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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가뭄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가뭄지수와 위성영상의 식생지수가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규격자 강수량

자료와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표준강수지수와 정규식생지수의 상관관계

를 분석을 통해 봄 가뭄 탐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은 남한 전체이며 3월과 5월에 식생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뭄

유형을 지역별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지수의 상관관계는 시기별, 지역별로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3월 한라산과 지리산

산간지대의 식생은 모든 가뭄 유형에 민감하였고, 5월 호남지방의 농경지는 단기가뭄, 중부지방의 산지지역은 중기가뭄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두 지수의 상관관계 분석은 봄 가뭄에 민감한 지역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NDVI와 SPI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봄 가뭄을 예측하는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표준강수지수, 정규식생지수, 가뭄유형, 가뭄, 위성영상

Abstract : As a method of monitoring and predicting droughts, the drought index and the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of satellite images are being used.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detecting 
drought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tandard precipitation index (SPI) and the NDVI
using the regular spaced grid precipitation data and MODIS images data. The study was conducted on the entire
region of South Korea and the types of droughts where vegetation sensitively responds during March and May
were proposed in each region. As a result of study, it was displayed different correlations of the two indexes
by season and region. The vegetation in the mountainous regions of Mt. Halla and Mt. Jiri was sensitive to all
types of droughts in March, and the farming region of Honam was sensitive to short-term droughts and the
mountainous regions of the central region were sensitive to mid-term droughts. Through which, it was indicated
that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the two indexes is useful in ascertaining the regions sensitive to spring
drought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for use in studies that predict spring droughts by analyzing the
future correlation of NDVI and SPI. 
Key Words : SPI, NDVI, Drought type, Drought, Satelli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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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5차 평가보고서(2014)에서 지난 133년간(1880-2012년) 

지구 평균기온이 0.85℃ 상승하였으며, 폭염과 가뭄 같

은 극한 기후현상들이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반도는 지난 30년간(1981-2010) 연평

균 기온이 1.2℃ 상승하였고, 다른 지역보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산림 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할 가

능성이 크다(성노훈 등, 2015). 따라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한 한반도 산림 생태계의 기

후변화 적응 및 회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림 

생태계가 갖고 있는 기후 민감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매년 봄철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전국적인 봄 가뭄을 계기로 가

뭄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

었다(박정술, 2006). 하지만 가뭄은 지역 및 시간에 따라 

피해 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종합적인 가

뭄관리가 필요하다. 즉,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을 평

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뭄 상황을 시

간적으로 분석하고, 공간적으로 가뭄지역을 탐지하는 

시·공간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공간적 가뭄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가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가뭄지수와 같은 지표가 필요하며, 식생지수는 가

뭄의 정도에 따라 식생의 활력도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

문에 가뭄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가뭄과 식생과의 관계는 주로 가뭄지수와 식생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가뭄이

란 수문학적으로 물의 균형이 깨지고 물이 부족한 현상

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뭄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기 위

해서는 가뭄의 정도와 지속기간 등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가뭄지수들이 개발되었다. 그 중

에서도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표준강수지수(Standard Pre-

cipitation Index: SPI)는 사용이 용이하고 국내외에서 실

제로 발생된 가뭄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활용성도 검증

된 방법이다(박종철 등, 2014). 

따라서 가뭄과 식생과의 관계에서 SPI를 활용한 국내

외의 연구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신수현, 2005; 김경

탁·박정술, 2006; 박정술·김경탁, 2009; 안소라 등, 2014; 

백슬기, 2016). 이 연구들은 SPI와 식생활력도의 상관관

계를 통해 봄철 가뭄에 대한 식생의 민감도를 이해하고

자 하였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수현(2005)

은 기상관측 지점별로 가뭄을 분석하였고, 안소라 등

(2014)과 백설기(2016)는 각각 유역단위와 권역별로 생

산된 SPI를 사용해 식생활력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였다. 박정술·김경탁(2009)은 스플라인기법으로 보

간된 2000~2007년의 4월의 강수량 자료를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분류하여 SPI를 생산하였고, 지역별로 토

지피복도를 중첩시켜 토지피복별 SPI와 다중시기 식생

활력도와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기존연구들에서 식생활력도는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이용하여 정량화

