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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기상학적 가뭄지수, 농업용 저수지 가뭄지수
(Reservoir Drought Index, RDI)간의 관계를 통해 기상학적 가뭄이 농업에 미치는 상관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수량, 농업용 저수율 자료를 수집하여 가뭄지수를 산정하였으며,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가뭄간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와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ROC)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결과 SPI-6와 
RDI의 Pearson 및 ROC 적중룰이 각각 0.606, 0.722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가뭄의 공간적 발생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분포된 SPI-6와 RDI를 중첩한 결과 2015년 8월부터 2015년 10월의 심한 가뭄 발생 시 미호천 상류 유역과 논산천 유
역에서 중복적으로 가뭄의 심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수지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저수지의 제원을 이
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RDI 가뭄이 크게 나타난 지역은 유역배율이 작은 저수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일수록 극심
한 가뭄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어, 유역배율에 따라 저수지의 농업가뭄 대응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기상학적 가뭄, 농업가뭄, 농업용저수지 저수율, ROC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meteorological 
drought and RDI (Reservoir Drought Index) agricultural drought for Geum river basin. Drought Indices was calculated 
by collecting data of precipitation and agricultural reservoir water storage rate from 2014 to 2016. To evaluated the correlation 
between meteorological and agricultural drought, the Pearson correlation and the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ROC) 
analysi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meteorological and agricultural droughts. The SPI-6 and 
RDI showed the highest relationship with Pearson coefficient 0.606 and ROC hit rates 0.722 respectively, and the spatial 
occurrence patterns of drought using overlapped SPI-6 and RDI, th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2 indices were occurred 
in the upstream areas of Miho stream and Nonsan stream from August to October 2015. The analysis using reservoirs 
specifications for areas where reservoir droughts occurred was conducted, and the areas showing severe drought of RDI 
were the reservoir areas having relatively small value of basin magnifying power (BMP). This means that a reservoir has 
the reaction capability for agricultural drought mainly depending on the reservoir BMP.

Key words : Meteorological drought, Agricultural drought, Reservoir water storage rate, RO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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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31억m3 (17,401개

소) 규모로 전체 농업용수량의 75% 이상을 기여하고 있으며

(Kim et al, 2016) 이러한 저수량 관리는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논관개가 대

부분을 차지하며 논벼 생육기간인 4~9월에 대부분의 관개가 

이루어진다. 또한 연간 약 1,400 mm의 강수 중 대부분이 6~9

월에 이뤄지며 이는 우리나라 관개 계획에 매우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Bang et al, 2017). 따라서 저수지의 

저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적은 저수량이 이월되어 작물재

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발이 올 경우 심각

성은 증가한다. 이에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에서는 강우집중

기간의 강수를 최대한 저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작물재배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진다.

농업적 가뭄의 경우, 강우의 부족으로 인하여 토양수분의 감

소 및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 저하로 농작물 생육 및 수확량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상 또는 수문학적 가뭄

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의된다. 하지만 비정상적

인 강수의 부족상태를 나타내는 기상학적 가뭄, 특정지역이 정

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하천유량의 부족상태를 나타내는 수문

학적 가뭄으로는 분석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농

업분야의 가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표로서 농업용 저수지

의 저수율 및 과우일수와 같은 기상학적·수문학적 가뭄지수를 

대체하여 사용되어 왔다(Park et al, 2012).

가뭄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가뭄지수는 

대상과 평가방법에 따라 가뭄을 표현하는 특성이 다르며, 상이

한 입력변수를 이용하여 가뭄의 심도와 기간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가뭄상황에 대해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다(Nam et al, 2013). 

일반적으로 기상학적인 관점에서 가뭄은 장기간 강수의 부

족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기상학적으로 심한 

가뭄 상황이라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자원이 확보되어 

있다면 물 이용자는 물 부족을 체감하지 못한다. 농업가뭄은 

관개기의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또는 작물 

생장을 저해할 정도의 용수공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의 능력을 고려한 

해당지역의 가뭄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저수지의 관개용수가 충분하고 용수공급시설이 확보된다면 

기상학적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물의 생육단계 혹은 

경작 방법에 따라 필요한 용수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상조건과 수문조건이라도 시기 및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Jang et al, 2003).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계산이 복잡

하고 광역적인 가뭄현황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지만 

2014-2016년에 걸쳐 발생한 전국적인 가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

뭄, 수문학적 가뭄 지수 등을 통해 가뭄을 분석하고 가뭄 발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뭄 분석에는 대표적인 

