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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 언 

가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가뭄 

이란 장기간에 걸친 물 부족으로 야기되는 물 부족현상 

을 말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수 

자원의 공급능력을 초과하는데서 가뭄에 의한 물부족이 

시작된다고 할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뭄을 드물게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본래 가뭄은 정상적이면서 주기적 

으로 재발되는 기후의 한 특성이다. 특히 가뭄은 특정지 

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지구전역의 모든 

기상조건에서 발생하지만 그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일시적인 특이현상을 말하며 강수량이 적어 기 

후의 영구적인 특성이 되는 건조지역의 기후특성과는 다 

른의미를갖는다 

최근에 와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가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매년 발생하 

는 홍수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10년 미만의 주기로 한 번 

씩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몇몇 지역에 

서만 빈번하게 발생되어 재해로의 위험에 대한 인식부족 

으로 가뭄관리에 소홀한 실정이다. 그러나 가뭄의 특성 

상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진행속도가 느려 빠른 대처 

와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상당한 피해경감효과를 기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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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부의 가뭄관리는 사후대책에만 국한되어 

있어 재해예방 차원의 대처가 미흡하고， 가뭄상황을 파 

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가뭄모니 

터령과 예 · 경보기준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체계 동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1. 가뭄재때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4, 1 995년 그리고 2001 년의 전국적으로 

발생한 가뭄에 의해 경제적인 손실과 영향력이 막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등에 대비해서는 수해방지종합대 

책 등 국가차원의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 가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전대책보다는 이미 

가뭄이 상당히 진행된 후 긴급복구 대책에 의존하고 있 

다- 앞으로 인구증가， 사회 · 경제의 고도화 등으로 우리사 

회는 더욱 더 가뭄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 

한， 기후변화에 의해 가뭄에 대한 취약성은 더욱더 커지 

게 될 전망이다. 

미 국 해 양기 후국(Nationa 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20세기 최대의 자연재해 10개 

중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4개의 가뭄이 상위 5위안에 랭 

크된 바 있듯이 가뭄은 홍수보다 그 피해와 영향력은 막 

대하다. 이러한 가뭄은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사회 · 경 

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뭄을 

감시하고 관리하여 이를 통한 재해대책을 수립， 조직적 

이고 통합적인 가뭄관리정보체계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먼저， 가뭄이 본격화되기 전에 대비계획과 가뭄의 진 

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 

뭄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 

인 가뭄모니터링을 통하여 가뭄상황을 확인하고 가뭄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가뭄관련정보가 수자원 전문가와 물 공급 관리자로부터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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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폭넓게 인지될수록 가뭄대처와 피해경감 효과는 증대 

될 수 있다. 즉， 가뭄의 시 · 공간적인 전개과정을 조기에 

확인하여 물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가뭄을 대비함으로써 

피해경감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다. 

가뭄을 발생시키는 기상현상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나， 가뭄으로 인하여 발생 하게 되는 여 러 가지 

피해는 가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뭄진행상 

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객관적인 지수로 제시하고 

가뭄의 시 · 공간적인 전개과정을 조기에 확인하여 가뭄 

을 전망， 나아가 예측한다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가뭄대 

비 및 대웅대책 제시가 가능하게 된다 

11 1. 미국의 국립가뭄경감센터(NDMC) 현황 

미국은 자국의 효율적인 가뭄관리를 위하여 1 995년 네 

브라스카(Nebraska) 주의 주도인 링컨αincoln)에 위치하고 

있는 University of Nebraska에 국립가뭄경감센터(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NDMC)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립가뭄경감센터에서는 위기관리보다는 준비자세와 

위험도관리를 강조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나 기관들이 

가뭄에 대한사회적인 취약점을 줄이고자 미국 전역의 가 

뭄 모니터링， 가뭄의 예보， 각주별 가뭉관리계획의 수립， 

가뭄관련 정책자문， 가뭄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가뭄 

관련 교재 및 자료의 출간 동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임무 중에서 가뭄경감센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는 실시간으로 미국 전역에 대 

표 1. 국립가뭄경감샌터 (N)κ) 가뭄심도분류 

한 가뭄심도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주에 대한 가뭄상황을 예보한다 

특히 가뭄경감센터의 가뭄 모니터링 사업은 미국 내무 

성 산하의 지 질조사국(U.S. Geologica l Survey, USGS), 미 

국농무성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Jture, USDA), 

미국상무성 산하의 해양기후국(NO때)， 국립기상청이ational 

Weather Service, NWS) 퉁 여러 연방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l주 단위로 미국 전역의 가뭄 

