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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기상학적 가뭄 시 
식생의 생태학적 가뭄 상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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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the Ecological Drought Condition of Vegetation during 
Meteorological Drought Using Remote Sensing Data

Jeongeun Won 1)·Haeun Jung2)·Shinuk Kang3)·Sangdan Kim 4)†

Abstract: Drought caused by meteorological factors negatively affects vegetation in terrestrial
ecosystems. In this study, the state in which meteorological drought affects vegetation was defined as
the ecological drought of vegetation, and the ecological drought condition index of vegetation (EDCI-
veg) was proposed to quantitatively monitor the degree of impact. EDCI-veg is derived from a copula-
based bi-variate joint probability model between vegetation and meteorological drought information,
and can be expressed numerically how affected the current vegetation condition was by the drought
when the drought occurred. Comparing past meteorological drought events with their corresponding
vegetation condition, the proposed index was examined, and it was confirmed that EDCI-veg could
properly monitor the ecological drought of vegetation.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spatially identify
ecological drought conditions by creating a high-resolution drought map using remote sen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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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상학적요인에의해발생하는가뭄은육상생태계의식생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본연구에서는

기상학적가뭄이식생에영향을미치는상태를식생의생태가뭄으로정의하고, 영향정도를정량적으로감시

하기위한식생의생태가뭄상태지수(ecological drought condition index of vegetation, EDCI-veg)를제안하였다.

EDCI-veg는식생과기상학적가뭄정보사이의 copula 기반의이변량결합확률모델로부터도출되며, 가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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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상학적변수의변화로부터발생하는기상학적가

뭄은수문순환을통하여여러유형의가뭄으로전파되

어(Jehanzaib et al., 2020) 수자원, 환경, 생태 등의 다양한

분야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강수량부족은

심각한가뭄을초래하여농업생산, 성장등의생태계건

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 궁극적으로생물다양성,

생태계의손실및산림취약성이증가된다(Lovelock and

Ellison, 2007; Djebou et al., 2015; Brandt et al., 2017; Boori

et al., 2022). 이렇듯 가뭄이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상태를 생태학적 가뭄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Crausbay et al., 2017), 생태학적 가뭄의 범위는 매우 다

양하다. 육상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인 식생은 대기,

물, 토양 사이의 주요 연결고리이므로, 가뭄 위험은 육

상생태계를대표하는식생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

있다(Wang et al., 2018; Zhang et al., 2020). 기상학적가뭄

이 식생에 미치는 영향 즉, 식생의 생태학적 가뭄을 정

의하고모니터링하는것은육상생태계의지속가능성

을위해특히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식생 모니터링은 원격탐사 및 지

구관측기술이발전함에따라현장모니터링에서공간

적인 모니터링으로 점차 발전했다(West et al., 2019). 원

격탐사자료는이전방법보다더큰시공간적규모에걸

쳐 주요 식생 관련 변수의 관찰 및 모니터링을 가능하

게 한다(Choi et al., 2013; Sur et al., 2015).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원격탐사 기반의 식생지수인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는식생상태를평가

하는데주로사용되고있으며, NDVI를이용한식생가

뭄지수가다양하게개발되고식생가뭄모니터링에이

용되어왔다(예: Vegetation Health Index (Kogan, 1997);

Vegetation Temperature Condition Index (Wan et al., 2004);

ScaledDrought Condition Index (Rhee et al., 2010); Integrated

SurfaceDrought Index (Zhou et al., 2013); Vegetation Supply

Water Index (Cunha et al., 2015)). 그러나 이들 지수 자체

로는식생의생태학적가뭄상태를모니터링하는데제

한적이다. 본연구에서식생의생태학적가뭄상태는기

상학적가뭄으로인해식생이영향을받은상태로정의

되는데, 식생상태를모니터링하는지수만으로는기상

학적가뭄발생과그에따른식생상태를직접적으로연

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생의 건강 상태는 가

뭄뿐만아니라다양한유형의식생스트레스(해충침입,

병원균, 바이러스, 토지이용및토지피복의변화등)와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식생의

반응은 기상 변수 또는 기상 가뭄지수와 식생 관련 변

수사이의관계로부터조사될필요가있다.