기상학적 가뭄 지수인 표준강수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문학적 가뭄분석에는 modified surface water supply 

index (MSWSI)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가뭄 분석연구가 수행

되어왔다. 그러나 기상학적 가뭄지수는 가뭄의 전망에는 유용

하나 현장가뭄 상황을 진단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문학적 가뭄지수

와 농업적 가뭄지수는 가뭄 분석 시 요구되는 자료가 방대하

고 복잡함에 따라 신뢰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MOLIT, 

2016). 따라서 기상-수문-농업 가뭄의 연계분석을 위해서는 

분야별 가뭄에 대한 상관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며, 가

뭄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가뭄대응을 위해서는 가뭄을 판단 할 

수 있는 농업 및 수문학적 가뭄지수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기상-수문-농업 가뭄의 연계분석을 위해 Kim et al 

(2006)은 SPI와 지하수위의 상관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하

수위 자료를 이용한 가뭄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Song 

et al (2015)는 가뭄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최

근에 발생한 지역적인 가뭄에 따른 지하수위 하강 영향을 정

량적으로 분석하여 지하수위의 변화가 농업활동에 필요한 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Kim et al (2015)

은 2015년 극심한 가뭄에 따른 강화도의 농업용수 공급 부족

과 지하수위 변동 특성 분석을 통해 지하수위와 농업용수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Won and Jung (2016)은 기상학적, 농

업적, 수문학적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청미천 유역의 가뭄 분석

을 수행한 바 있다.

Lee et al (2016)은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SPI와 농업 가뭄지

수 (Reservoir Drought Index, RDI) 및 뉴스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수문-농업가뭄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분

야별 가뭄의 발생 시기 및 패턴을 분석한 바 있다. Yu et al 

(2018)은 국내 가뭄 전이 발생 현황 및 패턴을 검토하기 위해 

수문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기상학적 가뭄에서 농업적 가뭄으

로의 전이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형에 따라 가뭄 전이가 발생

하지 않거나 최대 3개월까지 지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4년부터 겪은 장기가뭄으로 인해 기상학적 가뭄에서 수

문, 농업적 가뭄으로의 전이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많

이 수행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분야별 가뭄의 전이현상에 대

한 일반화를 위해 가뭄 발생의 유형을 설정하여 가뭄 전이 현

상을 분석하는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뭄은 자연적인 영향 뿐 아니라 수자원 시설물 농업용 수리 

시설물 등의 운영으로 인한 인위적 요인으로 가뭄 분석이 매

우 복잡하다. 따라서 가뭄의 정량적 판단에서 어려움이 발생하

기 때문에 분석 목적에 맞게 가뭄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관측자료 기반의 저수

지 가뭄지수와 기상관측자료 기반의 SPI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적 가뭄의 발생 패턴 및 가뭄심도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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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this study

Fig. 2. Study area

공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적 가뭄의 상

관성을 구명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뭄 분석을 위해 SPI 기상학적 가뭄지수와 

RDI 농업적 가뭄지수를 선정하였다.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적 

가뭄간의 상관성 평가를 위해 지속기간별 SPI와 RDI에 대해 

Pearson 상관계수 분석과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ROC)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지점별 가뭄지수를 공간 분포된 

SPI와 RDI를 이용하여 시공간적 가뭄 발생 패턴을 분석하였

다. 저수지의 제원 활용하여 가뭄발생 시 가뭄심도 차이에 대

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저수지의 제원과 RDI의 상관성을 도

출하였다(Fig. 1). 

2.1 대상유역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금강유역으로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무주, 금산, 영동, 옥천, 보은, 청주, 대전, 세종, 공

주, 청양, 논산, 부여, 서천, 익산을 지나 군산만에서 서해로 유

입된다. 유역면적은 9,645.5 km2 이며, 유로연장은 384.8 km

이다. 금강유역 내 에는 236개의 농업용저수지가 설치되어 운

영 중이다. 유역 전체 면적의 6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논이 15%, 밭은 11%를 차지하며 나머지 도시와 초지, 나

지 등은 3%∼5%를 차지한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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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SPI and RDI

Classification SPI RDI Reclass value

Extremely Wet 2 1 and Above

0Severely Wet 1.5 ~ 2.0 0.5 ~ 1

Moderately Wet 1.0 ~ 1.5 0.25 ~ 0.5

Near Normal -1.0 ~ 1.0 -0.25 ~ 0.25 1

Moderately Dry -1.5 ~ -1.0 -0.5 ~ -0.25 2

Severely Dry -2.0 ~ -1.5 -1 ~ -0.5 3

Extremely Dry -2 -1 and less 4

2.2 표준강수지수(SPI) 및 저수지 가뭄지수 (RDI)

