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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지 기반 지역별 토양수분을 활용한 밭가뭄 평가

Assessment of Upland Drought Using Soil Moisture Based on the Water Bal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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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il moisture plays a critical role in hydrological processes, land-atmosphere interactions and climate variability. It can limit vegetation growth as well 

as infiltration of rainfall and therefore very important for agriculture sector and food protection. Recently, due to the increased damage from drought 

caused by climate change, there is a frequent occurrence of shortage of agricultural water, making it difficult to supply and manage stable agricultural 

water. Efficient water management is necessary to reduce drought damage, and soil moisture management is important in case of upland crops. In this 

study, soil moistur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water balance model, and the suitability of soil moisture data was verified through the application. 

The regional soil moistur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meteorological data collected by the meteorological station, and applied the Runs theory. We 

analyzed the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soil moisture and drought impacts, and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actual drought impacts and drought 

damage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of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The soil moisture steadily decreased and increased until the rainy season, 

while the drought size steadily increased and decreased until the rainy season. The regional magnitude of the drought was large in Gyeonggi-do and 

Gyeongsang-do, and in winter, severe drought occurred in areas of Gangwon-do.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with actual drought ev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high correlation with SPI by each time scale drought events with a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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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후변화는 기온변화, 기상이변, 강우패턴 변화 등 극치 수

문사상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기상학적 및 수문학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가뭄, 홍

수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및 피해 규모를 증가시킨다 (Sung 

et al., 2012; Hwang et al., 2013; Jun et al., 2013; van der Linden 

et al., 2019). 국내의 경우 최근 7년 동안 지역별로 국지적인 

가뭄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가뭄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맞

춘 효율적인 수자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평가 요소들을 통합하는 다수의 지표들이 

요구된다 (Kang et al., 2008; Lee et al., 2019).

밭작물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로부터 관개용

수를 공급받는 논 작물과 달리 자연 강우를 통해 필요한 용수

량을 공급받는 천수답이 대부분이고 관개시설이 부족하기 때

문에,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의 취약성이 높다 (Mun et al., 

2020; Yoon et al., 2020). 밭작물은 작물의 생육 시기와 기후 

환경, 수자원 환경에 민감하고 토양수분을 흡수함으로써 생

육하기 때문에 이러한 밭작물의 소비수량 및 관개용수량은 

증발산량 뿐만 아니라 토양 내 수분의 이동을 고려하여 수분 

부족량을 산정해야 한다 (Hong et al., 2016). 

토양수분 (Soil moisture)은 지표 및 대기 사이를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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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로 수리⋅수문 해석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며, 

기후변화, 수문 분석, 가뭄 및 작물생산 등 여러 분야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Berg and Sheffield, 2018; Ruosteenoja 

et al., 2018; Lee et al., 2020). 현재 국내의 경우 토양수분 실측

자료는 기상청의 농업기상관측자료 (http://www.weather.go.kr/)

와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상정보서비스 (Agricultural weather 

information service, http://weather.rda.go.kr/)에서 제공하고 있

으나, 작물 및 토성에 의한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관측시

기가 짧아 장기간 변동성 분석 시 활용에 한계가 있다. 토양수

분 모델링은 토양수분 실측 데이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며, 실측 데이터로 검증된 토양수분 모델링 

자료를 기반으로 가뭄지수 산정 및 평가 등의 연구가 진행되

었다 (Yuan and Quiring, 2017; Soong et al., 2020).

토양수분모형에 대한 연구로는 Kim et al. (2006)과 Nam 

et al. (2008)은 물수지 모형 기반 토양수분을 산정하여 Runs 

이론을 적용하여 토양수분지수 (Soil Moisture Index, SMI)를 

산정하였으며, Nam et al. (2014)은 밭 토양수분 물수지 모형

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소비수량 및 관개용수량을 추정하였다. Hong et al. 

