자료의 월 온도와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였고, DSI의 정확성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어 관련된 모델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Park and Kim, 2009; Mu et al., 2013; 

Zhang and Yamaguchi, 2014). DSI는 기본적으로 8일 간격 및 

연간의 시간해상도와 0.05° 및 0.5°의 공간해상도로 제공되고 있으

며, 사막이나 높은 산, 호수 또는 대도시와 같은 식물이 영구적으로 

거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위도 80N부터 60S 지역에 대하여 제공된

다. 또한, Table 3과 같이 정상 상태를 기준으로 양의 값(+∞)은 

정상보다 습윤 상태이고, 음의 값(-∞)은 정상보다 건조한 상태를 

나타낸다. DSI의 주요 목적은 가뭄 감지이지만 습윤 기간 역시 

감지가 가능하다(Park and Kim, 2009; Mu et al., 2013; Orvos 

et al., 2014; Zhang and Yamaguchi, 2014). 자세한 DSI의 계산 

방법은 Mu et al. (2013)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뭄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물 부족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나 다양한 지역에서의 실시간 가뭄 모니터링을 위하여 주

(week) 또는 8일(8day) 간격의 정보가 중요하다. 8일 간격의 DSI는 

가뭄 기록, 기간, 습윤 혹은 건조 이벤트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다(Mu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TSG (Numerical Terradynamic Simulation Group 

at the University of Montana)에서 제공하고 있는 MODIS 8일 

간격 DSI의 0.05° 자료를 각 가뭄 기간에 따라 수집하였으며, 

지역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리드를 선정하였다. 

2.2.4 표준강수지수(SPI)

가뭄 상황 평가 및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뭄의 

상태를 정량화하여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가뭄지

수를 이용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가뭄지수로는 

SPI, PDSI, SWSI, WADI 등이 있다. 그 중 SPI는 계산과정이 

비교적 쉽고, 강수 부족만으로 가뭄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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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Study Area's DSI

Dongducheon Taebaek

Reference Point
Dongducheon 

observatory
Taebaek weather station

Total Grid 

(Effective Grid)
9 (6) 9 (9)

Average 0.35 -0.14

Maximum 2.29 2.01

Minimum -1.97 -2.29

Data 

Period

1 Year 2000.07.01. ~ 2001.06.30. 2008.07.01. ~ 2009.06.30.

6 Months 2001.01.01. ~ 2001.06.30. 2008.10.01. ~ 2009.03.31.

다수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Ryu et al., 2002; Park and Kim, 

2009; Lee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뭄 연구를 위한 DSI 자료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상학적 가뭄지수 중 SPI를 선정하였다. McKee 

et al. (1993, 1995)은 물 부족이 강수량의 감소에 의해 시작된다는 

것에 착안하였으며, 강수량이 부족하면 각기 다른 용수공급원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으로부터 SPI를 개발하였다. SPI는 특정 

시간의 해당지점 강수량의 누가확률분포로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는 월별로 산출되어 3, 6, 9, 12개월의 누가강수량을 이용하여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가뭄관리 기관인 NDMC

에서도 일자료를 활용한 가뭄지수를 각 지역별 그리드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SPI 월자료와 일자료는 같은 개념으로, 일자료 

역시 시간단위를 90일, 120일 등으로 하여 분석할 수 있다. SPI는 

이론적으로 한계값이 없으며 발생빈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Ryu et al., 2002). 

DSI 자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별 분석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SPI는 일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별 SPI는 누적 강수

량을 시계열로 계산한 다음, 일별로 L-moment 값을 산정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Gamma 분포와 표준정규누적분포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산정한다. Eqs. (1) and (2)의 Gamma 분포의 확률밀도함

수와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여 대상 지역의 SPI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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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강수량 관련 확률 변수이며, 는 축척매개변수, 는 

형상매개변수, 는 Gamma 함수이다.

