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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SPI 기상학적 가뭄지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농업가뭄 빅데이터간의 관계

를 평가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장기가뭄을 대상으로, SPI-12개월 가뭄지수, 평년대비 강수부족율, 농업용저수지 저수부족율, 인

터넷포털 검색을 통한 농업가뭄 빅데이터를 월단위 도별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SPI-12의 최대 

가뭄심도와 최대 저수 부족율이 나타난 시기를 비교한 결과, 전국적으로 2014년은 7월, 2015년

은 8월과 9월에 시기를 같이 하면서 발현되었다. 한편, 빅데이터의 도별 최대 발현시기는 2014년 

6월과 7월, 2015년은 3월, 6월~9월에 나타나, SPI-12와 저수 부족율의 최대심도보다 2014년은 

1개월, 2015년은 여름에 2개월 이르게 나타났다. 이는 빅데이터가 3월부터의 봄가뭄, 6월의 늦장

마, 7월의 마른장마에 이어 2015년은 9월까지의 강우량 부족에 따라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가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업가뭄관련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뭄의 위험관리에 효과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농업가뭄, 저수율, 빅데이터, 강수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deficit,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12 month, agricultural reservoir water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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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cit and agricultural drought-related big data, and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agricultural risk management through big data. For the long term drought (from January 

2014 to September 2015), each data was collected and analysed with monthly and 

Provincial base. The minimum SPI-12 and maximum reservoir water storage deficit 

compared to normal year were occurred at the same time of July 2014, and August and 

September 2015. The maximum frequency of big data was occurred at June and July of 

2014, and March and June to September of 2015. The maximum big data was occurred 1 

month advanced in 2014 and 2 months advanced in 2015 than the maximum reservoir 

water storage deficit. The occurrence of big data was sensitive to spring drought from 

March, late Jangma of June, dry Jangma of July and the rainfall deficit of September 

2015. The big data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meteorological drought and agricultural 

drought. Because the big data is the in situ feeling drought, it is proved as a useful 

indicator for agricultural risk management.

KEYWORDS : Agricultural Drought, Reservoir Water Storage Rate, Big Data, Precipitation

서  론

2000년 이후 9번(2000, 2001, 2006, 2008, 

2009, 2012, 2013, 2014, 2015)이나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

뭄관련 각 부처(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

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간의 체계적이고도 선제적인 가뭄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

로는 분야별로 가뭄에 대한 대응시기가 상이하

기 때문이다. 즉, 농업분야는 기상학적 가뭄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 봄철이 시작되는 3월부

터 평년강수량과 대비하여 일정수준 이하이면 

1개월 이내라도 농업가뭄을 겪게 되고, 봄가뭄

이 지속되어 6월에 들어서면 중산간지역의 생

활용수 부족으로 사회경제적 가뭄을 겪게 된다. 

수문학적 가뭄은 일반적으로 2년 연속가뭄의 

발생 시 댐 방류량을 줄여나가는 가뭄대응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뭄이 진행되는 동안, 각 분야별로 

가뭄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실제 물부족을 느끼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적시적기의 대응이 요구되는데, 현재 이를 

위한 현장체감 가뭄자료들의 신속한 수집 및 

정보화 체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상, 농업, 수자원관련 국가 가뭄생산

정보와 광역적으로 퍼져나가는 분야별 현장체감 

가뭄상황을 연계시키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분야

별 가뭄의 선제적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가뭄연구는 가뭄을 정량화하여 지수

화하는 연구와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Park et al., 2006; Kwon et al., 
2007; Shin et al., 2016). 현대사회는 웹사이

트, 매스미디어, SNS 등 정형, 비정형의 가뭄

예측을 위한 보조정보, 현장가뭄 정보들을 빅데

이터로 수집가능한 인터넷 시대이다. 이에 최근

에는 가뭄지수와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평가한 

연구로서 Lee(2014)는 구글트렌드와 네이버트

렌드를 이용하여 표준강수지수와의 비교를 통

해 가뭄심도를 분석하였으며, Lee et al.(2015)

은 SPI와 소셜 빅데이터의 비교를 통하여 가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민이 현재 체감하고 있

