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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부족량 기반 가뭄 대응역량 평가

Assessment of Regional Drought Preparedness and Response 

Capacity on the Basis of Water Resources Shortage

윤동현*⋅남원호**⋅전민기***⋅안현욱****⋅유도근*****⋅박무종******

Yoon, Dong-Hyun*, Nam, Won-Ho**, Jeon, Min-Gi***, An, Hyun-Uk****, Yoo, Do-Guen*****, 

and Park, Moojong******

Abstract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weather fluctuations, weather phenomena such as global warming and increasing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are intensifying. Climate change increases the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and has been affecting the occurrence 

of drought. In recent years, severe drought has been occurring all over the world.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experienced a

mega drought from 2006 to 2016, Australia experienced a millennium drought from 2001 to 2009, and the Central and Northern

African continent suffered a mega drought from 2005 to 2018. With regard to extreme drought events, depletion of water resources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causing enormous damage that is difficult to restore socially and economically. Drought response 

strategy for South Korea has focused on drought recovery and emergency measures for drought damage. To respond to severe 

drought event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regional drought response capacity and drought preparedness. In this study, long-term

water resource comprehensive plan, water management yearbook, and water statistics were used to evaluate drought response capabilities

according to region, including resilience analysis such as local economy, drought preparation system, and drought training. The

water resource shortage of each local government was calculated based on water demand and supply data, and drought response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was analyzed by combining it with resilience analysis for drough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long-term drought preparedness and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through the evaluation of drought

response capacity according to region.

Key words : Drought Response Capacity, Drought Preparedness, Water Resources Shortage, Resilience, Water Demand and Supply

요 지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지구온난화 심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전 지구적 기온 상승 등 기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어 메가가뭄(Mega drought)을 경험하였으며,

호주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밀레니엄가뭄(Millenium drought), 아프리카 대륙 중북부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되는

장기 가뭄을 겪고 있다. 메가 가뭄의 경우 단기간 발생했던 기존 가뭄과 달리 장기간 수자원 고갈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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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온난화와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Zhang and Zhou, 

2015), 미국 해양기상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는 가뭄을 20세기 최대 자연재

해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가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0년을 기점으로 전국적 또는 국지적 

가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2017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Moon et al., 2020; 

Yoon et al., 2020; S. Lee et al., 2021). 이러한 가뭄 발생 

빈도의 증가는 가뭄 지속 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과 호주의 장기 가뭄과 같은 10년 이상 지속되는 메가 

가뭄, 밀레니엄 가뭄의 전조로도 볼 수 있다.

메가가뭄은 기존의 가뭄과 달리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자연재해이다. 현재 우리나

라의 경우 가뭄 관련 대책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의 분야별 유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 단기간 또는 1년 단위의 

복구 및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인 대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장기적인 가뭄이 발생할 경우 수자원(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전반에 대한 고갈이 가장 주요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뭄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가용수자원 및 현재 가뭄 

대응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을 

기반으로 전국 시군구의 지자체별 대응역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지자체별 수자원, 가뭄 발생 및 심도, 지자체의 기존 

가뭄 대비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Shin et al. (2016), Oh et al. (2018) 등에서 제시한 재난안전지

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지수는 취약 지표, 위해 

지표, 경감 지표를 통해 지역별 안전 등급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발생에 따른 수자원 고갈 등 물리적 

요인을 취약 지표로, 가뭄 발생 지역, 심도 등 가뭄에 따른 

결과를 위해 지표로, 가뭄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경감 지표로 활용하였다. 취약 지표는 각 시군구

의 용수별 수요량 및 공급량자료를 기반으로 부족량을 평가

하여 산정하였다(Moon et al., 2021). 국내 수자원 수요량 

자료의 경우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서 제시하고 있는 산정 방법을 따랐으며, 공급량 자료는 

통계자료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

하였다. 위해 지표는 국내외 가뭄 발생 및 전파, 심도 등에 

활용되는 위성영상 기반 가뭄 지수인 Evaporative Stress Index 

(ESI) (Anderson et al., 2007; Anderson et al., 2013; Anderson 

et al., 2015; Lee et al., 2019; Yoon et al., 2020)와 강수량 

및 증발산량 기반 가뭄 지수인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PEI)를 사용하였다(Nam et al., 

2015). 경감 지표는 복원력 평가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선행 연구의 방법론과 가중치 등을 활용하였다(Yang, 2016; 

Lim, 2017; Kim et al., 2020).