2.3 자료 상관관계 및 활용성 분석 방법

2.3.1 순위상관계수 분석

순위상관분석은 자료가 순서에 의한 척도인 경우에 사용하며,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는 두 변수

의 순위간의 관계성을 나타낸다. 이는 Eq. (3)과 같이 계산되며, 

범위는 -1에서 1사이이다. 두 변수의 순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1이고, 반대의 경우 -1이 된다. 변수의 분포와 상관없으며, 선형관계

가 없더라도 관계성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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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변수 순위와 변수 순위의 차이이며, 은 변수의 

총 개수이다.

2.3.2 적중률(Hit ratio) 분석

적중률 분석은 관측(observation) 자료와 예측(forecast)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관측된 저수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가뭄 기간별로 DSI 

자료의 적중률을 분석하였다. 수위 관측 자료의 가뭄 기준은 한강홍

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수문조사연보를 통하여 2001년 전곡 

수위관측소의 한탄강 저수위(0.18 m)와 2009년 광동댐 저수위

(665.23 m)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측 자료는 Table 3의 DSI 

분류에서 가뭄을 나타내는 D1 단계부터 D5 단계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for
× (4)

3. 결과 및 고찰

3.1 DSI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이용한 MODIS DSI는 8일 간격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가뭄 시기에 따라 자료 수집 기간을 

선정하였으며, 봄 가뭄의 경우 그 이전 해부터 강수량이 부족하였던 

경우가 많아 2000~2001년, 2008~2009년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측 자료 및 8일 간격 DSI 자료를 통하여 각 지역의 가뭄 

기간을 선정하였으며 동두천 지역의 경우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를 가뭄 기간으로 선정하고, 기간 중 가뭄이 집중되었던 

6개월(2001년 1월~6월)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태백 지역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를 선정하고, 가뭄이 극심하

였던 6개월(2008년 10월~2009년 3월)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 내 기준점을 중심으로 9개 그리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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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SI Grid in This Study

Fig. 5. 8 Days and Daily DSI. (a) Dongducheon, (b) Taebaek

Fig. 6. Time Series Comparison of DSI and SPI. (a) Dongducheon, 
(b) Taebaek

Fig. 7. CDF Comparison of DSI and SPI. (a) Dongducheon, (b) 
Taebaek

선정하였으며, 가뭄 기간에 대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동두천 지역의 경우 유효 그리드는 6개로 나머지 부분은 

식생이 부족하여 DSI 지도에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1:25,000)를 통하여 이 일대에 주거지, 

상업지, 공공시설 등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두천

과 태백 지역의 1년 단위 기간 동안 평균값은 0.35와 -0.14였으며, 

최저값은 각각 -1.97과 -2.29로 DSI 두 지역 모두 가뭄 분류에 

따라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태백 

지역이 동두천 지역보다 좀 더 건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8일 간격 DSI를 일별 DSI로 

산출하였다. 보간법은 측정되지 않은 2개 이상 점들의 값을 주위 

측정값을 통하여 구하는 방법으로, 그 중 가장 간편한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였다(Fig. 5). 

3.2 상관성 분석

3.2.1 표준강수지수(SPI)와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적용된 DSI와 SPI의 가뭄 분류는 Table 3과 같다. 

1년 및 6개월 단위의 DSI 값을 사용하였으며, SPI는 30일, 60일, 

90일, 180일의 시간단위별로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다. 각 단위별로 

가뭄지수의 상관성 분석을 위하여 스피어만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

하였다.

동두천 지역의 경우 1년 DSI의 순위상관 분석 결과, 30일 SPI와

의 상관관계가 0.56으로 산정되었다. 가뭄이 집중되었던 6개월 

DSI의 경우에는 대부분 0.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단위 

기간 평균 0.64를 보인 30일 SPI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 지역의 경우에는 90일 SPI와 상관관계가 상대적으

로 높았으며, 1년 및 6개월 DSI와 상관성 분석 결과 각각 0.33과 

0.40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태백은 동두천에 비하여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Table 5와 같이 대부분 

1년 DSI 보다 6개월 DSI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두천 지역의 경우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태백 지역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1년 DSI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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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DSI and SPI

DSI

Dongducheon Taebaek

1 Year 6 Month 1 Year 6 Month

Spearman's 

Rank

(R
2
)

SPI(30)
0.56

(0.03)