SPI는 강수의 부족이 지하수, 저수지 저수량, 토양수분, 적설 

및 하천수량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데 착안하여 Colorado 

State Universtiy의 McKee, DoesKen과 Kleist (1993)에 의해 

개발되었다. SPI는 여러 가지 시간 간격으로 강수부족을 정량

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어느 지점에 대한 SPI 산정은 대상 기

간에 대한 장기간의 강수기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러

한 장기기록은 확률분포에 맞추어지며 그 분포는 정규분포로 

변환되어 어느 특정지점과 기간에 대한 평균 SPI는 0이 된다. 

양의 값을 갖는 SPI는 중앙치 강수량보다 강수량이 많음을 나

타내며 음의 값은 적음을 나타낸다 (Kim and Park, 1999).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목적

으로 축조되었으나, 계절별로 저수량의 변동이 심하고 가뭄 또

는 집중 호우 등에 따라 운영룰도 변경된다. 이러한 농업용 저

수지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Lee et al (2018)은 과거 30년 평년

데이터 및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저수지가뭄지수 

산정을 위한 수정된 RDI를 제안하였다. 저수율을 사용한 RDI

는 식 (1)과 같고, 여기서, 평년저수율은 1976년부터 2005년

까지의 관측값이며, 평년 데이터가 없는 저수지의 경우 인접 

저수지의 평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저수율
현재저수율평년저수율

(1)

RDI 가뭄 단계는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SPI를 고려하였으며, 

SPI와 동일하게 7개의 단계로 농업가뭄을 구분하였다(Table 1).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율이 75% 이상은 평년, 50~75%일 

경우 가뭄 예찰, 30~50% 가뭄시작, 30% 미만을 심한 가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Near normal, Moderately dry, 

Severely dry 단계를 구분하였다. 또한 Reclass 값은 SPI와 RDI

의 공간분포 시 가뭄지수의 가뭄심도별 중첩결 과를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값으로 지정하였다. 

2.3 ROC 분석 및 Pearson 상관분석

ROC 모형은 주로 기상분야에서의 확률예보의 정성적 검증

에 활용되는 기법으로(Mason, 1982) Kim and Lee (2011)는 

실제 가뭄 사례와 가뭄지수와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통계적 

기법인 ROC 분석을 적용한 바 있다. 이러한 ROC 분석을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지속기간별 SPI와 RDI를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서는 가뭄지수를 활용한 실제 가뭄의 재현능력을 평

가하기 위해 ROC 모형을 설정하였다. 2014-2016년 동안의 RDI

를 “관측 결과(Observed value)” 로 설정하고, 해당 시점을 대상으

로 계산된 SPI가뭄지수를 “예측 결과(Prediction value)”로 분류하

여 “가뭄(O)”과 “가뭄(X)”에 의해 각각 2가지씩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실제 가뭄(RDI)이 발생한다고 기

록된 경우에 기상학적 가뭄지수(SPI)에서도 가뭄이 발생했다고 

나타나면 “성공(Hit, H)”, 그렇지 않다면 “잘못(Missing, M)” 으

로 나타내었다. 반면, 실제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측결과에

서 가뭄이 발생한다면 “실패(False, F)” 그렇지 않다면 “음의 성공

(Negative hit, N)”으로 나타내었다. 이중 H와 N을 참의 값으로 

판단하고, M과 N은 거짓의 값으로 결정한다 (식 (2), (3)).

위와 같이 분류된 4가지의 구분을 통해 적중률과 비적중률 

각각 계산하여 ROC 곡선을 구성할 수 있다. ROC 값의 범위

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곡선 아래의 면적(Area Under 

Curve, AUC)이 산정된다. AUC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가뭄지

수의 가뭄 재현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3)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통계분석 방

법으로, X와 Y라는 변수가 있을 때 계수 r은 X와 Y가 함께 

변하는정도 혹은 X와 Y가 따로 변하는 정도이다. r은 X와 Y

가 완전히 동일하면 +1, 전혀 다르면 0, 반대방향으로 완전히 

동일하면 –1을 가진다 (식 (4)).

 


(4)

여기서, 는 모집단 X의 표준편차, 는 모집단 Y의 표준

편차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SPI 및 RDI 산정결과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가뭄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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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lculate results of drought indices

ASOS 자료 중 유역 내 9개 지점자료를 활용하였다(Fig. 2). 

