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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위 자료를 이용한 제주도 지하수계의 가뭄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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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ntitative assessment of groundwater level change under extreme event is important since groundwater system is directly 

affected by drought. Substantially, groundwater level fluctuation reveals to be delayed from several hours to few months after 
raining according to the aquifer characteristics. Groundwater system in Jeju Island would be also affected by drought and 
almost all regions were suffered from a severe drought during summer season (July to September) in 2013. To estimate the 
effect of precipitation to groundwater system, monthly mean groundwater levels in 2013 compared to those in the past from 48 
monitoring wells belong to be largely affected by rainfall(Dr) over Jeju Island were analyzed. Mean groundwater levels during 
summer season recorded 100 mm lowered of precipitation compared to the past 30 years became decreased to range from 2.63 
m to 5.42 m in southern region compared to the past and continued to December. These decreasing trends are also found in 
western(from –1.21 m to –4.06 m), eastern(-0.91 m to –3.24 m), and northern region(from 0.58 m to –4.02 m), respectively. 
Moreover, the response of groundwater level from drought turned out to be –3.80 m in August after delaying about one month. 
Therefore, severe drought in 2013 played an important role on groundwater system in Jeju Island and the effect of drought for 
groundwater level fluctuation was higher in southern region than other ones according to the regional difference of 
precipitation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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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가뭄은 기상학적으로 강수량이 평균 이하의 상태

를 지속하는 경우로, 가뭄이 지속되는 경우 지하수 수

문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Song 등, 2013a).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된 2012년 봄 가뭄의 경

우, 5월과 6월의 전국 62개 기상관측소의 강수량은 30

년 월평균 강수량(1971-2000)에 비해 각각 41%와 

50% 감소하였다. 특히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경우 5월 

강수량이 각각 20%와 21%로 감소됨에 따라 다른 지

역에 비해 가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는 지하수위 변화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총 57개소의 농촌지하수관

리 관측망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된 전국의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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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위는 1월 대비 6월말에 0.58 m 하강하였으며 

이 중 가뭄이 가장 심했던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1.93 
m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Song 등, 2012). 

일반적으로 강수에 의한 지하수위 반응은 수시간

에서 수개월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뭄

과 같은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강수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또는 파머가뭄

지수(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 등 가뭄지

수를 활용한 분석이 효과적이다(Kim 등, 2006). 특히 

국가지하수관측정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월평균 지하수위와 SPI 가뭄지수의 상관성

을 분석한 결과, 봄철인 3월∼5월의 지하수위 기울기

와 SPI 가뭄지수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지하수위의 심도가 깊을수록 가뭄의 강도가 증

가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Kim 등, 2012). 또한 

기상조건에 비해 SPI 가뭄지수에 대한 지하수위의 민

감도와 지속성이 높고, 특히 지속시간 3개월의 가뭄인 

경우에는 지하수위 변화가 SPI 가뭄지수에 비해 1주
일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뭄지수와 지하

수위 상관성을 이용한 가뭄 예측에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제시하였다(Kim 등, 2006).
제주도의 경우 과거 30년간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을 활용한 SPI와 PDSI로 가뭄을 분석한 결과, SPI는 

봄과 겨울철 가뭄이 상대적으로 나타난 반면 PDSI는 

9∼11월 기간 중에 낮아 상대적으로 가을철에 가뭄이 

극심했던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Song 등, 2013b). 이
는 SPI가 강수량만을 고려하는 반면 PDSI는 온도를 

통해 산정되는 증발산량을 고려하고 있어서, 제주지

역의 지형적 특성으로 겨울철 강수량이 많아 봄가뭄

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까

지 이러한 가뭄이 제주도 지하수위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제주도에 발생한 여름가뭄

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 운영 중인 115개 관측정 

중 강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류한 4개 권

역별 관측정(Song 등, 2013a)의 과거 월별 가뭄지수와 

월평균 강수량 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특성으로부

터 가뭄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2.1. 권역별 강수량 및 표준강수지수를 이용한 가뭄 평가  

