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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로 

최근 들어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지구촌은 홍수나 폭 

설， 가뭄 등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이 중에서도 가뭄은 홍수나 폭설과는 달리 진행속도 

가 매우 느려서 발생부터 발전단계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에서 수년에 거쳐 나타나며 피해지역도 광범위하게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규모 또한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전개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가붐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에 의 

한 것이 아니라， 기후변동에 의한 자연적 사건과 인간에 

의 한 물의 수요와 공급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있으며， 

가뭄이 해갈된 후에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파급효과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상 및 수자원 전문가와 가뭄관 

리 담당자들이 어느 시점에 가뭄을 선언하고 종료할 것 

인가의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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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은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가시적 재산피해가 미미하 

여서 사람마다 느끼는 피해규모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가뭄은 잘 준비된 대처방안 및 가뭄관리 계획에 의 

해 상당부분을 의존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뭄은 어떻게 해야 잘 관리되고 적절히 대 

처할 수 있는 것일까? 우선은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뭄에 관하여 우리보다 더 자세한 자료와 다양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가뭄관리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보려고 한다 

미국의 가뭄관리 지침은 각 주별로 수립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 시 또는 카운티별로 주정부의 가뭄 

관리 지침과 연계하여 수립되어 있다. 지침은 해당 부서 

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뭄 

전문가 및 기관에 위탁하여 지침을 수립하기도 한다. 

가뭄관리 지침의 수립 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준 

으로는 WiJhitl며 1991)에 의해 제시된 “ IO-step 이DUght planning 

process"가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이 방법을 기초로 하 

여 각 주별로 특색 있는 지역별 가뭄관리 지침이 개발되 

어 있다. 

따라서 “ J O-step drought planning process"을 소개함과 동 

시에 국내의 가뭄관리 지침과비교해보고자한다. 

11. 미국 가뭄관리계획 수립의 10 단계 과정 
(10-Step Drought Planning process) 

WiJhite( 1991 )에 의해서 개발된 “ 10-Step Drought Planning 

process"는 미 국의 많은 주들이 그동안 겪 어 온 가뭄 경 험 

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모든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를 요약해 보면 가뭄관리 지침수립을 위해 제시된 

10단계 과정 중에서 Step 1 ~Step 4는 적절한 Task Force 

팀 구성원 선별과 지침 및 각종 리스트를 수립하는 과정 

이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하여 생기는 혜택에 대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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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판단의 절차를 거쳐서 가뭄관리 지침수립을 위해 

필요한자원과자료를 수집하는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Step 5에서는 가뭄관리 지침수립을 위해서 필 

요한 조직 및 인력 둥과 같은 팀 구축 과정 이 언급되고， 

Step 6~7에서는 지침수립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과학자 

와 정책수립 당사자 간의 조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 

Step 8~9에서는 실제로 가뭄이 오기 전에 개발된 가뭄 

관리 지침을 실행하여 지침의 실효성과 우수성에 대한 

검증이 펼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으며， Step 10에서는 

가뭄관리 지침이 개발된 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상 

시 유효한 지침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침 

수립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10단계의 가뭄관리지침은 비록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뭄관리지침 

수립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팀원이 

각자의 임무를 순서에 관계없이 수행할 수도 있다. 하지 

만 반드시 리더의 지시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지침의 수 

립 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래 (표 1)은 “ 10-step drought p1anning process"(이 하 

1 0 Steps)의 개요이 다. 이 개요를 소제목으로 하여 더 자 

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1. Step 1-Appoint 0 drought task force 

가뭄관리 지침수립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 이루어져 

야 할 단계는 Task Force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팀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가뭄관리 지침의 개발과정을감독하고조정한다. 

@ 가뭄관리 지침이 개발된 후에 가붐이 발생하는 경 

우， Task Force 팀이 기 수립된 지침을 바탕으로 대응과 

정을 지휘하게 되며 가뭄과 관련된 정책적 결정에 있어 

서 다양한대안과조언을제시한다. 