이에따라최근에는식생정보와다양한기후정보를

결합하는 copula기반의결합확률모델이제안되어왔

다(Fang et al., 2019; Jha et al., 2019; Wang et al., 2021). Copula

는수문기상학적스트레스와식생반응사이의의존성

을분석하는데유용한도구로사용된다. Jha et al. (2019)

은 copula를이용하여기온, 강수량및토양수분의변화

시나리오에서인도전역의식생가뭄가능성을추정하

였으며, Wang et al. (2021)은가뭄으로인한건조스트레

스에대한식생의취약성을추정하였다. Zhu et al. (2020)

의 연구에서는 SPI와 식생지수를 결합하여 식생과 가

뭄의 반응을 정량화 하였다. 이처럼 결합 확률 의존성

에기반한관점에서기상학적가뭄이식생에미치는영

향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사전 연구의

일환으로, 저자들은 copula결합모델을이용하여기상

학적 가뭄 시 산림지역 식생의 생태학적 가뭄 발생 가

능성을조사한바있다(Won et al., 2021). 상기의언급된

연구들은기상학적가뭄에대한식생의생태학적가뭄

위험도를평가하였으며, 본연구에서는나아가기상학

적가뭄발생으로인한식생의생태학적가뭄상태를모

니터링하는것을목표로한다.

본연구의새로움은기상학적가뭄과식생반응사이

의확률론적관계를기반으로식생의생태가뭄을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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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을때현재의식생상태가가뭄으로인해얼마나영향을받았는지를수치로표현할수있다. 과거의기

상학적가뭄사상과그에대응하는식생상태를비교하여제안된지수를살펴본결과, EDCI-veg는식생의생

태가뭄을적절하게모니터링할수있음이확인되었다. 또한, 원격탐사자료를활용하여고해상도의가뭄지도

를작성함으로써생태가뭄상태를공간적으로식별할수있었다.



터링할수있는생태가뭄상태지수인Ecological Drought

Condition Index-Vegetation (EDCI-veg)를 제안하는 것

이다. 이를위해먼저원격탐사자료를활용하여기상학

적가뭄을표현하는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Mckee et al., 1993)와식생상태를모니터링하는Vegetation

Health Index (VHI; Kogan, 1997)가추정된다. 이후 SPI와

VHI사이의 copula기반의이변량결합확률모델을구

성하고, 결합확률분포로부터 EDCI-veg를 도출하였다.

제안된 EDCI-veg는발생한기상학적가뭄사상과그에

대응하는 식생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식생의 생태가뭄

상태를모니터링할수있는지수로활용가능한지평가

된다.

2. 자료 및 연구 방법

1) 자료 및 연구 대상 지역

인공위성으로부터 원격으로 관측된 NDVI,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및 강수량이 기상학적 가뭄

및 식생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NDVI는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로부터 제작된 다양한 산출물 중 Terra위성으로부터

수집된 MOD13C2 제품이 이용되었다. LST는 MODIS

Terra위성으로부터 관측된 MOD11C3 제품을 이용하

였다. 이들 자료의 공간적인 해상도는 0.05°이며, 시간

적인 해상도는 월-단위이다. 강수량은 U.S. Geological

Survey (USGS)에서 제공되는 Climate Hazards Infrared

Precipitation with Stations (CHIRPS) 자료를이용하였다.

CHIRPS는 현재 미국국제개발기구의 가뭄 조기경보

시스템 네트워크의 가뭄 모니터링에 사용되고 있다.

