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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 위성영상 기반 ESI와 ROC 분석을 이용한 가뭄위험평가

Drought Hazard Assessment using MODIS-based Evaporative Stress Index (ESI) and RO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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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ought events are not clear when those start and end compared with other natural disasters. Because drought events have different timing and severity 

of damage depending on the region,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using satellite images to identify regional drought occurrence differenc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pplicability of drought assessment using the Evaporative Stress Index (ESI) based on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satellite images. The ESI is an indicator of agricultural drought that describes anomalies in actual and reference 

evapotranspiration (ET) ratios that are retrieved using remotely sensed inputs of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and Leaf Area Index (LAI). However, 

these approaches have a limited spatial resolution when mapping detailed vegetation stress caused by drought, and drought hazard in the actual crop 

cultivation areas due to the small crop cultivation in South Korea. For these reasons, the development of a drought index that provides detailed higher 

resolution ESI, a 500 m resolution image is essential to improve the country’s drought monitoring capabilities. The newly calculated ESI was verified 

through the existing 5 km resolution ESI and historical records for drought impacts. This study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the recently developed 

500 m resolution ESI for severe and extreme drought events that occurred in South Korea in 2001, 2009, 2014, and 2017. As a result, the two ESIs 

showed high correlation and tendency using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ROC) analysis. In addition, it will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on the spatial resolution to evaluate regional drought hazard assessment and and the small-scale cultivation area across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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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전지구적 기후변화 및 기상 이변으로 기상재해의 빈

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Zhang and Zhou, 2015), 사회적, 경제

적, 환경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뭄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Wilhite et al., 2000). 가뭄정보 분석 연간 

보고서 (2019)에 따르면 국내 가뭄은 2000년 이전 20년 중 

6개년, 2000년 이후 20년 중 12개년에 발생하였다. 또한, 2012

년 5월, 6월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대비 32%, 2013년 7월, 

8월 남부지방 평균 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40%, 2015년 연중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대비 60% 수준으로 최근 전국적 또

는 국지적으로 매년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뭄은 특성

상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진행 속도가 느려 시간적으로 대처

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가뭄 심도 및 공간적 

분포를 파악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Lee et al., 

2006). 현재 국내 가뭄 관련 유관기관들은 가뭄 관련 정보 및 

모니터링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준강수지수 (Standard 

Precipitation Index, SPI), 표준강수증발산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PEI), 파머가뭄심도지

수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 토양수분지수 (Soil 

Moisture Index, SMI) 등의 가뭄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된 가뭄지수들은 지점 자료의 값

을 내삽하여 공간분포로 재산정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지

점 자료는 미계측 지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취득 및 국내와 

같은 산악지형이 많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

우며, 관측지점이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지

역 및 실제 가뭄 피해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는 한계점이 있다 (Tadesse et al., 2005; Jeong and Cho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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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기적이고 동일한 정확

도의 자료 획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가뭄 모니터링 분야

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Nam 

et al., 2018). 가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위성영

상 기반 가뭄지수는 정규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엽면적지수 (Leaf Area Index, LAI), 

식생활력지수 (Vegetation Health Index, VHI) 등이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국내 관측소 지점 자료와의 비교 검증을 

통해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Park and Kim, 2009; Kim and 

Park, 2010; Nam et al., 2015; Mun et al., 2019). 하지만 식생을 

기반으로 한 지수의 경우 식생의 조밀도 및 포화도, 토양 반

사, 식생의 종류 등에 따라 적용성에 차이가 발생하며, 식생 

성장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므로 단기적인 가뭄보다 장기적인 가뭄 파악에 적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vaporative Stress Index (ESI)는 

Anderson et al. (2007)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른 위성영상 

기반 가뭄지수들보다 빠르고 민감하게 가뭄에 반응한다. 