가뭄은 기상학적 가뭄, 기후학적 가뭄, 농업적 가

뭄, 수문학적 가뭄, 사회경제적 가뭄 등 다양한 영역으

로 구분되며, 분석 방법에 따라 강수량 등의 기상조건

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저수량과 유역 유출량, 토
양수분 등의 수문학적 조건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Yoo, 2009). 이 중 강수량을 이용한 가뭄 

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은 가뭄빈도공식을 이용한 방식

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수반된 극사상 발

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가뭄지수를 이용한 분석 기법

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Song 등, 2013b).
이러한 가뭄지수 중 SPI는 특정한 기간에 대한 시

간단위(1월, 3월, 6월 등)별로 강수 부족량을 산정하

여 각각의 용수공급원이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

하는 방법으로, 강수량, 기온, 유효 토양수분량을 근거

로 산정하는 PDSI와는 다르다. SPI는 대상기간 중의 

강수 확률분포를 정규분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

된 표준강수지수로, 토양 수분함량과 달리 장기간의 

강수에 영향을 받는 지하수자원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가뭄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cKee 
등, 1993). 따라서 특정 기간에 대한 평균 SPI는 0이 

되며, 가뭄은 연속적인 음수로 -1.0 이하에 도달하면 

발생하고 -0.99 이상이 되면 종료된다(Table 1).

SPI value Classifications

2.00 < Extreme wet

1.50 ∼ 1.99 Very wet

1.00 ∼ 1.49 Moderately wet

-0.99 ∼ 0.99 Near normal

-1.00 ∼ -1.49 Moderate drought

-1.50 ∼ -1.99 Severe drought

-2.00 > Extreme drought

Table 1. Classification of drought intensity using SPI (McKee 
et al., 1993) 

본 연구에서는 30년 이상 기상자료가 축적된 제주

도 내 4곳의 기상대(제주, 서귀포, 고산, 성산)의 강수

량 일자료를 SPI 산정에 이용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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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Well name Elevation
(m)

Depth
(m)

Operating
Period(year) Region Well name Elevation

(m)
Depth

(m)
Operating

Period(year)

Eastern
(7)

HC3 87.45 186 2003-2013 Southern
(12)

WM2 76.71 210 2005-2013
HC4 117.99 230 2003-2013 YH 128.49 135 2001-2013
HD4 190.99 370 2003-2013

Northern
(22)

BS 167.70 200 2003-2013
JD4 167.55 330 2003-2013 DH 150.00 161 2001-2013
JD5 201.36 408 2003-2013 DN2 86.00 150 2008-2013

SeH2 58.10 186 2010-2013 EE2 189.00 280 2008-2013
SS4 176.61 323 2003-2013 GDR 112.18 240 2009-2013

Western
(7)

AS 40.05 119 2001-2013 HG2 88.80 100 2002-2013
HL2 59.12 190 2005-2013 HG3 115.63 140 2001-2013
MW 96.88 110 2003-2013 HmD2 17.32 150 2003-2013
PP 14.94 140 2007-2013 ID2 58.07 100 2009-2013

SG1 70.00 160 2008-2013 JC2 82.86 100 2002-2013
SG2 80.00 180 2008-2013 JC3 111.07 122 2001-2013
YS2 37.44 185 2004-2013 JJ1 131.61 160 2003-2013

Southern
(12)

HS1 104.50 204 2007-2013 OR 233.09 250 2003-2013
HS2 245.82 242 2003-2013 SaG1 50.00 150 2007-2013

HwS2 66.63 140 2010-2013 SaG2 146.01 175 2003-2013
SG3 257.00 352 2009-2013 SaG3 250.00 350 2008-2013
SH 69.30 135 2011-2013 SC2 51.76 120 2006-2013
SL1 103.07 110 2001-2013 SC3 97.72 120 2004-2013
SY3 370.00 470 2008-2013 SinE 54.88 80 2001-2013
TH2 89.47 100 2001-2013 SY2 75.36 210 2004-2013
TP1 36.00 85 2001-2013 YD 105.14 130 2001-2013
TP2 217.80 130 2001-2013 YD2 162.20 300 2004-2013

Table 2.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classified into Dr type (Song et al., 2013)

Fig. 1. Location map of 48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with JJ(Jeju), SGP(Seogwipo), SS(Seongsan), and 
GS(Gosan) weather stations. 