CHIRPS는 위성 강우 추정치와 관측소의 관측치를 혼

합하여 1981년부터현재까지생산되고있으며(Shukla et

al., 2014), 최근 가뭄 모니터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

된자료이다(Sandeep et al., 2021). 본연구에서는 2000년

부터 2021년까지의 0.05°의 공간적인 해상도를 가지는

월-단위의 CHIRPS강수량자료를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낙동강 유역의 서쪽에 위치한 감천 유역

을 대상으로 한다. 감천 유역의 면적은 낙동강 유역의

4.2%에해당하며, 8개의소권역을포함한다. 본연구는

원격탐사기반의픽셀자료를이용하므로실제분석영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기상학적 가뭄 시 식생의 생태학적 가뭄 상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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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amcheon basin.



역은감천유역의인근픽셀까지포함한영역(36.35°N–

35.85°N, 127.85°E–128.35°E)으로 설정되었다. Fig. 1은

감천유역의위치와감천유역내소권역을나타낸다.

2) 가뭄지수

기상학적가뭄시식생이받는영향을모니터링하기

위해본연구에서는 VHI를이용하였다. VHI는수분과

온도가식생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기위해널리사용

되는지수이다(Wang et al., 2014). 다양한연구들을통해

식생 모니터링을 위한 VHI의 적용성이 입증되어왔다

(Almamalachy et al., 2020; Javed et al., 2021). VHI는전자파

스펙트럼의가시적및근적외선부분에대한정보를통

합하는 식생상태지수(Vegetation Condition Index, VCI)

와 열적외선에 의한 열상태지수(Thermal Condition

Index, TCI)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VCI는

식생의물에대한스트레스를설명하며, NDVI를이용

하여다음과같이추정된다(Kogan, 1997).

VCIi = × 100             (1)

여기서 VCIi는 픽셀 i에서 추정된 VCI, NDVIi는 픽셀 i
에서관측된NDVI값이며, NDVIi, min과NDVIi, max는VCIi

가 계산되고 있는 월의 자료들 중에서 픽셀 i에서 2001

년부터 2021년 동안 관측된 NDVI의 최소값과 최대값

이다. TCI는 LST에 기초하여 식생의 온도 스트레스를

평가하기위해사용되며다음과같이계산된다.

TCIi = × 100                (2)

여기서 TCIi는픽셀 i에서산정된 TCI이다. LSTi는픽셀

i에서관측된 LST값이며, LSTi, min과 LSTi, max는 TCIi가계

산되고있는월의자료들중에서픽셀 i에서 2001년부터

2021년 동안 관측된 LST의 최솟값과 최댓값이다. VHI

는 VCI와 TCI를이용하여다음과같이계산된다.

VHI = αVCI + (1 – α)TCI                     (3)

여기서 α는일반적으로 0.5이며, 본과업에서도 0.5를적

용하여 VHI를 산정하였다(Kogan, 1997). VHI는 40 이

하일때식생의가뭄을나타내며, 0에가까울수록가뭄

이심화됨을의미한다.

식생에영향을미치는기상학적가뭄은대기의수분

공급측면인강수량부족에의한가뭄으로표현하였다.

이를 위해 강수량 기반의 대표적인 가뭄지수인 SPI가

이용되었다. SPI는 다양한 시간척도에 대한 이동평균

강수량을이용하여계산된다. 각월별로구성된 12개의

시계열에적합한확률분포를추정한후, 각시계열의확

률분포를이용하여누적확률값으로변환한다. 변환된

누적 확률값에 대한 표준정규분포의 Z값을 산출하며,

이때 Z값은 SPI를의미한다. 본연구에서 SPI계산을위

해 2변수Gamma분포를사용하였다. SPI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1-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다양한 시간

척도를적용하여산정된다. 산정된 SPI가 –1 이하일때

에는보통가뭄, –1.5 이하일때에는심한가뭄, –2 이하

일때에는극심한가뭄으로분류된다.

3) Copula 기반의 결합확률분포 모형화

본 연구에서는 SPI와 VHI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

하기위해 copula기반의이변량결합확률분포를모형

화하였다. 이때, 이변량 결합확률분포는 계절별로(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2월) 구성

된다. SPI와 VHI의 결합 누가확률분포는 다음 식과 같

이표현된다(Sklar, 1959).