진행 상황 및 심도를 결정하여 각 방송기관의 기상예보 

센터 및 농무성， 상무성 퉁 관련기관에 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에도 수자원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구 

축된 가뭄정보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가뭄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뭄의 심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두가지의 기상학적 변수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 이 아니 라 Palmer 지 수(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 토양함수지수(SoiJ Moisture lndex, SMJ), 식생함수지 

수(Crop Moisture lndex, CMJ) 및 표준강수지 수(Standardized 

Precopitation lndex, SPI) 풍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표 I 

의 기준에 따라 미국 전역의 지역별 가뭄의 심도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방송매체나 각 관련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그림 l은 가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가뭄상황을 종 

합적으로 보여주는 가뭄강도지도에 대한 웹페이지 (web 

page)로 2008년 9월 1 8일자 미국 전역에 대한 가뭄현황 

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 

인 가뭄지역을 도시하고 있는 가뭄강도지도로서 전국을 

가뭄의 강도에 따라 표시 하고 있는데 가뭄 초기단계인 

DI에서부터 아주 극심한 상태인 D4까지 4단계로 구분하 

가뭄심도분류 

범위 

가뭄심도 가능한영향 Pa\mer CPC 토양 USGS 주간 
정상강 

표준 위성식생 

가뭄지수 
수분모형 하천유량 

우비율 
강수지수 상 

(%) (%) (S P\) 태지수 

비정 
·가뭄으로진행시 ‘작물생육을늦추는 

3개월 
00 상적인 

짧은 건조상태， 보통 이상의 화재위험 
-1.0- -\ .9 2 \ -30 21-30 동안 -0.5--0.7 36-45 

건조 
·가뭄에서 회복시 물 부족이 지속， 작물 < 75% 
이 충분히 회복안됨 

약한 
·작물에 다소피해발생，화재위험 높음， 

3개월동안 0\ 
가뭄 

저수지 · 하천 · 관정의 수위저하，물 -2 .0- -2.9 \\-20 \\-20 < 70% -0.8- - 1.2 26-35 
부족 시작이나 임박， 자발적 절수요구 

02 심한 ·작물손실우려， 화재위험 매우 높음， 물 
-3.0- -3.9 6-\0 6-\0 

6개월동안 
-1.3- -1.5 \6-25 

가뭄 부족 일상화， 물 공급 제한 조치 < 65% 

03 극심한 ·주요작물손실，극심한화재 위험，광범 
-4.0 - -4.9 3-5 3-5 

6개월동안 
-1.6-- 1.9 6-\5 

가뭄 위 한 물 부족 및 물 공급 제 한 < 60% 

매우 ·광범위하며 극심한작물의 손실，아주 
\ 2개월동 04 극심한 극심한화재위험，저수지 · 하천 · 관 -5.0 이하 0-2 0-2 
안 <65% 

-2 .0 이하 \ -5 
가뭄 정 동의 물고갈로물비상사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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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전역에 대한 카뭄모니터링 (NDMC) 

여 표시하고 있다. DO는 가뭄주의지역 (Drought Watch 

Area)으로서 건조가 시작되고 가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가뭄으로부터 회복중이거나 아직 정상상태 

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서 저수지의 수위저하와 같 

은 장기영향을 받는 지역을 나타낸다. 가뭄경감센터의 

웹사이트(web site)는 연간 약 6백만 명이 접속하여 가뭄 

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가뭄강도지도는 지역 및 국 

가적인 신문에 게재되고 TV를 통하여 날씨방송에서 보 

도 및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정확성 및 신뢰도가 이미 

검증되어 있다 

그림 2는 2008년 9월 18일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 가 

뭄모니터링의 분석을 통해 가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주 

는 화면으로 가뭄경감센터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L줬 
~ 

•• @@gM@g*!t 
뼈;iit-~-_.- L그 

- α。애ht_야1ι ..... 
Imp뼈.n. 없짧앓많훌앓않짧짧엉*옐옆$gk 

-~뼈 ”‘.tytomptO’. -~…뼈 ... ..,.,.. .. CIMOI‘--κ.M"_‘ .... -”‘ .... “~~1Df“a‘ .. -.‘’.CIÐOIo-1IIt‘·‘-‘ ... --..，..야.r_‘_ .. ‘’‘*‘ ..... Orou(ttMcrilllr(011O야-
口O맨eht dtYt빼”’““_ ... ’‘~ ... N"'U'‘앞엎찮 ... NOT“--“ 

IIk.rv !‘ ...... “Ml a 1.cagary ìnσ--‘’·‘0....，.-’--‘ ’ "' .... ‘-’*’--‘a 

그림 2 미국 전역에 대한 계절별 가뭄전망(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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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후국(NO뻐) 내의 기후예보센터 (C1imate Prediction 

Center, CPC)에서 웹 (web)상으로 계절별로 제공하고 있 

다. 가뭄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뭄의 지속 또는 

강화， 가뭄이 진행중이거나 일부해갈 또는 해갈될 가능 

성이 있거나 해갈， 가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의 4 

가지로 구분하여 가뭄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제시해주 

고있다. 