하였다. NDVI는 위성영상 자료로부터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의 식생활력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Kogan, 1997; 김성훈·장

동호, 2014; 김재엽·장동호, 2015). 기존의 연구를 통해 

NDVI가 SPI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관계의 정도는 식

생피복 상태와 SPI의 시간척도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SPI 산정을 위한 강

수 자료를 지점 관측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실제 강수의 공간적 차이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는 강수 발생 지점과 지점과의 불일치라는 문제를 내

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

는 산지의 식생활력도 변화를 저지대의 강수 관측 자료

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지점 관측 

자료를 통계적 또는 지리적 지식 기반으로 내삽하여 강

수분포도를 작성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오랜 기간 강수 내삽을 위해 활용되었던 역거리가중치

법과 공동크리깅에 비해 지형성 강우의 재현에 유리한 

Parameter-elevation Regressions on Independent Slopes 

Model이 제안된 바 있다(Daly et al., 2002; 김맹기 등, 

2012; 박종철·김만규, 2016). 한국에서 역시 MK-PRISM

(김맹기 등, 2012), PRISM-KNU(박종철·김만규, 2016) 

등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후 자료 산출 연구들이 있었

다. 아울러 NASA에서는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NDVI를 제공하고 있어 이

전 연구들에 더욱 지역적인 규모에서 SPI와 NDVI의 관

계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

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비교 연구를 수행하면 더욱 지

역적인 규모에서 가뭄과 식생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

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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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PI에 의한 가뭄 등급

SPI Range Moisture Condition

2.00 ≤ Extremely Wet

1.50 ~ 1.99 Very Wet

1.00 ~ 1.49 Moderately Wet

-0.99 ~ 0.99 Near Normal

-1.00 ~ -1.49 Moderate Dry

-1.50 ~ -1.99 Severely Dry

≤ -2.00 Extremely Dry

출처 : Mckee et al., 1993.

그림 1. 연구 흐름도

한편 박정술·김경탁(2009)는 내륙지역에서 시간척도 

6개월의 SPI 지수가 식생활력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단일 지수만으로 매우 다

양한 지역 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식생에 대한 활력도를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SPI는 단기, 중기, 장기 

가뭄으로 구분하여 분석되고 활용되는데 이 중 NDVI 변

화를 모니터링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한 가지 선정

하는 것은 모니터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한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시·공간적으로 적절한 가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식생활력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뭄의 유형을 시·공간적으로 이해할 필요성

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RISM 기반으로 산출된 정규격자 

강수량 분포도와 MODIS NDVI를 활용하여 1×1km 정규

격자 단위에서 두 지수의 변동계수 분포 결과를 바탕으

로 봄 가뭄 탐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두 지수의 

상관관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단기, 중기, 장기 가뭄 

중 봄철 NDVI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뭄 

유형은 무엇인지를 지역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남한의 내륙전체와 제주도 및 도

서지역이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3년~2014년(12년) 3월

과 5월이다. 3월은 활엽수의 개엽(開葉) 시기 전으로 침엽

수림의 식생활력도만 분석 가능하고 5월은 침엽수와 활

엽수 그리고 농경지의 식생활력도를 분석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여 3월과 5월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SPI 계산을 위한 월강수량 분포 자료는 박종철과 김만

규(2016)에 의해 생산된, 2000~2014년에 대한 공간해상

도 1km의 PRISM-KNU 월 강수량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의 Kling and Gupta Efficiency는 전반적으로 0.65~ 

0.85를 나타냈다. 이 수치는 모델의 모의효율을 평가할 

때 사용하며 이 값이 위의 범위를 나타냈다는 것은 이 

모델을 통해 생산된 자료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SPI는 McKee et al.(1993; 1995)이 개발한 대표적

인 가뭄지수로 가뭄이 상대적으로 물의 수요에 비해 물

의 부족을 유발하는 강수량의 감소에 의해서 시작된다

는 것을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SPI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다양한 시간척도에 대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른 가뭄지수들 보다 통계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면서 시

기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가뭄의 영향을 표현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윤석희·원명수, 2016). SPI의 가

뭄정도 판정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간

의 가뭄을 평가하기 위해 가뭄유형을 별로 1개월(단기가

뭄), 3·6개월(중기가뭄), 12개월(장기가뭄)로 설정하였다.