2.2. 권역별 지하수위 관측망

지하수위는 다양한 수문학적 현상에 의해 지배를 

받는데, 양수 등 인간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과 더

불어 강수량, 대기압, 지진 등 자연적인 요인이 대표적

이다(Freeze and Cherry, 1979; Todd, 1980). 또한 최

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해안지역 대

수층의 지하수위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herif

와 Singh, 1999; Song과 Zemansky, 2012; Song과 

Zemansky, 2013).
Song 등(2013a)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115개소 지하수위 관측망을 변동유형별로 분석하여, 
강수와 양수의 동시 영향을 받는 관측정(Drp), 강수에 

의한 영향을 받는 관측정(Dr) 및 특별한 영향요인이 

없는 경우(De)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분류 결과 동심

원 형태로 변동유형이 구분되는데, 해안선과 평행한 

해발고도 200 m 이하의 관측정은 전반적으로 양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수하게 강

수에 의한 영향을 받는 48개소의 관측자료만을 분석

에 이용하였다(Fig. 1 참조). 

3. 연구결과

3.1. 강수량 분석

1924년부터 2004년까지 81년간 제주지역의 연평

균 강수량은 1,438.4 mm로 한반도 내륙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중의 시계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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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Jeju Seogwipo Seongsan Gosan

Mean(A)
(‘81-’10) 2013(B) (B)-(A) (B)/(A) 

(%)
Mean(A)
(‘81-’10) 2013 (B)-(A) (B)/(A) 

(%)
Mean(A)
(‘81-’10) 2013 (B)-(A) (B)/(A) 

(%)
Mean(A)
(‘81-’10) 2013 (B)-(A) (B)/(A) 

(%)

Jan 68.0 20.5 -47.5 30 63.8 40.1 -23.7 63 78.9 37.0 -41.9 47 41.4 20.5 -20.9 50 

Feb 53.7 60.5 6.8 113 67.9 106.0 38.1 156 70.6 97.5 26.9 138 42.1 72.2 30.1 172 

Mar 85.9 55.2 -30.7 64 128.4 59.4 -69.0 46 134.7 64.3 -70.4 48 73.3 55.0 -18.3 75 

Apr 86.5 94.5 8.0 109 176.2 112.5 -63.7 64 149.0 132.8 -16.2 89 91.4 63.5 -27.9 69 

May 99.7 59.7 -40.0 60 205.7 160.5 -45.2 78 169.6 154.5 -15.1 91 97.8 95.3 -2.5 97 

Jun 179.4 160.5 -18.9 89 266.6 156.0 -110.6 59 229.9 205.1 -24.8 89 150.1 121.4 -28.7 81 

Jul 212.5 14.7 -197.8 7 293.8 18.8 -275.0 6 269.2 16.4 -252.8 6 173.3 6.1 -167.2 4 

Aug 276.4 74.2 -202.2 27 324.4 171.3 -153.1 53 367.6 222.5 -145.1 61 216.5 77.0 -139.5 36 

Sep 214.8 82.1 -132.7 38 187.4 70.0 -117.4 37 221.7 90.1 -131.6 41 100.0 79.3 -20.7 79 

Oct 76.1 113.5 37.4 149 86.1 76.9 -9.2 89 93.1 116.6 23.5 125 52.4 21.1 -31.3 40 

Nov 71.1 82.0 10.9 115 94.7 85.6 -9.1 90 105.2 146.3 41.1 139 65.1 71.5 6.4 110 

Dec 52.2 38.4 -13.8 80 51.5 28.4 -23.1 57 71.3 71.9 0.6 114 34.7 13.6 -21.1 41 

Total 1,476.3 855.8 -620.5 58 1,946.5 1,085.5 -861.0 56 1,960.8 1,355.0 -605.8 70 1,138.1 696.5 -441.6 61 