는 가뭄상황과 국가에서 제시하는 가뭄정보가 

상이하다고 연구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가뭄은 농업용수 사용

시기별로 변화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을 

반영한 평년대비 저수율의 일정비율, 즉, 평년

대비 저수율이 75% 이상(평시), 50∼75%(가

뭄예찰), 30∼50%(가뭄시작, 대비),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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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가뭄, 대응)의 4개 구간의 농업가뭄을 판

단하여 대응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은 2년 연속가뭄을 겪은 

해이다.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강수량은 

1,061.1mm로 평년대비 82.1%로 관측되었고, 

2015년은 동일기간 강수량이 828.2mm로 평

년대비 64.0%에 불과하였다. 특히 2015년 충

남, 경기지역의 경우 평년대비 각각 41.5%, 

42.3%로 극심한 농업가뭄을 겪었다. 경기지역

은 2014년 평년대비 50.2%에 불과하였던 강

수량에 이어 2015년에도 평년대비 42.3%로 2

년 연속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여, 2014년의 가

뭄상황이 2015년으로 전달되어 더욱 심한 농

업가뭄을 겪었다. 이에 2015년 9월말 현재 전

국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65.4%로서 평년에 

비하여 13.6%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저수율

이 75% 미만인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3,399개의 저수지 중 2,144개소로 전체의 

63.1%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과 2015년을 대상으

로, 전국의 강수량자료,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기상학적 가뭄지수, 농업

용 저수지 저수율,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농업

관련 현장체감형 가뭄정보를 수집하여, 이들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 평가함으로서, 농업가뭄에 

대한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및 방법

1. 전국 강수량, 표준강수지수(SPI) 및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자료  

강수량은 전국 199개 관측소(기상청 63개소, 

K-water 136개소)의 일강수량 자료를 이용하

여, 역거리가중방법(IDW; inverse distance 

weighted method) 방법으로 공간내삽시켜 생

성시킨 후, 평년대비 강수량 부족율을 2014년

부터 2015년 9월까지의 강수를 계속 누적하여 

분포도를 작성하였다(그림 1). 강수량 부족율을 

이용한 가뭄판단은 Park et al.(2006)과 Kim 

et al.(2011)이 제시한 평년대비 강수량의 비

율을 참고하여 단계를 구분하였다.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SPI는 시간 단위별 누

가강수 시계열의 작성, Pearson Type-Ⅲ 

(PT-Ⅲ) 분포를 이용한 매개변수 추정, 누가

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산정 및 표준정규분포에 적용시킨 가뭄지수의 

산정 등의 단계로 계산되며, 최종적으로 산정한 

SPI는 다음과 같이 총 7단계로 구분된다

(McKee et al., 1993). 가뭄은 표 1과 같이 

SPI값이 -1.0 혹은 더 작은 값에 도달할 때 

발생하며 0보다 클 때 가뭄이 끝나게 된다. 가

뭄 사상은 가뭄 시작과 끝의 시간 간격으로 정

의된 지속기간과 SPI 값으로 표현되는 가뭄 심

도로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의 

가뭄이 2015년으로 이어지는 2년 연속의 장기

가뭄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SPI-12개월을 대

상으로 농업가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2는 2014년과 2015년의 SPI-12의 월별 특정

일의 산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농업용저수지 저수율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

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3,399개의 농업용저

수지 저수율자료를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Classification SPI index Precipitation deficit percentage

Extremely wet 2.0 -75% or less

Very wet 1.5 ~ 2.0 -75% ~ -50% 

Moderately wet 1.0 ~ 1.5 -50% ~ -15% 

Near normal -1.0 ~ 1.0 -15% ~ 15%

Moderately dry -1.5 ~ -1.0 15% ~ 50%

Severely dry -2.0 ~ -1.5 50% ~ 75%

Extremely dry -2.0 75% or more

TABLE 1. Drought classification of precipitation deficit percentage and SPI value (McKee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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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2015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FIGURE 1. Cumulative deficit percentage of monthly precipitation compared to normal 

precipitation from 2014 to 2015 September 



Evalu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teorological, Agricultural and In-situ Big Data Droughts68

FIGURE 2. SPI-12 in the beginning day of each month from 2014 to 2015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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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2015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FIGURE 3. Agricultural reservoir storage rate in the beginning day of each month from 2014 

to 2015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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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까지 평년대비 저수율 75% 이상, 

50∼75%, 30∼50%, 30% 미만으로 구분한 

분포도를 작성하였다(그림 3).