따라서 팀의 구성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관련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 

술적 조언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가뭄전 

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가뭄이 발생하는 경우 가뭄 

피해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한다는 

점 (Step 5 )을 감안하여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 Step 2-State the purpose and Objedives of the 

Drought Plan 

Task Force 팀이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수 

립하고자 하는 가뭄관리 지침의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팀은 가뭄관리 

지칩의 수립 목표를 달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 

을 수립해야한다. 세부지침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되며 지칩을 수립하는 지역의 물리적， 환 

경적，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되므 

로 이들 모두가 지침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3. Step 3-Seek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Resolve 

Conflid 

3단계서는 가뭄관리 지침을 작성함에 있어서 많든 적든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그룹들이 가뭄관리 지침 개발의 전 단계에 

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침작성 과정 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참여활동을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 

표 1. 10-step Drought Planning Process (가뭄관리계획 수립의 10 단계 과정) 

Step 내용 

Step 1 Appoint a drought task force (Task Force 팀 구성) 

Step 2 State the purpose and 0비ecti ves of the drought preparedness plan (가뭄관리 지침의 목표와 범위 설정) 

Step 3 Seek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resolve conflict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참여와분쟁조정 역할요청) 

Step 4 Inventory resources and identi fy groups at risk ( 수자원의 리스트 작업과 피해위험군의 분류) 

Step 5 Prepare/write the drought preparedness plan (가뭄관리 지침의 수립과 기술) 

Step 6 Identify research needs and fill institut ional gaps (가뭄관련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분야에 대한 검토) 

Step 7 I ntegrate science and p이 icy (과학과 정 책 의 결 합) 

Step 8 Publicize the drought preparedness plan and build public awareness (완성 된 지 침 을 가뭄관련 기 관 및 지 역 내 의 주민 에 게 공표) 

Step 9 Develop education programs (교육용 프로그램 개 발) 

Step 10 I Evaluate and revise drought preparedness plan (가뭉관리 지 침 의 정 기 적 인 평 가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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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 팀과 

함께 시민자문위원회가 동시에 지침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침개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갈퉁이 자연스레 배제될 수 있도록 협력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것이다. 

4. Step 4- lnventory Resources and Identify groups 

a t Risk 

각 참여자들의 참여방법이 결정된 후에는 가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천연자원과 생 

물학적 자원 및 인적자원에 대한 목록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여러 자원들의 가뭄에 대한 취약정도가 분석되어 

야 하며 물 부족기간동안에 발생될 피해규모에 대한 검 

토가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첫 번째로 가뭄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 

인 천연자원은 바로 물이다. 즉， 가뭄기간에 대한 지역 

내의 수자원 부존량， 저수량， 가용량， 수질 및 가용 위치 

동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자원으로 초지， 산림， 논， 밭 및 야 

생동물 퉁과 같은 가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하며 이 역시 리스 

트로만들어져야한다. 

세 번째는 인적자원으로 이는 가뭄 시에 부족한 수자 

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용인력을 비롯하여 물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정부차원에서의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인력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만들어 가뭄에 

대비하도록해야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뭄관리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 실제 가뭄 시에 개발된 지침을 활용하여 가뭄에 대응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위협요소와 

방해요소를 미리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 

들을 검토하고 판단하여 가뭄관리지침을 개 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5. Step 5-Establish and Write Drought Plan 

이번 단계에서는 가뭄관리지침을 개발하기위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침을 수립하는 단계를 기술한다 

이 때， 가뭄관리 계획은 아래의 3가지 중요한 요소 및 기 

능을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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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Monitoring, early waming and prediction(가뭄모니 터 링 

및 예경보) 

~ Risk and impact assessment(가뭄피 해 및 영 향 평 가) 

@ Mitigation 뻐d response(경 감 및 대 응) 

6. Step 6-lden에fy Research Needs and FiII In해tutional 

Gaps 

가뭄관리지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조직의 

임무와 책임만을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연 

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Task Force 팀은 가뭄관련 연구 

의 필요성과 연구 분야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실시하고 

특히 가뭄관리지침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분야 

를 검토하여 연구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4-5단계와 함 

께 제시되어야한다. 

특히 기상분야 및 수자원분야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뭄 모니터링 분야의 연구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7. Step 7-lntegrate science and Policy 

가뭄관리지침을 개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뭄과 

관련된 과학과 정책의 결합이 다. 가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당사자는 가뭄과 관련된 과학 분야를 

이해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반대로 

과학자나 연구원은 가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뭄관리지침이 완성도 있고 성공적으로 수립 

되기 위해서는 양자 모두 상대방의 견해와 입장을 충분 

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Task Force 팀 내에서 충분한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양자의 견해가 상호 반영되는 지 

침 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회의와 토론을 가져야 한다. 

