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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체가살아가기위해서는절 적으로필

요한것 중의 하나가물이다. 이러한물을 확보하는

것은 단히 중요한국가적인차원의과제이다. 우

리나라는좁은 국토면적에비해많은산이있어 댐

등 물을 저류하는시설을설치하기에는좋은지형

을 갖고 있다. 강우의계절적 편차를극복하기위한

저류시설의설치도 중요하지만시설물의 효율적인

운 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계절

별강우량변동과가뭄발생기록에따른 현황과

책및 최근의가뭄발생에따른관련기관들의용수

공급 책에 하여 살펴보고자 하 으며, 올 봄의

용수공급에 하여언급하고자한다.

1. 최근의 기후변화

온도를 관측하는 기기가 발명되면서 지구 곳곳

에서의평균기온은지속적으로관측되고 있다. 그

림 1에서와 같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은 최근에

상승속도가더욱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한원

인으로 1988년설립된 IPCC1) 에서는지구의평균

온도상승의 주 요인으로 CO2의 농도증가를 지목

하고 있다. 1900년에비해 2000년에지구의평균

온도 상승은 0.74 ℃를기록한것으로관측되었으

며, 국제사회에서는 기온상승의 원인인 온실가스

에 하여 배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온도변화를

1)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그림 1. 1850년 이후의 지구 평균온도 변화(IPCC)



예측하고 있다. 또한우리나라기상청에서도 그림

2와 같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 온도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 예측된 우리나라의

기온변화는 1990년에 비해 2100년경에는 약 4℃

정도 상승할 것으로예측결과를제시하고 있다. 이

러한기온의 상승은 세계평균기온이과거약 100

년동안0.74℃, 한반도의기온은 1.5℃ 상승한것

과 비교해 볼 때 2100년경에 약 4℃정도 온도가

상승한다는것은한반도에살고 있는우리들의관

심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한것으로판단된다.

2. 연평균 강수량의 증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은 강우발생에도 많은

향을 끼쳐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은지구의연평균

강수량(973㎜)보다 약 30%정도 많은 1,336㎜이

다. 표 1은 1971년에서 2008년까지38년간 우리나

라의연강수량분포를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평균강수량은 매년약 5㎜정도씩 증가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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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변화 예측

년도 강수량 년도 강수량 년도 강수량 년도 강수량

1971 1137.1 1981 1305.4 1991 1397.7 2000 1328.2

1972 1548.1 1982 1000.7 1992 1141.8 2001 1061.3

1973 1065.3 1983 1205.8 1993 1430.4 2002 1541

1974 1382.6 1984 1284.9 1994 952.7 2003 1907.9

1975 1342.4 1985 1735.5 1995 1121.6 2004 1482.7

1976 1105.1 1986 1251.5 1996 1106.9 2005 1311.9

1977 1007 1987 1554.9 1997 1386.8 2006 1465.2

1978 1220.4 1988 895.4 1998 1804.5 2007 1515.1

1979 1421.5 1989 1510.6 1999 1717.5 2008 1028.6

1980 1496 1990 1610.6 전체평균 1336.4

표 1.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1971~2008) (단위 : ㎜ )

｜ COVER STORY ｜ 방재안전코너 ｜ 포 커 스 ｜ 리 뷰 ｜ 방재연구 ｜ 방재정보 광장 ｜ 회원광장 ｜

기｜획｜특｜집



｜ COVER STORY ｜ 방재안전코너 ｜ 포 커 스 ｜ 리 뷰 ｜ 방재연구 ｜ 방재정보 광장 ｜ 회원광장 ｜

봄 가뭄 해소를 위한 용수공급 책

방재저널_제50호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39

기
획
특
집

으로나타났다.

3. 강우발생의 계절별 특성

우리나라의연강수량은 세계평균강수량에비해

30%정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강우

가계절적으로편중되어 발생되고 있는상황이다.

1년 12개월을 3개월씩 구분하여 1971년부터

2008년까지 4계절(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12~2월)로구분하여표 2 에계절별

강우량 값을 제시하 다. 표 2에제시된 38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절별 강우량의 경향성 파악을

위해년도별계절별로경향성파악을위해그림 4

~ 7 에나타내었다.