2. 현장체감형 농업가뭄 빅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현장체감형 농업가뭄의 정의

로서 기상학적으로 가뭄이 꽤 진행되어, 농업가

뭄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 직접적인 피해와 관

련된 일련의 현실적 전파가뭄으로 정의하여, 인

터넷 포털 검색엔진들을 이용하여 농업가뭄관

련 정보들을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 포털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주요 일간지 4개(경향, 매일. 

조선,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가뭄관련 기사자료

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전국 9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하

였다. 선정한 주요 일간지를 대상으로 전체기사 

중 본문 또는 내용에‘가뭄’포함 기사를 검색

하여 수집 한 후 기사내용을 검토하여 필터링 

작업을 통해 가뭄 진행상황, 가뭄으로 인한 피

해, 가뭄 해결 대책 등과 관련된 기사를 수집하

였다. 가뭄의 정량화를 위하여 언론에 나타난 

시기별 가뭄기사 건수를 분석하여 분류한 

Korea Rural Research Institute(2005)의 연

구결과에서 제시한 키워드와 비교하였으며, 농

업가뭄관련 주요 검색어는 표 2에 정리하였다. 

가뭄을 주 검색어로 하여, 하위 검색으로는 농

업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정보, 농업용수의 확보

를 위한 정보 그리고 가뭄의 장기화로 인한 농

업의 사회경제적 피해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

으며, 검색된 정보에서 지역명이 존재하는 정보

들을 대상으로 시군구 행정단위의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그래픽화

를 시도하였다. 그림 4는 2014년과 2015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농업가뭄관련 빅데이터를 

2014년 1월부터 계속 누적시킨 월별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 및 고찰

1. 2014-2015 평년대비 강수량 부족율과 

농업용저수지 저수율과의 관계

평년(1981∼2010)과 대비한 강수량의 부족

율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농업

용 저수지 저수율 부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추이를 정리하였

다. 2014년은 7월에 전국적으로 평년대비 저수

율의 최대부족을 보였는데, 강원 46.8%, 경기 

45.1%, 충북 50.9%, 충남 38.6%, 전북 

36.1%, 전남 28.7%, 경북 32.8%, 경남 

35.6%의 강수 부족율에 대하여 저수 부족율은 

각각 24.6%, 25.0%, 15.8%, 15.3%, 7.4%, 

5.9%, 17.7%, 14.7%를 보였다. 7월에 최대 

저수부족율이 나타난 원인은 늦장마와 마른장

마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2014년 충북의 경우, 

강수 부족율이 전국 최대를 보였음에도 강원과 

경기에 비하여 저수 부족율이 작게 나타난 것

은 충북 저수지들이 농업가뭄 대응능력을 상대

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의 경우에는 7월에 경기가 42.8%의 

강수 부족율에 대하여 29.2%의 최대 저수 부

족율을 보였으며, 8월에 경북 17.5%, 경남 

13.4%의 강수 부족율에 대하여 각각 11.9%, 

4.0%의 최대 저수 부족율을, 9월에 강원 

49.8%, 충북 37.2%, 충남 40.8%, 전북 

Major keyword Category Subcategory

Drought

Agricultural water 
deficit

Upland crop, Upland farming, Seed, Rice planting, Reservoir, Agricultural water

Agricultural water 
security

Worker, Agricultural water supply, Water wagon, Well development, Reservoir 
dredging, Water resource development

Agricultural damage
(Economical) Decrease of yield, Decline in income, Crop disaster insurance

(Crop) Withered crops, Cultivation of alternative crop, Crop damage, Give up farming

TABLE 2. Keywords of agricultural drought-related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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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nthly cumulative agricultural drought-related big data from 2014 to 2015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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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전남 9.7%의 강수 부족율에 대하여 각

각 14.9%, 20.8%, 26.3%, 21.5%, 4.6%의 

최대 저수 부족율을 보였다. 특히, 경기가 타 

지역보다 1~2개월 빠르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저수 부족율을 보인 이유로는 이 지역 2014

년 12월 9.1%의 저수 부족율이 2015년으로 

천이(carry over)되었으며, 2014년에 이어 늦

장마와 마른장마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2. SPI-12와 농업용저수지 저수율간의 관계

