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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가뭄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 기간이 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용수 사용량 부족과 같은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양수기 

절도, 농작물 값 인상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하지만 기

존의 가뭄 위험 분석에 대한 연구는 가용 수자원량과 강수량 부족의 

물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공

공기관에서는 강수량, 증발산량, 수자원시설이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가뭄지수를 활용하여 가뭄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

뭄지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

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

소를 반영한 가뭄위험지수를 개발하였다. 가뭄위험지수는 가뭄재해지

수, 가뭄노출지수,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의 조합으로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뭄재해지수(Hazard)는 가뭄 위험의 직접

적인 원인이 되는 강수량 부족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써 표준강수

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를 통해 산정된다. SPI의 장점

으로는 단기간부터 시간 단위를 조절할 수 있다. 

가뭄 피해는 인구와 농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뭄노출지

수(Exposure)는 가뭄 피해의 대상을 나타내며 인구수와 농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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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지면적을 반영하기 위해 이를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

수 사용량으로 가뭄노출지수를 산정하였다.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Lack of Capacity)는 가뭄 피해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사회의 경제적 능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 현황이 잘 구축되어있으면 가뭄이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

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 임금현황 등의 사회-경제적 

요소와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 지하수 이용현황과 같은 공학적 

요소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Lack of Capacity는 용수별 사회-경제적 대응 능력 부족, 공학적 대응 

능력 부족, 그리고 용수에 구분 없는 공통적 대응 능력 부족의 세 가

지로 구분되었다. 

가뭄위험지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산정되었다. 가뭄재해지

수는 2014년과 2015년에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가장 크게 

산정되었다. 가뭄노출지수와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는 증감을 반복하

는 경향을 보이며 2015년에 공통으로 가장 높게 산정되었다. 세 지수

를 중첩하여 계산된 가뭄위험지수는 2015년에 제일 크게 산출되었다. 

개발된 가뭄위험지수의 검증을 위해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 제공

하는 가뭄 피해 현황과 신문기사 인용 횟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큰 가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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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이 심하게 발생한 2014년과 2015년에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뭄위험지수가 실제 가뭄 현황을 잘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소별 변동을 통한 민감도 분석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뭄노출지수는 공업용수에 가장 크게 반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는 사회-경제적, 공학적, 

공통적 대응능력부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해보험가입률, 지하수 이용현황, 공무원 수가 각각 요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3개의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1세기 후반

까지 가뭄위험지수를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IPCC는 21세기 후반까

지 가뭄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21세기 중반에 가뭄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뭄 발생 시 한강유역과 남부지방이 가장 가뭄 위험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가뭄, 재해, 노출, 대응능력부족, 위험, 전망 

학번: 2016-23994 



 

iv 

 

목 차 

초 록................................................................................................................... i 

그림 목차........................................................................................................ vii 

표 목차............................................................................................................. ix 

기 호.................................................................................................................. x 

제 1 장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2 연구 목적 ............................................................................................... 4 

1.3 논문의 구성 ........................................................................................... 4 

제 2 장 연구동향 ............................................................................................ 6 

2.1 재해위험지수 ......................................................................................... 6 

2.1.1 World Risk Index .............................................................................. 6 

2.1.2 Pressure-State-Response ................................................................... 9 

2.1.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11 

2.2 가뭄지수 ............................................................................................... 14 

2.2.1 파머가뭄지수 ................................................................................ 15 

2.2.2 지표수공급지수 ............................................................................ 17 



 

v 

 

2.2.3 표준강수지수 ................................................................................ 18 

2.2.4 기타 가뭄지수 .............................................................................. 20 

2.3 한반도 가뭄 전망 ............................................................................... 21 

제 3 장 연구방법 .......................................................................................... 29 

3.1 가뭄위험지수 개요 ............................................................................. 29 

3.2 가뭄재해지수 ....................................................................................... 32 

3.2.1 가뭄재해지수 정의 ...................................................................... 32 

3.2.2 가뭄재해지수 산정 ...................................................................... 32 

3.3 가뭄노출지수 ....................................................................................... 41 

3.3.1 가뭄노출지수 정의 ...................................................................... 41 

3.3.2 가뭄노출지수 산정 ...................................................................... 43 

3.4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 ....................................................................... 45 

3.4.1 Social Capacity ............................................................................... 47 

3.4.2 Engineering Capacity ...................................................................... 48 

3.4.3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 산정 ...................................................... 49 

제 4 장 적용 결과 ........................................................................................ 52 

4.1 대상유역 및 적용 개요 ..................................................................... 52 



 

vi 

 

4.2 적용 결과 ............................................................................................. 56 

4.2.1 가뭄재해지수 ................................................................................ 56 

4.2.2 가뭄노출지수 ................................................................................ 58 

4.2.3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 ................................................................ 61 

4.2.4 가뭄위험지수 ................................................................................ 63 

4.3 민감도 분석 ......................................................................................... 66 

4.4 가뭄위험지수 검증 ............................................................................. 72 

4.5 미래 가뭄 위험 평가 ......................................................................... 75 

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 78 

5.1 요약 및 결론 ....................................................................................... 78 

5.2 향후 연구 ............................................................................................. 82 

참고문헌.......................................................................................................... 84 

Abstract ............................................................................................................ 94 

부 록................................................................................................................ 96 

 

  



 

vii 

 

그림 목차 

그림 1. World Risk Index .......................................................................... 7 

그림 2. Pressure-State-Response Framework.......................................... 10 

그림 3. IPCC Risk Framework ................................................................ 12 

그림 4. 전국 가뭄 피해 현황 ............................................................. 22 

그림 5. 미래 가뭄 피해 ....................................................................... 24 

그림 6. 미래 한반도 가뭄 전망 현황 ............................................... 28 

그림 7. SPI 계산 과정 ........................................................................... 34 

그림 8. SPI 값에 따른 재현 빈도 ....................................................... 39 

그림 9. SPI 값에 따른 가뭄재해지수 ................................................. 40 

그림 10. 가뭄이 아시아 대륙에 미치는 영향.................................. 42 

그림 11. 증거와 동의율에 따른 신뢰도 ............................................ 46 

그림 12. 한반도 중권역별 수자원단위지도...................................... 53 

그림 13. 중권역별 가뭄재해지수 지도 ............................................. 57 

그림 14. 중권역별 가뭄노출지수 지도 ............................................. 60 

그림 15. 중권역별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 지도.............................. 62 

그림 16. 중권역별 가뭄위험지수 지도 ............................................. 65 

그림 17. 변수에 따른 가뭄노출지수 민감도 분석.......................... 67 

그림 18. Social Capacity 민감도 분석 결과 ....................................... 70 



 

viii 

 

그림 19. Engineering Capacity 민감도 분석 결과 .............................. 71 

그림 20.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간 한반도 가뭄 위험 전망 .... 77 

 

  



 

ix 

 

표 목차 

표 1. 가뭄위험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 31 

표 2. SPI 가뭄 분류체계 ....................................................................... 38 

표 3.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에 사용된 자료.................................... 50 

표 4. 한반도권역별 현황 ..................................................................... 54 

표 5. 검증 자료 구축 현황 ................................................................. 74 

표 6. 사용된 GCM 정보 ...................................................................... 75 

 

  



 

x 

 

기 호 

Latin Uppercase 

 

𝐴𝐼 농업보험가입률(Agricultural Insurance) 

𝐵𝐿 기초수급자(Basic Livelihood) 

𝐶𝑅 범죄율(Crime Rate) 

𝐷𝑅𝐼 가뭄위험지수(Drought Risk Index) 

𝐸 가뭄노출지수(Exposure) 

𝐸𝐶 공학적 대응능력(Engineering Capacity) 

𝐸𝐿 교육 수준(Education Level) 

𝐹𝐼 재정자립도(Financial Independence Rate) 

𝐺 누적 감마분포 함수(Cumulative Density Gamma Function) 

𝐺𝐶𝑀 세계 기상 모델(Global Climate Model) 

𝐺𝑅𝐷𝑃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𝐺𝑊 지하수 이용현황(Groundwater) 

𝐻 가뭄재해지수(Hazard) 

𝐼𝐶 1인당 개인소득(Income) 

𝐿𝐶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Lack of Capacity) 

𝐿𝑊 지방상수도 보급률(Local Water) 



 

xi 

 

𝑀𝑊 광역상수도 보급률(Multi-regional Water) 

𝑁𝐶 지역별 활동 기업수(Number of Companies) 

𝑂𝐸𝐶𝐷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𝑃𝐷𝑆𝐼 파머가뭄지수(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𝑃𝑂 공무원 수(Public Officers) 

𝑃 − 𝑆 − 𝑅 압력-현상-대응 체계(Pressure-State-Response Framework) 

𝑅𝐶𝑃 온실가스 대표 농도 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𝑅𝐹 연구개발비(Research Fund) 

𝑅𝐼 하천개수율(River Improvement) 

𝑅𝑆 저수지 유효저수량(Reservoir Storage) 

𝑆𝐶 사회적 대응능력(Social Capacity) 

𝑆𝑀𝐼 토양수분지수(Soil Moisture Index) 

𝑆𝑃𝐸𝐼 표준강수 증발산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𝑆𝑃𝐼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𝑆𝑊𝑆𝐼 지표수공급지수(Surface Water Supply Index) 

𝑈 감마분포 통계치(Gamma Distribution Statistic) 

𝑈𝑁𝐼𝑆𝐷𝑅 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xii 

 

𝑊𝐺 임금현황(Wage) 

𝑊𝑀𝑂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𝑊𝑅𝐼 세계위험지수(World Risk Index) 

𝑍 스케일 재조정(Re-scaling) 

�̅� 강수량 평균 

𝑋𝑙𝑛
̅̅ ̅̅  강수량 로그 평균 

 

Latin Lowercase 

𝑛 관측값의 수 

𝑞 강수량이 0일 확률 

𝑠 표준편차 

𝑥 강수량 

 

Greek Uppercase 

Γ 감마 함수(Gamma Function) 

 

Greek Lowercase 

𝛼 확률 분포 함수의 척도모수(Shape Parameter) 

𝛽 확률 분포 함수의 형상모수(Scale Parameter)



 

1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5년 충청남도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으며, 사상 초유로 127일간 생

활용수 제한급수를 시행하였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에 물이용부담금

을 5.6%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 이용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하는 정책은 물론 물 배급제를 