2. 재료 및 방법

2.1 용수별 수요량 및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 자료로부터 산정한 수자원 과부족 분석 

결과를 대응역량 평가 인자 중 취약 지표로 활용하였다. 

용수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요량의 경우 주요 

국가물관리계획(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산정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

리기본계획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 

기반 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에 따라 용수별 수요량을 산정하

였다.

생활용수 수요량은 상수도 급수 지역 수요량(공업용 및 

전용공업용 제외)과 상수도 미급수 지역 수요량, 기타 지하수 

이용량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장래인구, 계획 급수보급

률, 목표 유수율, 급수량 원단위 등의 자료를 미래 추정하여 

반영한다(Song et al., 2021). 공업용수 수요량은 기존 공단 

및 개별입지업체 수요량과 계획 공단 및 개별입지업체 수요

량의 합으로 산정한다. 농업용수 수요량은 논용수 수요량, 

밭용수 수요량, 축산용수 수요량의 합으로 산정된다. 생활용

수 및 공업용수와 달리 농업용수는 실 사용량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지면적,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각 수요량이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자료 부족 및 정량적 통계자료 

부족 등 농업용수 공급량 자료 취득의 한계로 인해 농업용수 

수요량 중 논 용수 수요량만을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회, 경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는 장기 가뭄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으로,

장기 가뭄 발생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에 따른 가뭄 대응역량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수자원

부족량 기반의 가뭄 대응역량 평가를 위하여 용수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요량 및 공급량 자료와 지자체별 가뭄대비

시스템, 가뭄훈련 등을 포함하는 복원력 분석을 활용하였다. 가뭄 발생 및 심도 파악을 위한 가뭄지수 값을 위해지표로,

수요량 및 공급량 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자원 부족량을 취약지표로, 복원력(회복력) 결과를 경감지표로 활용하여 지자체의

가뭄 대응 역량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별 가뭄 대응역량 평가를 통해 향후 중장기적인 가뭄 분석 및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가뭄 대응 역량, 가뭄 대비, 수자원 부족량, 복원력, 수요량 및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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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별 공급량 자료는 실제 공급된 계측값을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생활용수 공급량은 상수도 통계의 총괄수량 

수지 분석 중 유수 수량 값을 공급량으로 사용하였다. 공업용

수 공급량의 경우 상수도 통계의 업종별 부과량 자료 중 

공업용 공급량과 공업용 정수시설현황의 공급량 자료가 

지방상수도 공급량으로, 수도관리연보의 시군구 수용가별 

연 공급량 및 수익 내역의 공급량 값을 광역상수도 공급량으

로 산정하여 구축하였다. 생공용수의 경우 지하수 연보를 

통해 지하수 공급량 값을 추가하였으며, 누락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상수도 통계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다. 

농업용수 공급량 자료는 실제 계측된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취득 가능한 자료

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논 용수 공급량

만 사용하였으며, 누락 지역 또는 공사관리 저수지가 없는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정한 전국 8개 

도에 대한 용수별 수요량 및 공급량은 Tables 1~3과 같다.

2.2 Evaporative Stress Index

지자체별 가뭄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위해지표로 

활용하였으며, 위성영상 기반 가뭄지수인 ESI와 강수량 및 

증발산량 기반 가뭄지수인 SPEI를 활용하였다. ESI와 SPEI

는 다른 가뭄지수에 비해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가뭄 판단과 

실제 가뭄 심도 파악에 적합하다고 알려져있다(Anderson 

et al., 2015).

ESI는 실제 증발산량과 잠재 증발산량의 비를 통해 계산

되며, 지표면에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수분량의 변화

를 감지 및 강조하여 실제 증발산량의 시간적 이상을 나타내

는 가뭄지수이다(Otkin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MODIS 

영상의 MOD16A2 (L4) 영상을 활용하여 잠재 증발산량과 

실제 증발산량 영상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좌표 보정을 수행

하였다. 각 영상의 이상 값을 제거하고 비례 계수(Scaling 

Factor)인 0.1을 곱하여 영상을 가공한 후 Eq. (1)과 같이 

산정하였다.





(1)

여기서, ET는 실제 증발산량, PET는 잠재 증발산량을 

의미한다. Z-score 방법을 통해 표준화하였으며, 주요 가뭄 

시기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영농기(4월~10월)를 대상으로 

ESI를 산정하였다.

