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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occur with regard to aspect and elevation of Mt. Halla in Jeju 

Islan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edict regional drought associate with them to mitigate of impacts of drought. In this 
study, regional drought is predicted based on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 and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using future (2015~2044) climate change scenario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 classified as 24 regions 
according to aspect and elevation. The results show that number and duration of drought will be decrease in Jeju Island. 
However, severity of severe drought will be increase in western and northern aspect with under 200 meters above mean sea 
level. These findings provide primary information for developing the proactive strategies to mitigate impacts of drought by 
future climate change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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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일반적인 자연재해 중에서 가뭄은 홍수에 비해 점

진적이고 예측 가능하지만 발생 시에는 그 피해 범위

가 광범위하다(Lee 등, 2013). 가뭄의 영향은 1차적으

로 농작물 생산량 감소,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의 어려

움, 저수지 고갈 등으로 나타나고 2차적으로는 농가의 

자산 또는 토지의 매도 압력, 이주, 물리적 또는 심리

적인 스트레스 등 사회적 영향으로 나타난다(Ribot, 
1996). 따라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가뭄을 예측하고 대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제주도는 수자원의 98%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

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그 영향에 대해 지

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지역들 중 하나이다

(Song과 Choi, 2012). IPCC(2007)과 Bates 등(2008)
에 의하면 수자원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지

역의 수자원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다. 일반적으

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학적 가뭄은 토양 

함수량을 감소시켜 농업적 가뭄으로 이어지고, 물수

지를 악화시켜 수문학적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가뭄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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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에서는 수자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므로 가뭄의 

연쇄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적응계획의 수

립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면과 해발고도에 따라 강수량과 기온

이 매우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는 지역으로, 연강수량

은 해발고도 상승에 따라 약 242 mm/100 m 증가한다

(Choi, 2013). 특히 한라산 사면을 따라 반시계 방향으

로 상승하는 저기압의 흐름과 관련하여 남서 또는 북

서사면 보다는 남동 또는 북동사면에 강수량이 많다. 
Song과 Choi(2012)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월강수량의 

경년변화는 미래에 더욱 심화되고 특히 서부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Choi(2011)에 의

하면 제주도에서 기온감률은 사면방향과 고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해안~중산간 지역에서 최대 0.19℃/100 
m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양한 기후 특성을 보이는 제

주도에서 적절한 가뭄 대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가뭄 발생의 지역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Knutson 등(1998)은 가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

해서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뭄과 그로 인한 잠재

적 영향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

나 기존에 제주도의 가뭄을 언급한 연구들은 주로 남

한 전체를 연구지역으로 하며, 제주도를 연구지역의 

일부로 다루고 있었다(Kwon과 Moon, 2005; Lee 등, 
2012).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가뭄의 지역적인 차이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최근 Song 등(2013)은 

제주도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미래에 기상학적 가

뭄지수 변화를 분석하고 비교한 바 있다. 이들은 기상

학적 가뭄지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의 북부

와 서부권역이 남부 권역에 비해 가뭄이 상대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제주도

의 가뭄을 지역별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아울러 해발고도를 고려하여 미래 가뭄을 연구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발고도를 고려하여 제주도의 미래 가뭄을 연구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사용 가능

한 미래 기후자료의 공간해상도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Song 등(2013)은 미래 기후예측 자료로 기상청

의 기후변화정보센터(http://www.climate.go.kr, 2014, 
이하 CCIC)에서 생산한, 공간해상도가 10×10 km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해상도의 자료는 제주도를 30
여개의 격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해발고도에 따른 가

뭄을 연구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CCIC
에서는 1×1 km 공간해상도의 남한상세 자료를 생산

하여 배포함에 따라, 해발고도별 가뭄 예측 연구가 가

능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CCIC의 고해상도 남한상세 기후변

화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도에서 사면과 해발고도에 

따른 미래 가뭄 발생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

를 통해 제주도에서 지역에 따른 가뭄 대처 계획의 수

립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2.1. 가뭄 발생 예측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 각 지역에서의 가뭄 발생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각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가뭄 발생횟