시행하며 물값을 인상하였다. 태국은 2016년에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22개의 지방이 고충을 겪는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뭄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뭄 피해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뭄의 피해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장기간

에 걸쳐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뭄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기상학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농

업적 가뭄, 사회-경제학적 가뭄, 환경적 가뭄의 다섯 가지 가뭄으로 

구분되어 왔다(Heim, 2002). 기상학적 가뭄은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발생하며 강수량을 사용하는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강수량과 증발산량을 사용하는 파머가뭄지수(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와 표준강수 증발산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PEI)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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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ita et al., 2016; Dupis, 2010; 김병식 등, 2013). 농업적 가뭄은 농작물 

생산에 필수적인 토양수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며 토양수분지수

(Soil Moisture Index, SMI)가 활용되고 있다(Quesney et al., 2000). 수문학

적 가뭄은 가용수자원이 평균치에 못 미쳐 피해가 발생하며 강수량, 

저수량 등이 사용되는 지표수공급지수(Surface Water Supply Index, SWSI)

와 수정지표수공급지수(Modified Surface Water Supply Index, MSWSI)가 

많이 활용된다(Doesken et al., 1991, Kim et al., 2012). 사회-경제적 가뭄은 

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주로 용수 수요

량과 공급량을 사용하는 용수과부족지수(Water Excess Deficiency Index, 

WEDI)가 활용된다(유지영 등, 2011). 마지막으로, 환경적 가뭄은 생태

계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문학적 물 공급 분석을 

뜻하며 식생가뭄반응지수(Vegetation Drought Response Index, VegDRI)가 

사용된다(Brown et al., 2008). 

위와 같이,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가뭄은 다양한 기준과 지수를 통

해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공공기관

에서는 MSWSI, SPI, SMI, PDSI와 같은 수문, 기상, 농업적 가뭄지수들

을 이용하여 가뭄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하

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위험지수는 다수

존재한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자연재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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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비롯된 위험을 사회 시스템이 재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로 정의하며 재해, 노출, 취약성으로 구성하였다

(IPCC, 2014). 취약성은 지형적 조건과 도시화 등이 포함된 환경적 차

원, 개인의 경제 능력이 고려된 경제적 차원, 정부의 대응 반응, 보건 

상태 등을 반영한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World Risk 

Index(WRI)는 시스템이 복합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지표

로서 2011년부터 171개국을 대상으로 재난위험지수를 산정하였다

(Welle and Birkmann, 2015). WRI는 노출, 민감도, 대응 능력, 적응 능력

으로 구성된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는 Pressure-State-Response(P-S-R) 프레임워크를 구

축하여 인과 관계 구성의 위험 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OECD, 

2003). 이렇듯 자연재난으로 인한 위험지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있

지만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한 가뭄위험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위험지수는 많이 개발되된 것에 

반해(Carter et al., 2009; Evans et al., 2006), 가뭄은 강수량과 가용수자원

량으로만 산정되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가뭄위험에 대한 지수가 산

정된 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가뭄 위험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복합 재난 위험 분석 연구에서 사용되는 P-S-R 체계를 가뭄 위험 연

구에 적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내 지역적 가뭄 위험 평가를 위해 가뭄

의 재해 요소와 사회-경제적 요소를 중첩한 가뭄위험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수량을 이용하여 가뭄재해지수를 산정하였고 용수

별 사용량을 이용하여 가뭄노출지수를 산정하였다. 가뭄위험지수 산정

을 위해 지역내 총생산, 공무원 수, 연구개발비, 임금 현황, 저수지 유

효저수량, 광역 및 지역 상수도 보급률 등의 18가지 변수를 통해 가뭄

대응능력부족지수를 산출하였다.  

더불어 개발된 가뭄위험지수의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 가뭄재해지

수, 가뭄노출지수,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에 사용된 변수 중 가뭄 위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가뭄위

험지수를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한반도 가뭄 위험 평가를 진행

하며 선행 연구, IPCC 보고서와 비교하였다. 

 

1.3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제 2장에서는 재해 및 가뭄위험지수와 더불어 한반도 가

뭄 전망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2.1장에서는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난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해위험지수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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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워크를 다루었으며 2.2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뭄지수

와 사회-경제적 요소를 반영한 가뭄위험을 분석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

다. 2.3장에서는 IPCC 보고서와 기존 연구 사례를 정리하여 한반도 가뭄

위험 전망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뭄위험지수 산정을 위한 방법론과 사용된 변수는 제 3장에 기술되

었다. 개발된 가뭄위험지수의 결과는 4장에 나타내었다. 4.1장에서는 가뭄

위험지수가 적용된 기간과 대상유역이 소개되며 요소별 결과는 4.2장에 

기록되었다. 더불어 요소별 민감도 분석, 가뭄위험지수 검증, 미래 기후시

나리오를 적용한 한반도 미래 가뭄위험 평가는 각각 4.3, 4.4, 4.5장에 서술

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 향후 연구는 제 5장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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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동향 

2.1 재해위험지수 

재해위험이란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회 혹은 시스템에 인명 피해, 시설물 

파괴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일컫는다

(UNISDR, https://www.unisdr.org/we/inform/terminology#letter-d). 재해위험지수 

산정 방법은 여러 국제기구 혹은 기관에서 제시하였으며 수자원 분야에

서도 홍수 대비를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어왔다. 전통적인 위험 산정은 재

해와 취약성으로 산정되며 취약성에는 사회-경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

다. 수자원 분야의 재난으로, 홍수위험 산정은 지리적 요건, 지역 인근 시

설물 등 사회적 요소가 포함된 선행 연구가 많으나 가뭄의 경우, 강수량, 

온도, 지표수량 등 기후 조건으로 비롯되는 요소만으로 위험을 산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가뭄 피해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위험 

분석은 부족한 실태이다. 

 

2.1.1 World Risk Index 

 

World Risk Index(WRI)는 자연 재해로부터 비롯되는 복합 재난에 시스

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exposure, susceptibility, 

coping capacity, adaptive capacity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https://www.unisdr.org/we/inform/terminology#lett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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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orld Risk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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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생계, 생

태계, 자원, 사회기반시설, 사회·경제·문화적 자산을 뜻한다(IPCC, 

2012). WRI의 exposure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5가지 재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에 노출된 인구수로 산정하였다. 

Susceptibility는 노출된 시스템을 자연 재해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susceptibility는 영양 상태, 

경제적 능력, 사회기반시설을 내포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Coping capacity와 adaptive capacity는 특정 재난으로부터 위험을 감소

시키며 시스템의 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일컫는다. Coping 

capacity는 adaptive capacity에 비해 단기간에 걸친 즉각적 반응을 의미

한다(UNISDR, 2009). WRI는 coping capacity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정부

의 부패, 의료진 수용 능력, 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adaptive 

capacity는 자연재해로부터 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할 수 있

거나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기간 전략을 뜻한다(O’Brien and 

Vogel, 2003). 교육 및 연구, 여성 인권, 환경 보존을 위한 전략 등이 

요소로 되어 있다. Johnson et al.(2016)은 WRI 를 인용하여 홍콩의 폭

염, 태풍, 산사태의 복합 재난 위험도 지수를 산정하였으며 

Hagenlocher and Garschagen(2016)은 필리핀의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쓰나미에 대한 복합 재난 위험도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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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Pressure-State-Response 

 

Pressure-State-Response(P-S-R) 모델은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에서 개발하였으며 환경에 관련된 정책의 의사결

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OECD, 2003). P-S-R 모델은 인과 관계(cause-

effect) 구성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강조하며 의사결정자와 일반 시민

들에게 환경, 경제 등 다른 이슈들 간의 상호관계를 쉽게 볼 수 있는 장

점을 제공한다. P-S-R 모델은 구성하는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목

적에 따라 필요한 요소들만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Pressure는 노출된 사회나 시스템에 가할 수 있는 압력을 뜻하며 모

델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 자연재해와 같은 direct pressure, 환경적 중요성, 

사람의 행동이나 트렌드 등의 indirect pressure가 있다. 홍수 취약성 분석

을 위해 P-S-R 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Lee et al.(2013)은 인구밀도, 

강수량, 도시화 등을 pressure의 요소로 사용하였다. State는 인간의 활동으

로 인해 pressure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홍수로 인한 침

수면적, 인명피해자, 홍수 발생빈도 등이 pressure의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Song et al. 2013). 마지막으로 response는 pressure에 대해 시스템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행동을 바꿀 수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을 

일컫는다. Son et al.(2011)은 수자원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제방 시설, 홍수 

피해 관리자 수 등을 요소로 P-S-R 모델을 구성하였다 



 

10 

 

 

 

 

 

 

 

 

 

그림 2. Pressure-State-Respons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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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위험을 재해로 인해 인간이나 

사회 시스템이 부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는 확률로 정의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재해, 노출, 취약성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한다(그림 3). 위험

은 질적 혹은 정량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위험 관리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

상으로 정의하며 태풍, 가뭄, 해수면 상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출과 취

약성은 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거나 높일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경제

적 요소를 뜻한다(IPCC, 2014). 

이때, 재해는 자연 혹은 인간이 유도한 물리적 현상에 의해 생명의 손

실, 자산, 사회기반시설 등의 서비스 공급과 더불어 환경의 피해 및 손실

을 초래하는 물리적 영향을 의미한다. 노출은 생태계, 환경 기능, 서비스 

및 자원, 사회기반시설이나 경제, 사회와 같은 문화적 자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취약성

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 및 성향을 의미하며 위험에 대한 민감도 

및 대처와 적응 능력의 부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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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PCC Risk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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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취약성은 노출(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적응 능력(adaptive capacit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 관리 관점에서의 

취약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 재난을 고려한다. 또한, 높은 신뢰도(high 

confidence)로 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험 관리 관점에서의 취약성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PCC, Managing the Risks of Extreme Events and 

Disasters to Advance Climate Change Adaptation(SREX)에서 취약성을 3개의 차

원(dimensions)으로 구분하였다. 각 차원은 해안가, 개발 도상 섬 등의 자

연환경에 더욱 취약할 잠재가 있는 지형적 요건, 도시화 등의 환경적 차

원(environmental dimension), 사회 구성원, 교육 제도, 보건 상태, 기관 혹은 

정부의 대응 반응 등의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 그리고 개인의 경제 

능력을 포함하는 경제적 차원(economic dimension)으로 구분하였다.  