그림 4 ~ 7 에서계절별강우량변화를보면겨

울과 봄에는 강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름과가을에는강우량이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평균기온이상승하고계

절에따른강우의 편차가매우커서 여름에는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홍수에의한피해발생이많아

질 것으로판단되며, 겨울과봄에는강우량이감소

하여 생활∙공업∙농업용수가 부족하고 가뭄발생

으로인한피해발생에 한노출이빈번해질 것으

로판단된다.

여름과가을에는강우량이증가하고봄과겨울에

는 강우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여름에서 가을철

까지는강우량이점차 증가하고 있어 홍수피해에

한방재 책이요구되며, 겨울에서봄까지는강

우량이 감소하고 있어 강우부족으로 인한 용수부

족을 초래해가뭄에 한 책방안이필요할 것으

로판단된다. 특히, 겨울(0.6㎜)보다는봄(0.8㎜)이

빠른 속도로강우량이감소하고 있기때문에봄기

간 동안에용수부족이우려된다. 또한가뭄측면에

서보면 여름 또는가을강우량으로겨울까지는각

종용수공급에차질이없겠으나, 겨울이끝나고봄

계절이오게 되면강우가거의 발생되지않으므로

농업용수등 각종용수공급에차질이발생되어용

수부족으로 인한 가뭄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경우지하수활용등을위한관정

개발로 지하수위의 저하가 가속화되어 자체적인

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공

업∙농업용수부족으로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된다.

그림 3.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197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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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계(㎜ )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1971 1137.1 203.7 671.8 156 158.1

1972 1548.1 339.3 761.5 312.4 141.7

1973 1065.4 304 380.9 266.5 77.5

1974 1382.7 434.3 698.2 151.9 74.8

1975 1342.3 334.3 577.8 352.4 155.7

1976 1105.2 211.6 576.1 155.3 53.3

1977 1007 360.9 385.7 215.2 103.1

1978 1220.4 101.7 833.8 183.6 140.7

1979 1421.5 298 789.5 186.2 94.3

1980 1495.9 369.4 814.8 221.3 93.7

1981 1305.3 149.2 736.2 352 55.3

1982 1000.8 226.6 516.7 183 84.1

1983 1206 278.1 556.3 306.5 34.8

1984 1284.7 199.3 684.6 353 81.5

1985 1735.6 360.4 780.9 506.9 64.5

1986 1251.5 210.8 703 255.3 149.6

1987 1554.9 219 1070.7 158.7 30.1

1988 895.3 208.6 536.6 109.1 201.1

1989 1510.5 177 783.8 342.5 183.9

1990 1610.7 299.4 753.3 376.8 94.1

1991 1397.6 261.9 789.8 208.5 118.7

1992 1141.8 284.5 489.3 260.3 150.1

1993 1430.4 236.8 878.4 192.8 69.6

1994 952.8 226.9 432.5 231.2 62.5

1995 1121.6 216.1 741.8 111.2 49.8

1996 1106.9 229 638.1 167.4 74.3

1997 1386.8 317.3 731.4 232.8 160

1998 1804.4 320.9 1017.1 360 49.2

1999 1717.7 327.4 849.8 488.1 52.2

2000 1328.2 123.4 803.6 346.8 135.2

2001 1061.2 84.3 612.2 208.1 104.8

2002 1541 320.5 922.5 177.7 128.7

2003 1907.7 442.2 999.5 370.7 74.5

2004 1482.6 263.4 855.4 275.6 82.7

2005 1311.9 225 750 263.1 85.1

2006 1465.2 289.8 921.1 165.7 83.7

2007 1515.1 259.1 676.3 485.8 85.4

2008 1028.6 218.5 621.1 119.2 76.6

표 2. 우리나라의 연도별 계절별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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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봄 계절의 강우량 변화

그림 5. 여름 계절의 강우량 변화

그림 6. 가을 계절의 강우량 변화



4. 가뭄으로 인한 피해

우리나라 역사기록을 보면 홍수와 가뭄이 빈번

하게 발생하 으며 가뭄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가부족하여 많은사람들이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가뭄으로인한피해는우리의 눈에확연하게 나타

나지않게 되므로가뭄에 한정부차원의 예방과

응이미미하 다. 과거기록을 토 로가뭄발생

년에 한피해현황및 책에 하여표 3 에제

시하 다.