수, 가뭄 지속기간(duration), 가뭄 심도(severity)를 산

정하였다. 그리고 현재에 대비해 미래에 이러한 가뭄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재는 CCIC 자료의 기간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10년(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미래 

기간은 가까운 미래에 제주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

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부

터 2044년(30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기간의 가뭄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가

뭄지수를 산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가뭄지수를 비교하

였다.
본 연구의 예측 대상 가뭄은 기상학적 가뭄으로, 이를 

위해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파머가뭄지수(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와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두 지

수는 국내의 과거 주요 가뭄사상과의 비교 연구

(Kwon과 Moon, 2005; Lee 등, 2012)를 통해 그 활용

성이 검증된 가뭄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 가뭄평가를 

위해 채택하였다. 
PDSI는 Palmer(1965)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강수

량과 기온 자료, 유효토양수분량을 활용하여 가뭄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PDSI는 입력자료를 사용하여 월

별 지수법으로 물수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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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수량과 실제 강수량의 차이로 산정된다.
SPI는 McKee 등(1993)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강

수량만을 이용하여 가뭄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SPI 산
정을 위해서는 주어진 지속기간(1, 3, 6, 9, 12개월 등)
에 대한 누가강수시계열을 작성하고 이를 1월부터 12
월까지 월별로 분석하여 월별 확률분포형을 선정한

다. 선정된 확률분포형을 이용하여 누가확률을 산정

한 후, 그 누가확률에 해당하는 표준정규분포의 변량

을 구하면 이 값이 SPI가 된다.
Table 1과 2는 각각 PDSI와 SPI에 따른 가뭄의 정

도를 나타낸 것이다. 두 지수 모두 그 값이 음수에서 

작아질수록 가뭄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분석한 가뭄은 PDSI와 SPI 분류 상의 약한 가뭄

(moderate drought)과 심한 가뭄(severe drought), 극
심한 가뭄(extreme drought)이다. 

PDSI value Classification
4.00 more than Extreme wet

3.00 ~ 3.99 Very wet
2.00 ~ 2.99 Moderate wet
1.00 ~ 1.99 Slightly wet
0.50 ~ 0.99 Incipient wet Spelt
-0.49 ~ 0.49 Near normal
-0.99 ~ -0.50 Incipient drought
-1.99 ~ -1.00 Mild drought
-2.99 ~ -2.00 Moderate drought
-3.99 ~ -3.00 Severe drought

-4.00 less than Extreme drought

Table 1. Classification of drought intensity using PDSI 
(Palmer, 1965)

SPI value Classification
2.00 more than Extreme wet

1.50 ~ 1.99 Very wet
1.00 ~ 1.49 Moderate wet
-0.99 ~ 0.99 Near normal
-1.49 ~ -1.00 Moderate drought
-1.99 ~ -1.50 Severe drought

-2.00 less than Extreme drought

Table 2. Classification of drought intensity using SPI 
(Mckee 등, 1993)

  

SPI는 지수산정을 위해 강수량의 계산 시간단위를 

1개월부터 3, 6, 9, 12, 24개월 등으로 자유롭게 설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간의 가뭄을 평가

하기 위해 시간단위를 3개월(단기 또는 계절가뭄), 6
개월(중기가뭄), 12개월(장기가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뭄 심도는 가뭄 규모(magnitude)를 

가뭄의 지속기간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서 가뭄의 지속기간은 가뭄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기

간(개월)을 의미하며, 가뭄 규모는 가뭄의 지속기간 

동안에 각 월별 가뭄지수의 합을 의미한다.

2.2. 제주도의 지역 구분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미래 가뭄 발생을 지역별

로 사면과 해발고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Fig. 1).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면에 따라 

제주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각 사면의 

경계는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본 연

구의 연구결과를 추후 통계연보에서 제공되는 농업통

계 등과의 상관성 분석에 활용할 때의 편의성을 고려

한 것이다. 아울러 가뭄과 관련한 농업용수의 관리 및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수자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때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4개 권역을 해발고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해발고도에 따른 구분에서는 200 m 간격으로 4개의 

분류(200 m 이하, 201~400 m, 401~600 m, 601 m 이
상)를 사용하였다. 첫 구간을 200 m 이하로 구분한 이

유는 제주도의 4개 권역 중 강수량이 가장 적은 서부

  

Fig. 1. Location of study area and regional classification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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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의 지형특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서부권역은 

대부분이 해발고도 200 m 이하의 평지 및 구릉성 지

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일한 해발고도 조건을 가진 

다른 권역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첫 구간을 200 m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첫 구간 이후는 등간격으로 

분류하였다. 