2.3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는 강수량 외에 기온

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Mavromatis, 2007; 

Kempes et al., 2008),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잠재 증발산량을 

강수량과 같이 고려하여 시간 척도에 따라 가뭄을 분석하는 

SPEI가 개발되었다(Vicente-Serrano et al., 2010). 본 연구에

서는 전국 시군구의 SPEI 값 추출을 위해 1973년 부터 관측자

료가 존재하는 전국 56개 기상관측소의 기상 자료를 활용하여 

Eq. (2)와 같이 계산하였다(Thornthwaite and Mather, 1955).









(2)

여기서, P는 강수량, PET는 증발산량을 의미하며, 최종적

Region
Water Demand

(1,000 m3)

Water Supply

(1,000 m3)

Gangwon-do 218,836 347,988

Gyeonggi-do 1,430,514 1,786,230

Gyeongsangnam-do 375,689 512,607

Gyeongsangbuk-do 368,295 574,496

Jeollanam-do 217,715 361,163

Jeollabuk-do 225,258 381,042

Chungcheongnam-do 259,177 426,347

Chungcheongbuk-do 171,942 391,399

Table 1. Demand and Supply of Public Water

Region
Water Demand

(1,000 m3)

Water Supply

(1,000 m3)

Gangwon-do 50,256 54,768

Gyeonggi-do 326,058 1,302,874

Gyeongsangnam-do 458,405 159,247

Gyeongsangbuk-do 624,510 251,731

Jeollanam-do 211,922 153,101

Jeollabuk-do 204,042 238,652

Chungcheongnam-do 199,749 235,872

Chungcheongbuk-do 81,051 217,236

Table 2. Demand and Supply of Industrial Water

Region
Water Demand

(1,000 m3)

Water Supply

(1,000 m3)

Gangwon-do 983,444 495,412

Gyeonggi-do 1,122,699 923,675

Gyeongsangnam-do 886,924 1,099,109

Gyeongsangbuk-do 1,523,850 1,569,868

Jeollanam-do 1,792,802 1,999,865

Jeollabuk-do 1,419,786 1,537,846

Chungcheongnam-do 1,732,974 1,703,423

Chungcheongbuk-do 570,018 578,836

Table 3. Demand and Supply of Agricultur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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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SPEI는 Eq. (3)와 같이 시간 규모에서 합성되어 산정된다.




 
  









(3)

여기서, k는 합성의 시간 규모, n은 계산에 이용된 달수를 

의미한다. ESI와 마찬가지로 영농기(4월~10월)의 값의 평균

을 통해 최종적으로 6개월 시간척도 SPEI 값을 산정하였다.

2.4 복원력 평가 방법

복원력 평가는 대응역량 평가를 위한 인자 중 경감 지표로 

활용하였다. 복원력은 타 재해에 비해 지속 기간이 길고 

피해의 지역별 편차가 큰 가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습 가뭄 

지역, 복구 능력을 갖춘 지역 등 가뭄 대응을 위한 지역 

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및 재난 관련 복원력 

평가를 수행한 선행 연구의 방법론에 기반하여 복원력 평가 

인자 및 방법, 결과를 도출하였다(C.W. Lee et al., 2021).

복원력 평가에는 내구성, 대체성, 자원동원력, 신속성 등

의 인자가 활용된다. 내구성은 초기 안정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주어진 수준의 건조 상태를 견뎌내는 역량을 의미한다. 

대체성은 가뭄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체 자원 

가용성을 의미하며, 자원동원력은 필요한 업무의 우선순위

를 정하고 자원을 동원하여 긴급 대응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의미한다. 신속성은 전체 

복구를 계획하기 위해 적시에 재해를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의미한다.

내구성은 지역 수자원 이용가능량, 지역 경제 취약성, 

연평균 강수량 및 변동성, 과거 가뭄 발생 및 대응 수준, 

지역 평균 물 소비량 등 5가지 세부 인자로 구성된다. 대체성

은 주변 지역의 수자원 활용 가능 여부, 지하수 자원 가용성, 

농업용수 활용 방법, 가뭄 대비 물 할당 우선순위 존재 여부, 

가뭄시 저수지 운영정책 존재 여부 등 5가지 세부 인자로 

구성된다. 자원동원력은 가뭄종합대책의 구체성, 수자원 

재해에 대한 예산 편성, 가뭄 예측 및 경보시스템의 가용성 

및 활용성, 가뭄 취약성 지도 존재 여부 및 활용성, 가뭄시 

조직 운영방안의 구체성 등 5가지 세부인 자로 구성된다. 