위의표 3 에서보면가뭄발생에 한 책에있

어 예전에는 정부차원에서 조세감면 등의 소극적

인 책을취하 으나, 최근에는관정개발 등의 적

극적인사업들이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산업과문

명이 발달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써 각

종용수공급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가

뭄이 홍수와 동등하게 자연재해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수있다.

4.1 최근의 가뭄발생

용수부족으로 최근의 피해를 보면 2008~2009

년도의강원도 태백시와 남해안지방의용수부족을

들 수 있다. 그림 8에 2008~2009년 우리나라에

진행되었던 가뭄상황 단계(1, 2, 3단계)를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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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겨울 계절의 강우량 변화

기간(년도) 현황 책

�농업용수관련일부식수부족 �재해지역세금면제

1926~1928 �물싸움으로목을매자살(1926년) �재해지역토목공사실시

�물싸움으로살인(1927년)

�주로농업용수관련부족 �가뭄협의를위해각도에기술자파견

�가뭄에의한물가불안발생 �무강우를 비한선후 책강구

1937~1939 �미미하지만식수부족우려 �학생들에게급식실시, 학용품배분

�쌀생산량의 37% 감수 �저수지설치및부업장려

�한해발생지역에조세감면

표 3. 가뭄 발생에 따른 현황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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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타내고 있다.

그림 8에서보면‘08년하반기(좌측)에가뭄

향을 받기시작하면서’09년도 초(우측)에는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알수있으며, 특히 경상도지역

이 가뭄에 노출되어 가뭄 응 단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즉, 가을에강우가적게 발생함

으로써가뭄이겨울과봄으로이어지는것을 알수

있다. 용수부족이가장심각했던 태백시의 경우 1

일 3시간급수공급을 실시한기간이 75일이나지

속되었다. 이로인한주민들의불편사항은 고통수

준을 뛰어넘는상황이발생하 다.

4.2 기관들의 가뭄 책 활동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여러 부처가협동하여 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

기서는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소방

�주로농업용수ㆍ발전용수의관련이많음 �항구 책으로예산안수정

1958~1959
�수력발전소가동중단(1958년) �발전시설확장(10년계획안작성)

�서울은극도의식수난(1958년) �제한급수실시

�양수기유류 지원

�발전용수사항급감 �제한급수실시

�서울등 도시지역식수난심각 �뭄지역양수기동원과농자금지원, 

1967~1968 �호남지방가뭄으로인해이농사태발생 지하수개발

�쌀생산량의 18% 감수 �상수도시설전면개혁

�농지세감면, 타지역유학생학자금감면

�주로농업용수, 생활용수관련 �양수기무상 여, 간이용수원개발

1976~1978 �발전용수를식수로전용 �제한급수, 가뭄상습지예산투입

�종합적인가뭄 책필요성 두 �수원이없는논의밭전환

�저수지및하천고갈신문기사 �제한급수실시

1981~1982
�미농무성의세계농업기상청 �도로가로수에급수작전(주 1회)

농업기상책임자가비올것을예보 �저수지, 소류지적극개발

�도시용수부족

1994~1995
�생활용수관련사항증 �해수담수화등 체수자원개발로다각적인

�수질악화우려, 하천유지용수관심증 가뭄 처방안모색

�생활용수, 농업용수곤란 �가뭄 책추진을위한예산지원

�물마른논과밭작물가뭄발생 �도서지역식수지원, 암반관정개발

2001 �상수도전용댐건설추진

�공업용수제한급수(67% 조업)

�괴산수력발전소발전중지

�생활용수곤란(태백시, 남부지방)” �1일 3시간제한급수(태백시-75일간)

�특별재난지역선포요청 �관정개발, 이동화장실설치

2008~2009 �태백시가뭄백서작성 �광동댐비상용수개발사용

�샘물업체와지자체에태백시장이 �상수도간비상관로용수연결

‘사랑의생명수’지원요청 �‘사랑의생명수’304만여병지원



방재청 등의 부처에서 시행하는 책방안들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들 부처들이 2008~2009년 가

뭄발생시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을 다음에 제시하

다.