 

  



 

14 

 

2.2 가뭄지수 

가뭄의 종류와 정의는 연구자와 기관에 따라 상이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NDMC)에서 제시

하는 가뭄의 정의를 참고하였다. 가뭄은 목적에 따라 크게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사회-경제적 가뭄, 마지막으로 환경적 가뭄

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기간의 강수량이나 무

강수 계속일수 등으로 기상학적 가뭄을 정의하며 기상 현상의 영향에 초

점을 맞추며 농업적 가뭄은 농작물 생산에 직접 관계되는 토양수분의 부

족으로 나타낸다. 수문학적 가뭄은 하천 유량, 저수지, 지하수 등 가용수

자원의 양으로 산정한 물 공급 기능으로 표현한다. 사회-경제적 가뭄은 

용수를 경제재로 간주하여 수요와 공급에 관련 지어 정의한다. 마지막으

로 환경적 가뭄이란 장기간에 걸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 공급에 

대해 분석하는 가뭄이다.  

IPCC(2014)는 가뭄 전망에 높지 않은 신빙성에 대한 이유로 목적에 

맞는 지수 선택과 지수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질 또한 시사한 바 있다. 

가뭄 분석에 있어 가장 많이 쓰이는 지수 산정법은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PDS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SPI), 그리고 Surface 

Water Supply Index(SWSI), Soil Moisture Index(SMI) 등이 있다. 미국 국립가

뭄경감센터는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과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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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gricultural(USDA)과 협업하여 PDSI, SWSI, 유량 자료, 강설

량 자료, 위성 기반의 Vegetation Health Index(VHI) 등의 자료를 포함한 종

합적 가뭄지수를 산정해 Drought Monitor를 제공한다. 한국 기상청에서 운

영하는 수문 기상 가뭄 정보 시스템은 SPI를 사용하여 가뭄 분석을 시행

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는 SPI, 

Modified SWSI(MSWSI), PDSI, 그리고 SMI로 가뭄 현황 및 전망을 제공하

고 있다. 

 

2.2.1 파머가뭄지수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PDSI)는 1965년 개발된 기상학적 가뭄을 표현

하는 지수이며 강수량, 수분의 부족이나 과잉을 지수로 표현함으로서 현

재의 수분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U.S. Department of Commerce, 

1965). PDSI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강수량과 평균기온 자료가 

필요하며 평균기온 자료는 Thornwatie(1931)가 제시한 방법으로 잠재증발

산량을 계산한다. 산정된 잠재증발산량, 강수량, 그리고 토양수분량을 이

용하여 2개의 층으로 구성된 토양층을 물수지 분석을 수행한다(Heim, 

2002; 문장원·이동률, 2012). 산정된 물수지 분석으로 정상 상태의 기후조

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강수량, CAFEC(Climatically Appropriate for Existing 

Conditions)를 산정하며 실제 강수량과 비교하여 수분편차를 산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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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SI를 산정한다. PDSI는 첫 번째 토양층이 완전히 포화되기 전까지 두 

번째 층으로 수분이 이동하지 않으며 두 층 모두 포화상태일 때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PDSI의 장점으로는 강수량과 온도를 

변수로 이용하는 반면 강수량이 수자원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우

량이 적고 건조한 지역에 한정되있다는 점이 있다(Heim, 2002). 

Dupuis(2010)는 PDSI를 미국 네브래스카,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주에 적용하여 통계적 모델을 통해 가뭄 빈도를 산정하였으며 Ozger et 

al.(2011)은 토양 수분 데이터 공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PDSI를 

Wavelet Fuzzy  Logic(WFL) 모델과 Fuzzy Logic(FL) 모델에 적용시켜 비교 

분석한 바 있다. 문장원·이동률(2012)는 PDSI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PDSI에 포함된 3가지 매개변수(수분평형계수, 기후특성인자, 지속기간인

자)에 대한 자료 기간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특

히 기후특성인자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DSI와 Evaporative Stress Index(ESI)를 미국 조지아주에 

적용하며 ESI가 PDSI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가뭄을 같거나 더 잘 표현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PDSI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

다(Choi et al. 2013). Yuan and Quiring(2014)는 기존의 PDSI가 사용한 

Thornwaite가 제안한 잠재증발산량 산정 방식과 Penman-Monteith 잠재증

발산량, Two-Source 잠재증발산량 모델을 적용한 PDSI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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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지표수공급지수 

 

Surface Water Supply Index(SWSI)는 PDSI를 보완하며 미국 콜로라도주의 가

뭄 평가 및 대응 계획(Colorado’s Drought Assessment and Response Plan)을 위

해 1981년도에 개발된 가뭄지수이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대부분의 수자원

이 융설량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강수량으로 가뭄을 표현하는 데 한

계가 있다. PDSI가 강수량과 온도에 의존해 가뭄을 표현한 반면, SWSI는 

강설량, 저수량, 하천 유량,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문학적 가

뭄을 표현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 각각의 수문인자들의 비초과확률변수

로 사용되어 SWSI를 산정한다. 하지만 Doesken et al.(1991)은 SWSI를 통해 

지표수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각 요소의 가중치

가 시간,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또한 문제 삼았다. 

Valipour(2013)은 PDSI가 미국 콜로라도주와 오리건주와 같이 수자원 

공급을 융설량으로부터 받는 지역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

며 SWSI를 사용하여 가뭄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강설량으로부

터 수자원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SWS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Kim et al.(2012)은 국토교통부에서 변형한 SWSI를 

사용하여 금강유역에 적용하였다. 변형된 SWSI는 수문 인자 중 하나인 

강설량 대신 지하수를 포함시켰다. 권형준·김성준(2010) 또한 강설량 대

신 지하수 수문 인자를 포함한 SWSI로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 가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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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권형준 등(2007)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안서용수구역을 

대상으로 농업용 가뭄을 분석하기 위해 SWSI에 강설량을 제외하며 SWSI

를 산정하며 PDSI와 비교하였다. 

 

2.2.3 표준강수지수 

 

McKee et al.(1993)에 의해 개발된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SPI)는 월별 

혹은 계절별 확률 분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지역적 강수 특성을 반영하

고 산정하기 쉬운 계산법의 장점이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뭄지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권민성 등, 2015). SPI는 가뭄지수를 산정하며 다른 

PDSI, SWSI와 달리 강우 자료만을 이용하기에 제약조건이 적으며 시간단

위에 따라 강수 부족량을 산정하여 개개의 강수량이 가뭄에 미치는 영향

을 산정할 수 있다(유지영 등, 2010). 이러한 장점으로 SPI는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WMO)에 의해 기상학적 가뭄을 나타내는 대표 

가뭄지수로 권고되고 있다. 

Neri and Magana(2015)는 SPI와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가뭄 위험을 산

정하였다. SPI 값이 -1 이하인 확률로 재해, 사회-경제적 인자들로 취약성

을 계산하며 이 둘을 중첩하여 가뭄 위험을 산정하였다. Du et al.(2013)은 

중국 후안성에 SPI를 적용하여 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Buttafuoco et 

al.(2015)는 이탈리아 남부에 SPI를 적용한 뒤 SPI가 확률 분포를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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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이보다 전체 모의 기간에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루마니

아 SPI를 적용한 결과 국가 단위에서 일관성을 보이며 마찬가지로 전체 

모의기간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onita et al., 2016). 국내에서는 

김정호 등(2016)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에서 제공

하는 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를 적용해 한강유역의 가뭄지수를 산정하여 

가뭄 전망을 수행하였다. SPI를 활용한 연구사례는 단순 가뭄 분석뿐만 

아니라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봄 가뭄을 예측하기도 한다(김동우 등, 2017). 비교적 간

단한 구성을 가진 SPI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개선된 사례가 많

다. Kwon et al.(2015)은 한반도 전체에 시간 단위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한 SPI를 적용하여 단기 가뭄에 대한 정보 제공의 우수성을 판단하

였으며 Gupta et al.(2009)는 SPI의 형상 모수(shape parameter)와 척도 모수

(scale parameter)를 산정하기 위해 감마분포뿐만 아니라 Log-Pearson III와 

같은 다른 분포를 사용하는 것 또한 제안하였다. Turkes and Tatli(2009)는 

SPI의 형상 모수를 산정하기 위해 Bowman and Shenton(1988)이 제안한 형

상 모수 산정법을 터키에 적용하여 가뭄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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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기타 가뭄지수 

 

대표적인 가뭄지수로 쓰이는 PDSI, SWSI, 그리고 SPI와 더불어 새로운 가

뭄지수 산정법의 선행 연구들이 있다. 양장석·김일환(2013)은 Delphi 기

법을 이용하여 수자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며 가뭄 취약성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총 22개의 지표를 수문학적, 

강우 사상적, 인문학적 지표로 나누었다. 이란 Zayandehrood 강유역에서 

가뭄 취약성 분석을 한 사례를 살펴보면 가뭄 취약성 요소를 정적(static) 

요소와 동적(dynamic) 요소로 구분하였다. 정적 요소에는 지면 사용, 경사, 

토양 종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적 요소에는 강수량, 증발산량, 온도, 지

표수, 지하수 등을 포함하여 가뭄지수를 산정하였다(Safavi et al., 2014). 

Byun and Wilhite(1999)는 기존의 가뭄지수가 월 단위로 산정되는 것을 지

적하며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되는 Effective Drought Index(EDI) 

를 개발하며 박종용 등(2012)는 국내에 적용해 가뭄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Asadi Zarch et al.(2015)는 강수량과 잠재증발산량을 포함하는 

Reconnaissance Drought Index(RDI)를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Australia)에서 제공받은 GCM(Global Climate 

Model) 모델을 적용시켜 전 지구에 걸친 가뭄 분석을 SPI 지수와 비교 

분석하였다. Naumann et al.(2014)은 UNDP, Aquastat, World Bank 등의 국제기

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수자원, 경제, 인문, 시설 및 기술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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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으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가뭄 취약성을 산정하였다. 