NDVI자료로는 NASA에서 제공하는 Terra 인공위성의 

MODIS 센서 자료 가운데 MYD13A3 Product 자료를 사

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3년부터 제공되는 월평균 NDVI, 

EVI 자료로 공간해상도 1×1km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3~ 

2014년의 3월과 5월의 NDVI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2000~2014년 3월과 5월의 

별로 생산된 SPI와 2003~2014년 3월, 5월의 NDVI를 격자 

단위로 값을 도출한 뒤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계산하여 SPI와 NDVI의 변동계수의 공간분포를 

분석하였다. 변동계수는 측정단위가 서로 다른 자료의 

변동성을 비교할 때 쓰이는 값으로 표준편차를 산술평

균으로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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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PI와 NDVI의 상관관계 유형

분류 SPI 변동계수 NDVI 변동계수 SPI와 NDVI가 95%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의 의미

유형 1 크다(≤50%) 크다(≤50%) - 큰 기상학적 가뭄에 식생활력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 지점

유형 2 작다(50%≤) 크다(≤50%)
- 작은 기상학적 가뭄에도 식생활력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 지점

[가뭄에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유형 3 크다(≤50%) 작다(50%≤) - 식생활력도가 기상학적 가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은 지점

유형 4 작다(50%≤) 작다(50%≤) - 작은 기상학적 가뭄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은 지점

그림 2. 2003~2014년 3월(a)과 5월(b)의 NDVI 변동계수(%)

도출된 변동계수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크고 작음을 

판단하였다. SPI와 NDVI의 상관관계는 4가지로 분류하

였다. 첫째는 두 지수의 변동계수가 모두 큰 경우이며

(case 1), 둘째는 NDVI의 변동계수는 크지만 SPI의 변동

계수는 작은 지역이다(case 2). 셋째는 SPI의 변동계수는 

큰데 반해 NDVI의 변동계수는 작은 경우이고(case 3), 

넷째는 NDVI와 SPI의 변동계수가 둘 다 작은 경우이다

(case 4). 각 유형별 예상되는 의미는 표 2와 같다. 각 

유형의 분류에는 두 지수의 선형회귀식이 95%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점만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NDVI 변동계수

2003~2014년 MODIS NDVI자료의 3월과 5월을 대상으

로 격자별 변동계수를 계산하여 식생활력도의 변동성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2). 그 결과 3월의 변

동계수 값은 대부분의 지역이 0.1(%p)이상으로 5월보다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변동계수가 큰 지역

은 지리산 산간과 강원도 산간, 한라산 산지, 그리고 서

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였다. 변동 계수가 크게 

나타난 산지지역은 침엽수림보다 활엽수림이 많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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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0~2014년 3월 SPI 변동계수(%)

* SPI 1개월(a), SPI 3개월(b), SPI 6개월(c), SPI 12개월(d).

그림 4. 2000~2014년 5월 SPI 변동계수(%)

* SPI 1개월(a), SPI 3개월(b), SPI 6개월(c), SPI 12개월(d).

하는 지역이었다. 3월은 활엽수의 개엽(開葉) 시기 전으

로 산지지역의 큰 변동계수는 눈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

이 있으며 도시지역은 대기의 에어로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그림 2-a). 이러한 결과는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비교하여 5월의 변동계수는 

저지대 농경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강수상황에 따라 작물의 재배 시기나 생육상태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b).

2. SPI 변동계수

2000~2014년 PRISM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여 격자별

로 3월과 5월의 SPI를 계산하였다. SPI는 별(1, 3, 6, 12개

월)로 변동계수를 계산하였다(그림 3, 4). 

3월의 SPI 1개월 의 변동계수는 강원도 전역과 경기 

북부 그리고 전라북도 일대에서 크게 나타나며 경기남

부, 충청도, 경상도 내륙지역 그리고 남해안 일대에서는 

작게 나타난다(그림 3-a). SPI 3개월은 속리산~소백산 일

대를 중심으로 북쪽은 변동계수가 크게 분포하고, 남쪽

은 작게 분포한다(그림 3-b). SPI 6개월에서는 변동성이 

큰 지역이 위도에 따라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내륙에서 변동계수가 큰 가

운데 강원도, 경기도 북부와 동해안, 남해안 일대에의 변

동계수는 작다. 전라북도와 속리산, 소백산을 따라 변동

계수의 값이 작게 나타난다(그림 3-c). SPI 12개월은 중

부지방의 변동계수가 작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변동계

수가 크게 분포한다(그림 3-d).