Anderson et al. (2013)은 미국을 대상으로 VHI, SPI, ESI의 

단기 가뭄평가를 진행하였으며, ESI가 실제 가뭄 사상을 가

장 잘 반영하며 가뭄에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Otkin 

et al. (2014)은 2012년 미국 중부를 대상으로 가뭄 민감도를 

분석하였으며, 작물의 상태변화에 ESI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실제 피해 시기를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ee et 

al. (2019)는 ESI를 활용한 북한의 가뭄 평가를 통해 ESI가 

기존 가뭄지수들과 동일하거나 더 빠르게 가뭄을 판단하며, 

극심한 가뭄 심도를 파악하는 것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Yoon et al. (2020)은 LAI, VHI, ESI 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의 가뭄 분석을 하였으며, ESI가 가장 실제 가뭄을 잘 반영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ESI를 활용한 가뭄 분석 연구에서는 대부분 5 km 

해상도의 ESI (ESI5km)가 활용되었다. 5 km 해상도 영상은 

미국, 중국과 같이 재배 면적이 넓은 지역의 분석에는 적합하

지만, 국내의 경우 작물 재배 면적이 작고 논과 밭 등이 인접

하게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저해상도로 인한 분석의 한계가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상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배환경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가뭄 분석을 위해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위성을 활용

하여 500 m 해상도의 ESI (ESI500m)를 산정하고자 한다. 

ESI500m는 ESI5km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활용성을 검증하고, 

SPI와의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분석을 통

해 국내 가뭄 분석을 위한 가뭄지수로서의 적합성을 확인고

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위성영상 기반 가뭄지수

가. ESI5km 자료 구축 

ESI는 실제 증발산량과 잠재 증발산량의 비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아노말리를 지수화한 가뭄지수이다 (Anderson et 

al., 2015). ESI는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과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협력하여 개발한 전 지구 위성자

료 및 공간정보자료 제공 플랫폼인 SERVIR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취득 가능한 ESI 영상자료는 GOES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산

정되며, 기본적인 산정 식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ET는 실제 증발산량을 나타내며, Atmosphere Land 

Exchange Inverse (ALEXI)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Anderson et al., 1997). ALEXI는 위성영상 기반 Thermal 

InfraRed (TIR) 원격 탐지 모델로 Norman et al. (1995)에서 

제시된 Two-Source energy balance model과 GOES 영상을 통

해 취득한 지표면 온도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지표

면 식물 분포, 태양 복사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증발산량을 

산정한다. PET는 잠재 증발산량을 나타내며, Allen et al. 

(199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FAO-56 Penman Monteith 

(FAO-PM)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계산 식은 식 (2)와 같다.

    
∆

∆ 
 

 


(2)

여기서 ∆는 포화증기압과 온도 곡선의 기울기 (kPa/℃), 


은 이용 가능한 복사열 (






), 는 토양 유속밀도 

(





), 는 포화증기압 (kPa), 는 실제증기압 (kPa), 

는 건습계 상수 (kPa/℃), 
은 일 평균기온 (℃), 

는 

2 m 지점의 풍속 (m/s)이다.

ESI 산정과정에서 잠재 증발산량을 고려하는 이유는 실제 

증발산량만을 사용하여 가뭄을 판단하였을 때보다 지표면 순

복사량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식물 수분 스트레스 판단에 더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Otkin et al., 2018).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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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계산된 증발산량의 비율은 Z-score 방법으로 표준화

된다. 표준화에 사용하는 평균 및 표준편차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격자별로 계산된다. 계산된 ESI는 2, 4, 8주 또는 

1∼3개월 등의 시간 척도에 따라 합성되며 최종적으로 5 km 

해상도의 7일 주기의 영상이 제공된다. 4주 합성된 ESI5km 자

료를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

정한 ESI500m와 비교 검증에 활용하였다.