Table 3. Monthly precipitation in 2013 compared to the average value during the past 30 years at four weather stations in Jeju 
Island (unit: mm)

분석한 결과 1.8 mm/year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Kim 등, 2006). 특히 1980년 중반 이후부터는 연간 

강수량의 변동폭이 커지는데 이는 극한 강수사상의 

증가와 연관되며, 연평균 강수량의 50% 이상이 6∼9
월 기간 중 장마 및 태풍과 연관되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적인 강수량 분포 특성을 기

초로 2013년 여름가뭄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기 위하여, 과거 30년(1981-2010) 기간 중의 월평균 

강수량에 대한 2013년 월평균 강수량의 차이를 계산

하였다(Table 3).
과거 30년간 평균 강수량은 제주 기상대 1,476.3 

mm, 서귀포 기상대 1,946.5 mm, 성산 기상대 1,960.8 
mm, 그리고 고산 기상대 1,138.1 mm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동부와 남부지역에 위치한 성산기상대와 서귀

포기상대의 30년 평균 강수량은 서부지역에 위치한 

고산기상대에 비해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제주지역의 강수량은 과거 30년 평균값 대

비 약 30~44%의 감소되었으며, 특히 연간 강수량이 

가장 높은 성산기상대의 경우 1,355.0 mm로서, 과거 

30년 평균값에 비해 약 3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연간 강수량이 가장 낮은 고산기상대의 경우 2013

년 강수량 696.5 mm로 약 39%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서귀포기상대의 경우에는 약 44% 감소

로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4곳의 기상관측소의 2013년 강수량은 2월, 10월 및 

11월을 제외하면, 과거 30년 평균 강수량에 비해 약 

3~96%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부지역 

고산기상대의 경우 2013년 7월의 강수량은 과거 30년 

평균 강수량(173.3 mm)의 약 4%(6.1 mm)로 급격하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서귀포 및 성

산기상대의 경우에도 과거 30년 평균 대비 6∼7% 범
위로 매우 적은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극한 강

수사상은 7월에 비하여 8월에 약간 완화되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의 강수량은 과거 30년 

평균 대비 27∼61% 수준에 불과하였다(Fig. 2). 상자

그림(box plot)을 이용하여 권역별 기상대의 2013년 

월별 강수량을 과거 30년 평균값과 비교한 결과, 2013
년 7월의 경우 4곳 기상대에서 공통적으로 과거 30년 

평균값의 최소값보다 낮은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이
러한 추세는 권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8월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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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Monthly precipitation at Jeju(a), Seogwipo(b), Seongsan(c), and Gosan(d) weather stations in Jeju Island. Soild and 
hatched bars indicate the monthly precipitation both for an average value of last 30 years and in 2013, respectively.   

(a) (b)

(c) (d)

Fig. 3. Box plot for monthly precipitation in 2013 compared to the average value at Jeju(a), Seogwipo(b), Seongsan(c), and 
Gosan(d) weather stations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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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eju
1 -1.31 0.11 -0.55 0.26 -0.57 0.01 -2.32 -1.75 -0.63 0.73 0.49 -0.09
3 0.95 0.65 -0.96 -0.23 -0.53 -0.27 -1.46 -1.93 -2.19 -1.30 -0.33 0.57
6 2.09 1.37 -0.08 0.31 -0.13 -0.68 -1.31 -1.87 -1.91 -1.67 -1.60 -1.77

Seo
-gwipo

1 -0.23 0.73 -1.24 -0.84 -0.27 -0.84 -2.25 -0.85 -0.89 0.28 0.30 -0.15
3 1.08 1.16 -0.54 -0.85 -1.38 -1.21 -1.89 -2.12 -2.25 -1.21 -0.73 0.01
6 2.46 0.52 0.15 0.00 -0.43 -1.24 -1.92 -2.10 -2.26 -2.04 -2.19 -2.09