 

2.3 한반도 가뭄 전망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와 IPCC 5차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 말에 

한반도 평균 기온 편차는 약 4°C 증가하며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약 

11°C 이상 증가된 22.2°C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다(기상청, 2013; 

IPCC, 2014). 이는 동아시아가 약 2.4°C 증가하는 것으로 IPCC에서 전망한 

값보다 높은 값이다. 또한, 21세기 말에 동아시아 강수량이 7%가량 증가

하는 대비 한반도는 최대 1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로 인하

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태풍과 홍수의 크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마찬가

지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가뭄 피해 현황도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4는 우리나라 주요 가뭄 피해를 나타내며 과거 2-3년에 

한 번씩 발생한 가뭄에 최근 매년 발생하며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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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국 가뭄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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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5차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대한민국, 일본, 중국)에 대한 가뭄 

이 중간 신뢰도(medium confidence)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IPCC, 

2014). 최근 국내 연구 및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가뭄 전망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2)은 가뭄의 

경제적 분석을 위해 World Bank에서 개발된 RESCON 모형을 기반으로 하

여 유입량 및 증발산량의 변화와 물 수요를 분석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

를 전망하였다(그림 5). 한강유역, 낙동강유역, 금강유역 그리고 영산강유

역을 대상으로 생활용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농업용

수는 영산강유역을 제외하고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물 수

요 추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한강유역을 제외하고 21세기 중반기

에 피해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그림 5. 미래 가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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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등(2013)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GCM 기반 정보를 사용

하며 한반도 4대강유역의 2080s에 물 부족량이 최대 9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김병식 등(2013)은 RCP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SPI 기법

으로 한반도 가뭄을 전망하였으며 미래로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되지만 

기온상승에 따라 증발산량 또한 증가하며 가뭄에 대한 위험도가 한반도 

전체에 증가하리라 판단하였다. 손경환 등(2014)은 3개의 GCM 시나리오

를 사용하여 SPI 기법을 통해 가뭄 분석을 하였다. 겨울철에 56.9% 지역

의 가뭄이 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21세기 후반에 극심한 가뭄이 4.2% 

증가하였다. 반면에, 박명우 등(2015)은 가뭄 사상의 개수는 한반도 대부

분 지역에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가뭄의 평균 

지속기간 및 평균 심도는 중부지방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김남

성 등(2015)는 SPI 기법을 통해 21세기 초반(2011~2040)에는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가뭄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1세기 중반

(2041~2070)에는 낙동강유역을 중심으로, 21세기 후반 기간으로 갈수록 한

반도 전역으로 가뭄에 취약한 지역이 확대해 가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SPI 지수를 통해 박명우 등(2015)은 4개의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RCPs) 시나리오별 가뭄을 전망하였다. RCP 2.6은 한

반도 전체에서 가뭄이 심해졌지만 RCP 4.5는 수도권, 목포 및 전라도 지

방을 제외하고 전체에서 심화되었지만 RCP 6.0과 8.5에서는 가뭄이 현재

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완화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김정호 등(2016)은 



 

26 

 

23개년씩 총 3개 구간(2022~2044년, 2045~2067년, 2068~2090년)으로 구분하

여 가뭄을 전망하였다. 이 중 2022~2044년에 가뭄 발생 확률이 제일 큰 

것으로 산정되었다. 김병식 등(2013)은 가뭄 유형별 기후변화 적응정책 

연구에서 3가지의 가뭄 전망을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로, 한강유역에 SPI 

지수를 산정하여 극심한 가뭄이 전반적으로 증가됨을 보이며 서울 및 강

원도 지역에서는 대체로 시간에 따른 일관적인 증감 경향을 찾지 못하였

다. 다음으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SPI와 SPEI를 이용하여 봄철(3~5월) 

가뭄을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 향후 100년간의 극심한 가뭄의 발생 증가

와 감소가 되풀이되는 변동성을 보였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심한 가뭄이 발생하며 전라도와 경사도는 21세기 중반부터, 

동해안 지역은 후반부터 심한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RCP 8.5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6개월의 시간 규모로 SPI와 SPEI를 이용

하여 가뭄을 전망하였다. 21세기 말에는 전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IPCC 보고서는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의 가뭄위험이 21세기에 점

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IPCC, 2014). 추가로 한반도 유역별 가뭄 전

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가뭄 전망 연구는 주로 21세기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총 16편의 연구와 보고서를 검토하여 미래 

한반도 가뭄 전망 현황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의 분수 중 분모는 

해당 지역과 시점에 가뭄 전망이 조사된 총 논문 혹은 보고서 수, 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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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현 상태 유지, 감소에 해당하는 논문 및 보고서 수를 의미한다. 종

합해보면 21세기 초반에는 한강유역은 가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었으며 낙동강유역, 영산강유역, 금강유역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가

뭄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21세기 중반은 한반도 모든 유역에 

걸쳐 가뭄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1세기 후반에는 

낙동강유역과 금강유역은 가뭄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반면, 한강

유역과 영산강유역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유역별 전망과 더불어 한반도 전역에 걸쳐 가뭄 전망을 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높은 동의율로 21세기 초반, 중반, 후반에 가뭄 발생이 증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28 

 

 

그림 6. 미래 한반도 가뭄 전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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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3.1 가뭄위험지수 개요 

IPCC는 아시아의 가뭄에 대한 위험도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분석하였

으며 21세기 후반에는 높은 위험(high risk)에 있다고 전망하였다(IPCC, 

2014). 

본 연구에서는 가뭄위험 평가를 위한 가뭄위험지수를 United Nations 

of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UNISDR)의 정의를 참고하여 OECD의 P-

S-R(Pressure-State-Response) 체계에 적용하였다. 재난으로 인한 위험은 가

뭄으로 인명피해, 재산 손실, 시설물 파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의미하며 재해, 노출, 능력으로 구성된다(UNISDR, 2004). 본 연구

에서 재해, 노출, 능력은 각각 pressure, state, response에 해당한다. Pressure

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재해지수, Hazard(H)로 정의하였으

며 가뭄노출지수, Exposure(E)는 가뭄으로 인해 가용 수자원의 영향을 받

는 인구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기 위해 용수 수요량으로 산정되며 state

에 해당된다.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뭄에 대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요인, Lack of Capacity(LC)

로 가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산정되며 response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가뭄위험 평가를 위한 가뭄위험지수는 Hazard, Exposure, Lack of 



 

30 

 

Capacity의 세 가지 지수를 중첩하여 산정된다. 이 중 하나라도 “0”의 값

을 가지게 되면 DRI는 “0”이 되며, 이는 곧 가뭄 위험이 없음을 의미한다. 

 

 𝐷𝑅𝐼 = 𝐻𝑎𝑧𝑎𝑟𝑑 × 𝐸𝑥𝑝𝑜𝑠𝑢𝑟𝑒 × 𝐿𝑎𝑐𝑘 𝑜𝑓 𝐶𝑎𝑝𝑎𝑐𝑖𝑡𝑦 식 3.1 

 

H는 누적 강수량으로 계산되는 SPI-12 심도에 따라 산정되며 E는 용

수별 사용량, LC는 기초수급자, 개인소득, 보험가입률, 재정자립도,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 저수지 유효저수량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공학

적 지표로 계산된다. DRI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는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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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뭄위험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Components 
Water 

Use 
Indicators Data Source 

Hazard 

(H) 

생활용수 

강수량 한국수자원공사 농업용수 

공업용수 

Exposure 

(E) 

생활용수 생활용수 사용량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업용수 농업용수 사용량 

공업용수 공업용수 사용량 

Lack of 

Capacity 

(LC) 

Social 

Capacity 

(SC) 

생활용수 

기초수급자 보건복지부 

1인당 개인소득 통계청 

고등학교 진학률 교육부 

농업용수 

농업 보험가입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정자립도 행정안전부 

공업용수 

지역별 활동 기업수 통계청 

임금 현황 고용노동부 

전체용수 

공무원 수 통계청 

연구개발비 미래창조과학부 

GRDP 통계청 

범죄율 통계청 

Engineering 

Capacity 

(EC) 

생활용수 

광역상수도 보급률 환경부 

지하수(생활용수) 

이용현황 
국토교통부 

농업용수 

지방상수도 보급률 환경부 

지하수(농업) 

이용현황 
국토교통부 

저수지 유효저수량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개수율 국토교통부 

공업용수 

광역상수도 보급률 환경부 

지하수(공업) 

이용현황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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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뭄재해지수 

3.2.1 가뭄재해지수 정의 

 

가뭄은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강수량이 보통 때에 비해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위험을 Hazard, Exposure, 

Lack of Capacity로 구분하였으며 국제기구에서 정의하는 Hazard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IPCC는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하며 생

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 발생이라 정의하였다. UNISDR은 

인류의 건강, 재산 피해, 경제 붕괴, 환경의 저하를 일으키는 현상이라 정

의하였다. 종합해보면 Hazard는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상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Hazard(H)는 가뭄 위험의 원인이 되는 기상학

적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3.2.2 가뭄재해지수 산정 

 

본 연구에서 가뭄위험지수를 위해 표현되는 재해는 기상 요건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뭄을 의미하며 McKee et al.(1993)에 의해 개발된 

SPI 지수를 사용하였다. 재해 지수로 SPI를 사용한 이유는 강수량의 부족

에 의해 가뭄이 시작되는 것에 착안되어 개발된 기상학적 지수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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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PDSI, SWSI와 같이 강수량 이외의 요소들이 포함되는 지수들은 

Exposure과 Lack of Capacity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강수량만을 고려한 SPI

를 본 연구의 가뭄재해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SPI는 지수의 시간 척도를 사용자가 정할 수 있어 각 시간단위로 가

뭄 분석을 할 수 있다. SPI는 설정한 시간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누가강수

시계열을 구성하여 적절한 확률분포형을 산정한 뒤 개개의 변량에 대한 

누가확률을 산정한다. SPI는 세계기상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가뭄

지수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dwards(1997)가 제안한 전통적인 SPI 산정 방법을 따라 감마분포를 통해 

가뭄재해지수를 산정하였다. 수문학적 가뭄은 장기간에 걸친 물 부족을 

분석하여야 되기 때문에 12개월의 시간 단위를 권장하기 때문에 SPI-12를 

사용하였다(WMO and GWP, 2016). 

SPI 계산 방법은 시간 단위를 설정하여 누적 강수량을 계산하고, 누

적 강수량의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통계치를 산정한다. 그 후, 누적 감마

분포로 표현한 뒤 정규화 과정을 거쳐 SPI로 나타낸다. 계산 과정의 순서

도는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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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PI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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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세부 계산 방법으로는 첫째, 강수량 데이터의 평균(mean), 표준편

차(standard deviation), 왜도(skewness)와 같은 통계치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감마분포의 통계치 𝑈 , 형상모수(shape parameter), 척도모수(scale parameter)

를 계산한다. 