나. MODIS 위성영상을 활용한 ESI-MODIS 산정

500 m 해상도 ESI를 산정하기 위해 MOD16A2 영상의 실

제 증발산량과 잠재 증발산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MOD16A2

의 실제 증발산량 산정 알고리즘은 MCD12Q1 영상을 활용한 

토지 피복도와 NASA Global Modeling and Assimilation Office 

(GMAO)가 제공하는 6시간 단위의 평균 및 최소 온도, 광합성 

유효 방사량, 습도 등의 기상인자, MOD15A2H를 통해 취득한 

잎 면적 지수 (Leaf Area Index, LAI) 등을 활용한다 (Running 

et al., 2019). 각각의 영상들은 공간 보간 및 해상도 보정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로 가공한 후 계산된다. 잠재 증발

산량은 Monteith (1965)를 따라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




(3)

여기서, s는 포화증기압과 온도 곡선의 기울기, ′는 이용 

가능한 복사열, 는 공기압의 부족량, 

는 표면 저항, 

그 외 인자들은 상수 또는 정의된 값을 사용한다. 

취득한 실제 증발산량과 잠재 증발산량 영상자료는 우리나

라 좌표계에 맞게 정사 보정 후 이상값 제거, Scale factor 계산 

등의 과정을 통해 연구범위에 맞게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영상 처리 및 ESI500m 산정과정은 Fig. 1과 같다. 

ESI500m는 8일 주기의 500 m 해상도이며, ESI5km와 같은 조건

으로 Z-score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표준화한 주기별 ESI 영

상은 3∼4개 주기를 합성하여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월별 

ESI500m 자료로 구축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ESI500m와 ESI5km의 상관분석 및 경향성 분석

기존 ESI5km와 본 연구에서 산정한 ESI500m에서 사용한 위성

영상의 종류, 실제 증발산량 계산 알고리즘, 잠재 증발산량 

계산에 활용한 기상인자 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지수의 상관

분석이 필요하다. 산정한 ESI500m의 가뭄지수로서의 검증을 

위해 과거 심각한 가뭄 시기를 대상으로 ESI5km와 경향 분석 

및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 가뭄 발생 시기를 대

상으로 검증하였으며, 특히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2001년 5

월, 2009년 5월, 2017년 8월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ESI 공간분

포 지도를 통해 실제 가뭄 발생지역, 가뭄 심도 등에 대한 경

향을 비교하였다. 상관분석에 사용한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량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Schober 

et al., 2018),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로 나타난다. 1은 완벽

한 양의 선형 상관관계, -1은 완벽한 음의 선형 상관관계, 0은 

Fig. 1 Flow chart of the ESI estimation process using the MODIS satelli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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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상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선행연구에 따라 Table 1과 같이 정의하였다 

(Kim et al., 2016; Jung et al., 2019). 상관분석은 전국 8개 도에 

대해 주기별 ESI값을 월별로 합성하여 분석하였다.

나.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ROC) 분석

산정한 ESI500m의 가뭄 민감성 및 국내 가뭄 판단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ROC 분석을 활용하였다. 기상 분야에서의 

ROC 분석은 주로 확률예보의 정성적 검증에 활용되는 기법

으로, 실제 가뭄 사례와 가뭄지수와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활용되었다 (Bae et al., 2013; Yoo et al., 2013; So et al., 2014). 

ROC의 분류는 실제 가뭄 시기와 가뭄지수를 통해 확인된 가뭄 

시기로 나누어지며, 가뭄 (Drought)과 비 가뭄 (Non-drought)

에 의해 각각 2가지씩 다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ROC 모형은 Table 2와 같다. 

실제 가뭄 시기에 가뭄지수도 가뭄일 경우 TP (True 

Positive), 가뭄이 아닐 경우 FN (False Negative). 실제 가뭄이 

아닌 시기에 가뭄지수가 가뭄일 경우 FP (False Positive), 가뭄

이 아닐 경우 TN (True Negative)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TP

와 TN의 경우 각각 참의 값으로 판단하며, FP와 FN은 거짓의 

값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확률적 분포로 분류된 4가지 요소를 

y축이 민감도 (식 (4)), x축이 1-특이도 (식 (5))인 좌표계에 

하나의 점으로 표현함으로써 ROC 커브를 나타낼 수 있다 

(Kim and Lee, 2011).