5월의 SPI 1개월의 변동계수는 동해안과 대구 일대, 

제주도에서 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난다(그림 4-a). 이는 

5월달 기압배치에 따라 달라지는 기류에 의한 현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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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형회귀식 95%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셀 개수 및 비율

분류
NDVI와 

SPI 별
셀 개수 비율(%)

3월

SPI 1개월 5,119 5.39

SPI 3개월 8,443 8.89

SPI 6개월 6,140 6.47

SPI 12개월 4,455 4.69

5월

SPI 1개월 11,424 11.99

SPI 3개월 7,411 7.78

SPI 6개월 7,239 7.60

SPI 12개월 3,570 3.75

으로 판단된다. SPI 3개월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내륙지역과 평창일대의 강원도 내륙지역의 변동계수가 

그 이외 지역의 변동계수는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경상도 내륙지역은 이동성 고기압에 의한 남서풍, 남동

풍의 영향이며 강원도는 북동기류에 의한 것이다(그림 

4-b). SPI 6개월은 3개월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서해안에서 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난다(그림 4-c). 이는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서풍에 의한 강수량이 반

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SPI 12개월의 변동계수는 중부지

방에서 크게, 남부지방에서는 변동계수가 작게 나타난

다(그림 4-d).

3. NDVI와 SPI의 상관관계를 분석

3월과 5월 두시기의 NDVI와 SPI 변동계수를 4가지 유

형으로 분류한 후 선형회귀식 95%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부분만 도출하였다(그림 5, 6). 기간별 도출된 셀 개수는 

표 3과 같다.

두 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3월의 식생활력도에 가

장 영향을 많이 주는 가뭄지수는 SPI 3개월과 SPI 6개월

으로 나타났다. 기상학적 가뭄에 식생활력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 1과 유형 2은 가뭄지수마다 

다른 분포를 나타내는데 한라산과 지리산 산간지대는 

모든 가뭄지수에서 유형 2번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강수

량에 민감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호

남지방의 저지대는 3번과 4번 유형이 주로 나타나는데, 

3월에는 이 지역에 작물의 재배가 시작되지 않아 NDVI

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3월과는 달리 5월의 식생활력도는 SPI 1개월 가뭄지수

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가뭄

지수보다 단기, 중기 가뭄지수와 상관관계를 만족하는 

지점이 많았다. 계룡산, 월악산, 소백산 그리고 태백산 

일대와 호남지방의 저지대 농경지가 단기가뭄에 큰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방은 전체적으로 유

형 3, 4가 넓게 분포하여 단기, 중기 가뭄지수의 변동성

은 크지만 식생의 활력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SPI 3개월, SPI 6개월 가뭄지수의 식생활력

도가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중부지방의 월악산, 여주, 

춘천 일대와 경상북도 울진, 영양 산지지대 그리고 전라

도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이다. 

각 유형의 지역적인 분포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추후 토지피복, 식생유형, 지형고도 등 다양한 요

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토론

본 연구에서는 PRISM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여 SPI를 

산출하고 이를 MODIS NDVI와 격자별로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1×1km 격자별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지

역을 추출하기 위해 두 지수의 선형회귀식이 9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점만을 선택하였고 이는 

전체의 1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격자단

위에서는 강수량만 활용하는 SPI로 식생의 가뭄을 모니

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

상학적 가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생이 분포하는 지

점을 확인하였으며 두 지수의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 유

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유형 2번에 해당하는 지점

은 식생활력도가 기상학적 가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

는 곳으로 판단된다. 소백산과 지리산 일대 그리고 한라

산 등의 산지가 이에 포함되며 이 지점들이 강수량에 민

감한 원인으로는 지하수의 부족을 제시할 수 있다. 지하

수위의 하강은 가뭄의 시기와 겹치면서 농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성호 등, 2015). 하지