1) 환경부

환경부에서는‘08년도 2차에걸쳐 53개시ㆍ군

에관정개발사업비를지원(국고 314억원)하여관

정개발 758개소, 송수관로151㎞를설치하여 10만

여명의 급수를 해소하 으며, 3차 가뭄해소 사업

비로97억원을신청하 다. 또한가뭄우심지역에

한관망의 노후진단지원등을위하여 3개도 97

개 시∙군(강원도 18개, 전라도 36개, 경상도 43

개)의 노후수도관9,720km에 한관망진단지원

을 실시하기위하여 예산을 추진하 다. 기존에설

치된 민방위용 관정 및 농업용 관정에 한 일제

조사및수질검사등을 통해식수가능개소및용

량 파악을 하 으며, 전남∙북, 경남∙북 지역의

민방위용관정 725개소중 521개소 117,000톤/일

이음용이가능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인근지역의 상수도와 비상관로를연계구축함으

로써 제한급수지역중인근지방상수도연결이가

능한지역으로판단되는전남∙경남지역에9개 비

상관로를 설치하여 303,000톤/일을 공급하 다.

용수부족으로인해공동주택 화장실 처리 책으로

서 단위 아파트지역 화장실 사용불가에 비한

이동식 화장실을설치하고, 일반 주거지역에는하

수관거 맨홀을이용한간이화장실을설치∙보급하

으며 물 절약홍보도 실시하 다.

2) 농림수산식품부

월동작물보호를위한장∙단기 책추진을위

해‘08년도 재해 책비 등 1,491억원(국고 1,148,

지방비 343)을 투입하여 가뭄 책을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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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08~2009년 지역별 가뭄상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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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으로전북∙경남 등에관정 431개소, 저수

지 준설 1,621개소, 양수장 11개소, 스프링클러 4

만개 등용수개발 및 유류 , 전기료 등을지원하

다.

2009년도에 농기 용수수요에 비하기 위하

여 저수지 298개소에 물 가두기와 배수로∙취입

보물가두기를중점으로시행하 다.

3) 국토해양부

주로댐의운 을 맡고 있으므로가뭄장기화에

비하기위하여 우기까지실수요량공급에지장이

없도록탄력적으로단계별감량공급을계획하 으

며, 특히, 낙동강의 생ㆍ공업용수는정상공급하되

하천유지용수는 감량 공급하 다. 또한 상수도간

비상연결관로를활용하여기구축된광역상수도

와 지방상수도를 비상으로 연결하여 보령시, 동두

천시등30개시ㆍ군 41개소에용수를공급하 다.

가뭄시누수방지를위해강원지역에지방상수도

관로누수탐사를실시하여 태백 47개소, 정선 27개

소, 삼척 20개소등에서총3,000톤/일의누수방지

효과를거두었으며, 물 절약홍보도 실시하 다.

4) 소방방재청

재난을전담하고 있는중앙행정기관이므로가뭄

발생에따른철저한 응을 하고자전국의가뭄발

생 상황을 파악하여 상급기관에보고하며, 119 소

방차 등을 활용한용수공급도시행하 다. 중앙재

난안전 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의운

에있어가뭄관련전행정기관의가뭄 책상황회

의를주재하여가뭄종합 책등을 추진하 다. 다

른 부처와는달리가뭄관련 여러 부처들과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용수부족으로 인한 가뭄피해 발생

에 한정보를생활∙공업∙농업용수를공급하는

다양한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생활∙공업∙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가뭄상황을

파악 할 필요가있으므로 2008년부터 국가연구개

발사업(R&D)으로“국가 가뭄재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템은 국지

적으로 발생하는 가뭄현황을 파악하고, 가뭄피해

발생을사전에예측하여 파악하고자하는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예측된 용수부족 지역에 하여는

용수관련지역적인네트워크를이용하여가뭄피해

발생 이전에 지역에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주

민들이 용수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

한것이다.