2.3. 기상자료의 획득

본 연구에서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기상자료는 CCIC 
(2014)에서 생산하여 배포하는 1×1 km 공간해상도의 

남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하였다. 
남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지역기후모델을 통

해 생산된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12.5 km)를 바탕

으로 통계적 상세화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이를 위해 

먼저 모델 계통오차 제거를 위한 기후값을 계산한다. 
기후값은 관측자료(2000~2010년)를 PRIDE(PRISM 
based downscaling estimation model) 모델에 적용하

여 1 km 해상도의 자료를 생산하여 획득한다. 다음으

로 12.5 km 한반도 시나리오 자료에서 각 격자점별로 

계절 변동을 제거한 편차(anomaly) 자료를 추출한 후 

관측에서 얻은 기후값에 지역기후모델의 편차를 더하

여 모델 계통오차가 제거된 새로운 1 km 격자형 시나

리오 자료를 생산한다. 시나리오 자료 생산 과정에 최근

의 관측자료를 활용한 모델의 계통오차 제거가 포함되

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별도의 편의보정(bias-correction)을 수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CCIC에서 관측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기

후값 자료 중 2001~2010년 자료를 현재 기상자료로 

활용하였다. 2000년 자료는 SPI를 산정하는데 사용하

였지만 초기 3, 6, 12개월은 지수가 산정되지 않으므

로 가뭄 특성 해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미래 기상자료는 남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

료를 활용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4.5 시나리오로 생산

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IPCC 4차 평가보고서에 사용

한 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SRES) 온실

가스 시나리오를 대신하여 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

는 대표농도경로 RCP를 새로운 시나리오로 사용하

며, RCP 시나리오는 최근 온실가스 농도변화 반영 및 

최근 예측모델에 맞게 해상도 등을 업데이트 하였다

(CCAS,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CP 시나리오

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

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 시

나리오이다. 
1 km 정규 격자인 남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지역별 강수량 자료로 생산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자료를 연구자가 설

정한 지역별 자료로 생산하는데 효과적인 툴을 포함

하고 있는 “농어촌 용수구역 지하수 가뭄예측 시스템”
을 활용하였다(Park, 2013).

3. 연구결과

3.1. 강수량과 기온의 변화 경향

2001~2010년 제주도의 남부와 동부권역에서는 서

부와 북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강수량이 나

타났다(Fig. 2). 서부권역의 해발고도 400 m 이하 지

역은 연평균 2, 000 mm/year의 강수량을 보인 반면 남

부권역의 동일한 해발고도 지역에서는 2,500 mm/year 
내외의 강수량이 나타났다. 해발고도 600 m 지역에서

의 강수량 분포를 살펴보면 많은 강수량을 보이는 지

역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동사면에 치우쳐 나타나고 

있다. Choi(2013)에 의하면 이와 같은 강수량 분포는 

한라산 사면을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상승하는 저기

압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mean annual precipitation during 
the 2001~2010 period.

CCIC 자료에 의하면 2015~2044년 제주도의 연강

수량은 현재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Fig. 3). 특히 서부와 남부권역의 해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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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Elevation
Seasonal precipitation (㎜/month)

Spring
(3∼5)*

Summer
(6∼8)

Fall
(9∼11)

Winter
(12∼2)

Eastern
area

200 m or less 21.0 60.7 12.6 16.4
201~400 m 5.8 74.1 9.0 9.5
401~600 m -25.7 47.5 -4.2 1.5

Western
area

200 m or less 41.4 73.2 18.7 23.4
201~400 m 34.7 79.3 23.4 21.4
401~600 m 16.2 55.5 13.5 14.0