 

 �̅� = ∑ 𝑋𝑖/𝑛

𝑛

𝑖=1

 식 3.2 

 

𝑠 = √
1

𝑛
∑(𝑥 − �̅�)2

𝑛

𝑖=1

 식 3.3 

 
𝛾 =

𝑛

(𝑛 − 1)(𝑛 − 2)
∑(𝑥 − �̅�)3/𝑠3

𝑛

𝑖=1

 식 3.4 

 𝑋𝑙𝑛
̅̅ ̅̅ = ln (�̅�) 식 3.5 

 
𝑈 = 𝑋𝑙𝑛

̅̅ ̅̅ −
∑ ln (𝑋)

𝑛
 

식 3.6 

 

𝛽 =
1 + √1 +

4𝑈
3

4𝑈
 

식 3.7 

 
𝛼 =

�̅�

𝛽
 

식 3.8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가 결정되면 식 3.9를 통해 누적 감마분포함수

(Cumulative Density Function), 𝐺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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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𝐺(𝑥) =
∫ 𝑥𝛼−1exp (−𝑥/𝛽)

𝑥

0
𝑑𝑥

𝛽𝛼Γ(α)
 식 3.9 

 

이때, 𝑋는 감마분포를 따르는 강수량 확률변수, 𝑠는 표준편차, 𝑛은 자료

의 수, 𝛾는 왜도, 𝐺(∙)는 감마분포의 누적함수, �̅�는 강수량 평균, Γ(∙)는 

감마 함수, 그리고 α , 𝛽는 척도모수, 형상모수, 𝑋𝑙𝑛
̅̅ ̅̅ 는 강수량의 로그 평균

이다. 

 

감마 함수는 𝑥가 0일때, 정의되지 않으며 강수량 자료는 0을 포

함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 확률은 식 10으로 표현된다. 

 

 𝐻(𝑥) = 𝑞 + (1 − 𝑞)𝐺(𝑥) 식 3.10 

 

이때, 𝑞는 𝑥가 0일 확률이다. 

마지막으로 𝐻(∙)를 다음 식에 대입하여 SPI를 산정한다. 정규화된 

SPI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이 된다. 식 3.11, 3.12, 3.13을 통해 산정된 

SPI는 정규화 과정을 거치며 평균에서 SPI 값의 표준편차만큼 차이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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𝑆𝑃𝐼 = − (
𝑐0 + 𝑐1𝑡 + 𝑐2𝑡2

1 + 𝑑1𝑡 + 𝑑2𝑡2 + 𝑑3𝑡3)  0 < 𝐻(𝑥) ≤ 0.5 

𝑆𝑃𝐼 = + (
𝑐0 + 𝑐1𝑡 + 𝑐2𝑡2

1 + 𝑑1𝑡 + 𝑑2𝑡2 + 𝑑3𝑡3)  0.5 < 𝐻(𝑥) ≤ 1 

식 3.11 

 

𝑡 = √ln (
1

𝐻(𝑥)2
)  0 < 𝐻(𝑥) ≤ 0.5 

𝑡 = √ln (
1

(1.0 − 𝐻(𝑥))2
)  0.5 < 𝐻(𝑥) ≤ 1.0 

식 3.12 

 𝑐0 = 2.515517 

𝑐1 = 0.802583 

𝑐2 = 0.010328 

𝑑1 = 1.432788 

𝑑2 = 0.189269 

𝑑3 = 0.001308 

식 3.13 

 

McKee(1997)가 제안한 SPI 값에 따른 가뭄 분류는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정규화된 SPI의 값이 0은 정상 상태로 dry period와 non-dry period를 나누

는 기준이 된다. Non-dry period는 가뭄을 나타내며 mild, moderate, severe, 

extreme의 네 가지 가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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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PI 가뭄 분류체계 

Drought Category 
SPI Values 

(단위: unitless) 

Mild Drought 0 to -0.99 

Moderate Drought -1.00 to -1.49 

Severe Drought -1.50 to -1.99 

Extreme Drought ≤ -2.00 

 

본 연구에서는 음의 값으로 표출되는 SPI 값을 가뭄재해지수로 

산정하기 위해 SPI 값에 따른 가뭄 재현 기간을 분석하였다(그림 8). 또

한, 가뭄재해지수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무차원화하하기 위해 100년 빈도 

이상의 가뭄을 1로 산정하였다. 산정된 SPI 값에 따른 가뭄재해지수는 그

림 9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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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PI 값에 따른 재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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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PI 값에 따른 가뭄재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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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뭄노출지수 

3.3.1 가뭄노출지수 정의 

 

UNISDR의 정의를 따르면 가뭄노출지수, Exposure은 재해 위험 지역에 노

출된 인구, 시설, 주거 등으로 정의된다. 재난 위험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재해 위험에 노출이 되는 인자는 인구수, 인구밀도, 면적 등이 사용되어 

왔다.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는 가뭄이 농작물 감소와 

가용 생활용수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림 10을 참조하

면 아시아 대륙에서 가뭄이 농작물과 생활용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UNDP, 2012). 따라서 가뭄 피해의 대상이 되는 가뭄노출지

수는 일반 시민의 생계 수단인 생활용수, 농업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업용수, 그리고 공업용수가 반영되어야 한다. 

IPCC는 노출을 사람의 생계 수단이 되는 환경적, 자원, 시설, 사회-경제

적 자산이라 정의하였다. UNISDR은 더욱 재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

에 위치한 인류의 자산이라 명시하였다. WRI는 노출을 지진, 홍수, 가뭄

과 같은 자연재난에 노출되는 것이라 정의하며 재난이 발생한 인구수, 피

해 면적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노출은 자연 재해

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인류의 자산이라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는 가뭄

의 피해 대상인 용수별 사용량을 가뭄노출지수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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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뭄이 아시아 대륙에 미치는 영향 

  



 

43 

 

3.3.2 가뭄노출지수 산정 

 

본 연구에서는 가뭄의 영향을 생활, 농업, 공업으로 구분하기 위해 용수 

사용량으로 가뭄노출지수, E를 산정하였다. 인구수, 경지면적, 용수 사용량 

등이 노출을 산정하는데 많이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자들 간의 상

관관계가 높은 인구수, 경지면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용수 사용량을 인

자로 채택하였다. 용수 사용량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에서 제공받은 행정구역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행

정구역 단위의 용수 사용량을 유역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 유역별 행정구

역의 면적 편입현황을 사용하였으며 용수별 평균을 통해 E가 산정되었다. 

 

 
𝐸 =

𝐷𝑈 + 𝐴𝑈 + 𝐼𝑈

3
 식 3.14 

 

이때, DU는 생활용수 사용량(Domestic water Usage), AU는 농업용수 사용량

(Agricultural water Usage), IU는 공업용수 사용량(Industrial water Usage)을 의

미한다. 

각각의 지표별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표

준화 방법에는 순위 매기기, Z-스코어, 스케일 재조정 등이 있다. 순위 매

기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극값으로 치달을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Z-스코어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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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정규분포를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 신뢰도가 높으므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양정석·김일환, 2013). 또한, 음의 

값을 가지는 값이 나옴에 따라 0부터 1까지 나타내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하기 부적절하다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최댓값과 최솟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스케일 재조정 표준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𝑍 =

𝑋 − 𝑋𝑚𝑖𝑛

𝑋𝑚𝑎𝑥 − 𝑋𝑚𝑖𝑛
 식 3.15 

 

이때, 𝑍는 스케일 재조정을 이용해 표준화된 값, 𝑋는 가뭄노출지수의 변

수, 𝑋𝑚𝑖𝑛과 𝑋𝑚𝑎𝑥는 변수 𝑋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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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 

IPCC 5차 보고서(IPCC, 2014)에서 동아시아의 가뭄이 21세 후반으로 갈수

록 중간 신뢰도(medium confidence)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며 많은 종류

의 가뭄지수, 자료의 질적 혹은 양적 문제로 삼았다(IPCC, 2014). 가뭄 종

류에 따라 사용되는 각기 다른 가뭄지수들과 이를 위해 사용되는 자료 

구축 현황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표현되는 중간 신뢰도는 그림 11

과 같이 High Agreement-Limited Evidence, Medium Agreement-Medium 

Evidence, Low Agreement-Robust Evidence에 해당된다(Mastrandrea et al., 2010). 

또한, 취약성 분석에는 가뭄 피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뭄 피해에 대한 사회-경제적 및 공학적 대응 능력 부족을 Lack 

of Capacity, LC로 정의하며 지표를 선정하였다. Lack of Capacity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별 사회적 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Social Capacity, 용수 

시설에 대한 보급과 현황을 나타내는 Engineering Capacity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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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증거와 동의율에 따른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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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Social Capacity 

 

Social Capacity(SC)는 극심한 기후 현상이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

향을 미치는 사회적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활용수에 대한 가뭄을 

표현하기 위해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시민의 적응 능력 부재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적응 능력은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거나 맞설 수 있는 능력으로 경제적 능력과 재난 인식 수준을 나타낸

다. 기초수급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

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재난 인식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받은 1인

당 개인소득과 교육통계연보에서 제공받은 교육 수준을 포함시켰다. 

 농업적 가뭄은 농업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농업 보

험가입률과 재정자립도가 사용되었다. 농업보험은 농작물의 수확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

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자립수준

을 나타내는 데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행정구역별 경제

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용되었다. 농업 보험가입률과 재

정자립도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뭄에 대한 공업용수의 사회적 대응 능력은 다른 용수에 비해 제공

되는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간접적인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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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활동 기업수와 임금현황을 사용하였다. 지

역별 활동 수는 행정구역별 기업 현황을 나타낸다. 임금현황은 기업의 경

제적 소모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현황이 높을수록 재정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더불어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용수별 공통의 사회-경제적 능력 부

족을 의미한다. 공무원 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뭄 피해에 대응하는지 보

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가뭄 피해를 줄일 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같은 이치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공받은 연구개발비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받은 지

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가 포함되었다. 또한, 

UNDP는 가뭄 발생 시 범죄의 발생 수가 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범죄

율이 높을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해지는 것을 감안하기 위해 지표로 사용

하였다. 