   Sensitivity
TPFN

TP
TruePositiveRate (4)

   Specificity
FPTN

TN
TrueNegativeRate (5)

ROC 분석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영농기 (5월∼9월)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ESI와 비교 분석을 위해 기상 가뭄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6개월 SPI (SPI6)를 활용하였다. SPI6

는 기상청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ESI와 마찬

가지로 8개 도에 대한 월별자료를 구축하였다. 가뭄 기준의 

경우 Anderson et al. (2016)을 참고하여 ESI는 음의 값을, 

Svoboda et al. (2002)을 참고하여 SPI는 –0.5로 선정하였다.

실제 가뭄 시기는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기상청, 농업가

뭄관리시스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가뭄 관련 유관기관의 

자료와 선행연구 (Sur et al., 2014; Yoon et al., 2018) 등을 

토대로 조사하여 Table 3과 같이 종합하였다. 

Ⅲ. 적용 및 결과

1. ESI5km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ESI500m검증

가. 상관분석 결과

MODIS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산정한 ESI500m의 검증을 위

해 기존 ESI5km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SI5km의 경우 7일, 

ESI500m의 경우 8일 주기의 영상 취득이 가능하여 동일한 날짜 

Coefficient ranges of determination Description of linear relationship

-1.0 ≦ r < -0.7 Very strong negative

-0.7 ≦ r < -0.3 Strong negative

-0.3 ≦ r < -0.1 Weak negative

-0.1 ≦ r < +0.1 Negligible

+0.1 ≦ r < +0.3 Weak positive

+0.3 ≦ r < +0.7 Strong positive

+0.7 ≦ r < +1.0 Very strong positive

Table 1 Linear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onfusion matrix of ROC
Previous drought periods

Drought Non-drought

Drought periods (ESI, SPI)

Drought
True Positive

(TP)

False Positive

(FP)

Non-drought
False Negative

(FN)

True Negative

(TN)

Table 2 Two-dimensional contingenc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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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동일한 기간의 분석을 위해 해당 월

에 맞게 3장 또는 4장의 주기별 영상을 한 달로 합성하여 월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상관분석은 8개 도단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

도)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분석하였으며, 결과

는 Fig. 2와 같다. 상관계수 값은 충청남도에서 0.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r=0.607), 충청북도 (r=0.563), 경상

남도 (r=0.530), 전라북도 (r=0.529), 전라남도 (r=0.518), 경상

북도 (r=0.516)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0.470으로 분

석지역 중 가장 낮은 상관계수 값을 보였다. 8개 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양적 선형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국단위로 상관 

분석한 결과는 상관계수 값이 0.631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가뭄 시기와 비 가뭄 시기에 따른 상관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기간에 대한 변화 경향 확인 및 가뭄 시기의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Fig. 3은 전체 기간에 대한 전국의 ESI500m와 

ESI5km 아노말리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X축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영농기를 나타낸 것이며, Y축은 ESI의 아노말리 

값이다. 그래프 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기간은 본 연구에

서 조사한 실제 가뭄 시기이다. 해당 시기에는 지수 값의 감소 

및 증가 경향의 유사성이 다른 시기보다 높았다. 정량적인 분

석을 위해 앞서 분석한 상관분석 결과 (Entire period)와 가뭄 

기간만을 고려한 상관분석 결과 (Drought period)를 비교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괄호 안의 값은 두 시기 상관분석 값의 

차이로, 전 지역에서 가뭄 시기에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상관계수 값이 0.786으로 매우 높은 양적 

선형 상관관계를 보였다.