Southern
area

200 m or less 39.4 100.3 16.9 18.1
201~400 m 33.2 99.2 16.5 14.9
401~600 m 18.0 87.3 13.7 10.4
601 m or over 21.2 88.3 17.3 6.0

Northern
area

200 m or less 10.2 25.6 14.8 18.1
201~400 m 5.9 43.2 16.3 14.9
401~600 m -1.5 44.0 11.3 8.9
601 m or over -1.1 38.1 8.6 2.3

Average of whole area 19.7 66.2 14.4 14.2
(   )* indicates the range of months

Table 3. Seasonal precipitation change for the 2015~2044 period compared to 2001~2010 average

도 200 m 이하 지역에서는 연강수량이 현재에 비해 

500 mm/year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그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주도에서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는 지역은 북부권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해발고도 401 m 이상 지역에서 넓게 나타난

다. 이 지역에서의 강수량 증가는 현재에 비해 200 mm/ 
year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ig. 3. Change of mean annual precipitation during the 2015~ 
2044 period compared to 2001~2010 average.

제주도에서의 강수량 증가 경향을 계절적으로 나

누어 살펴보면 여름철 강수량의 증가가 가장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며 봄철과 가을철에는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able 
3은 강수량의 계절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계절구

분은 기후학적 구분을 사용하였으며 봄(3~5월), 여름

(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정의하였다. 
봄철 강수량은 제주도 전반에서 평균적으로 19.7 mm/ 
month 증가하며 각 권역의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

에서 강수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

었다. 여름철 강수량은 평균적으로 66.2 mm/mont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권역을 제외하면 해발고

도 201~400 m 지역에서 강수량 증가가 두드러질 것

으로 예상되었다. 남부권역에서는 해발고도 200 m 이
하 지역의 여름철 강수량이 현재에 비해 100.3 mm/ 
mont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도 내에서 강수량

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을철과 겨

울철에는 강수량이 각각 14.4 mm/month, 14.2 mm/ 
mont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동부권역과 북부권역의 해발고도 401 m 이
상 지역에서는 봄철 강수량이 1.5 mm/month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동부권역의 동일 해발고도 지

역에서는 25.7 mm/month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동부권역에서는 가을철에도 강수량이 4.2 mm/month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주도의 연평균기온은 2001~2010년에 비해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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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ig. 4는 제주도 전

체의 연평균기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10년 이동평균값을 살펴보면 2001~2010년의 연평균

기온은 14.3℃이고 2044년에는 15.8℃로 약 30년간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renberth 등
(2007)에 의하면 지난 100년 동안의 전구 평균 기온상

승량은 0.74±0.18℃ 이었다. 따라서 30년 동안의 1.
5℃ 기온상승은 전구 평균 기온상승량을 크게 넘는 변

화량이다. 한편 연평균기온의 경년변화는 현재에 비

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2010년 사이

에 연평균기온은 0.5~1℃ 내의 변화를 보이지만 2016
년 이후에는 그 변화가 1℃를 넘는 시기도 나타나고 

있다.

Fig. 4. Annual average temperature for the whole area of 
Jeju Island.

Fig. 5. Change of annual average temperature during the 2015~ 
2044 period compared to 2001~2010 average.

제주도에서 기온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은 해발고도 601 m 이상의 산지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Fig. 5). 이 지역의 연평균기온

은 현재에 비해 1.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 그 외 지역에서는 대체로 0.8~1℃의 

기온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북부권역

의 일부지역에서는 기온상승 폭이 0.8℃ 이하일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3.2. 가뭄 발생횟수의 변화

SPI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주도 전역에서 가뭄 발

생횟수는 미래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PDSI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부 산지지역에서 약한 가뭄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Fig. 6은 지역별 가뭄 

발생횟수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개월 단위 SPI 분석에서 약한 가뭄의 발생횟수는 

제주도 전역에서 현재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었다. 상대적으로 그 감소가 크게 일어나는 지역은 해

발고도 401 m 이상 지역이다. 6개월 단위 SPI 분석에

서도 약한 가뭄의 발생횟수는 현재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며 해발고도 400 m 이하 지역과 601 m 이상 지역

에서 가뭄 발생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12개월 단위 SPI 분석에서는 서부와 남부권역의 해발