F(x1, x2) = C(FX1(x1), FX2(x2)) = C(u1, u2)          (4)

여기서 FX1(x1)과 FX2(x2)는 VHI와 SPI의 한계 누가확률

분포로 각각 u1과 u2로 표현되며, C는 copula함수이다.

Copula함수는수문기상분야에서널리사용되는Clayton,

Frank, Gumbel, Gaussian, Student-t함수들이이용되었다.

Copula함수의매개변수는최대우도방법을이용하여

추정되며,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를 이용하

여 5개의 copula함수들중 VHI와 SPI사이의종속구조

를 가장 잘 포착하는 최적 copula함수를 채택하였다

(Sadegh et al., 2017).

최적의 copula함수를이용하여 VHI와 SPI의이변량

결합확률모델을구성하기에앞서 1개월부터 12개월까

지 다양한 시간척도를 가지는 SPI의 최적 시간척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SPI와 VHI사이의 교차상관

분석을수행하고 VHI와교차상관계수가가장높은가

뭄지수의시간척도를최적시간척도로채택하였다. SPI

의최적시간척도를결정한다음, 최적시간척도에서의

SPI와 VHI의 한계확률분포를 결정하였다. 이때 SPI는

계산 과정에서 표준정규분포의 역함수로 산출되기 때

NDVIi – NDVIi, min
NDVIi, max – NDVIi, min

LSTi, max – LSTi
LSTi, max – LSTi,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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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SPI의최적한계확률분포는표준정규분포로채택

되었다. VHI의최적한계확률분포를결정하기위해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6개의 이론적 확률분포(Normal분

포, Log-Normal분포, Gamma분포, Weibull분포, Log-

Logistic분포, GEV분포)를적용하였다. 각분포의매개

변수는최대우도방법으로추정되며, K-S적합도검정

에기반하여 VHI의최적한계확률분포를결정하였다.

SPI와 VHI의최적한계확률분포와최적 copula함수

를 결정한 후 VHI-SPI의 이변량 결합확률분포를 구성

할 수 있다. 결합확률분포가 구성되면 특정 기상 조건

에 따른 VHI의 조건부 확률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 식

(4)의 이변량 결합확률분포로부터 X2≤x2가 주어질 때

X1≤x1의조건부확률은다음식과같이표현된다.

FX1≤x1 | X2≤x2(x1, x2) = 
=  (5)

4) 식생의 생태가뭄 상태지수

본 연구에서는 SPI-VHI의 이변량 결합확률분포를

기반으로기상학적가뭄으로인해식생이받는영향을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EDCI-veg를 제안하였다.

EDCI-veg는식(5)를기반으로 [현재기상조건에서현재

식생상태의비초과확률/평상시기상조건에서현재식

생 상태의 비초과확률]로 정의된다. 이때, 평상시 기상

조건은 SPI = 0으로 정의하였다. Fig. 2는 EDCI-veg를

산정하는확률론적방법을설명한그림이다. 그림에나

타난파란선은평상시(즉, SPI = 0)의식생의확률분포

이며, 주황색선은현재기상조건에서의식생의확률분

포이다. 각 확률분포는 SPI-VHI의 copula결합 확률 모

델을통해도출된다. 파란색으로색칠된면적은평상시

기상조건에서현재식생상태의비초과확률이며, 주황

색으로색칠된면적은현재의기상조건에서현재식생

상태의비초과확률을의미한다. 이때, 주황색면적이파

란색면적보다크면현재기상조건이식생에영향을미

쳤음을의미한다. 이론적으로 EDCI-veg값이 1을초과

하면가뭄으로인해식생이영향을받음을의미하며, 값

이 클수록 현재 기상 조건이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큼

을의미한다.