(2015)은 토양수분모형 기반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을 산정하

였고 두 인자의 변동성을 분석하였으며, 과거 밭작물 가뭄 평

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밭작물 가뭄을 전망하였다. Kim 

et al. (2019)은 Sentinel-1A/B SAR 센서에서 후방산란계수를 

산정하고 토양수분 실측값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회귀모형을 

도출하고, 토양수분 공간분포를 산정하였다. Jang et al. (2020)

은 공공 기상데이터를 수집하여 기계학습 기반의 토양수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연구 대상지역이 한정되어 

국내 전 지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분석 대상이 논벼에 한정

되어 국내 전 지역의 밭가뭄 분석 및 평가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물수지 기반 토양수분

을 산정하고 밭가뭄 평가를 수행하였고, 시범지구에 적용하

여 토양수분 모형을 검증하였다. 토양수분모형 결과로부터 

밭가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Runs 이론을 활용하여 기준

수준 60%를 기준으로 가뭄을 판단하였으며, Percentile 기법

으로 밭 가뭄심도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물수지 

방정식 기반 토양수분산정 모형의 적용성을 확인하고 가뭄 

상황 및 기타 가뭄 지수와의 비교를 통해 적합성 검토해보고

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역 및 기초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토양수분 모형의 검증을 위해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기상자료 및 토양수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시범

지구는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인근 밭을 선정하였으

며, FDR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센서 및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토양수분 및 기상 데이터를 관측하였다. 

FDR 센서를 통해 10cm부터 80cm까지 10cm 깊이 간격으로 

10분 단위 토양수분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토양수분의 경

우 10cm 깊이의 토양수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상데이터

의 경우 평균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조시간, 대기압, 강우량 

데이터를 10분 단위로 수집하여 일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하

였다.

시범지구에서 2018년 4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데이터

를 수집하였으며, 결정계수 (r2)와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산정하여 토양수분 모형을 검증하였

다. 검증한 토양수분 모형을 전국 단위로 적용하기 위하여 기

상청 56개 종관기상관측장비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의 관측소에서 기상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

상관측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인근 기상관측소 데이터를 사

용하였고, Fig. 1에 기상관측소 및 관측소별 적용 지역을 나타

내었다. 수집한 기상관측소의 기상데이터를 기반으로 토양수

분을 모의하였으며, 지역별 토성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기

술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표토 토양도를 활용하여 면적 가중치

를 산정하였다.

토양수분 모형의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시범지구 작물 및 

토양 특성을 수집하였다. 모형 검증 작물로 옥수수를 선정하

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생육시기별 작물계수를 참

고하여 옥수수 생육 기간을 유묘기 (G1), 경엽신장기 (G2), 

개화기 (G3), 결실기 (G4), 등숙기 (G5)로 구분하여 각 생육 

기간별 토양수분 데이터를 Table 1과 같이 구축하였다.

Growth stages Start day End day Kc

G 1 25 April 20 May 0.68

G 2 21 May 20 June 1.09

G 3 21 June 10 July 1.20

G 4 11 July 25 July 1.20

G 5 26 July 20 August 0.75

Table 1 Crop coefficient by corn growth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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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56 meteorological station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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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수지 기반 밭작물 토양수분 모델링

가. 토양수분모형

토양수분모형은 밭작물 가뭄 평가를 위하여 물수지 방정식

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음 식 (1)과 같다 (Hong et al., 

2015).

∆     (1)

여기서, ΔS는 토양수분 변화량 (mm), P는 강수량 (mm), 

IR은 관개량 (mm), CR은 모관력에 의한 수분상승량 (mm), 

HI는 횡방향 수분유입량 (mm), RO는 지표유출량 (mm), ET는 

작물증발산량 (mm), DP는 유효토층 하부에서의 지하배수량 

(mm), HO는 횡방향 수분유출량 (mm)이다. 식 (1)에서 무관개

를 가정하고, 모관력에 의한 수분상승량은 제외하였으며, 횡

방향 유출입량을 상호 상쇄되는 값으로 가정하면 식 (2)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    (2)

나. 유효우량 산정

유효우량은 강우를 통해 토양에 직접 공급되고 이용되는 

양으로, 강우량에서 지표유출량을 뺀 값을 유효우량이라 정

의하였다. 지표유출량은 강우의 지표면 유출이 토양의 특성, 

토지이용현황, 선행강우량, 강우량과 강우지속시간 및 평균 

온도 등의 영향을 고려한 해석방법인 미국자연자원보호정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에서 사용하

는 유출곡선지수 (Curve Number, CN) 방법을 적용하여 아래 

식 (3)과 (4)와 같이 산정하였다 (Moon et al., 2014).

 


 
 ≥  (3)

 



 (4)

여기서, Q는 지표유출량 (mm), P는 강우량 (mm), S는 최대 

잠재보유수량 (mm)을 나타내며, CN은 유출곡선지수로 선행

토양함수조건 (Antecedent soil Moisture Condition, AMC)에 

따라 산정하였다 (US SCS, 1973).