0.71

(0.51)

0.15

(0.00)

0.22

(0.05)

SPI(60)
-0.17

(0.12)

0.74

(0.54)

0.32

(0.14)

0.24

(0.06)

SPI(90)
0.22

(0.12)

0.50

(0.25)

0.33

(0.16)

0.40

(0.16)

SPI(180)
0.25

(0.10)

0.73

(0.54)

0.24

(0.12)

-0.02

(0.00)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of DSI and Water Level

DSI

Dongducheon Taebaek

1 Year 6 Month 1 Year 6 Month

Spearman's Rank

(R
2
)

0.47

(0.22)

0.67

(0.45)

0.23

(0.05)

0.13

(0.02)

Hit Ratio (%) 43.0 65.2 63.3 66.3

Fig. 8. Comparison of DSI and Water Level. (a) Dongducheon- 
Jeongok, (b) Taebaek-KwangdongDam

3.2.2 수자원 가용성과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 지역의 1년 및 6개월 단위의 DSI와 

수자원 가용량 자료인 수위 자료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중률 분석을 통하여 DSI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동두천의 경우 동두천시의 북쪽에 위치한 한탄강의 전곡 수위관측

소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태백은 지역 내 골지천의 상류에 위치한 

광동댐 저수위 자료를 분석하였다. 

동두천 지역의 1년 DSI와 전곡 수위 자료의 순위상관 분석 

결과 0.47이었으며, 6개월 DSI와는 0.67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태백 지역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동두천 지역에 비하여 

상관관계가 낮았으며, 1년 및 6개월 DSI가 각각 0.23과 0.13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중률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두천의 경우 1년 및 6개월 

DSI가 각각 43.0%와 65.2%로 산정되었다. 태백의 경우에는 단위

기간 동안 평균 64.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6개월 

DSI의 적중률이 65.7%였으며, 1년 DSI에 비하여 높은 적중률을 

나타내었다(Table 6).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위성영

상 자료인 MODIS DSI를 활용하여 SPI 혹은 수자원 가용량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DSI 자료의 활용성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첫째,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주요 가뭄이었던 2001년과 2008 

~2009년의 가뭄을 대상으로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역 

가뭄 특성 파악을 위하여 시군구 수준의 지역 단위로 동두천과 

태백 지역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위성영상 자료는 NTSG의 MODIS DSI로 다수의 가뭄 

연구에서 활용된 증발산량과 NDVI 자료를 활용하였다. 8일 간격 

DSI의 0.05° 공간해상도 자료를 각 대상 지역의 가뭄 기간에 따라 

추출하였다. 각 지역에 대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9개 그리드를 선정

하였으며, 이를 선형보간법을 통해 일별 DSI를 산정하였다. DSI와 

각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DSI는 1년 및 6개월로 

가뭄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 지역별로 DSI 자료에 대하여 SPI와 수자원 

가용량 자료를 통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동두천 지역의 경우 30일 SPI와 DSI가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및 6개월 각각 0.56과 0.71로 나타났다. 

또한 수위 자료와의 상관성 분석에 따르면 6개월 DSI가 0.67로 

1년 DSI에 비하여 비교적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DSI 가뭄 

예측(DSI -0.3 이하)과 2001년 전곡 지점의 관측 저수위(0.18 m)를 

비교한 결과 54.1%의 적중률을 보였다. 태백 지역의 경우 동두천 

지역에 비하여 SPI 및 수위 자료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90일 

SPI와의 상관관계는 단위 기간별로 0.33과 0.40으로 분석되었으

며, 동두천과 달리 평균적으로 1년 DSI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DSI 예측 값과 2009년 광동댐 지점의 관측 저수위

(665.23 m)를 비교한 결과 1년 및 6개월 DSI 각각 적중률이 

63.3%와 66.3%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 개발된 위성영상 자료 기반의 전 지구적 

가뭄지수인 DSI와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SPI의 상관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적중률 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월 DSI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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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수준의 적중률을 보여 국내 연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가뭄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에서 DSI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DSI 자료는 8일 

간격의 시간해상도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가뭄 파악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뭄인자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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