3. 결과 및 토론

1) 기상가뭄지수의 시간 척도

단기간또는장기간지속된강수량부족과그로인해

영향을받는식생사이에는계절마다그리고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식생이 얼마나 오래 누적된 강수

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를위해 1~12개월까지다양한시간척도에대한 SPI와

VHI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각픽셀및각계절에대하여VHI와교차상관계

수가가장높은 SPI의시간척도를최적시간척도로채

택하였다. Fig. 3은 픽셀별 및 계절별로 채택된 최적 시

간척도의히스토그램을나타내고있다.

C(FX1(x1), FX2(x2))
FX2(x2)

C(u1, u2)
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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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babilistic analysis of ecological drought condition of vegetation during meteorological
drought.



Fig. 3에서 계절별 최적 시간 척도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봄에는 5-개월 및 6-개월의 시간 척도가 가

장 많이 채택되었으며, 여름에는 4-개월 및 11-개월 시

간척도가가장많이채택되었다. 가을에는 2-개월및 3-

개월만이최적시간척도로채택되었으며, 겨울에는 2-

개월및 5-개월의시간척도가가장많이채택되었다. 이

는감천유역의대부분의식생은여름에는식생이단기

간 혹은 장기간의 강수량 부족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가을에는식생이비교적짧게(2~3개월) 지속되는강수

량부족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을의미한다. 픽셀별및

계절별로채택된최적시간척도는서로다르게채택된

것은 SPI와 VHI의 상관관계가 지역마다 다르고, 계절

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픽셀 및 계

절마다각각의기상학적가뭄과식생사이의관계를조

사하는것이중요하다.

2) Copula 기반의 결합 확률 모델

픽셀별로 SPI의 최적 시간척도가 결정되면 SPI와

VHI사이의이변량결합확률분포를모형화할수있다.

이과정에서각계절및각픽셀에대한 VHI의한계확

률분포가결정되었고AIC를이용하여최적 copula함수

가채택되었다. 이변량결합확률분포가모형화되면주

어진기상조건에서 VHI의조건부확률분포를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의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감천 유

역 내에 위치하는 임의의 픽셀을 선정하였다. Fig. 4는

해당픽셀에서의 SPI와 VHI의최적 copula함수를선정

하기위한 AIC결과, 최적 copula함수의 Q-Q plot그리

고 특정 SPI값에서의 VHI의 조건부 확률분포를 보여

준다.

Fig. 4를통해해당픽셀에서의최적 copula함수는계

절마다 다르게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SPI와 VHI의

이변량 결합확률분포를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copula

함수는 봄, 가을, 겨울에는 Clayton함수이며, 여름에는

Gumbel함수이다. SPI와 VHI의 상호작용은 계절마다

다르기때문에계절별로적합한최적 copula함수를결

정하는것이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지역에따라서도기

후와식생의상호작용이다르기때문에픽셀마다개별

적인 AIC분석을통해각픽셀의최적 copula함수를채

택할필요가있다. VHI조건부분포는다양한 SPI조건

에 대해 도출되었다. SPI조건에서 VHI의 누가확률분

포(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가상단으로이

동하는것은곧특정VHI상태에대한비초과확률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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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stogram of optimal time-scale of SPI.



짐을 의미한다. Fig. 4에서 SPI가 낮은 값을 가질수록

VHI의 CDF는왼쪽상단으로더욱이동하는것을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극심한 기상학적 가뭄이 발생할수록

식생이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SPI가 –2 이하인 VHI의 조건부 확률분포(빨간색

의 점선)는 SPI가 0인 VHI의 CDF(검정색의 실선)보다

동일한식생상태에대해더높은비초과확률을가지게

된다. 이는 곧 기상학적 가뭄이 발생하면 평상시 기상

조건보다식생이악화될확률이높은것을의미하며이

는 곧 식생의 생태가뭄 상태를 의미한다. 해당 픽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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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IC values of five copulas for VHI and SPI (Left), Q-Q plot using best-fitted copula (Center), and conditional CDF
of VHI under SPI < 0, SPI < -1 and SPI < -2 (Right).



봄과 여름에 그 정도가 컸으며, 가을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상대적으로기상학적가뭄에영향을적게받을것

으로확인되었다.