각기관들의 2009년가뭄 책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기관명 책활동

�관정개발, 송수관로설치, 노후관망진단지원, 노후수도관교체

환경부 �민방위관정과농업용관정의일제조사및수질검사로음용수조사

�인근지역비상관로연계설치, 주택의공동화장실설치

�월동작물보호 책추진

농림수산식품부 �관정개발, 저수지준설, 양수장등용수개발

�저수지, 배수로및취입보물가두기”

국토해양부
�댐용수의단계별감량공급, 상수도관로누수탐사실시

�광역상수도와지방상수도의비상연결

소방방재청
�119 소방차를활용한용수공급

�가뭄관련기관의가뭄 책상황회의주재로가뭄종합 책추진

표 4. 기관들의 가뭄 책 활동



주요저수지의 저수율은평년보다 적은 저수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담수호및 다목적댐에있어서는

평년의 저수율을 상당히 상회하는 저수율을 나타

내고 있다. 저수량의 많은 부분을 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주요 16개 댐의 저수위와 저수율 현황을

보면표 6과같다.

5. 저수율 현황

봄 계절에 필요한 용수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전년도가을부터 댐 및 저수지의 저수

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전국의 강수량

(2011.9.1~2012.2.29)을 보면 123.5~685.7㎜로

써전국평균은 271.2㎜로써평년의 76.3%이다. 이

는향후에강우발생정도에따라가뭄발생이발생

할수도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이와관련한댐 및

주요저수지저수율의 합계를표 5 에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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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소수
현저수량 저수율(%)

(백 만 ㎥) 현재 평년

주요저수지 14 372 65 78

담수호 10 732 91 78

다목적댐 16 6,561 52 43

표 5. 댐 및 주요저수지 저수율 현황 (2012.3.2 현재)

수계명 댐이름
저수위(m) 저수율(%)

현재 예년 현재 예년

소양강 177.18 169 55.33 44.11

한강
충주 127.16 126.3 45.36 42.7

횡성 168.64 169.6 41.12 44.94

평균 - - 47.27 43.92

안동 148.57 143.2 55.62 41.77

임 하 144.14 145 33.61 35.84

합천 161 153.8 50.94 37.72

낙동강 남강 39.02 38 45.98 39.17

양 190.67 186.5 54.64 47.89

군위 192.13 192.1 45.06 45.06

평균 - - 47.64 41.24

용담 252.94 247.1 53.77 41.02

금강 청 71.53 67.9 58.74 47.04

평균 - - 56.26 44.03

섬진강 187.91 184.8 52.55 42.61

섬진강
주암(본) 98.55 97 44.33 42.24

주암(조) 98.57 91.3 63.7 49.02

평균 - - 53.53 44.62

표 6. 우리나라 16개 댐의 저수위 및 저수율 현황 (2012.3.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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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및기타

유역권으로보았을 때표 6에제시되어 있듯이다

목적 댐의 현재저수율은 예년보다 부분상회하

는저수율을 나나내고 있어봄계절에용수공급에

는지장이없을 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기타유

역및 댐의 혜택을볼수없는저수지와연계된농

경지의 경우 향후의 강우발생에 따라서 용수부족

이발생할수도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6. 결론

지구의 온도변화로 인한 온도상승은 좋은 측면

과나쁜 측면이있다. 날씨가따뜻해지므로북극권

에서도 열 과일을재배할수있으며, 농경지는이

모작도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나쁜 측면에서보면

연평균강우량 증가및변동폭의 증가로인하여 국

지적인홍수와가뭄이더욱심해질 것으로판단되

며, 해수면 상승 및지하수위저하로인한해수침

투등도용수공급에위협적인요소가될 것이다.

용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물을 지

상에저류하거나지하에저류하는방안또는바다

에저류하는방안이있을 것이다. 물을지상에저

류하는방안으로댐 및 저수지등시설물을설치하

여 저류할수있을 것이며, 지하에저류하는방안

으로강우시지하로침투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

여지하수위를높이는것이라 할수있다. 또한이

렇게 저류한용수를공급함에있어 저수지의 효율

적 운 및 누수율 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가뭄해소 책이될수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매

우 중요한사항으로는물을사용하는국민들이물

을 아껴쓰고자하는절수의식이라고 할수있겠다.

가뭄을인내하고극복하는것도 중요하지만가뭄

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예방할수있는방안

들을연구ㆍ개발하여평상시에예산을지속적으로

분산투자함으로써가뭄재해를예방할수있는투

자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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