다. 작물증발산량 산정

작물증발산량 (Crop evapotranspiration)은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서 추천하는 

FAO-56 Penman-Monteith (PM) 공식을 사용하여 기준증발산

량을 산정한 후, 작물계수 (Crop coefficient)를 곱하여 식 (5)와 

같이 산정하였다 (Jeon et al., 2019).





∆



∆















(5)

여기서, ET0는 기준증발산량 (mm/day), Δ은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 (kPa/oC), Rn은 순일사량 (MJ/m2
･day), G는 토양의 열

유속 (MJ/m2
･day), γ는 건습계 상수 (kPa/oC), T는 평균기온 

(oC), u2는 2 m 높이에서의 풍속 (m/s), cs는 포화증기압 (kPa), 

ca는 실제증기압 (kPa)이다. 기준증발산량으로부터 시범지구

에서 활용한 옥수수 작물계수 (Kc)를 이용하여 밭작물의 실제

증발산량을 식 (6)과 같이 산정하였다.



×


(6)

3. Runs 이론을 활용한 밭가뭄 판단

본 연구에서는 Runs 이론을 적용하여 가뭄의 크기를 분석

하였으며, 토양수분 60%를 기준수준 (Threshold)으로 정의하

여, 기준수준 아래의 지점인 토양수분 60% 이하를 가뭄의 시

작, 60%가 넘는 지점을 가뭄 해갈로 정의하였다 (Hunt et al., 

2009; Nam et al., 2012; Nam et al., 2015).

Runs 이론은 식 (7)~(9)와 같이 가뭄을 지속기간 (Duration, 

D), 크기 (Magnitude, M), 강도 (Severity, S)로 구분하며, 가뭄

의 특성들은 기준수준 아래 지점에서 산정한다. 가뭄강도는 

토양수분 60% 이하일 경우의 기간과 토양수분 60%에서 토양

수분의 차이 값의 곱으로 정의되며, 토양수분과 지속기간의 

곱으로 가뭄 강도를 산정하고, 가뭄 크기는 가뭄 강도에서 가

뭄 기간을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Jeon et al., 2021).

          (7)

 ×  
  





 (8)

     (9)

여기서, SM60% (Soil Moisture, SM)는 토양수분 60% 이하, 

SMD (Soil Moisture Deficit, %)는 토양수분 결핍으로 토양수

분 60%에서 현재 토양수분을 뺀 값을 나타낸다.

지역별 토양수분 데이터로부터 기준수준을 토양수분 60%

로 설정한 Runs 이론에 적용하여 기준수준 아래의 토양수분 

값을 가뭄의 크기로 정의하였다. 가뭄 크기 결과로부터 

Percentile 기법을 활용하여 Table 2와 같이 밭 가뭄심도를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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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구분하였다.

Category Drought description Percentile (%)

D0 Abnormally dry 75 to 100

D1 Moderate drought 50 to 750

D2 Severe drought 25 to 500

D3 Extreme drought 00 to 250

Table 2 Classification of drought description based on soil 

moisture distribution percentile

4. 표준강수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SPI (Mckee et al., 1993)는 특정 기간에 따른 강수량 평균과 

강수량의 차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정하며, 강수량 기간을 

3, 6, 9, 12개월 등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다 (Edwards et al., 

1997; Hayes et al., 1999; Mun et al., 2019). 또한 빈도해석을 

통해 재현기간을 제시하거나 강수량 데이터만을 가지고 산정

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가뭄 평가를 할 수 있고, 시간 척도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voboda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기상관측소에서 수집한 강수량을 활용하여 

3, 6, 12, 24개월 시간척도의 SPI (이하 SPI 3, SPI 6, SPI 12, 

SPI 24)를 산정하여 Table 3과 같이 미국국립가뭄경감센터 

(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NDMC)에서 제시한 SPI 

5단계 가뭄 분류를 적용하였으며, 토양수분 기반 가뭄 크기와 

비교하여 SPI 시간척도별 가뭄 크기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Category Description SPI value

D0 Abnormally dry -0.5 to -0.7

D1 Moderate drought -0.8 to -1.2

D2 Severe drought -1.3 to -1.5

D3 Extreme drought -1.6 to -1.9

D4 Exceptional drought -2.0 or less

Table 3 Classification of drought description based on SPI value

Ⅲ. 적용 및 고찰

1. 시범지구 적용을 통한 토양수분 물수지 모형 검증

시범지구로 선정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에서 수집

한 기상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양수분 모형을 적용하였다. 