SPI-12와 저수율 변동과의 상세 비교를 위

하여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SPI-12의 월별 평균, 최고 및 최저값과 농업

용 저수지 저수율의 시계열 값들을 도별로 도

시하였다(그림 6). 2014년 7월 각 지역의 최

대 저수 부족율에 대하여, SPI-12 평균값이 

경기(7월: -1.5, 9월: 최저 –2.0 도달)를 제외

하고 강원 –1.8, 충북 –1.7, 충남 –1.4, 전북 –
1.2, 전남 –1.1, 경북 –1.4, 경남 –1.3으로 7월

에 최저치를 보여, 전반적으로 기상학적 가뭄심

도가 가장 큰 시기와 최대 저수 부족율이 나타

난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

별 2014년 12월의 SPI-12값은 강원 –1.4, 경

기 –2.0, 충북 –1.0, 충남 –0.8, 전북 –0.2, 전

남 + 0.3, 경북 + 0.1, 경남 + 0.3으로써, 강

원, 경기의 2개 지역이 2015년으로 심한 가뭄

이 천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SPI-12 평균값의 최저치는 8월에 

전북 –1.4, 전남 –0.7, 경북 –1.0, 경남 –0.6, 9

월에 강원 –1.9, 경기 –2.2, 충북 –1.6, 충남 –
1.7으로 나타나, 최대 저수 부족율이 나타난 시

기(8월; 경북, 경남, 9월; 강원, 경기, 충북, 충

남, 전북, 전남)와 비교하면, 가뭄에 접어든 전

북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상학적 가뭄심도가 가

(a) Gangwon (b) Gyeonggi (c) Chungbuk

(d) Chungnam (e) Jeonbuk (f) Jeonnam

(g) Gyeongbuk (h) Gyeongnam (i) Jeju

FIGURE 5. Deficit percentage monthly precipitation compared to deficit agricultural 

reservoir storage from 2014 to 2015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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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시기와 최대 저수 부족율이 나타난 시기

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이 SPI-12의 가뭄심도와 저수지의 

저수 부족율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SPI-12의 경우 2014년 7월, 2015년 8~9월

에 가뭄 심도가 최대로 나타났으며, 저수지의 

부족율의 경우 2014년 7월과 2015년 8월~9

월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학적 가뭄에 대하여 

농업가뭄도 그 시기를 같이 하면서 최대심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SPI-12 및 저수율과 현장체감형 농업가뭄 

빅데이터와의 관계

저수지 저수율과 수집한 현장체감형 농업가

뭄 빅데이터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3

과 같이 월별 저수율이 75%이상(평시), 75%

미만(가뭄)인 저수지 개수와 누적 강수량 부족

율, SPI-12 최저값 및 빅데이터 발현시기의 

빈도를 도별로 비교, 정리하였다. 

저수율 75%이상의 저수지 개수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빈도와 역상관 관계를, 저수율 75% 

이하 상태의 저수지 개수에 대해서는 정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빅데이터

의 최대빈도가 발생한 달은 강원 6월(33개), 

경기 7월(8개), 충북 6월(33개), 충남 7월(6

개), 전북 6월(6개), 전남 2월(5개), 경북 6월

(4개), 경남 6월(6개)이었다. 특히 강원과 충북

이 타 지역보다 빅데이터 빈도수가 크게 나타

난 이유로는 강원은 도내 SPI-12 최저값이 5

월 –1.7, 6월 –1.6으로 5월부터 심한 가뭄상태

에 진입하였으며, 6월 들어 저수율 30%이하의 

저수지가 15.2%(12개)로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a) Gangwon (b) Gyeonggi (c) Chungbuk

(d) Chungnam (e) Jeonbuk (f) Jeonnam

(g) Gyeongbuk (h) Gyeongnam (i) Jeju

FIGURE 6. SPI-12 compared to deficit agricultural reservoir storage from 2014 to 2015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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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충북은 도내 SPI-12 최저값이 5월 –
1.4, 6월 –1.5로 6월에 심한 가뭄상태에 진입

하였으며, 이 지역은 6월 들어 저수율 50%이

하의 저수지가 19.7%(37개)로 급증하였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2015년의 빅데이터 발생빈도를 보면, 강원, 