신속성은 지역 인구, 가상 가뭄 훈련 여부 및 구체성, 가뭄에 

대한 대중 인식, 이해 수준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각 인자는 지자체별 자료로 정리하여 구축하였으며, Z-score 

표준화를 통해 인자에 따른 시군구 분석값을 0~1로 정리하였

다.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설문을 통한 

점수 배분, 가중치 부여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존재 여부 및 시행 여부에 따라 동일한 점수로 적용하였다.

2.5 대응역량 평가 방법

대응역량 평가는 가뭄에 대한 위해 지표, 취약 지표, 경감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위해 지표는 재난에 의한 결과로, 

가뭄에서는 가뭄 피해 지역, 심도, 발생 빈도 등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취약 지표는 위해 발생의 물리적 원인으로 수자원 

부족 및 고갈 위험성 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 경감 지표는 

가뭄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역량을 

나타낸다. 위해 지표로는 ESI와 SPEI의 시군구별 지수 값을 

표준화하여 계산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취약지표는 각 시군

구의 수자원 부족량 값을, 경감지표로는 복원력 평가 결괏값

을 사용하였다. 각 지표의 가중치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보도자료 및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 방안(Bong, 2020)에 따라 위해 지표 0.5, 취약 

및 경감지표 0.25를 활용하였으며, Eq. (4)와 같이 산출하였다.

위해지표취약지표경감지표 (4)

3. 연구 결과

3.1 용수별 과부족 분석 결과

생활용수 과부족 평가 결과 전체 167개 시군구 중 7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정상 범위로 나타났다. 부족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으로는 강원도 태백시(-2,946 천m3), 경기도 오산시

(-2,003 천m3), 경상남도 통영시(-1,495 천m3) 등이 있었다. 

공업용수 과부족 평가 결과 전체 167개 시군구 중 50개 

시군구에서 부족량이 발생하였다. 지역별로 경상북도 포항

시(-23,381 천m3), 경기도 여주시(-33,150 천m3), 전라남도 

무안군(-10,660 천m3) 등에서 가장 많은 부족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의 경우 전체 167개 시군구 중 79개 시군구에서 

부족량이 발생하였으며, 충청남도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경기도 화성시, 여주시, 이천시, 경상북도 성주군, 상주시, 

창원시 등에서 -30,000 천m3 이상의 부족량이 발생하였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에 비해 농업용수의 경우 과잉 공급량

과 부족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4는 과부족 결과를 

주요 지역(8개 도)에 Fig. 1은 용수별 과부족 평가 결과를 

도시화한 결과이다.

3.2 가뭄 발생 분석 결과

2015년 각 지자체의 가뭄 발생 및 심도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 ESI와 SPEI를 활용하였다. 2015년 실제 

가뭄 현황을 대상으로 가뭄지수 결과의 실제 가뭄 상황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증하였다. 2015년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26.6%~74.9%로 낮게 나타

났으며, 특히 경기도, 충청도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로 

가장 낮았다. 영농기 주요 가뭄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로 

나타났다.

2015년 영농기 대상 ESI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가장 낮은 지수 값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0.745)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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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0.512), 충청남도(-0.323), 충청북도(-0.228)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중부지방의 가뭄 현황

을 실제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가뭄 지역 및 심도 판단 인자로

서 활용하였다. 전국 시군구에 대한 가뭄지수 결과는 Fig. 

2와 같다.

SPEI 분석 결과의 경우 ESI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강원

도가 각각 -1.667, -1.699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중부지

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지수 

비교 결과, 실제 가뭄 경향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SPEI의 경우 2015년 극심한 가뭄에 대한 심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SPEI의 공간분포 경향지도는 Fig. 3과 같으며, 

판단 기준은 Table 6과 같다.