SPI 산정을 위해 1980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수량 자료를 수

집하였다. 금강유역 내 지배적인 기상관측소는 부여, 청주, 대

전, 금산 관측소로 Fig. 3(a)~(c)는 ASOS 관측지점별 SPI 지

수를 지속기간별(3, 6, 12개월)로 산정한 결과이다. 

지속기간별 SPI 산정결과를 살펴보면 SPI-3의 경우 2015년 

8~9월의 극심한 가뭄을 감지하였으나, 2014년 9월, 2015년 

9~10월, 2016년 9월 습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5년 

8월 극심한 가뭄을 겪었으나 2015년 11월 가뭄이 해갈되어 

습윤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장기가뭄을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PI-6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가뭄과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까지 가뭄을 감지하였고 특히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매우 극심한 가뭄을 겪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SPI-6의 가뭄 발생 패턴을 보면 강수의 부족으로 

인한 가뭄의 확산과 이미 발생한 가뭄이 지속되어 carry-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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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OC results among the Data

Component SPI-3 SPI-6 SPI-12

Pearson coefficient -0.006 0.606 0.226

ROC

Area Under the Cover (AUC) 0.519 0.722 0.667

Standard deviation 0.113 0.104 0.097

Significance probability 0.869 0.049 0.139

Table 3. The overlapped values from monthly average SPI-6 and RDI distribution maps

Year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2014 1.59 1.41 1.49 0.94 1.35 2.40 3.56 1.64 1.69 1.22 0.98 0.76

2015 0.08 0.10 0.26 0.19 0.99 1.29 2.65 4.92 5.38 5.17 3.99 3.34

2016 2.4 1.11 0.80 0.36 0.02 1.11 0.11 2.16 1.85 1.60 1.74 1.53

되는 현상을 잘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SPI-12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가뭄을 

감지하였으며, SPI-6과 마찬가지로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심한 가뭄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

한 가뭄이 carry-over되어 2016년 6월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되었다. SPI-12의 경우 Carry-over된 연속가뭄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년 이내의 단기가뭄의 경우는 SPI 6개월 이하에서 잘 표현

하였으며, Carry-over된 2년 연속가뭄(2014~2015)의 경우는 

SPI의 개월 수를 늘릴수록 봄철부터의 가뭄을 잘 표현하는 것으

로 보고된 사전연구(Kim et al, 2017)와 본 연구에서 산정된 지

속기간별 SPI의 패턴이 상당부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는 17,500여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전국적으로 분포하

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의 총 유효 저수량은 2,838백만 m3

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는 축적된 수문자료가 

빈약하고, 다목적 댐과 같은 대댐과는 달리 농업용 저수지 관

개면적에 비하여 수문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모든 저수지에 대한 계측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위계가 설치된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를 

대상으로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RIMS (R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에서 제공하는 농업용 저수지 일저수율 자

료를 수집하였다. RIMS에서는 전국 저수율 현황, 한국농어촌공

사의 각 지사별 관할저수지 저수율 상황, 저수율 30% 미만 저수

지 개소수, 50% 미만 저수지 개소수, 고갈저수지 개소수 등의 

자료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Kim et al, 2017). 

금강유역 내 저수율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중인 

236개에 대한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관측자료 수집하였다. 수

집된 일별자료를 월별로 정리하여 분석에 활용했으며, 수집된 

자료 중 이상값과 결측자료는 내삽 혹은 배제하였다. 

Fig. 3(d)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집한 저수율 및 평년 

저수율을 이용하여 산정한 RDI를 공간 분포하여 나타낸 것이

다. 일반적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은 이앙기전에 만수위 

가까이 유지하다가 연중 농업용수 수요가 가장 큰 시기중 하

나인 이앙기(5~6월)를 거치면서 급감하고 추수기(9~10월)를 

지나면서 다시 회복하는 패턴을 나타내는데, 2015년의 경우 8

월부터 12월 까지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저수율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농업가뭄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2016년의 경우 

2015년 가을-겨울 가뭄의 여파(Carry-over)로 3월까지 금강

유역 일부지역이 저수율 부족을 겪었으나, 5월 강수량으로 인

해 일부 해갈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마른장마로 인

해 8월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9월부터는 충청남

도 근처에 극심한 저수율 부족이 감지되었다.