Gosan
1 -0.75 0.89 -0.45 -0.66 -0.01 -0.20 -1.70 -1.21 -0.07 -0.75 0.43 -0.90
3 1.28 1.67 -0.24 -0.22 -0.52 -0.50 -1.26 -2.18 -1.90 -1.42 -0.45 -0.42
6 1.34 1.21 0.65 0.56 0.23 -0.57 -1.22 -1.90 -1.78 -1.76 -2.03 -2.00

Table 4. Summary of monthly SPI 1, SPI 3, and SPI 6 using 2013 weather data at Jeju, Seogwipo, and Gosan weather station  

(a) (b) (c)

Fig. 4. Box plot of monthly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SPI) showing SPI 1(upper), SPI 3(middle), SPI 6(lower) at 
Jeju(a), Seogwipo(b), and Gosan weather station(c).

3.2. 표준강수지수(SPI) 분석

가뭄 분석을 위하여 활용된 SPI지수는 지속기간이 

각 1개월, 3개월 및 6개월인 SPI 1, SPI 3, SPI 6을 이

용하였으며, 극심한 가뭄(severe drought)을 지시하는 

–1.5 이하가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2013년 월별 

가뭄의 영향을 과거 30년간의 월별 SPI와 비교하였다

(Table 4; Fig. 4). 
SPI 1을 이용하여 분석한 2013년 북부지역의 제주

기상대의 가뭄은 7월 –2.32, 8월 –1.75로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2013년 7월의 강수량이 과거 30년 

평균인 212.5 mm에 비해 7% 수준인 14.7 mm로 급격

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낮은 SPI 
1 지수는 서귀포와 고산기상대에서도 각각 –2.25와 

–1.70으로 나타나 가뭄의 영향이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SPI 3의 경우, 남부지역의 서귀포기상대

에서 2013년 7월에 –1.89로 가뭄이 가장 심한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북부와 서부지역인 제주기상대와 

고산기상대에서도 2013년 8∼9월 사이에 극심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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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Western Southern Northern Eastern Western Southern Northern

Jan
Mean 11.32 15.86 63.62 15.22 

Jul
Mean 12.93 17.43 65.69 15.06 

2013 11.78 18.70 63.15 19.77 2013 12.01 16.22 63.06 15.64 
Differ.* 0.47 2.84 -0.47 4.55 Differ. -0.91 -1.21 -2.63 0.58 

Feb
Mean 10.87 15.34 63.12 14.35 

Aug
Mean 13.46 17.73 66.24 16.38 

2013 11.45 17.91 62.57 18.41 2013 11.50 15.16 62.44 14.86 
Differ. 0.58 2.58 -0.55 4.06 Differ. -1.96 -2.57 -3.80 -1.52 

Mar
Mean 10.58 15.23 62.78 13.99 

Sep
Mean 14.26 17.98 67.35 18.32 

2013 11.32 17.26 62.27 17.40 2013 11.02 13.92 61.93 14.30 
Differ. 0.74 2.02 -0.51 3.41 Differ. -3.24 -4.06 -5.42 -4.02 

Apr
Mean 10.72 15.22 62.85 13.78 

Oct
Mean 13.94 17.47 66.73 16.36 

2013 11.17 16.55 62.03 16.92 2013 10.70 13.34 61.54 14.06 
Differ. 0.45 1.34 -0.82 3.14 Differ. -3.24 -4.13 -5.19 -2.30 

May
Mean 11.25 15.08 63.36 13.74 

Nov
Mean 12.86 17.42 65.43 17.81 

2013 11.13 16.11 61.98 16.37 2013 10.26 12.90 61.10 13.62 
Differ. -0.12 1.03 -1.38 2.63 Differ. -2.60 -4.52 -4.33 -4.19 

Jun
Mean 11.74 15.38 63.66 13.72 

Dec
Mean 12.13 16.72 64.45 16.64 

2013 11.60 16.43 63.41 15.89 2013 9.89 12.71 60.74 12.75 
Differ. -0.14 1.04 -0.25 2.17 Differ. -2.24 -4.01 -3.71 -3.89 

* Differ.: difference between 2013 and mean value

Table 5. Regional groundwater level variability with monthly mean groundwater level for the past and in 2013 (unit: m)