경기, 충북지역이 3월에 2014년 1월 이후 누

적개수로 각각 108개, 49개, 55개, 6월에 각각 

273개, 180개, 96개, 7월에 이르러 296개, 

201개, 97개의 순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

도수를 보였다. 이는 2014년의 가을, 겨울가뭄

이 2015년으로 천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2014년 1월 이후 2015년 3월에 평년강수

량 대비 누적 부족율이 각각 47.1%, 45.2%, 

23.2%로서 농업가뭄에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3지역 이외에 2015년 6월에는 충남, 

경북지역의 빅데이터가 2014년 12월 대비 

263.6%(18개), 607.7%(66개)로 늘어나, 6월

의 늦장마로 인한 농업가뭄을 반영하고 있다. 

2015년 6월 이 5개 지역의 도내 SPI-12 최

저값은 각각 –2.3, -3.0, -1.9, -1.4, -1.2이

었다. 

한편, 충남, 전북, 전남의 경우는 타 지역들

에 비하여 2015년 6월과 대비하여 9월에 빅데

이터의 발생빈도가 각각 158.6%(17개), 

131.6%(6개), 145.5%(5개) 증가하였다. 충남

은 저수율 30% 미만 저수지가 6월 7개(SPI최

저치 –1.4)에서 8월 14개(SPI최저치 –1.9), 9

월 62개(SPI최저치 –2.1)로 증가하였고, 전북

은 6월 2개(SPI최저치 –0.5)에서 8월 8개(SPI

최저치 –1.9), 9월 38개(SPI최저치 –1.8)로 증

가하였으며, 전남은 6월 17개(SPI최저치 –0.1)

에서 9월 46개(SPI최저치 –1.5)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PI-12와 저수부족율에 의한 최대 가뭄심도

는 2014년 7월, 2015년 8~9월에 나타난 것과

는 달리, 빅데이터의 최대 발현시기는 2014년 

6월과 7월, 2015년은 3월, 6월~9월에 나타난 

것은 빅데이터는 3월부터 봄가뭄, 6월의 모내

Provincial Classification
2014 2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Gang
won

Resevoir 
ratio
(site)

Over 75% 68 68 72 73 49 12 10 30 42 47 52 58 61 64 66 69 59 9 16 46 35
Less
75%

11 11 7 6 30 67 69 49 37 32 27 21 18 15 13 10 20 70 63 33 44

Deficit monthly 
precipitation 79.6 67.5 74.2 65.4 54.7 53.2 46.8 45.4 47.1 44.9 44.6 44.9 45.5 45.6 47.1 44.5 45.8 46 42.9 46.8 49.8

Minimum SPI-12 -1.6 -1.2 -1.3 -1.2 -1.7 -1.6 -2.2 -2.1 -2.3 -2.2 -2.4 -2.4 -2.5 -2.5 -2.5 -2.1 -2.2 -2.3 -1.4 -2.1 -2.3
Number of big data 1 2 33 15 1 2 3 14 2 35 32 14 119 23 1

Gyeonggi

Resevoir  
ratio
(site)

Over 75% 101 105 107 102 56 25 25 54 65 69 74 76 79 78 83 87 60 20 21 61 46
Less
75%

18 14 12 17 63 94 94 65 54 50 45 43 40 41 36 32 59 99 98 58 73

Deficit monthly 
precipitation 45.4 43.6 63.2 60.9 53.2 45.2 45.1 46.7 47.5 45.9 44.9 44.5 44.6 44.1 45.2 42.7 44.6 43.4 42.8 47.7 50.2

Minimum SPI-12 -0.4 -0.5 -0.7 -0.7 -0.9 -1.1 -2.1 -2.5 -2.6 -2.5 -2.6 -2.8 -2.8 -2.8 -2.8 -2.6 -2.8 -3 -1.8 -2.5 -2.6
Number of big data 2 3 8 2 1 1 1 31 43 19 69 21 3

Chung
buk

Resevoir  
ratio
(site)

Over 75% 170 170 176 179 168 29 27 75 152 162 172 173 175 174 177 182 179 20 44 68 40
Less
75% 18 18 12 9 20 159 161 113 36 26 16 15 13 14 11 6 9 168 144 120 148