고도 200 m 이하 지역에서 가뭄 발생횟수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6개월과 12개월 단위의 SPI 분석에서 상

대적으로 가뭄 발생횟수의 감소가 적었던 지역은 해

발고도 401~600 m 지역이었다. 
PDSI의 분석결과에서는 서부권역의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에서 가뭄 발생횟수가 현재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북부권역의 해발

고도 401 m이상 지역과 남부권역의 해발고도 401~ 
600 m 지역에서는 그 횟수가 현재보다 다소 (5month/ 
10years 이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3개월과 6개월 단위의 SPI 분석에서 심한 가뭄의 

감소 양상은 매우 유사하였다. 그 분석결과에서 서부

권역의 심한 가뭄 발생횟수는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약 15~20 month/ 
10years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2개월 단위의 

SPI 분석에서는 북부권역의 해발고도 201~400 m 지
역에서 심한 가뭄의 발생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PDSI의 분석결과에서 심한 

가뭄의 발생횟수 역시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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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number of droughts for the 2015~2044 period compared to 2001~2010 average (unit: month/10years).

서부권역과 남부권역의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이

었다.
SPI와 PDSI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극심한 가뭄의 

발생횟수도 제주도 전역에서 그 횟수가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극심한 가뭄의 발생횟수 감소는 해발

고도 601 m 이상의 산지지역와 북부․서부권역의 

201~400 m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SPI 분석결과에서는 가뭄 발생횟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해발고도 401 m 이상 

지역에서는 그 감소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하게 나

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 지역의 강수량 증가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봄철과 가을철 강수량은 오히

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것(Table 2)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발고도 401 m 이상 지역에서는 PDSI의 분석결

과에서 가뭄 발생횟수가 현재에 비해 미래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강

한 기온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앞서 제주도의 미래 기온상승 분포 특성에서 

산지지역이 해안 저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

온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아울러 강수

량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SPI의 단기, 중기, 장기 가뭄 

예측에서는 가뭄 발생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기온을 함께 고려하는 PDSI의 분석에서는 그 횟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PDSI에서 산

지지역의 가뭄 발생횟수가 현재에 비해 증가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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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in drought duration for the 2015~2044 period compared to 2001~2010 average (unit: month).

로 예측된 것은 산지지역의 강한 기온상승과 관련되

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가뭄 지속기간의 변화

제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뭄 지속기간은 미래

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3개월 단위의 SPI 분
석결과에서 약한 가뭄과 심한 가뭄의 지속기간이 일

부지역에서 현재보다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었

다. 아울러 PDSI 분석결과에서는 남부권역 일부 지역

의 가뭄 지속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Fig. 7은 지역별 가뭄 지속기간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Fig. 7에서 3개월 단위 SPI의 약한 가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동부권역의 해발고도 400 m 이하 지역에서 

그 지속기간이 현재에 비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그 증가 기간은 평균 0.5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6개월 단위와 9월 단위의 SPI 분
석결과, 그리고 PDSI의 분석결과에서는 약한 가뭄의 

지속기간이 현재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짧아질 것으

로 예상되었다.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짧아지

는 지역은 서부권역과 남부권역의 해발고도 201 m 이
상 지역이었다.

  3개월 단위 SPI의 심한 가뭄 분석결과에서는 남부

권역의 해발고도 201~600 m 지역과 북부권역의 401 
m 이상 지역에서 심한 가뭄의 지속기간이 현재 보다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6개월 단위의 SPI 분



657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의 사면과 해발고도별 가뭄 예측

Fig. 8. Changes in drought severity for the 2015~2044 period compared to 2001~2010 average (unit: SPI).