8 . Step 8-Publicize the Drought Plan-Build Public 

Äwareness and Consensus 

이미 지침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시민단체 및 물 관련 

이익단체 (stakeh이der)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 

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도 가뭄관 

리지침이 완성되고 나면 완성된 지침을 가뭄관련 기관 

및 지역 내의 주민에게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가뭄 

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가뭄과 관련된 정보 및 가뭄기 

간 중에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과 대응책이 주민 

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의 가뭄전문 

가와 함께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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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tep 9-Develop Education Programs 

가뭄 Task Force 팀과 가뭄관련 정부기관은 가뭄관리 

지침과 관련된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용 브로 

셔를 제작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경우 

에 따라서는 워크숍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 

역의 수자원 현황 및 가뭄대책의 중요성과 가뭄기간 중 

의 주민 행동요령 동을 교육함으로써 가뭄관리지침의 활 

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10. Step 10-Ev버uate and Revise Drought Plan 

가뭄관리지침 수립의 마지막 단계는 완성된 지침을 정 

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즉， 개발된 지침이 

지역의 현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광역단체 및 국가차원의 

가뭄계획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도 항시 

점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개발된 지침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뭄관리지침을 적용운영하고 그 결 

과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가뭄기 간 중의 평 가(Ongo ing 

Evaluation)와 가뭄피 해 후의 평 가(post-Drought Evaluation), 

두 가지 관점에서의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 Ongoing Evaluation 

가뭄기간 중 관리지침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나타 

나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 개발된 지침이 효율 

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과학기 

술의 변화， 연구방법의 발전， 새로운 관련법의 제정 및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뭄관리지침의 내용도 수시 

로 수정 되어야 하며 평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확 

히 진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뭄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 

침을 활용하면서 각 분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 

게 된다 

특히， 완성된 지침은 실제의 가뭄에 적용되기에 앞서서 

항시 가상의 가뭄에 대하여 모의훈련(Vut때 다üu생1t Exercise) 

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모의훈련을 통하여 

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B) Post-Drought Evaluation 

가뭄 극복 후에도 가뭄 대응과정 및 관리지침의 적용 

에 대한 사후 평가는 가뭄관리지침을 업데이트함에 있어 

서 중요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동의 가뭄관련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가뭄관리지침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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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이 같은 의견을 취합수렴할 장치를 마련하여 

가뭄 발생 후의 상황이 상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그리고 가뭄 사후 평가는 가뭄을 유발시킨 기상분야와 

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가뭄에 의한 경제적， 사회 

적 영향과 피해 내역을 검토하고 또한 기 수립된 가뭄관 

리지침의 적용과정에 따른 문제점， 대응과정의 문제점 

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결과가 도출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유지되어야 한다. 

川. 국내와 미국의 가뭄판리 계획 비교 

미 국은 대부분의 주(state)가 자체 의 가뭄관리 계 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주는 지역의 수문·기상학적 

환경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계 

획은 매년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또한 지역 주민에게 홍 

보하고 있으며 모든 수립과정에 기준은 앞서 소개한 10 

Steps를 토대로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충청남도의 “2000년 가뭄종합대책 추진계 

획”과 가뭄관리가 체계적이며 구성의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Co lorado의 가뭄관리 계 획을 각각 간단히 설 명 

하고 각 관리대책의 차이점을 먼저 비교해본 후， 최종적 

으로는 미국 중앙정 부의 가이 드라인인 10 Steps의 목차 

를 기준하여 필요한 계획수립절차를 비교했다. 

1. 증정남도와 Colorad。의 가뭄관리 계획 비교 

충청남도와 Colorado의 가뭄대책 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충청남도는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 

계， 복구단계로 구분되어지지만 미국과 달리 중앙정부의 

가뭄에 관한 관리계획이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수립되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른 각 기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에 Colorado의 경우 감시(1ll0nitol;n잉， 평기-( assesslll en t), 

대 웅(response)， 경 감(Ill itigat ion )으로 구성 되 어 있으며 , 모 

든 단계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존 체제하에서 수행이 

가능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가뭄관련 담당부서가 상 

호 협조하도록 되어있다. 