 

3.4.2 Engineering Capacity 

 

Engineering Capacity(EC)는 사회기반시설에서 비롯된 공학적 혹은 구조적 

능력으로 가뭄에 대한 용수 이용 시설 현황을 의미한다. 수자원 시설의 

경우 가뭄에 의해 급수의 제한을 받으며 인구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하천시설은 농업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광역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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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의 보급률은 용수 수요 대비 공급 현황을 나타내며 보급률이 낮을

수록 물 부족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가뭄에 더욱 취약하게 한다. 또한, 

농업용수는 하천시설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개수율을 EC 인자로 사용하

며 용수 시설을 반영하였다. 용수별 지하수 이용현황, 광역상수도 보급률, 

지방상수도 보급률, 하천 개수율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

였다. 

 

3.4.3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 산정 

 

Lack of Capacity는 Social Capacity와 Engineering Capacity의 두 가지 능

력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각각의 Capacity는 Exposure과 같은 스케일 재조

정 방법으로 무차원화 한 뒤 산정된다. LC에 사용된 자료 현황은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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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에 사용된 자료 

자료명 영문 표기 약어 

기초수급자 Basic Livelihood BL 

1인당 개인소득 Income IC 

교육 수준 Education Level EL 

농업보험가입률 Agricultural Insurance AI 

재정자립도 Financial Independence Rate FI 

지역별 활동 기업수 Number of Companies NC 

임금현황 Wage WG 

광역상수도 보급률 Multi-regional Water MW 

지방상수도 보급률 Local Water LW 

지하수 이용현황 Groundwater GW 

저수지 유효저수량 Reservoir Storage RS 

하천개수율 River Improvement RI 

공무원 수 Public Officers PO 

연구개발비 Research Fund RF 

지역내 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범죄율 Crime Rate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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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별 LC는 인자들의 평균으로 계산되며 최종적으로 LC는 용수

별 LC의 평균으로 산정된다. 

 

 
𝐿𝐶𝐷 =

𝐵𝐿 + 𝐼𝐶 + 𝐸𝐿 + 𝑀𝑊 + 𝐺𝑊 + 𝑃𝑂 + 𝑅𝐹 + 𝐺𝑅𝐷𝑃 + 𝐶𝑅

9
 식 3.16 

𝐿𝐶𝐴 =
𝐴𝐼 + 𝐹𝐼 + 𝐿𝑊 + 𝐺𝑊 + 𝑅𝑆 + 𝑅𝐼 + 𝑃𝑂 + 𝑅𝐹 + 𝐺𝑅𝐷𝑃 + 𝐶𝑅

10
 

식 3.17 

 
𝐿𝐶𝐼 =

𝑁𝐶 + 𝑊𝐺 + 𝑀𝑊 + 𝐺𝑊 + 𝑃𝑂 + 𝑅𝐹 + 𝐺𝑅𝐷𝑃 + 𝐶𝑅

8
 

식 3.18 

 
𝐿𝐶 =

𝐿𝐶𝐷 + 𝐿𝐶𝐴 + 𝐿𝐶𝐼

3
 

식 3.19 

 

이때, 𝐿𝐶𝐷 , 𝐿𝐶𝐴 , 𝐿𝐶𝐼 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Lack of 

Capacity를 뜻한다. 선정된 지표의 자료를 살펴보면, 변수마다 값의 규모

와 단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E를 산정하기 위

해 사용된 스케일 재조정법이 동일하게 사용되어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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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적용 결과 

4.1 대상유역 및 적용 개요 

본 연구에서 자연 재해로 인한 가뭄 취약성 분석을 위해 개발된 가뭄

위험지수(Drought Risk Index, DRI)는 기존 가뭄지수와 더불어 사회-경제

적 요소를 반영한 가뭄위험지수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자료

들이 많다. 이를 통해 지역별 가뭄 위험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다 큰 단위인 도 혹은 국가 단위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수자원 계획이 5대강 대권역별로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유역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유역으로 구분하기 위해 국가수자원관리종

합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유역별 행정구역 면적비에 따라 변환하였다

(http://www.wamis.go.kr/watermap2013/WMS.aspx?paramTab=1).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20개의 대권역, 113개의 중권역을 대

상으로 가뭄 위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자원단위

지도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사용되었

다(http://www.wamis.go.kr/watermap2013/WMS.aspx?paramTab=1). 중권역별 

수자원단위지도는 그림 12와 같으며 상세유역 정보는 표 4에 정리하였

다. 

http://www.wamis.go.kr/watermap2013/WMS.aspx?paramTab=1
http://www.wamis.go.kr/watermap2013/WMS.aspx?param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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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한반도 중권역별 수자원단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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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반도권역별 현황 

권역 대권역명 대권역코드 중권역수 

한강 

한 강 10 24 

안성천 11 1 

한강서해 12 2 

한강동해 13 3 

낙동강 

낙동강 20 22 

형산강 21 1 

태화강 22 1 

회야, 수영 23 2 

낙동강동해 24 3 

낙동강남해 25 4 

금강 

금 강 30 14 

삽교천 31 1 

금강서해 32 3 

만경, 동진 33 3 

섬진강 
섬진강 40 9 

섬진강남해 41 6 

영산강 

영산강 50 8 

탐진강 51 1 

영산강남해 52 2 

영산강서해 53 3 

계 2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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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과 같은 기상 자료와 달리 Lack of Capacity를 산정하는데 사용

되는 사회-경제적 자료는 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따라서 많은 자

료가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뭄위험

지수를 산정하였다. 6년간 산정된 DRI는 지역간 상대적 비교를 통해 가뭄 

위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유역도를 적용하여 비교 분석을 가능하

게 했다. Hazard, Exposure, Lack of Capacity를 산정하여 각각 지도로 나타냈

다. 이를 통해 가뭄위험지수의 요인별로 분석이 가능했으며 어느 지역이 

가뭄 위험에 더욱 취약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56 

 

4.2 적용 결과 

4.2.1 가뭄재해지수 

 

Hazard(H)는 가뭄을 일으키는 기상학적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SPI 심도

에 따른 재현기간으로 나타내었다. 재현기간 100년을 최댓값으로 가정하

였으며 최댓값으로 나누어 0부터 1 사이 값으로 무차원화하였다. 2010년

부터 2015년까지의 강수량 자료를 통해 SPI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H

를 계산할 수 있었다. SPI-12를 통해 H는 산정되었으며 12개월치 누적 강

수량이 적어짐에 따라 H는 크게 계산되며 산정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의 가뭄재해지수 평균은 그림 13과 같다. 12개월 누적 강수량이 적을수록, 

가뭄재해지수 지도에 진하게 나타난다. 한강유역의 가뭄재해지수가 가장 

높게 산정되며 산정 기간 동안 강수량 부족이 제일 높았음을 알 수 있었

다. 금강 서해수계와 일부 낙동강유역이 다음으로 높게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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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중권역별 가뭄재해지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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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을 통해 연도별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3년에는 많은 강수

량으로 인해 H가 낮게 산정되었다. 2014년부터 강수량이 적어지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가 포함된 한강유역과 영남권의 낙동강유역의 H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에는 일부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강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유역의 

H가 0.8 이상인 곳이 25개 중권역 중 21개로 나타나며 84%가 극심한 기

상학적 가뭄을 겪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한강유역 다음으로 높은 H가 산정되었다. 기상학적 가뭄을 겪은 2014년

과 2015년을 종합해보면 한강유역이 가장 강수량이 적게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부지방이 H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H 결과

를 통해 한강유역이 가장 큰 가뭄 잠재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4.2.2 가뭄노출지수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용수별 사용량으로 산정된 

E는 H와 달리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으며 사용량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5년까지 자료를 제공받은 생활용수 사용량과 

달리 농업용수 사용량과 공업용수 사용량은 2014년까지 보유하였기 때문

에 2015년은 2014년과 동일하다 가정하여 E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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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와 같이 나타났다. 산정 결과, 인천, 경기, 서울을 포함한 한강유

역의 가뭄노출지수가 가장 높게 산정되었고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한 지

역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 결과, 생활용수 사용량은 2015년에 감소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변동성이 없었다(부록 4). 농업용수 사용량은 2011년에 감소하고 

2013년까지 2년간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공업용수는 2012년부터 전국에 걸쳐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유역에 따라 증가하고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

다. 이로 인해 용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뭄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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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중권역별 가뭄노출지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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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 

 

DRI를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 가장 많은 지표가 사용되는 LC는 지역적 

가뭄피해 취약 정도에 따라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로서 총 17개의 자

료가 사용되었다. 지표 중 임금현황, 하천개수율, 고등학교 진학률, 1인당 

개인소득, 지역내 총생산(GRDP), 공무원 수,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률, 재정자립도는 증가될수록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와 달리 표준화된 값을 1에서 뺀 값으로 산정하였

다. 과거기간 평균은 그림 15와 같이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

균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는 금강 서해수계에 가장 높게 산정되었다. 그리

고 영산강유역 과 경기 및 강원 지역이 가장 적게 산출되고 나머지 지역

은 유사하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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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중권역별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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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를 참고하여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생활용수를 위한 LC의 섬

진강유역의 호남지방이 가장 작게 산정되었다. 공통적인 요소인 CC의 

GRDP와 연구개발비가 낮게 산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당 개인소득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분석할 수 있었다. 호남지

방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014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2014년에서 2015년은 증가하였는데 지하수 이용현황과 범죄율, 줄

어드는 공무원 수로 인해 2015년에 증가하였다. 농업용수를 위한 LC 또

한 마찬가지로 호남지방은 SC로 인해 낮게 계산되었다. 농업 보험가입률

과 재정자립도가 감소되었다가 2013년부터 증가하며 농업용수를 위한 LC 

또한 같은 경향을 보였다. 기업활동수와 임금현황이 전국에 걸쳐 증가하

였다. 임금현황은 증가할수록 LC는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수 증가율

이 더 큰 2013년에 공업용수를 위한 LC는 감소하였다. 종합적으로 LC는 

2013년까지 조금씩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

정 결과로부터 한반도 전체에 가뭄 피해에 대한 대응 능력 부재가 증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4 가뭄위험지수 

 

DRI는 H, E, 그리고 LC를 중첩하여 도출하였다. 산정 결과, 2015년에 H

가 가장 높게 산정된 한강유역의 가뭄 위험이 가장 크게 도출됐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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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6, 부록 6). 산정 결과, 가뭄재해지수가 가장 높은 인천, 경기의 한

강유역의 가뭄위험지수가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가뭄재해지수는 가뭄

노출지수,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보다 산정 기간동안 변동성이 가장 높

았기 때문에 가뭄위험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에는 가뭄 위험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0”이 되면 가뭄 

위험이 “0”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에 E와 LC가 작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뭄 위험의 원인을 제공하는 H가 작음에 따

라 DRI는 작게 산정되었다. 2014년부터 가뭄 위험이 한강유역과 금강유

역에 걸쳐 나타났으며 일부 영남지방에도 가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도

출됐다. 특히, 충청남도가 위치한 금강유역의 서해수계에 가장 큰 가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일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가뭄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서울특별시가 포함된 한강유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충

청남도와 충청북도에도 DRI가 크게 산정되었다. 