Deficit monthly 
precipitation 66.2 64.3 26.2 22.7 38.2 40.2 50.9 34.8 33.4 24.8 24.2 23.4 23.3 23.4 23.2 20.3 23.4 25.6 28.6 34 37.2

Minimum SPI-12 -1.1 -1.2 -1 -1.1 -1.4 -1.5 -2.1 -2 -2.2 -1.9 -2 -2 -2.1 -2.1 -2.1 -1.9 -1.9 -1.9 -1.1 -1.8 -2
Number of big data 33 13 4 5 4 7 30 1 1 1

Chung
nam

Resevoir  
ratio
(site)

Over 75% 212 213 213 214 196 52 39 87 135 158 179 193 207 210 213 219 199 26 39 53 33
Less
75% 19 18 18 17 35 179 192 144 96 73 52 38 24 21 18 12 32 205 192 178 198

Deficit monthly 
precipitation 81 67.6 40.6 28.8 37.4 36.7 38.6 36.3 34.9 27.1 27.4 25 24.8 25 25.7 22.6 25.2 26.9 30.5 37.3 40.8

Minimum SPI-12 -1.1 -1.3 -1.2 -1.2 -1.5 -1.6 -2 -1.5 -1.7 -1.3 -1.5 -1.5 -1.5 -1.5 -1.5 -1.4 -1.4 -1.4 -1 -1.9 -2.1
Number of big data 1 3 6 1 2 1 15 3 14

TABLE 3. Drought related big data compared to agricultural reservoir storage, deficit 

monthly precipitation and SPI-12 from 2014 to 2015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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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철, 늦장마, 7월의 마른장마에 이어 9월까지

의 평년강우량 대비 강우량의 부족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기적 차이의 원인으로

서, SPI-12와 저수 부족율은 도별 전체 평균

값으로 가뭄심도를 표현할 수 있으나, 빅데이터

는 도내에서 일부지역들이 심한 가뭄을 겪게 

Province
SPI-12 ≤ –1.5 duration

SPI-12 minimum value revealed 
date within the province

The month and number of 
maximum big data 

Start date End date Lasting days 2014 2015 2014 2015 

Gangwon 2014-05-27 2015-07-28 427
Dec. 12
(-2.5)

Feb. 13
(-2.5)

6
(33)

6
(119)

Gyeongji 2014-07-11 2015-09-30 446
Dec. 29
(-2.7)

Jun. 19
(-3.0)

7
(8)

6
(69)

Chung
-buk

2014-07-05 2015-07-23 383
Oct. 12
(-2.3)

Feb. 13일
(-2.2)

6
(33)

6
(30)

Chung
-nam

2014-07-05 2014-08-20 46
Aug. 6
(-2.1)

Sept. 29
(-2.3)

7
(6)

9
(15)

Jeonbuk 2014-07-05 2014-08-19 45
Aug. 6
(-2.1)

Sept. 29
(-2.0)

7
(6)

9
(4)

Jeonnam 2015-08-25 2015-09-15 21
Jul. 8
(-1.8)

Sept. 26
(-1.6)

2
(5)

9
(5)

Gyeong
-buk

2014-05-27 2014-08-20 85
Jul. 26
(-2.2)

Sept. 25
(-1.8)

6
(4)

6
(51)

Gyeong
-nam

2014-07-04 2014-08-02 29
Jul. 31
(-1.8)

Sept. 29
(-1.5)

6
(6)

6
(1)

Jeju 2014-01-01 2014-05-19 138
Feb. 25
(-2.2)

Mar. 13
(0.2)

1
(1)

8
(1)

TABLE 4. The duration of severe drought (minimum SPI-12 ≤-1.5) and drought related 

big data

Provincial Classification
2014 2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Jeon
buk

Resevoir  
ratio
(site)

Over 75% 295 300 303 332 319 137 145 287 315 297 333 363 371 379 383 390 349 121 124 64 35
Less
75% 121 116 113 84 97 279 271 129 101 119 83 53 45 37 33 26 67 295 292 352 381

Deficit monthly 
precipitation 76.3 83.5 23.7 17 30.4 40.1 36.1 18.2 20 15 12.4 10.6 9.9 11.6 12.4 10 13.4 14.3 19.7 26.4 28.9