석결과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의 심한 가뭄 지속기간

이 1~3개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12개월 단위

의 SPI 분석결과에서는 해발고도 601 m 이상 지역에

서 지속기간의 단축이 두드러지며 서부․남부․북부 

권역의 해발고도 400 m 이하 지역에서도 심한 가뭄의 

지속기간이 현재에 비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

었다.
SPI 분석결과에서 극심한 가뭄의 지속기간은 제주

도 전 지역에서 현재에 비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었

다. 그러나 PDSI 분석결과에서는 남부권역의 해발고

도 200 m 이하 지역과 해발고도 401~600 m 지역에서 

심한 가뭄의 지속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

었다. 6개월 단위와 12개월 단위의 SPI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극심한 가뭄의 지속기간이 동부권역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3.4. 가뭄심도의 변화

미래의 가뭄심도는 제주도의 여러 지역에서 현재

에 비해 다소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Fig. 8은 가

뭄심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3개월 단위 SPI의 분석결과에서 약한 가뭄의 심도

는 제주도 동부권역의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에서 

현재에 비해 약 0.2 이내에서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었

으며, 남부권역의 해발고도 401~600 m 지역에서 역

시 가뭄심도가 현재에 비해 다소 깊어지고 그 외 지역

에서는 가뭄심도가 현재에 비해 얕아질 것으로 분석



658 박종철․최광준․송성호

되었다. 6개월 단위 SPI의 분석결과에서도 동부권역

의 해발고도 400 m 이하 지역에서는 약한 가뭄의 심

도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12개월 단위 SPI
에서는 남부권역에서 가뭄심도가 깊어지는 지역이 나

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PDSI의 분석결과에서는 서

부권역의 해발고도 201~400 m 지역에서 가뭄심도가 

깊어지는 곳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외 지

역에서는 가뭄심도가 얕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가뭄의 심도는 약한 가뭄에 비해 여러 지역에

서 현재에 비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3개월 단

위 SPI에서 북부․남부․서부권역의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의 가뭄심도는 현재에 비해 깊어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권역에서는 해발고도 201~400 지역

에서도 가뭄심도가 깊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6개월 

단위 SPI에서는 북부권역 전체와 서부권역의 해발고

도 400 m 이하 지역에서 심한 가뭄의 심도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남부권역의 해발고도 401~600 m 
지역과 동부권역의 해발고도 201 m 이상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월 단

위 SPI 분석결과에서는 동부권역의 해발고도 201 m 
이상 지역에서 심한 가뭄의 심도가 깊어질 것으로 예

상되었다. PDSI에서는 대체로 각 권역의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의 가뭄심도가 현재에 비해 깊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3개월 단위의 SPI 분석결과에 의하면 서부권역과 

남부권역에 해발고도 600 m 이하 지역에서 극심한 가

뭄의 심도가 현재에 비해 깊어지며, 특히 서부권역의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의 심도가 

두드러지게 깊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단위 SPI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부권역의 해발고도 400 m 이하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의 심도가 깊어지며,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에서 그 심도가 현재에 비해 많이 깊

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월 단위 SPI 분석결과에

서는 제주도 전 지역의 극심한 가뭄 심도가 현재에 비

해 얕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PDSI의 분석결과에서

도 그 심도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얕아질 것으로 예상

되었으며 북부권역의 해발고도 200 m 이하지역에서

는 극심한 가뭄의 심도가 특히 얕아질 것으로 예상되

었다.  

4.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2001~2010년) 제주도의 가뭄 

발생횟수, 가뭄 지속기간, 가뭄 심도에 대비해 향후 30
년(2015~2044년) 제주도에서 발생할 가뭄의 변화 경

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지역의 가뭄 발생횟수와 가뭄 지속

기간, 가뭄 심도의 변화는 사용하는 지수(SPI 또는 

PDSI)와 SPI의 단위 기간에 의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래의 가뭄 발생횟수가 

현재에 비해 감소하고 가뭄 지속기간 역시 대체로 짧

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래 강수량

의 증가와 연관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강수량만을 사

용한 SPI와 기온까지 고려한 PDSI에서 공통된 경향

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미래 강수량

의 증가는 빠른 기온상승에도 불구하고 가뭄 발생횟

수와 가뭄 지속기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해발고도 401 m 이상 지역에서는 

봄과 가을철의 강수량 감소와 산지지역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빠른 기온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약

한 가뭄의 발생횟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서부권역과 북부권역의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

을 중심으로 심한 가뭄의 심도가 현재에 비해 깊어지

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3
개월 단위의 SPI (단기가뭄), 6개월 단위의 SPI (중기