3) EDCI-veg의 생태가뭄 모니터링 능력 평가

(1) 시계열 분석

픽셀별로구성된 SPI-VHI의이변량결합확률분포로

부터식생의생태학적가뭄상태를모니터링하기위한

EDCI-veg를산정하였다. Fig. 5는감천유역에위치하는

임의의 한 픽셀에 대한 200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

지 VHI, SPI및 EDCI-veg시계열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때 SPI는 계절별 최적 시간척도를 가지는 가뭄지수

로도시되었기때문에, 계절마다서로다른시간척도의

SPI가 나타날 수 있다. 해당 픽셀에서 SPI의 최적 시간

척도는 봄(5-개월), 여름(1-개월), 가을(3-개월), 겨울(5-

개월)이다. 각 그림에서 회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기상

학적가뭄상태(SPI가–1 이하일때)이면서VHI가 40 이

하일 때를 나타낸 구간이다. 즉, 기상학적 가뭄이 발생

하였을 때 식생이 악화된 상태로, 본 연구에서 정의되

는 식생의 생태학적 가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제안된

EDCI-veg는 식생의 생태학적 가뭄이 발생한 2001~

2002년, 2005~2009년, 2016년 및 2021년에 1 이상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2006년에서 2007년까지 그리고 2008

년에서 2009년까지이어진식생의생태학적가뭄을적

절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Fig. 5를 통해 제안된

EDCI-veg는생태가뭄이발생한기간을식별하고적절

히모니터링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2) ROC 분석

EDCI-veg의식생의생태가뭄모니터링능력을객관

적으로평가하기위해 Table 1과같이설정된 ROC모형

을적용하였다. 생태가뭄이발생(즉, SPI가 –1 이하이며

VHI가 40 이하인 상태)한 월의 EDCI-veg가 임곗값을

초과하면 EDCI-veg가 생태가뭄을 적중한 것이며(Hit,

H), EDCI-veg가 임곗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뭄을 적

중하지못한것(Missing, M)이다. 반대로, 생태가뭄이발

생하지않았던월의 EDCI-veg가임곗값을초과하면실

패(False, F)이며, EDCI-veg가 임곗값을 초과하지 않으

면음의성공(Negative Hit, N)으로설정하였다. 이때, 임

곗값은 1.0, 1.1 및 1.2로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적중률

(Hit Rate, HR)과 오보율(False Alarm Rate, FAR)은 다음

식과같이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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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HI, SPI and EDCI-veg time series.



HR(%) = × 100                       (6)

FAR(%) = × 100                      (7)

각픽셀의과거시계열을분석하여 ROC모형으로부

터 픽셀별 HR및 FAR을 산정하고 HR및 FAR의 정보

로부터 ROC score를 계산하였다. ROC score는 Area

Under Curve (AUC) 값으로 나타나며 ROC score가 1이

면 지수가 가뭄을 완벽하게 모니터링하였음을 의미하

고 0.5에가까울수록모니터링능력이낮음을의미한다.

Fig. 6은모든픽셀에대한 ROC분석결과를나타낸다.

Fig. 6에서임곗값이높아질수록적중률이낮아지고, 임

곗값이낮아질수록오보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EDCI-veg의가뭄기준임곗값이 1일경우, 발생한생태

가뭄을우수하게포착할수있었으나높은오보율을나

타내어낮은 ROC score를보였다. 임곗값이 1.1일때에

는 오보율이 훨씬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중

률은큰차이가없었다. 1.2의임곗값을적용하면 1.1의

임곗값적용시보다낮은오보율을보였으나적중률이

낮은 픽셀이 많이 존재하였다. 모든 픽셀의 평균 ROC

score값은임곗값 1.1일때가가장높았다.

다만, EDCI-veg를이용하여식생의생태가뭄을분명

하게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추후전지역에대한적용

범위를확대하여적절한임곗값을마련하고가뭄단계

별구분이필요할것이다.