나. 공간분포 지도를 통한 경향 분석

ESI500m와 ESI5km가 실제 가뭄을 동일하게 나타내는지 확인

하기 위해 공간분포 지도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과거 심각

한 가뭄이 있었던 2001년 5월, 2009년 5월, 2017년 8월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1년 5월은 중부지방에서의 가뭄, 2009

년 5월은 전국에 걸친 가뭄, 2017년 8월은 남부지방에서 극심

Year Month Areas

2001
MAY Gyeonggi-do, Jeollanam-do, Central Region

JUN Nationwide

2008

JUL Southern Region

AUG Southern Region

SEP Southern Region, Gangwon-do

2009
MAY Southern Region, Gangwon-do, Chungcheong-do

JUN Southern Region, Chungcheong-do

2012
MAY Nationwide

JUN Nationwide

2013
JUL Gyeongsangnam-do

AUG Gyeongsangnam-do

2014

MAY Gyeonggi-do, Gangwon-do, Chungcheong-do

JUN Gyeonggi-do, Gangwon-do, Chungcheong-do

JUL Nationwide

2015

MAY Central Region

JUN Nationwide (Exclude Southern Region)

JUL Nationwide (Exclude Southern Region)

AUG Southern Region

SEP Southern Region

2017

MAY Central Region

JUN Nationwide

JUL Nationwide

AUG Southern Region

SEP Southern Region

Table 3 Historical records for severe drought events from 2001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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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Fig.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SI500m and ESI5km for the eight provinces (2001-2019 years)

Fig. 3 ESI anomaly analysis to identify trends in drought period. Vertical red bars indicated severe drought events in South Korea.

Period (a) (b) (c) (d) (e) (f) (g) (h) (i)

Entire

period
0.607 0.470 0.702 0.563 0.530 0.516 0.518 0.529 0.631

Drought

period

0.644

(+0.037)

0.688

(+0.218)

0.742

(+0.040)

0.664

(+0.101)

0.784

(+0.254)

0.706

(+0.190)

0.560

(+0.042)

0.598

(+0.069)

0.786

(+0.155)

※ (a) Gyeonggi-do, (b) Gangwon-do, (c) Chungcheongnam-do, (d) Chungcheongbuk-do, (e) Gyeongsangnam-do, 

   (f) Gyeongsangbuk-do, (g) Jellanam-do, (h) Jeollabuk-do, (i) South Korea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SI500m and ESI5km for the eight provin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period (entire period and 

drough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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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뭄 등으로 가뭄이 발생하였던 해이다. 각 시기에 대한 

공간분포 지도는 Fig. 4와 같다. 경향 비교는 본 연구에서 조사

된 과거 가뭄 시기와 지역만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외

에 가뭄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2001년 

5월 가뭄지도 비교 결과, 두 지도에서 모두 중부지방의 가뭄 

경향이 나타났으며, 2009년 5월의 경우 두 지도 모두 전국적

인 가뭄 경향을 보였으나, 실제 2009년 5월 가뭄의 특징인 

강원도 지역에서의 가뭄 경향은 ESI5km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표현되었다. 2014년 7월의 전국적인 가뭄은 ESI500m에서 구현

되었으며, ESI5km의 경우 경기도에서의 가뭄 경향이 실제와 

차이가 있었다. 2017년 8월은 가뭄으로 인해 남부지방 (경상

남도, 전라남도 등)의 극심한 피해가 있었으며, 두 지도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남부지방에서 극심한 가뭄 경향이 나타났

다. ESI500m의 경우 전라남도의 극심한 가뭄 경향을 보여, 

ESI5km보다 2017년 실제 가뭄 경향을 반영하였다. 지역에 따

라 각 지수가 나타내는 가뭄 심도에 차이가 있었지만 두 지수 

모두 실제 가뭄 시기와 지역을 유사하게 반영하였다.

2. ROC 분석 결과

ROC 분석을 통해 ESI500m를 활용한 가뭄 판단의 유용성 

및 실제 가뭄 시기와의 적중률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의 비

교를 위해 현재 국내 가뭄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SPI6를 함께 

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ESI500m와 SPI6의 데이터

를 월별로 정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지역은 8개 도를 

Fig. 4 ESI500m and ESI5km drought maps for drought duration and depth



MODIS 위성영상 기반 ESI와 ROC 분석을 이용한 가뭄위험평가

58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62(3), 2020. 5

대상으로 하였다. ROC 분석 결과는 Area Under Curve (AUC) 