Minimum SPI-12 -1.1 -1.3 -1.1 -1.2 -1.4 -1.6 -2 -1.2 -1 -0.6 -0.7 -0.6 -0.5 -0.4 -0.6 -0.5 -0.6 -0.5 -0.6 -1.9 -1.8
Number of big data 1 6 6 1 1 1 3 1 1 4

Jeon
nam

Resevoir  
ratio
(site)

Over 75% 773 776 800 891 887 541 444 960 863 778 831 886 888 917 931 951 961 406 669 566 442
Less
75% 282 279 255 164 168 514 611 95 192 277 224 169 167 138 124 104 94 649 386 489 613

Deficit monthly 
precipitation

62.1 61.5 9.9 13.1 14.1 29.1 28.7 1.9 4.4 0.1 -2.4 -3.3 -3.5 -2.5 -1.8 -8.1 -7.1 -2.4 1.6 6.9 9.7

Minimum SPI-12 -1.3 -1.4 -1.3 -1.3 -1.4 -1.4 -1.4 -0.9 -0.9 -0.8 -0.9 -0.1 -0.1 0 -0.2 0 0 -0.1 -0.4 -1.5 -1.5
Number of big data 3 5 1 1 1 5

Gyeong
buk

Resevoir  
ratio
(site)

Over 75% 444 427 469 528 537 156 81 411 591 582 585 586 580 580 578 596 568 85 326 174 290
Less
75% 222 239 197 138 129 510 585 255 75 84 81 80 86 86 88 70 98 581 340 492 376

Deficit monthly 
precipitation

71.7 42.1 -5.7 -23 7.4 19.8 32.8 7.4 10.4 2 0.7 2.3 3.4 5 5.4 4.4 8.6 10.2 14.3 17.5 21

Minimum SPI-12 -1.4 -1.2 -1.2 -1.2 -1.7 -1.6 -2.2 -1.6 -1.7 -1.2 -1.3 -1.3 -1.4 -1.3 -1.4 -1.3 -1.3 -1.2 -0.7 -1.5 -1.7
Number of big data 2 1 4 3 3 8 1 6 51 1

Gyeong
nam

Resevoir  
ratio
(site)

Over 75% 307 301 333 423 480 252 158 591 602 593 590 589 587 494 502 510 511 218 467 302 330
Less
75%

334 340 308 218 161 389 483 50 39 48 51 52 54 147 139 131 130 423 174 339 311

Deficit monthly 
precipitation 80.4 54.1 -0.5 1.7 11.3 28.8 35.6 2.9 6.6 1.4 1.1 2 2.2 3.7 3.6 -1.2 -0.5 5.1 9.1 13.4 14.5

Minimum SPI-12 -1.5 -1.2 -1.1 -1.1 -1.5 -1.5 -1.8 -0.6 -0.6 -0.3 -0.2 -0.2 -0.1 -0.1 -0.2 -0.2 -0.2 -0.1 -0.3 -1.4 -1.3
Number of big data 2 2 1 6 3 1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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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농업 가뭄과 더불어 기상학적 가뭄의 특

징으로 발현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4는 도별 SPI-12 –1.5이하(심한가뭄)와 

빅데이터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강원, 경

기, 충북이 각각 427일, 446일, 383일로 1년 

이상의 심한가뭄 지속일을 나타내었으며, 중부

지역(강원, 경기, 충북, 충남)은 2014년에 심한

가뭄이 시작된 시기(5월말, 7월초)에 맞춰 최

대 빅데이터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는 6월

의 늦장마에 맞춰서 발생하였다. 다만, 2015년

Data DRS DMP Mean SPI-12 Big Data
DRS 1

DMP
0.543**

(0.634**)
1

Mean SPI-12
-0.693**
(0.711**)

-0.759**
(0.815**)

1

Big Data
0.350**

(0.401**)
0.348**

(0.434**)
-0.451**

(-0.464**)
1

**(p<0.01), DRS : Deficit Reservoir Storage(%), and DMP : Deficit Monthly Precipitation(%)
(   ) : 2014.3 ~ 2015.9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the data

FIGURE 7. Scatter plot matrix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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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남은 도내 SPI-12 최저값 발현시기인 9

월에 최대 빅데이터가 발생하였다. 한편, 충남, 

전북, 전남은 2015년에 도내 SPI-12 최저값

이 발현된 시기인 9월에 빈도수는 적지만, 최대 

빅데이터가 발생하였다. 정리하면, 빅데이터는 

SPI-12의 값이 최초로 발생된 시기와 

SPI-12의 최저값 발현시기에 맞춰 크게 거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가뭄분석요소인 강수 부족율, 저수 

부족율, SPI-12 값, 그리고 빅데이터간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5 및 그림 7과 같다. SPI-12 vs. 