만 농업지역 뿐만 아니라 특정한 외부공급원이 없고 지

하수의 저장 공간이 작은 상류 소유역이 가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Niehoff et al., 2002; Exbrayat et al., 

2010). 따라서 고도나 지하수 보존량을 고려한 SPI와 

NDVI의 상관관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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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월 NDVI와 SPI별 변동계수 상관관계 유형 분류(95% 유의수준 만족)

* SPI 1개월(a), SPI 3개월(b), SPI 6개월(c), SPI 12개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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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5월 NDVI와 SPI별 변동계수 상관관계 유형 분류(95% 유의수준 만족)

* SPI 1개월(a), SPI 3개월(b), SPI 6개월(c), SPI 12개월(d).



표준강수지수와 정규식생지수를 활용한 봄 가뭄 탐지 가능성 분석

- 173 -

그리고 두 지수의 유의한 상관관계 지점에서 제외된 

나머지 약 90%의 지점들은 다른 요인과의 상관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수량 이외에 식생활력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가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자원관리시설인 저수지, 수로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박종철(2015)은 저수지가 농경지역의 하천유출량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물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수자원관리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

점은 인간에 의한 관리가 지속되는 곳으로 가뭄이 발생

하여도 일정기간 식생활력도가 유지될 수 있기에 강수

량과의 상관관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분석의 공간 규모와 가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의 공간적 규모의 불일치성이 상관관계가 낮은 지점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1km 정규격

자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지만 실제 가뭄 발생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은 더 광역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광

역적인 요인으로는 하천유역과 분수계에 의한 물의 공급 

형태를 예시로 들 수 있다. 하천의 하류지역은 상류지역

의 강수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수량이 부족한 상황

일지라도 다른 하천의 유입이 있는 지점은 식생활력도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분

수계, 유역을 설정하여 격자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한 전체를 연구 지역으로 2000~2014

년의 SPI자료와 2003~2014년의 NDVI자료를 사용하여 

1km 격자별로 두 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지수별로 변동계수를 계산하고 유형을 구분하

였으며 선형회귀식이 95%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유형을 분류 하였다. 이를 통해 봄철

에 지역별로 민감하게 나타나는 식생과 그에 따른 가뭄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지수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지점은 전체 

지점의 약 12% 미만인 지점들로 이중 산지지역의 식생

이 기상학적 가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은 지점은 가뭄 취약지점으로 관심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리고 나머지 약 90% 지점들은 식생활력도

가 강수량이외에 다른 요인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되며 이는 격자단위에서는 강수량만 활용하는 SPI로 

식생활엽도 기반의 가뭄을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

다는 것을 암시한다.

두 지수의 격자별 상관관계를 월별로 살펴보면 지속

기간에 따라 다른 분포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월의 

NDVI 변동계수는 중기 가뭄지수인 SPI 3개월, SPI 6개월

과 가장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라산과 지리

산 산간의 NDVI가 단기, 중기, 장기가뭄지수 모두에 민

감하게 반응하였다. 따라서 3월의 식생활력도를 예측하

거나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는 SPI 3개월과 SPI 

6개월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5월의 NDVI 변동계수는 단기, 중기, 장기 가뭄지수 순

으로 연관성이 컸으며 계룡산, 월악산, 소백산 그리고 태

백산 일대와 호남지방의 저지대는 비교적 단기가뭄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의 월악산, 여주, 춘

천 일대와 경상북도 울진, 영양 산지지대 그리고 전라도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는 중기 가뭄에 민감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5월의 식생활력도 예측 및 가뭄 대비 용

도의 자료로 호남지방의 농경지는 단기가뭄지수가 유용

하며 산지지역은 지역에 따라 단기, 중기가뭄지수가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은 강수량뿐만 아니라 토지피복, 수문시설, 지형

고도 등의 요인의 영향을 받아 활력도가 변화한다. 본 연

구에서는 NDVI 자료와 강수량을 바탕으로 한 SPI자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두 지수의 상

관관계 유형의 분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

한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

구는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 두지수의 격자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과 봄철 지역별로 식생활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지수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의의가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NDVI와 SPI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여 가뭄을 예측하는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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