시범지구 토양시료를 3곳을 지정하여 깊이별로 (5, 15, 30 cm) 

토성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시범지구 토성은 사양

토 (sandy loam)로 나타났다. 토양수분 모형의 검증을 위해 

10 cm 깊이의 토양수분 실측 데이터와 단일 토층으로 모의한 

토양수분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Fig. 3은 2018년 4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토양수분 모의

값과 실측값을 비교한 것이다. 토양수분 모의값의 경우 5월 

1일 20.2%, 6월 12일 11.3%, 7월 28일 17.5%, 8월 20일 18.2%

로 월별 가장 낮은 토양수분을 기록하였다. 무강우가 지속되

는 환경에서 토양수분이 점차 감소하며 낮은 토양수분 값이 

모의되었으며, 6월 12일과 7월 23일 모두 14일 동안 무강우가 

진행되어 모의기간 동안 가장 긴 무강우일수를 기록하였다. 

이 두 기간의 토양수분 감소량의 경우 6월 12일의 경우 무강

Fig. 2 Definition of drought severity, duration, and intensity using Run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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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시작된 시기인 5월 30일 37.5%에서 6월 12일 11.3%로 

26.2% 감소하였으며, 일별 약 1.9% 씩 감소하였다. 7월 10일 

무강우가 시작되었고 49.6%의 토양수분이 나타났으며, 7월 

23일 토양수분이 21.1%로 28.5% 감소하여 일별 약 2.0% 씩 

토양수분이 감소하였다. 유효우량이 발생한 5월 2일의 경우 

모의한 토양수분은 약 19.6%, 관측된 토양수분은 약 5.7% 증

가하였다. 5월 6일의 경우 모의한 토양수분은 약 19.5%, 실측

된 토양수분은 약 10.8% 증가하였다. 토양수분모형을 통해 

모의한 토양수분 데이터가 실측한 토양수분 데이터보다 강우

량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토양수분 감소량의 경우 최대 무

강우일수가 발생한 5월 30일부터 6월 12일은 모의한 토양수

분이 26.2% 감소한 것에 비해 실측한 토양수분이 11.6% 감소

에 그쳤으며, 7월 10일부터 7월 23일의 경우 모의한 토양수분

이 28.6% 감소하였으나 실측한 토양수분은 17.8% 감소하는 

Fig. 3 Verification of soil moisture content between soil moisture modeling and observed data

Fig. 4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soil moisture

Fig. 5 Result of monthly soil moisture distribution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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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그쳤다.

토양수분 모의값과 실측값을 비교하여 토양수분모형의 적

용성을 Fig. 4와 같이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 결정계수는 

0.84, RMSE는 5.0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토양수분모형의 

결정계수가 단일 토층에 대하여 0.4에서 0.6 사이의 값을 가지

는 선행연구 (Hur et al., 2014)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토양

수분모형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2. 지역별 토양수분 및 가뭄 평가

가. 토양수분 분포 추정

시범지구 적용을 통해 적용성을 검증한 토양수분 모형으로

부터 56개 기상관측소에서 수집한 기상자료를 적용하여 2017

년 월별 토양수분을 산정하였다. 산정한 월별 토양수분 데이

터를 인접한 지역에 적용하여 Fig. 5와 같이 지역별 공간분포 

나타내었으며, 월 단위 지역별 토양수분 분포를 분석하기 위

하여 아래 Fig. 6 상자 수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및 경상도 지역에서 토양수분이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지역과 인근 지역까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5월과 6월에 전국적인 낮은 수준의 토양수분이 나

타났으며, 7월과 8월에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낮은 토양수

분이 나타났다. 9월과 10월에 경기도에 낮은 토양수분이 나타

났으며, 11월과 12월에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낮은 토양

수분이 나타났다. 공간분포의 변화를 보면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 지속적으로 낮은 토양수분이 나타났으며, 5월 6월에 

전국적으로 토양수분이 낮게 나타났다.