가뭄), 그리고 PDSI의 분석에서 심한 가뭄의 심도가 

현재에 비해 깊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온상승이 상대적으로 작은 해안 저지대에서 심

한 가뭄의 심도가 깊어지는 지역이 나타났다는 점은 

이 현상이 기온상승 보다는 강수량의 변화와 연관되

어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해안 저지대의 강수량 증

가폭이 산지지역에 비해 높았으므로 이 현상은 강수

량의 계절변동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Song과 

Choi(2012)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월평균 강수량의 최

대와 최소값의 차이는 미래로 갈수록 커지며 특히 남

부와 서부권역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

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뭄심도의 변화는 이와 같

은 월평균 강수량의 변화 특성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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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파악된 제주도의 가뭄발생 특성을 한

라산을 중심으로 한 사면(권역)과 지형고도별 특징으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부권역에서 가뭄 발생횟수는 3개월, 6개월, 12개

월 단위의 SPI와 PDSI 가뭄발생이 현재에 비해 감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해발고도 400 m 이
하 지역에서 3개월 단위 약한 가뭄의 지속기간은 현재

에 비해 다소 길어지며,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에

서는 3개월과 6개월 단위 약한 가뭄의 심도가 현재에 

비해 다소 깊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역에서 가뭄 발생횟수는 현재에 비해 뚜렷

하게 감소하며, 가뭄 지속기간 역시 현재에 비해 짧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개월과 6개월 단위의 

SPI 분석과 PDSI 분석에서 심한 가뭄의 심도가 현재

에 비해 깊어지며, 3개월 단위 SPI 분석에서는 극심한 

가뭄의 심도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남부권역에서는 SPI 분석결과에서 가뭄 발생횟수

가 현재에 비해 감소되지만, PDSI 분석에서는 해발고

도 401~600 m 지역에서 현재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지속기간은 3개월 단위 SPI에
서 해발고도 401 m 이상 지역에서 그 기간이 현재에 

비해 길어지며, PDSI 분석에서는 극심한 가뭄의 지속

기간이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과 401~600 m 지역

에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발고도 200 m 이
하 지역에서는 3개월과 6개월 단위의 SPI 분석과 

PDSI 분석에 의해 심한 가뭄과 극심한 가뭄의 심도가 

현재에 비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북부권역에서는 PDSI 분석에서 해발고도 401 m 

이상 지역의 약한 가뭄 발생횟수가 증가하며, 그 외 지

역에서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지속

기간은 3개월 단위의 SPI 분석에서 해발고도 201~ 
600 m 지역의 그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에서는 3개월과 6개월 단위

의 SPI 분석과 PDSI 분석에서 심한 가뭄의 심도가 현

재에 비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주도에서의 권역별 미래 가뭄 발생에 대해 Song 

등(2013)은 PDSI와 SPI의 시계열적 추세분석을 토대

로 북부와 서부권역이 남부권역에 비해 현재보다 가

뭄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특히 서부권역의 

가뭄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가뭄에 대비

한 적절한 농업용수 활용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

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들 지역의 가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 의하면 이들 지역에서의 가뭄 피해는 가뭄

심도의 악화에 의해 나타나며, 이 현상은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에서 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제주도 서부권역과 북부권역에서는 가뭄대책을 

수립할 때 가뭄심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

이 필요하며, 해발고도 200 m 이하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주도의 서부권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용수

공급 체계가 미래에 발생할 가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은 Song과 Choi(2012)에 의하면 농업용수 수요

량이 높은 시설재배작물이 많은 지역이며, Kim 등
(2010)에 의하면 당근, 마늘, 양파를 광범위하게 재배

하고 있어 9~10월의 가을철과 장마 전인 6월 초에 많

은 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농업용

수의 필요시기와 기후환경 등으로 인해 현재도 고가

수조를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 지역

의 고가수조 밀도는 제주도에서 가장 높으며 이는 국

내에서도 독특한 농업경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제주

도의 서부권역에서는 현재 건설되어 있는 고가수조가 

미래의 가뭄 특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

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제주도 각 

지역의 가뭄 발생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제주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 가뭄에 대비

한 수자원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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