강수 부족율, SPI-12 vs. 저수 부족율, 

SPI-12 vs. 빅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759, –0.693, -0.451 순으로 음의 상관성

을 보였으며, 편차분포를 고려하면 SPI-12와 

저수 부족율간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

지의 상관분석결과, SPI-12 vs. 강수 부족율, 

SPI-12 vs. 저수 부족율, SPI-12 vs. 빅데이

터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815, –0.711, 

-0.464이었다. 

빅데이터와 저수 부족율, 강수 부족율, 

SPI-12와의 상관성이 각각 0.350, 0.348, 

-0.451로 이는, 가뭄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

은 가뭄 초기단계에 사회적 관심이 낮아 빅데

이터의 발생이 적은 반면, 가뭄이 지속됨에 따

라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빅데이터

의 발생이 증가함과 같이 빅데이터와 기상․농업

적 가뭄의 발생 시기의 차이 때문에 상관성이 

낮게 분석 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4년과 2015년을 대상으로 전

국의 강수량 자료, SPI 기상학적 가뭄지수, 농

업용 저수지 저수율, 그리고 인터넷 포털의 뉴

스 검색을 바탕으로 한 농업가뭄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농업가뭄에 대한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판

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199개 관측의 일 강수자료를 이

용하여 평년대비 강수 부족량 분포도를 작성하

였으며, 평년 대비 4개의 단계로 구분한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평년대

비 저수율의 부족이 최대였던  2014년은 7월

에 전국적으로 평년대비 저수율의 최대부족을 

보였는데, 강원 46.8%, 경기 45.1%, 충북 

50.9%, 충남 38.6%, 전북 36.1%, 전남 

28.7%, 경북 32.8%, 경남 35.6%의 강수 부족

율에 대하여 저수 부족율은 각각 24.6%, 

25.0%, 15.8%, 15.3%, 7.4%, 5.9%, 17.7%, 

14.7%를 나타내었다. 2015년 7월은 경기가 

강수 부족율이 42.8%로 나타났으며 저수 부족

율은 29.2%을 보였으며, 8월의 경북 17.5%, 

경남 13.4%의 강수 부족율에 대하여 최대 저

수 부족율은 각각 11.9%, 4.0%, 9월은 강원 

49.8%, 충북 37.2%, 충남 40.8%, 전북 

28.9%, 전남 9.7%의 강수 부족율에 대하여 최

대 저수 부족율은 각각 14.9%, 20.8%, 

26.3%, 21.5%, 4.6%를 보였다

둘째, 2014년부터 2015년으로 이어지는 2

년 연속의 장기가뭄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SPI-12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상학적 가뭄심도가 

가장 큰 시기와 최대 저수 부족율이 나타난 시

기(2014년 7월, 2015년 8~9월)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강원과 경기의 경우 2014년 12월 

SPI-12가 각각 –1.4, 2.0으로 심한가뭄이 

2015년으로 천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장체감형 농업가뭄을 정의하고, 이를 

반영한 농업가뭄관련 주요 검색어를 이용하여 

수집한 농업가뭄 빅데이터와 농업용 저수지 저

수율 및 SPI-12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빅데

이터 빈도와 저수율 75% 이상의 저수지 개수

는 역상관 관계를 저수율이 75% 이하인 저수

지 개수에 대해서는 정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빅데이터의 최대 발현 시기와 SPI-12와 저수 

부족율에 의한 최대 가뭄 심도 발생 시기는 차

이를 나타냈으며, 이는 SPI-12와 저수 부족율

은 도 내 평균값으로 가뭄 심도를 표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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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빅데이터는 도 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발

현됨에 따른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로 한정하고, 농업가뭄 빅데이

터는 4개의 일간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으며, 9개의 도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 단위의 국부적인 농업가뭄 분석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분석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으

며, 시도별 정리 결과를 시군구로 세분화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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