  



 

65 

 

 

 

 

 

그림 16. 중권역별 가뭄위험지수 지도 

  



 

66 

 

4.3 민감도 분석 

DRI는 H, E, LC의 등가중으로 중첩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민감도를 

보인다. 따라서 DRI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E와 LC의 SC, EC, CC의 

지표별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지표의 변동성을 고려

하여 증감률을 조정하였다. 

E의 용수 사용량 중 생활용수의 변동은 10% 내로 가장 작았으며 농

업용수 사용량은 이보다 더 큰 50% 내외의 변동성을 보였다. 용수별 사

용량 중 공업용수의 변동성은 최대 240%까지 보이며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E를 위한 민감도 분석에는 이를 고려하여 지표별 다

른 변동률을 반영한 Spider Plot을 이용하였다. Spider Plot은 여러 변수의 민

감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도표로 많이 활용되

는 토네이도 도표보다 구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변수별 민감도를 

더욱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Loucks and Beek, 2005). 

민감도 분석의 기울기는 생활용수가 가장 컸으며 농업용수가 가장 

작았다(그림 17). 그 이유로, 농업용수 사용량은 과거부터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며 다른 용수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이로 인해 50%의 변동성

을 고려해도 E의 민감도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용

수 사용량은 최대 1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E가 최대 40%까지 증가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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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변수에 따른 가뭄노출지수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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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는 가장 많은 지표를 포함하기 때문에 SC와 EC 를 구분하여 지표

별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18은 SC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SC 지표 중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지표는 재해 보험가입률이다. 농업 보험은 전국에 걸쳐 낮

은 가입률을 갖고 있으며 지역별로 증감률 또한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

40%부터 100%까지의 가입률 증감을 반영하였다. 고등학교 진학률은 전

국에 걸쳐 100%에 가까운 현황을 갖고 있다. 지표가 100%를 넘기지 못

하도록 증감률을 -40%에서 0%로 설정하였다. 또한, 임금현황은 매년 증

가하는 추세를 갖고 있으므로 감소하지 않고 최대 10%까지 증가하는 것

으로 반영하였다. 연구개발비와 지역내 총생산(GRDP)는 감소하지 않고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20%와 30%까지 증가하며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반대로 공무원 수는 연도별로 감소함으로 -20%까지 감소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C는 하천개수율, 광역상수도 보급률, 지방상수도 보급률, 지하수 이

용현황, 저수지 유효저수량을 포함한다. 이 중 용수별 지하수 이용현황이 

가장 큰 변동률을 보였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50%에서 50%까지 변

동성을 보였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보급률은 100%인 지

역이 많으므로 증가율을 배제하며 -20%와 -30%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민

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그림 19). 

분석 결과 재해 보험가입률이 최대 6%까지 DRI를 증가시키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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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지표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공무원 수는 -4% 넘게 감소시켰다. 지

방상수도 보급률, 고등학교 진학률, 재정자립도, 임금현황은 요소별 증감

률에 따라 가장 덜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특성상 변동 폭이 크

지 않기 때문에 LC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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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ocial Capacity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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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Engineering Capacity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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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뭄위험지수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뭄위험지수를 검증하기 위해 신문기사와 국가가뭄

정보분석센터에 기재된 가뭄 피해 정보와 비교하였다. 가뭄은 홍수, 태풍

과 같은 자연재난과 달리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피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인 

시각적 비교를 통해 개발된 가뭄위험지수를 검증하였다.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는 제한급수, 운반급수, 급수중단 등 가뭄 피해 

현황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피해 사례가 존재

해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2년 까

지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신문기사에 의존해 검증하였다(표 5). 가뭄이 극심하게 발생한 2015년에

는 가뭄 피해 관련 기사의 양이 방대해 분기당 10개의 기사를 이용해 검

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사용된 신문 기사는 부록 28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본 연구에서 진행하지 않은 제주도를 제

외하고 큰 가뭄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뭄 피해 기사의 양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뭄위험지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부록 6을 참고하면 2015년에는 국

가가뭄정보분석센터와 신문 기사의 높은 동의율로 강원도 지역에 가뭄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강원도에 이어 인천이 그 다음을 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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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순으로 피해가 일어났다. 2014년에는 국가

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 제공받은 11건의 피해현황 중 경상남도가 4건으로 

가장 높은 피해를 보였지만 가장 가뭄 피해가 빈번하게 기사화된 곳은 

강원도였다.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가 다음으로 피해현황이 많았다. 가뭄

이 빈번하게 발생한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국가가뭄정보분석센

터에서 제공하는 피해현황과 신문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심도가 약한 가뭄이 발생한 2010년부

터 2013년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DRI가 낮게 산정되며 가뭄 위험이 발생

하지 않으며 실제 피해 현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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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검증 자료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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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래 가뭄 위험 평가 

21세기 한반도 가뭄 전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7개의 RCP 4.5의 Global 

Climate Scenarios(GCMs) 중 3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RCP 4.5 시나리

오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시나리오로 미래 발

생 가능성이 농후한 시나리오이다. RCP 6.0과 RCP 8.5 시나리오는 극심한 

미래 기후를 나타낼 수 있기에 RCP 4.5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GCM은 과거기간과 비교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의 변동률이 상이하다. 선

정된 3개의 시나리오는 GCM이 갖고있는 가뭄 변수에 대한 모델간 변동

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나리오로 선정되었다(Seo and Kim, 2018). 선정된 

시나리오에 대한 명칭과 기관의 정보는 표 6과 같이 정리된다. 

 

표 6. 사용된 GCM 정보 

No. GCMs Institution 

1 BCC-CSM1-1-M 
Beijing Climate Center,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 MIROC5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The University of Tokyo) 

3 MPI-ESM-MR 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M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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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시나리오의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여 H를 산정하였다. 용수

별 사용량과 사회-경제적 자료를 필요로 하는 E와 LC는 2015년을 기준으

로 동일하다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사용량을 제외하고 LC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 구축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감안할 때, 자료를 생

성하기 부적절하다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경제적 자료가 동일할 때 미래에 한반도가 가뭄에 얼마나 취약한지 

판단하고자 한다. 

미래 기간을 세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한반도 가뭄 전망을 하였다. 

세 개의 구간은 21세기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었으며 각각 2021년부

터 2040년까지, 2041년부터 2060년까지, 2061년부터 2080년까지 20년 단위

로 구분하였다. 

IPCC 보고서는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의 가뭄위험이 21세기 전체

에 걸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개의 시나리

오에서 21세기 후반에 가장 가뭄 위험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대 

변동성을 가진 시나리오를 제외한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 21세기 중반에 

가뭄이 제일 심하게 나타나며 후반에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1세기 초

반에 제일 가뭄 위험이 큰 시나리오에서는 한강유역이 제일 위험이 높게 

산정되었다. 또한, 전라북도 지역이 가장 가뭄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나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21세기 후반을 제외하고 가뭄 위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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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1세기 초반 21세기 중반 21세기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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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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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간 한반도 가뭄 위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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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가뭄 취약성 분석을 위한 연구가 강수량에 의존하여 

물리적인 가뭄 위험만 산출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가뭄은 slow-

onset 재난으로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

기간이 길어 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뭄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가뭄위험지수를 세 가지 요

인을 중첩하여 산정하였다. 구분된 세 가지 요인은 OECD의 P-S-R 프레

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였다. 가뭄의 원인이 되는 강수량 부족을 나타내는 

가뭄재해지수, 가뭄 피해의 대상이 되는 가뭄노출지수, 그리고 가뭄 위험

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가뭄대응능력부족지

수의 세 가지 요인을 중첩하여 가뭄위험지수를 개발하였다. 

가뭄재해지수는 목적에 따라 시간 단위를 설정하는 장점이 있는 SPI

를 이용하여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수문학

적 가뭄을 위해 권장된 12개월의 시간 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SPI의 음

의 값이 커질수록 가뭄의 심도가 커짐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뭄 재해는 SPI-12 심도에 따라 가뭄 재현 빈도를 산출하여 0부터 1까지

의 값을 가지도록 무차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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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노출지수로는 용수 수요량, 인구수, 경지면적 등이 주로 사용된

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수, 경지면적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료의 중복 

사용을 배제하기 위해 생활, 농업, 공업 용수별 사용량을 사용하여 산정

하였다.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는 시스템의 공학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경제

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Social Capacity와 Engineering Capacity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Social Capacity는 용수별 사회-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며 

1인당 개인소득, 농업 보험가입률, 임금현황, 공무원 수 등이 포함되어있

다. Engineering Capacity는 수자원 이용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물 현황

과 용수 이용현황이 포함되어있다. 각각의 변수는 스케일 재조정을 이용

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되었다. 

가뭄재해지수와와 가뭄노출지수를 위한 강수량과 용수별 사용량 자

료는 구축기간이 긴 것에 반해 가뭄 대응 능력 부족에 사용되는 자료는 

구축기간이 비교적 매우 짧았다. 이러한 이유로 가뭄위험지수는 자료 구

축이 공통적으로 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산정되었다. 

산정 결과 가뭄 재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반도에 큰 강수량 

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는 한강유역 전체에 높게 산출

되며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강수량이 적은 것으로 도출됐다. 2015년에는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한반도 전역에 가뭄재해지수가 높게 산출됐다. 