값으로 나타나며, 적중률은 0.7 초과 0.8 이하일 때 타당하며, 

0.8 초과 0.9 이하일 때 좋음으로, 0.9 초과일 때 매우 좋다고 

판단한다 (Jeong et al., 2016). 분석에 사용한 실제 가뭄 자료

는 8개 도에 대한 24개 가뭄 시기를 정리하여 총 99개 시기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Fig. 5와 Fig. 6은 각각 SPI6와 ESI의 ROC 

분석 결과 및 AUC 값을 나타낸 것이다. SPI6는 전체 지역에

서 높은 적중률을 보였으며, 8개 도의 평균 AUC 값은 0.909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가뭄 현황 자료가 강수 

부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는 것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ESI500m의 ROC 분석 결과 충청남도 (AUC=0.961)와 전라남

Fig. 6 ROC analysis of ESI500m for the eight provinces

Fig. 5 ROC analysis of 6-month SPI for the eight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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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AUC=0.927)에서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였으며, 경기도 

(AUC=0.884), 경상북도 (AUC=0.803), 충청북도 (AUC=0.792), 

전라북도 (AUC=0.785), 경상남도 (AUC=0.779), 강원도 

(AUC=0.683)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체 지역에

서 AUC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가뭄 판단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적중률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전국 단위의 분석에

는 SPI6와 비교하여 ESI500m가 어느 정도 수준의 적중률을 보

이는지,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ESI5km와 비슷한 적중률을 보

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가뭄지수를 비교하였다. Fig. 

7은 전국에 대한 SPI6, ESI500m, ESI5km의 ROC 분석 결과로, 

AUC 값은 SPI6가 0.914, ESI500m가 0.820, ESI5km가 0.851로 

나타났다. 앞선 8개 도의 결과에서와같이 SPI6가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ESI500m 또한 0.820으로 ESI5km와 비교하였

을 때 유사한 값으로,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MODIS 위성 영상을 사용하여 국내 재배환

경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ESI500m를 산정하였으며, 

기존 ESI5km와의 상관분석 및 가뭄지도를 통한 경향 분석, 6개

월 지속기간 SPI (SPI6)와의 ROC 분석을 통해 국내 가뭄 판단

을 위한 가뭄지수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관

분석에는 전체 기간을 비교한 분석과 가뭄 시기만을 고려한 

분석을 하였으며, ROC 분석은 8개 도에 대한 24개 가뭄 발생 

시기를 정리하여 총 99개 시기를 대상으로 SPI6, ESI500m, 

ESI5km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ESI500m와 ESI5km

의 상관분석 결과는 상관계수 값이 0.631로 나타나 높은 양적 

선형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뭄 발생 시기만을 고려하여 분석

한 결과는 0.786으로 전체 기간의 분석 결과보다 높은 상관성

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두 ESI의 계산 알고리즘 및 구성 인자

의 차이는 가뭄 시기보다 비 가뭄 시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된다. 또한, 특정 가뭄 시기와 지역에 대한 공간분포 

지도를 비교한 결과 ESI500m와 ESI5km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 가뭄 판단에 있어서 ESI500m가 ESI5km와 큰 차이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 산정한 ESI500m의 가뭄 판단 적합성을 확인하

기 위해 총 99개 시기에 대해 ROC 분석을 하였으며, AUC 

값은 SPI6 0.914, ESI500m 0.820, ESI5km 0.851로 나타났다. 강수 

부족을 가뭄의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SPI6의 

ROC 분석 적중률이 높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뭄 

시기가 적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두 ESI 지수의 

ROC 분석 결과가 모두 높은 적중률로 비슷하게 나타나, 산정

한 ESI500m가 기존 ESI5km와 비교하였을 때, 해상도의 한계는 

보완하였으며 가뭄 판단 능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국내 가뭄 

판단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ESI500m는 

500 m의 해상도로 논, 밭과 같은 재배지역별 가뭄 판단, 소규

모 지역에서의 가뭄 피해 지역 파악 및 토지 특성별 가뭄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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