다음 (표 2)는 충청 남도와 Colorado의 가뭄관리 계 획 목 

차를 표로 구성하여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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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충청남도와 C여acb의 가뭄관리 계획 목차를 통한 비교 

구분 목차 

1. 추진배경 ·종합대책 수립 필요에 의해 추진 

2. 추진방향 최근 가뭄실태 및 가뭄발생 원인을 분석 
3 가뭉실태 및 발생원인 분석 
@가뭉실태 

@ 가뭄발생원인 

충청남도 
@강우량현황 
@주요댐및저수현황 

4 가뭄 종합대책 추진방안 수립 
@단계별가뭄대책수립 

@가뭄상황관리체계 
@실과별가뭄대책추진 

5. 향후추진일정 계획 

1. Purpose 
2.0rganization 

CD Govεrnment Role 
~ Monitoring 
@ Impact Assessment 
@ Response 

3. Long Term Drought Mitigation 

CD Colorado Nature Hazards Mitigation Council 

Colorado ~ Drought Mitigation Comm ittee 
@ State Drought Mitigation Recommendations 
@ TIεn Steps To Drought Mitigation : A Colorado 

Summaly 

@ State Level Actions - Administration Plan 
@ Local Government Outreach and Feedback 

4. Sustainability Issues 

CD Local Government Plann ing 
5. Action Plan Summary 
6. Public lnformation / Awa.reness / Educat ion 

2. 10 Steps와 충청남도I Colorad。의 가뭄관리계획 

수립단계 비교 

IV. 국내 가뭄관리계획 수립 방향 

1. 가뭄관리계획 작성에 적용되는 10-Steps의 활용 

우리나라의 정부부처별， 지자체별 또는 물 관련 기관 

별 가뭄관리계획은 부처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하거나 지역별 수문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계획 

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가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던 이유이기도 하 

지만 그만큼 가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부족 

했던 이유이기도하다 

향후 기관별로 수립되는 가뭄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서는 현재 미국의 모든 가뭄관리 기관에서 가뭄관리계획 

의 수립 시에 활용되는 10 Steps의 적용이 어느 정도 가 

능하며 기관별로 적절히 변형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사료된다. 

2. 괴학과 정잭이 연계된 가뭄관리계획의 작성 

현재까지 국내의 부처 및 기관별로 수립된 가뭄관리계 

획은 지극히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변만을 고려하여 수립되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된 

가뭄관리계획은 중앙정부의 가뭄관리계획을 그대로 반 

표 3. 10 St~(가뭄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10 단계의 과정 )와 비교 분석 

10 - Step Drought Planning Process Co lorado 충청남도 

1 Step 
O O Appoint a drought task force 

2 Step 
O O Develop drought policy and defìne the purpose and objectives ofthe drought pl an 

3. Step 
O O Antic ipate and resolve confl icts between different water users. 

4. Step 
O O Identi fy natural , human and biological resources, as we ll as fìnanci al and legal const떼nts 

5. Step 
O × Establish mitigat ion procedures - monitoring, impact assessment and response 

6. Step 
O × Identify research and institutional needs 

7. Step 
O × Integrate sc ience and policy perspecti ves. 

8. Step 
O × Announce and test drought plan 

9. Step 
O × Teach the general public and the media about drought and water supply 

10. Step 
O × Keep the drought plan up 10 date and evaluate it after the dr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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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루고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가뭄을 정량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국내의 실 

정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뭉관리계획은 과학적인 

연구결과와 정책적인 지원 및 판단이 연계된 계획이 수 

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현과제 

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가뭄전문가및 학자를활용한가뭄관리계획의 수립 

- 가뭄 모니터링 시스댐을 활용한 가뭄단계의 설정 

- 가뭄관련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 용수공급 가이드라인에 의한 물 공급 계획의 수립(한 

국수자원공사， 농촌공사) 

- 가상가뭄훈련을통한가뭄기간동안의 용수공급 계획 수립 

- SOP, EOP 동의 개념을 활용한 가뭄단계별 행동요령의 

구축 

3. 부처 및 기관벌 별도의 가뭄관리계획 수립 

현재 중앙정부의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물 관 

련 기관별 가뭄관리계획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의 일환으로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이 포함되기 어렵고，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기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가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저 

감시킬 수밖에 없게 되며 부처 간의 연계성 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자체 자체 

의 고유 특성을 계획에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수립된 가뭄관리계획은 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하 

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부처 

별， 단체별로 고유의 또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 

다 이를 통해서만이 지역의 가뭄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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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결 로 

국내가뭄관리 현황은 가뭄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구 

체적인 지침서가 없고 기관별 가뭄관리를 위한 역할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뭄 

의 단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모니터 링 시스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정부 기관별 가뭄대응 단계가 상 

이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주정부(State)의 가뭄관리지침 수 

립절차( 10-Step Drought P1anning Process)에 의해서 일관 

성 있게 구축되어 있으며 가뭄의 단계 역시도 가뭄 모니 

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주별로 일관성 있는 대웅체 

계를구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국의 가뭄관리 지침을 국내의 가뭄 

관리계획에도 반영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지침을 구축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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