월 단위 지역별 토양수분 분석 결과, 1월부터 5월까지 토양수

분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다시 토양수

분이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월

부터 일부 지역에서 낮은 토양수분이 나타나고 있으며, 5월까지 

Fig. 7 Distribution of drought magnitude using soil moisture and Runs theory

Fig. 6 Box plot graph of soil moisture at 56 meteorological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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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수분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으며, 7월에 

이르러서 토양수분이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강수량이 여

름철에 집중되어 봄철 강수량이 감소하여 토양수분이 감소하다 

장마철인 7월에 토양수분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토양수분 분포를 통한 밭가뭄 평가

Fig. 7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별 4단계 가뭄 분류

를 적용한 것이다. 1월에는 가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월에 국소적으로 가뭄 상황이 발생하였다. 3월과 4월에 전국

적으로 가뭄이 나타났으며,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 가뭄 심

도가 크게 나타났다. 5월과 6월에 전국적으로 가뭄 심도가 크

게 증가하였으며, 장마철인 7월에 가뭄 크기가 감소하였다. 

8월부터 가뭄 크기 및 발생지역이 감소하였으며, 8월부터 10

월까지 국소적으로 가뭄이 나타났다. 11월과 12월에 가뭄 크

기와 발생지역이 증가하였고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가뭄 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3. SPI 가뭄지수 비교를 통한 가뭄 평가 검증

본 연구에서 산정한 토양수분 기반 가뭄 평가 검증을 위해 

Fig. 8, Fig. 9와 같이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SPI 3, 6, 12, 24를 

산정하였으며, 토양수분모형을 활용한 가뭄 크기와 비교하였

다. 분석방법으로 상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가뭄 크기와 SPI 

3, 6, 12, 24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SPI 

3은 –0.78, SPI 6은 –0.62, SPI 12는 –0.42, SPI 24는 –0.76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SPI의 시간척도가 증가하면 가뭄 크

기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수량의 증가로 SPI 6가 증가

하였고, 이로 인해 토양수분이 증가하여 가뭄 크기가 감소하

는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SPI 3과 SPI 6에서 높은 음

의 상관성이 나타났지만 중장기 가뭄분석에 활용되는 SPI 12

의 경우 상관성이 감소하였으며, 장기 가뭄 분석에 활용되는 

SPI 24에서 상관성이 다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뭄 크기를 통한 가뭄 평가의 경우 

Fig. 8 Comparison of drought magnitude using soil moisture and each time scale SPI

Fig. 9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upland drought magnitude 

and each SPI ti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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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및 장기 가뭄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

로 가뭄 정책 활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마철 가뭄 지역이 감소하였으나 국소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나타나는 것은 일별 토양수분 데이터를 월 평균으로 변환하

여 발생한 오차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밭가뭄 평가를 위하여 물수지 방정식 기반 

토양수분 모형을 활용하고, 토양수분 모형을 시범지구 적용 

및 비교를 통해 토양수분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별 2017년 토양수분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봄철 및 여름

철에 토양수분이 감소하였으며,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다

른 지역보다 낮은 토양수분이 나타났다. 특히 5월과 6월에서 

전국적으로 낮은 토양수분이 나타나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강우량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7월에 이르러서 전국적

으로 충분한 강우량이 공급된 것으로 사료된다. 가을철인 9월

부터 토양수분인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2017년 

강수량이 7월과 8월에 집중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토양수분 기반 가뭄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 토양수분 데이터에 기준수준을 토양수분 60%로 설정

한 Runs 이론을 적용하여 가뭄 크기를 산정하였다. 가뭄 크기 

결과로부터 Percentile 기법을 활용하여 가뭄 심도별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고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지역

별 밭가뭄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봄철인 3월부터 가뭄이 전

국적으로 발생하였고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 가뭄 심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5월부터 6월에 가뭄 심도가 증가하였다. 장

마철인 7월에 이르러서 가뭄 심도가 감소하였으나 약한 가뭄

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뭄 크기 및 발생지역이 감소

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심도가 크게 나타났다.

토양수분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여름철 장마기간인 7

월과 8월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났으며,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특히 토양수분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월별 

토양수분 분포 분석결과 3월부터 토양수분이 넓게 분포되어 

강우량에 따라 지역별로 토양수분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 

봄철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

다. 토양수분 기반 가뭄 심도 분류결과 시･공간 변동성은 3개

월 시간척도의 SPI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토양수분기

반 가뭄 크기가 단기 가뭄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지역별 기상자료와 토양도 자료를 활용한 물

수지 기반의 토양수분모형은 실시간 지역별 밭가뭄 모니터링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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