3.2 지속기간별 SPI와 RDI의 ROC 분석결과 및 가뭄의 

공간적 발생패턴 분석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가뭄간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

속기간별 SPI와 RDI 산정결과를 이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 

분석과 ROC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는 Pearson 상관계

수 분석 및 ROC 결과로 RDI에 대한 SPI-3, SPI-6, SPI-12

의 상관성은 각각 –0.006, 0.606, 0.226으로 분석되었다. 가

장 상관성이 높은 SPI-6의 경우 지속기간 6개월에 대한 분석

으로, 저수지 담수시기의 가뭄을 잘 감지할 수 있어 상관성이 

높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ROC 분석결과는 Pearson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SPI-6의 

적중률이 0.722로 가장 높게 분석 되었다. 또한 근사유의 확률 

(Significance probability)을 보면 SPI-6에서 0.049로 0.05이

하로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상관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SPI-6과 RDI 가뭄의 공간적 발

생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역지리 가중법으로 분포된 SPI-6 자

료와 RDI 자료를 중첩하였다. 이때 가뭄 심도에 따른 공간적 

분석을 위해 기존의 데이터를 Table 1과 같이 Reclass 하여 중

첩시켰다.

Fig 4 (a)는 reclass 한 SPI-6과 RDI의 중첩(overlap) 결과로 

매우 극심한(extremely)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가뭄이 동시에 발

생했을 때의 map value는 8이며,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value는 0이다. 즉, 동일한 분석시기에 같은 심도의 가뭄이 발생 

하였을 때 map value는 짝수, 다른 심도의 가뭄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홀수의 결과를 나타낸다. 예를들어 기상학적 가뭄의 심도

가 Moderately Dry로 발생했을 때 농업적 가뭄의 심도가 Near 

Normal로 나타났다면 각각 2와 1에 해당하는 map value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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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atial distribution overlapped results of SPI-6 and RDI

타내며 이를 합하면 홀수의 결과를 나타낸다.

극심한 가뭄이었던 2015년 8월~2015년 10월의 유역평균 

map value는 각각 4.92, 5.38, 5.17로 나타났는데, 7월에는 기

상학적 가뭄과 농업적 가뭄의 심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8

월과 10월에는 가뭄 심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이는 강수량의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농업용 저

수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수 공급을 관리하여 일정수

위를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뭄 발생 심도의 지역적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해 보고

자 Fig 4 (b)와 같이 map value가 홀수로 계산된 결과만 추출

하여 도시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8월부터 2015년 10월의 

심한 가뭄 발생 시 미호천 상류 유역과 논산천 유역에서 중복

적으로 가뭄의 심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보

통 가뭄에 대한 심도 차이는 2015년 5월과 같이 유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도 했으나 평균적으로 금강 하류 및 미호천 상

류유역에서 가뭄 심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상학적 가뭄이 발생하였을 

경우 저수지의 용량 혹은 농업용수의 수요량, 수혜면적, 유역

면적과 같은 저수지의 특성에 따라 농업가뭄 대응능력이 상이

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한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농업적 가

뭄의 상관성 및 발생 시기 패턴 분석을 위해서는 농업가뭄 발

생지역에 대한 저수지의 제원을 이용한 분석이 추가로 수행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저수지제원을 이용한 농업가뭄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농업가뭄 발생지역에 대한 저수지의 제원을 

이용한 분석을 위해 금강유역 내 236개의 저수지 제원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저수지의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결정하는 지표인 단위저수량(=유효 저수

용량/수혜면적)과 유역배율(=유역면적/수혜면적)을 인자로 선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역배율이 작은 저수지는 직접유역으로부터의 

유입량이 적어 양수장이나 간접유역을 통하여 유입량을 확보해

야하며(Kim et al, 2016), 관개용수 공급외에 하천유용수의 공급

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단위저수량의 경우 면적이 같은 유역에 

대해 저수지의 용 량이 증대하면 단위저수량은 증가하나 물 회전

율은 감소하게되어 수질문제를 일으킨다(Kim et al, 2016).