특히 한강유역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해안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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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청도 전역에 걸쳐 강수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뭄노출지

수는 용수별 사용량으로 산출되며 2010년부터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5년에 가장 크게 도출되었다.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에서 농업

용수의 대응능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대응

능력은 낮아져 가뭄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낮출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가뭄위험지수는 2015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와 강원도가 포

함된 한강유역이 가장 가뭄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충청

남도와 섬진강유역에 가뭄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가뭄노출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

업용수 사용량으로 나타났다. 생활용수 사용량은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큰 변동률을 보이지 않았으며 농업용수 사용량은 감소하는 추

세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공업용수 사용량은 

지역별로 최대 6배의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가뭄노출지수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뭄대

응능력부족지수의 재해 보험가입률, 용수별 지하수 이용현황이 가장 영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소 0.7%에서 최대 66.7%으

로 큰 변동성을 보였다. 지하수 이용현황은 2013년에 급격히 이용량이 줄

어들며 큰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에 재

해 보험가입률과 지하수 이용현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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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얻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뭄정보분석

센터에서 제공하는 가뭄 피해 현황 자료와 신문기사 인용횟수를 참고하

였다. 가뭄은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피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증하기 어

려운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자료를 가뭄 피

해 정보로 활용하여 가뭄위험지수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 결

과,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2014년과 2015년에 피해 자료, 신문기사와 높

은 동의율을 보였다. 하지만 심도가 약한 가뭄이 발생한 2010년부터 2013

년에는 본 연구에서 산정한 가뭄위험지수 결과와 다소 상이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수를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

하여 미래 한반도 가뭄 전망을 시행하였다. 과거 기간 대비 평균과 분산

과 같은 통계치의 변동률이 다른 3개의 RCP 4.5 시나리오가 사용되었다. 

IPCC와 선행 가뭄 위험 연구는 가뭄 위험이 21세기 전체에 걸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과거 기간과의 통계치 변동률이 가장 큰 시나리오에

서는 21세기 초반에 가뭄 위험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시나리오

에서는 21세기 중반에 큰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용된 세 개의 시나리오 

중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 가뭄 위험 발생 시 한강유역이 가장 크게 나타

났으며 한반도 전체에 전반적으로 가뭄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82 

 

5.2 향후 연구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 변수를 위해 사용된 자료 구축 기간이 짧아 최종

적으로 가뭄위험지수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만 산정하였다. 가뭄위

험지수가 산정된 기간동안 극심한 가뭄은 주로 2014년과 2015년에 발생

하여 이 기간동안의 가뭄 피해 현황과 비교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검증을 수행하기엔 구축 기간이 여전히 

짧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축된 자료의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더욱 긴 기간의 가뭄위험지수를 산정하여 가뭄 피해 현황과 비

교 분석하면 개발된 지수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뭄재해지수는 2010년부터 2013년에 가장 작게 산정된 반면, 

가뭄노출지수와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높게 산정되었

다. 하지만 산정한 가뭄위험지수 지도는 가뭄재해지수 지도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가뭄재해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가뭄위험지수는 같은 기간에 가뭄재해지수로 인하여 위험이 

제일 적은 것으로 산정된 것이다. 이렇듯 가뭄노출지수와 가뭄대응능력부

족지수가 가뭄위험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뭄재해지수보다 상당히 낮

게 반영된다. 향후 연구를 통해 인자별 가중치 산정 기법의 개발, 또는 

가뭄재해지수에 사용된 SPI 값의 확률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이러

한 한계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83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정한 가뭄위험지수 값의 지역적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분석만 가능하다. 향후 연구에서 가뭄지수별 절대적 기준

을 제시하면 가뭄 분석을 위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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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ought Risk Index Development 

for Drought Risk Assessment 

 

Seo Hyung Choi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nlike other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 and storms, the negative effects of drought 

on a community or system last for a longer period of time. It adversely affects them 

not only physically but also socio-economically significantly. While most studies on 

drought risk analysis are focused on physical impacts without considering the 

regional socio-economic impacts, this study divides Drought Risk Index(DRI) into 

three: Hazard(H), Exposure(E), and Lack of Capacity(LC) that reflect the socio-

economic conditions of a community to overcome this problem. With H, E, and LC, 

the DRI is calculated to analyze drought risk and represents how vulnerable a 

community is to drought. 

H is an index that is utilized to estimate meteorological drought. It is 

estimated by using the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SPI). SPI is widely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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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meteorological droughts by using only the precipitation data. SPI was 

developed with an idea of the decrease in precipitation compared to water usage 

occurs drought. The advantage of using SPI is that it can be calculated in short-term 

to long-term time unit(3, 6, 9 months up to 48 months), and only requires precipitation 

data. 

Droughts cause damage over a long period,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impacts. Mainly, drought affects livelihood and agriculture. In order to reflect the 

land area corresponding to population and agriculture, in this study, E is calculated 

with water usage. 

The concept of LC is that it reveals the effect and the response of how a 

community is vulnerable to drought. LC is included in the drought vulnerability 

analysis to reflect socio-economic vulnerability of a community. There is a higher 

chance of exposure to natural hazards depends on socio-economic capacity, 

engineering capacity, and government strategy. LC is contained to calculate DRI to 

reflect a community’s conditions that affects damage from drought. 

Therefore, DRI is estimated to include not only meteorological droughts but 

also socio-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damage from drought. In addition, in this 

study, three RCP 4.5 scenarios have been used to projecting the future drought risk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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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SPI-12(MATLAB code) 

function [ Y_table, SI_table ] = SPI_calc( input_args, sc ) 
%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 sample command 
% [Y_table_rcp45_gcm5_n1, SI_table_rcp45_gcm5_n1] = 

SPI_calc('monthly_prcp_rcp45_gcm5_n1.xlsx', 12); 

  
 % Sample input data(e.g., a matrix of precipitation data) 
 % input_args = 'monthly_prcp_rcp45_gcm5_n1.xlsx' 
 td_table=xlsread(input_args); 

   
 % sc: scale of the index(>1, e.g., 3-month SPI or SSI) 
 % sc=12; 

  
 [r,c] = size(td_table); 
 n=r-1; 
 SI_table=zeros(r,c); 
 SI_table(1,:) = td_table(1,:); 
 SI_table(:,1:2) = td_table(:,1:2); 

  
 Y_table=zeros(r,c); 
 Y_table(1,:) = td_table(1,:); 
 Y_table(:,1:2) = td_table(:,1:2); 
 % Compute the SPI for each grid from the prcp or smc data 

  
 for z = 3:c 
     td = td_table(2:r,z); 
     SI=zeros(n,1); 
     if length(td(td>=0))/length(td)~=1 
         SI(n,1)=nan; 
     else 
         % Obtain the prcp and smc for the specified time 

scale and 
         % compute the standarized drought index(for SPI and 

SSI) 
         SI(1:sc-1,1)=nan; 

              
         A1=[]; 
         for i=1:sc   
         A1=[A1,td(i:length(td)-sc+i)]; 
         end 
         Y=sum(A1,2); 

          
         % Compute the SPI or 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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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length(Y); 
         SI1=zeros(nn,1); 

          
         for k=1:12 
             d=Y(k:12:nn); 

              
             %compute the empirical probability 
             nnn=length(d); 
             bp=zeros(nnn,1); 

              
             for i=1:nnn 
                 bp(i,1)=sum(d(:,1)<=d(i,1)); 
             end 

              
             y=(bp-0.44)./(nnn+0.12); 
             SI1(k:12:nn,1)=y; 

              
         end 

          
         SI1(:,1)=norminv(SI1(:,1)); 

          
         %output 

          
         SI(sc:end,1)=SI1; 
     end 
     SI_table(2:r,z) = SI; 
     Y_table(2+sc-1:r,z) = Y;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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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권역별 가뭄위험지수 산정 결과 예시(한강권역) 

중권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01 0.0155 0.0007 0.0031 0.0035 0.0246 0.0000 

1002 0.0072 0.0004 0.0030 0.0023 0.0615 0.0024 

1003 0.0051 0.0002 0.0022 0.0020 0.0395 0.0185 

1004 0.0117 0.0001 0.0019 0.0015 0.0300 0.0194 

1005 0.0051 0.0001 0.0018 0.0016 0.0792 0.0342 

1006 0.0204 0.0008 0.0033 0.0022 0.0668 0.0239 

1007 0.0121 0.0028 0.0049 0.0031 0.1828 0.2558 

1008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9 0.0006 0.0001 0.0038 0.0005 0.0089 0.0000 

1010 0.0041 0.0004 0.0116 0.0025 0.0504 0.0000 

1011 0.0038 0.0004 0.0210 0.0045 0.0444 0.0000 

1012 0.0079 0.0004 0.0132 0.0024 0.0461 0.0000 

1013 0.0174 0.0014 0.0255 0.0028 0.1012 0.1221 

1014 0.0251 0.0006 0.0060 0.0022 0.0585 0.0103 

1015 0.0058 0.0026 0.0064 0.0030 0.1811 0.2703 

1016 0.0120 0.0029 0.0045 0.0032 0.1754 0.2619 

1017 0.0482 0.0028 0.0047 0.0031 0.1895 0.2753 

1018 0.0091 0.0029 0.0054 0.0029 0.1818 0.2832 

1019 0.0044 0.0031 0.0131 0.0036 0.2085 0.3058 

102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21 0.0001 0.0000 0.0007 0.0001 0.0030 0.0035 

1022 0.0029 0.0016 0.0259 0.0028 0.1091 0.1226 

1023 0.0008 0.0005 0.0066 0.0007 0.0347 0.0472 

1024 0.0004 0.0003 0.0042 0.0005 0.0222 0.0278 

1101 0.0127 0.0032 0.0061 0.0049 0.0564 0.1300 

1201 0.0038 0.0030 0.0117 0.0037 0.1791 0.2944 

1202 0.0083 0.0043 0.0061 0.0044 0.1768 0.2523 

1301 0.0052 0.0006 0.0065 0.0041 0.0219 0.0000 

1302 0.0539 0.0099 0.0035 0.0971 0.0363 0.0000 

1303 0.0296 0.0012 0.0036 0.0142 0.0166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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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도별 가뭄재해지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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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도별 가뭄노출지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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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도별 가뭄대응능력부족지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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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도별 가뭄위험지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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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생활용수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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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농업용수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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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공엽용수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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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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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교육 현황(고등학교 진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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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1인당 개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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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재해 보험가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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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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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기업 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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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임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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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광역상수도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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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지방상수도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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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 하천 개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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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 지하수 이용현황(생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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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지하수 이용현황(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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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지하수 이용현황(공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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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저수지 유효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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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 공무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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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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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6. 지역내 총생산(GR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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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7.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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