뭄(-2.25~-1.93)이 나타났다. 특히 남부지역의 서귀포

기상대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2.25~-1.89 
범위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SPI 6의 경우도 SPI 3과 마찬가지로 남

부지역에서 2013년 7월 –1.92로 가뭄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으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가뭄(-2.26~-1.92 
범위)이 나타났다. 서부와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SPI 3
과 마찬가지로 2013년 8월 이후부터 극심한 가뭄(서
부 -2.03~-1.76; 북부 -1.81~-1.60)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ong 등(2013b)은 과거 자료(1981∼2010, 30년

간)를 분석하여 서부지역 고산기상대의 경우 SPI 3과 

SPI 6 모두 봄과 겨울철에 가뭄이 집중되었으며, 제주

지역 전체적으로도 2∼4월에 가뭄이 극심했던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결과를 이용

하여 분석한 2100년까지의 SPI 결과도 여름철의 가뭄

의 징후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과

거에 비해 가을철과 겨울철의 가뭄이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2013년의 여름철의 가뭄

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가뭄에 

따른 지하수위와의 상관성을 밝혀 미래 극사상에 따

른 지하수계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3. 지하수위 분석

제주도에 설치된 총 115개소의 지하수 관측망을 권

역별로 분류하면 동부지역(30개소), 서부지역(22개
소), 남부지역(26개소), 북부지역(37개소)로, 이 중 해

발고도 200 m 이상에 위치하는 관측정은 총 16개소이

다. 115개 관측정 중강수에 의한 영향을 받는 관측정

은 총 106개소로 전체의 약 92%에 해당된다. 이 중 주

변의 양수에 의한 영향을 동시에 받는 관측정 58개소

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강수에 의한 영향을 받는 관측

정(Dr)은 48개소(동부 7, 서부 7, 남부 11, 북부 22 개
소)로 약 42%에 해당된다(Song 등, 2013a). 따라서 가

뭄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은 강수에 의한 영향을 받는 

관측정으로 분류된 48개소(남부 1개소는 설치 후 1년 

경과로 분석에서 제외, Table 2)에 대하여, 과거 월평

균 지하수위값에 대해 2013년 월평균 지하수위값의 

차이를 계산하였다(Fig. 1; Table 5).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3년 강수량의 경우 과거 

30년간 평균 강수량 대비 56∼70% 수준이며, 특히 

2013년 3월 이후부터 9∼10월까지의 강수량 감소가 

과거 30년 평균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강

수량의 감소는 지하수위의 하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 남부지역인 서귀포기상대의 과거 30년 평균 대비 

2013년 강수량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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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Box plot for monthly groundwater level in 2013 compared to the average value in northern(a), southern(b), eastern(c), 
and western(d) regions in Jeju Island.

소함에 따라, 2013년 지하수위도 역시 과거 동일기간 

평균 지하수위에 비해 하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
부지역의 11개소 관측망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강수

량 감소로 인하여, 과거 동일기간 평균 지하수위 대비 

2013년 지하수위는 1월부터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강수량의 감소가 100 mm 이상 관측된 2013
년 6∼9월 기간 중, 7월부터는 지하수위가 과거 동일

기간 대비 -2.63 m 이상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8월에

는 -3.80 m 까지 큰 폭의 하강현상이 지속되었다. 지
하수위 하강은 2013년 연말까지 지속되었는데, 9월에 

과거 동일기간 대비 –5.42 m까지 하강한 후 차츰 회

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하수위 변화는 강수량 변동에 따른 지하

수위 반응이 약 1개월 늦어지는 현상을 수반한다. 특
히 가뭄이 본격적으로 심각해지는 2013년 5월 이후부

터 지하수위 하강폭이 커지는 추세인데, 과거 30년 평

균에 비해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2013년 7월에는 북

부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급격한 지하수위 하

강(-2.63~-0.91 m)이 관측되었으며, 남부권역에서 지

하수위 하강이 가장 컸던 것(-2.63 m)으로 분석되었

다. 2013년 지하수위의 하강은 동부와 서부지역에서

도 나타난다. 그런데, 과거 30년 평균 대비 두 지역의 

2013년 6월 강수량의 감소폭(-28.7~-24.7 mm)은 남

부지역(-110.6 m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
라서 2013년 7월 동부와 서부지역의 지하수위 하강