이밖에도 가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가뭄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정부기관 및 지방 정부의 수자 

원관련 기관에 배포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가뭄관련 

원삽(workshop) 등을 개최하여 관련 공무원의 교육 및 

개선방안의 개발 동을 도모하기도 한다. 

IV. 가뭄재해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우리나라에서는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가뭄극복을 위 

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여러 가뭄 심포지엄에서 발표 

되곤 한다. 다목적댐 건설，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의 확 

대건설， 지하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의 개발 퉁이 향후 가 

뭄극복의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대책 

도 중요하지만， 가뭄의 근본적인 원인이 강수량의 부족 

에 의한 것이므로 적어도 한 달 또는 한 계절의 선행시 

간을 갖는 장기적인 가뭄예보의 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할수있다. 

국내의 실제 가뭄발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구축은 홍수발생에 대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현재 국내의 실제 가뭄발생에 대한 보 

고서는 가뭄기록 조사보고서(건설교통부， 1995, 2001) 외 

에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기 연구된 가뭄지수에 의한 

가뭄평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가 되어있지 않 

아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가뭄을 평가하는데 있어 그 정 

확도를 높이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2에 제시된바와 같이 현재 가뭄지수의 산정과 가뭄 

현황제공 퉁은 선진국 대비 약 80% 정도의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가뭄지수의 개발 및 정확 

도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가뭄재해경감을 위한 

준비자세 및 위험도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아 가뭄발생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및 대응방안의 제 

시에는 미흡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구역별 대비 및 대웅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에 우리 나라의 국가재 난관리 총괄기 관인 소방방재 

청에서는 가뭄재해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가뭄상황 

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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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과 국내 가뭄관래시스템의 비교 

구분 미국 NOMC 
국내 

2004년 2005-2006년 수행기관 

SPI O O O 한국수자원공사퉁 

POSI O O O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SMI O × O 한국수자원공사 

가뭄지수 OS O A A 한국수자원공사 

PNP O a A 한국수자원공사 

SVH1 O × O 한국수자원공사 

MSWSI A O O 한국수자원공사 

.6가지지수조합 
. 3가지 지수조합(2가지 . 5가지 지수조합(2가지 

정보제공방식 
·가뭄전망제공 

인자포함) 인자포함) 한국수자원공사 
·가뭄전망방법제시 ·가뭄전망방법제시 

정보제공범위 
· 주(week) 단위 · 월 (month) 단위 · 주(week) 단위 

한국수자원공사 
· 주(state)별 · 유역，행정구역별 ·유역，행정구역별 

가뭄대책 
· 사전대비 

· 사후응급복구 
· 가뭉관리지침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퉁 
· 경감대비 ·물공급모형 

가뭄정책퉁 
· 주(state)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 · 자연재해대책법개정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퉁 
· 국제적 지원 제정 (2004.3) (2005. 8) 

※ SPI(표준강수지수)， POSI(파머가뭉심도지수)， SMI(토양습윤지수)， 0잊일하천유량)， PNP(정상강수백분율)， SVI-U (위성식생지수) 

가뭄관련정보를 제공， 가뭄상황에 따른 대비 및 대응 

책을 마련하여 가뭄에 대한 취약성과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가칭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댐 구축’이 필요 

하다. 