금강유역 내 유효저수용량이 100 만m3 미만인 저수지는 92

개, 100~1,000 만m3 미만인 저수지는 97개, 1,000 만m3 이상

인 저수지는 47개로 조사되었다. 유역면적의 경우 1 km2 미만

인 저수지는 95개, 1~10 km2 미만인 저수지는 112개, 10 

km2이상인 저수지는 29개로 나타났으며, 수혜구역이 1 km2 

미만인 저수지는 94개, 1~10 km2 미만인 저수지는 98개, 10 

km2 이상인 저수지는 44개로 분석되었다. 유역배율 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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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morphological analysis of Reservoir by RDI

RDI Avg. ratio of watershed area to irrigation area Unit storage capacity 

Normal and wet (RDI≥-1.0) 2.37 4.98

Moderately Dry (-1.5~ -1.0) 2.13 10.12

Severely Dry (-2.0~-1.5) 1.05 1.21

Extremely Dry (RDI≤-2.0) 0.59 1.25

유역배율이 0.5 미만인 저수지는 64개, 1미만인 저수지는 74개, 

2 미만은 44개, 2 이상의 저수지는 54개소로 금강유역 내 저

수지의 유역배율은 평균 1.84로 분석되었다. 

산정된 단위저수량과 유역배율자료와 저수지별 RDI 가뭄심

도별 분석결과 Table 4와 같이 유역 배율의 경우 가뭄이 심화

됨에 따라 유역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역면

적에 비해 수혜면적이 큰 지역은 가뭄에 취약하며 가뭄 대응

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단위저수량의 경우 보통가뭄 단계에서의 단위저수량 평균이 

10.12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가뭄 심도별 일정한 증감의 패

턴을 나타내지 않아, 저수지 가뭄분석에 있어 기여도가 낮은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가뭄의 시·공간적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가뭄 심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저수지의 제원을 이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한 결과 저수

지의 유역배율에 따라 농업 가뭄 대응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역 배율이 작은 저수지의 경우 기상학적 가뭄이 

발생했을 시, 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는 저수량보다 수요량이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농업용수의 고갈로 이어져 농

업적 가뭄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하수위의 감소 및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 저하로 농작물 생육 및 수확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적 가뭄의 정의를 바탕으로, 기상학적 가

뭄이 농업에 미치는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기상학적 가뭄 분석을 

위해 지속기간별 SPI 지수 중 상관성이 가장 높았던 SPI 6개월을 

사용하였고, 농업용 저수지 가뭄지수인 RDI를 이용하여 농업가

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유역 내 기상청 ASOS 9개 지점자료를 활용하여 

지속기간별 SPI 가뭄지수를 생산하였다. 분석결과 1년 이내의 

단기가뭄의 경우는 SPI 6개월 이하에서 잘 표현하였으며, 

Carry-over된 2년 연속가뭄(2014~2015)의 경우는 SPI의 개

월 수를 늘릴수록 봄철부터의 가뭄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저수율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중인 

236개에 대한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관측자료 수집하여 RDI

를 산정한 결과 2015년의 경우 8월부터 12월 까지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저수율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농업가뭄을 겪은 것

으로 분석되었고, 2016년의 경우 2015년 가을-겨울 가뭄의 

여파(Carry-over)로 3월까지 금강유역 일부지역이 저수율 부

족을 겪었으나, 5월 강수량으로 인해 일부 해갈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속기간별 SPI와 RDI 산정결과를 이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 분석과 ROC 분석을 실시한 결과 SPI-6과 RDI의 

상관성이 각각 0.606, 0.722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

다. SPI-6과 RDI 가뭄의 공간적 발생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기

존의 데이터를 Reclass 하여 중첩시켰으며, 심한 가뭄 발생 시 

미호천 상류 유역과 논산천 유역에서 중복적으로 가뭄의 심도

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보통 가뭄은 유역 전

반에 걸쳐 나타났다.

셋째, 농업가뭄 발생지역에 대한 저수지의 제원을 이용하여 

단위저수량 및 유역 배율에 따른 농업가뭄 심도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RDI 가뭄심도별 분석결과 유역 배율의 경우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유역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위

저수량은 일정한 패턴이 나오지 않았다. 분석결과 유역 배율이 

작은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어 유역배율에 

따라 농업가뭄 대응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역 배

율이 작은 저수지의 경우 기상학적 가뭄이 발생했을 시, 저수

지에 담수되어 있는 저수량보다 수요량이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농업용수의 고갈로 이어져 농업적 가뭄이 발생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데이터는 관측자료 기반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뭄 정보를 생산한 것으로서 가뭄 발생지역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

상학적 가뭄정보의 경우 기상청 예보자료 등의 활용으로 미래 

가뭄 예측이 가능하나, 수문학적 가뭄과 농업적 가뭄정보는 그

에 비해 가뭄을 예보하기 위한 기반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향후 기상예보자료를 활용하여 농업 가뭄예보 정보의 생

산 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불어 수문학적 

가뭄 정보 중 지하수위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한 수문모델링 적

용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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