(-0.91~-1.21 m)이 남부지역(-2.63 m)에 비해 적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부와 서부지역은 2013년 

8∼9월 기간의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77.0~222.5 
mm), 지하수위 하강은 동부지역의 경우 2013년 9월
에 과거 동일기간 지하수위 대비 –3.24 m 하강, 서부

지역의 경우 2013년 11월에 –4.52 m 하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북부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2013년 1∼4월 기간 중의 강수량 감소폭(-47.5~ 
-8.0 mm)이 적고 지하수위 강하는 강수량 감소가 지

속되는 2013년 8월 이후 12월까지(-4.12~-1.52 m) 발
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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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Fig. 6. Groundwater level variation in 2013 compared to the average value from January(a) to December(l) in Jeju Island.

월별 지하수위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지하수

위는 가뭄에 따른 강수량 감소폭이 급증하는 6월 이후

부터 하강하고 7월 이후에는 평년 평균값보다 낮은 값

으로 지속된 후, 12월에 가까워짐에 따라 하강폭이 감

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2013년 8월의 경우, 동부, 서
부, 남부, 북부지역 월평균 지하수위는 과거 동일기간 

대비 각 -1.96 m, -2.57 m, -3.80 m, -2.20 m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남부와 동부지역의 월평

균 지하수위 하강현상이 폭 넓게 관측되었다. 이러한 

지하수위 하강에 따라 남부지역의 경우 가뭄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 및 제한급수의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

어진 바 있다(Segye Daily News, 2013). 이 후 강수량

의 감소폭이 작아지는 12월(-23.1~0.6 mm)이 가까워

짐에 따라 권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하수위 

하강폭은 전체적으로 감소(-4.01~-2.24 m)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Fig. 5). 
이러한 경향은 앞서 분석된 SPI 6 가뭄지수의 변동

양상과 유사한데(Table 4), 이는 지하수위 변동이 강

수에 의한 반응에 일정시간 지연되어 나타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공간적으로 도시한 결과, 

2013년 6월부터 동부와 남부지역의 지하수위 하강 현

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8월 이후부터는 지하수

위 하강이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Fig. 
6). 지하수위가 본격적으로 하강하기 시작한 7월 이후

부터의 변동폭은 동부와 서부지역에 비해 남부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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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도시되며, 연말까지 제

주지역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제주도의 2013년 여름철(7∼9월) 강수량은 30년 

월평균 강수량에 비해 5.4∼44.9% 수준으로 그 중 7
월의 감소폭이 가장 큰 5.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남부와 서부지역의 가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115개소 지하수

위 관측망 중 양수의 영향이 없이 강수량 변화에 따른 

영향만을 받고 있는 48개소에 대한 과거  동일기간의 

월평균 지하수위와 2013년 월평균 지하수위를 비교

하였다. 가뭄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남부지역의 경우, 
강수량의 감소가 100 mm 이상 관측된 2013년 7월부

터 월평균 지하수위가 -2.63 m 이상 낮아지기 시작했

으며, 8월에 –3.80 m,  9월에 –5.42 m까지 하강한 후 

2013년 연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하수위 변화는 여름철의 강수량 감소에 따른 가뭄

의 영향이 지하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강수량 감소가 크게 나타난 7월 보다 8월의 

지하수위 강하량이 큰 것은 강수량 변동에 따른 지하

수의 반응이 늦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지하수위가 본격적으로 하강하기 시작한 7월 

이후부터의 변동폭은 동부와 서부지역에 비해 남부와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하수위 하강으로 남부지역의 경우 여름철 제한급수

에 따른 영농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반면, 서부

지역의 경우 주로 가을철에 용수수요가 증가되는 농업

형태에 따라 타 권역에 비해 가뭄의 영향이 상대적으

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뭄의 영향이 

권역별 지하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래 제주 수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체계

적인 용수 공급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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