여기서는 가칭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댐 구축’에 필요 

한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댐 개요，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 

댐 구축 전략， 웹기반의 통합운영 방안 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1. 가뭄재애정보시스댐 개요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템은 가뭄자료수집 및 관리를 

위한 가뭄자료관리시스템， 가뭄현황 및 전망을 위한 가 

뭄분석시스템， 가뭄피해액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가뭄 

평가시스템， 가뭄피해경감을 위한 가뭄대책시스템이 통 

합적으로 구축되어지는 시스템으로 행정구역별로 피해 

정보와 가뭄심도별 대책방안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 

로 가뭄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웹기반의 

시스댐을 구축함으로써 사용자들(정책입안자， 일반국민 

동)이 자유로이 접속하여 가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고， 제공하는 가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대비 또는 

대웅을 함으로써 가뭄에 대한 피해규모를 경감하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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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뭄재애정보시스멤 구죽 전략 

한국형 가뭄재해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 

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시스템의 기능적， 비기능적 측 

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최종 목표시스 

템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가뭄의 모니터링과 전망 및 분석을 위해 기 

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댐화하여 가뭄자 

료관리시스댐을 개발， 이를 통해 가뭄을 모니터링하고 

전망하는 시스댐을 개발함과 동시에 가뭄피해 및 취약성 

평가 기술과 가뭄대책 및 관리기술을 개발 · 시스템화하 

고 최종적으로 개발된 시스댐들을 통합하여 국가가뭄재 

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연계성/g톨성흥때 

그림 3. 가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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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재해정보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기톨찌.훌월시스 

·자료표준회 
• 염힘부DB앤터찌료면1 
• 수룬/기상보U티링 시스g 
1발 

• 가뭉 해혈도 운쩍시스염 1힐 
• 의사훌정 찌행시스염 깨옐 
·시스엉겁흥및보완 

• 타시스영 면1 및 톨힘방만검토 
• 시스명 륭힘톨해한프로토타입 
구성 
·교육및훌현프로그염 1알 

그림 4 가뭄재해정보시스템 구축 단계(예시) 

그림 4는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댐의 단계별 구축 전략 

을 나타낸다. 1단계로 가뭄자료관리 및 모니터 링시스템 

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행정구역별 보유자료를 

검토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한 후， 오류검증을 통한 통 

합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표준화된 데이터 구축자료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니터링시스댐을 구 

성한다. 2단계로 그림 5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가뭄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가뭄위험도 분석시스뱀을 개발 

하고 통합개발 및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자료관리 및 

모니터 링시스템과 가뭄분석시스템의 통합방안을 검토하 

여 연계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용자 수준에 적절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뭄관련 세미나 둥을 

개최하여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도모하고 지원할 수 있 

도록 만들어야한다 

3. 웹기반의 통합운영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가뭄자료관 

리시스템과 가뭄재해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 

뭄자료관리시스댐은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가뭄지수산정을 및 가뭄현황도를 작성해야하며， 

그리고 웹기반의 가뭄재해정보시스랩은 사용자가 가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뭄에 대한 이론에 대 

해 소개와 행정구역별， 월별， 계절별 가뭄현황 및 전망， 

가뭄피해현황 및 대응 · 대비대책을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 

가뭄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및 국가정책입안이나 행정구 

역별 대비 및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부적인 지역의 특수상황에 대한 판단을 지방자치 

단체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지원하여 분석에 대한 보완 

및 정확성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가뭄자료관리시스템， 가뭄분석시스템， 

가뭄평가시스댐， 가뭄대책시스뱀이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 기용위염발생 
지역톨 WII얻휠. 
띠에규모동을운석 

• 시힐훌흩g괴 
m빼정감괴의 
싱뀐판계분석을 
톨힌의사결정지월 

시훌JI 

γ*“ ·ι 
정쩍수fHI.i1 ν ~ Æ 

용 k 앓안씨용'll-!i' .ι 

!i!.JW.료 

건i!lJI 

!!U!tI!i!운격 
• - ---- - -- .. -----~-'-..... ,... 

.뉴을I i!!!Ii!1è/ 
‘*’ 
시스댐관리지 

그림 5 가뭄재해정보시스템의 자료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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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뭄재해정보시스템 모식도(예시 ) 

지는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안의 모 

식도는그립 6과같이 제시할수있다. 

M 결 언 

가뭄을 야기하는 장기간의 강수량 부족 퉁과 같은 기상 

현상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가뭄의 예보 

및 가뭄관리시스댐 개발을 통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가뭉재해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해 왔으며，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할 계획인가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국립가뭄경감센터와 같은 조직의 운영 

은 가뭄발생에 의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댐 건설과 같은 구조적 사업과는 달리 소규모의 

예산이 요구되는 비구조적인 방재시스탬이라는데 그 시 

사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뭄을 모니터 

링， 전망， 나아가서는 예측을 실시함으로써 가뭄재해에 

12 

대한 예방， 대비， 대응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댐의 운영을 위한 가칭 ‘국가 가뭄정보센터이ational 

Drought lnfonnation Center, NDIC)’의 설립은 ‘선택’이 아 

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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