(3) 식생의 생태가뭄 지도화

본절에서는 VHI, SPI그리고 EDCI-veg로부터도출

된 나타난 식생, 기상학적 가뭄 그리고 식생 생태가뭄

상태를지도화하였다. Fig. 7은다양한기간에대해VHI,

SPI 그리고 EDCI-veg의 공간 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7을통해 2008년 10월은감천상류, 감천수위표및율

곡천 부근에서 생태가뭄이 극심하게 발생한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감천 유역의 동쪽 지역에서는 강

수량부족상태와식생의부정적이었던상태로 EDCI-

veg는해당지역을극심한식생의생태가뭄으로감지하

고있었다. 2009년 1월은평균 SPI가–1.8 이하인심한강

수량 부족이 발생한 시기이다. 그러나 해당 시기의 식

생 상태는 감천 상류 및 중류 부근을 제외하고 식생 건

강성이 좋은 상태이다. 즉, 극심한 기상학적 가뭄이 발

생하였지만감천상류및중류를제외한지역은식생이

영향을받지않은상태로식생의생태가뭄이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EDCI-veg는 식생 악화가 나

타난 감천 상류 및 중류 부근을 중심으로 심한 식생 생

태가뭄을모니터링하였다. 이와유사하게, 2015년 10월

은 SPI가평균 –1 이하인보통가뭄이발생하였다. 이때

감천하류 부근의 식생이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EDCI-veg는 감천하류를 중심

으로식생생태가뭄이발생하였음을나타내었다. 우리

는 Fig. 7의생태가뭄지도화를통해기상학적가뭄과식

생상태에따라생태가뭄이발생한지역을식별할수있

었다.

F
F + N

H
H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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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ROC analysis of EDCI-veg.

Table 1.  ROC Model
Ecological drought

Drought Non-drought

EDCI-veg
Drought Hit (H) False (F)

Non-drought Missing (M) Negative hit (N)



4.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감천 유역에서 기상학적 가

뭄이 식생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즉, 식생의 생태가뭄

상태를모니터링하는것이었다. 이를위해기상학적가

뭄지수와식생지수즉, SPI-VHI사이의이변량결합확

률모델을 구성하고 결합확률분포로부터 EDCI-veg를

제안하였다. EDCI-veg의시계열을통해식생의생태가

뭄이발생한시기를식별하고, 발생상황을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또한,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EDCI-veg의

공간지도는동일한기상학적가뭄상황에서도생태가

뭄이 특히 더 심각한 지역을 식별할 수 있었다. EDCI-

veg의 모니터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ROC분석은 임

곗값을 1.1로 설정하였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보

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남한 전 지역에 대해 적용 범위

를확대하여식생의생태가뭄모니터링을수행할필요

가 있다. 전 지역에서의 생태가뭄 모니터링을 통해 지

역별로생태가뭄의특성을식별하고, 남한에적용할수

있는 대표적인 가뭄 임곗값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DCI-veg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과같은생

태가뭄의단계별기준을마련하여식생생태가뭄을명

시적으로표현할필요가있을것이다.

본연구는강수량부족에기인하는기상학적가뭄으

로인한식생생태가뭄을모니터링하는것에중점을두

었다. 그러나강수부족으로인한기상학적가뭄뿐만아

니라과도한증발산이원인으로작용하여발생하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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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rought severity map of VHI, SPI, and EDCI-veg.



상학적 가뭄에 대한 생태가뭄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극한 기후 현상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생

과가뭄사이의관계를식별하는데에는이변량결합구

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증발산을포함한다양한기후조건을포괄할수있는고

차원의 copula모형을적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식생의생태학적가뭄이발생했을때가

장직·간접적으로피해를받는곳은논, 밭, 과수원등과

같이농작물생산이이루어지는지역이다. 이에따라추

후연구에서는토지피복에따른생태가뭄분석을수행

하고모니터링함으로써지역특성을반영하여가뭄판

단기준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본연구의EDCI-

veg를기반으로향후연구에서는다양한측면의가뭄으

로발생하는식생의생태가뭄을보다합리적으로모니

터링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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