Public Water Industrial Water Agricultural Water

Region
Water Balance 

(1,000 m3)
Region

Water Balance 

(1,000 m3)
Region

Water Balance 

(1,000 m3)

Gangwon-do 7,175 Gangwon-do 251 Gangwon-do -488,032

Gyeonggi-do 11,475 Gyeonggi-do 31,510 Gyeonggi-do -199,024

Gyeongsangnam-do 7,607 Gyeongsangnam-do -16,620 Gyeongsangnam-do 212,185

Gyeongsangbuk-do 8,965 Gyeongsangbuk-do -16,208 Gyeongsangbuk-do 46,018

Jeollanam-do 6,520 Jeollanam-do -2,674 Jeollanam-do 207,064

Jeollabuk-do 11,127 Jeollabuk-do 2,472 Jeollabuk-do 118,060

Chungcheongnam-do 11,145 Chungcheongnam-do 2,408 Chungcheongnam-do -29,551

Chungcheongbuk-do 19,951 Chungcheongbuk-do 12,380 Chungcheongbuk-do 8,818

Table 4. Result of Water Excess and Deficiency of Major Regions

(a) Public Water (b) Industrial Water (c) Agricultural Water

Fig. 1. Result of the Water Excess and Deficiency

Evaporative Stress Index (ESI)

Region Result

Gangwon-do -0.512

Gyeonggi-do -0.745

Gyeongsangnam-do 0.060

Gyeongsangbuk-do 0.002

Jeollanam-do -0.138

Jeollabuk-do -0.165

Chungcheongnam-do -0.323

Chungcheongbuk-do -0.228

Table 5. Drought Analysis Result Using 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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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원력 평가 결과

복원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 후 

각 결과값의 합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Table 7은 8개 도에 

대한 복원력 평가 결과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값을 의미한

다. 전국 평균은 6.83으로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지역 내에서도 복원력 

평가 결과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3.4 대응역량 평가 결과

농업용수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공사관리 지역을 제외

한 모든 시군구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된 자료가 

발생하였다. 경기도 2개 시군구, 강원도 2개 시군구, 전라북

도 1개 시군구, 경상북도 3개 시군구, 경상남도 1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대응역량을 분석하였다.

대응역량 평가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85.88), 강원도(76.16), 충청남도(73.57) 순으로 높은 대응역

량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대응역량을 보인 지역은 경상남도

로 산정되었다. 시군구 단위 분석 결과, 경기도 시흥시

(110.46), 김포시(100.97), 충청남도 서산시(97.50)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경상남도 합천군(44.45), 전라남도 곡성

군(48.38) 등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Fig. 4는 시군구별 

Fig. 2. Drought Map Using ESI (2015)

Fig. 3. Drought Map Using SPEI (2015)

Evaporative Stress Index (ESI)

Region Result

Gangwon-do -1.667

Gyeonggi-do -1.699

Gyeongsangnam-do -0.367

Gyeongsangbuk-do -1.355

Jeollanam-do -0.352

Jeollabuk-do -1.069

Chungcheongnam-do -1.228

Chungcheongbuk-do -1.421

Table 6. Drought Analysis Result Using SPEI

Region Mean Max Min

Gangwon-do 6.30 8.67 4.14

Gyeonggi-do 7.00 9.62 4.35

Gyeongsangnam-do 6.87 9.52 3.63

Gyeongsangbuk-do 6.54 9.49 2.67

Jeollanam-do 6.29 8.77 3.63

Jeollabuk-do 6.77 10.02 4.24

Chungcheongnam-do 7.08 9.54 3.81

Chungcheongbuk-do 6.25 8.67 4.81

Table 7. Result of Drought Response Competency

Region
Hazardous

indicator

Vulnerable

indicator

Mitigation

indicator

Response

capacity

Gangwon-do 26.23 9.22 11.61 76.16

Gyeonggi-do 18.35 10.54 14.77 85.88

Gyeongsangnam-do 43.86 9.46 14.20 60.89

Gyeongsangbuk-do 42.29 9.04 13.73 62.40

Jeollanam-do 37.82 9.34 12.32 65.16

Jeollabuk-do 37.45 9.75 13.87 66.67

Chungcheongnam-do 31.87 9.54 14.98 73.57

Chungcheongbuk-do 34.93 11.22 12.16 66.01

Table 8. Result of Drought Respons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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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응역량 단계를 공간분포 지도로 나타낸 결과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자원의 부족을 주 인자로 활용하여 

각 지자체의 가뭄 대응역량을 평가하였다. 대응역량 평가를 

위해 취약지표로 용수별 수요량 및 공급량 자료 기반 과부족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전국적인 가뭄 현황 및 심도를 

나타내는 위해지표로 위성영상 기반 가뭄지수인 ESI와 강수

량 및 증발산량 기반 가뭄지수인 SPEI를 활용하였다. 경감 

지표로는 주요 가뭄 관련 인자를 활용한 복원력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과부족량 기반 취약 지표, 가뭄지수 기반 위해 지표 분석 

결과, 강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부 지방에서 수자원 

부족량과 극심한 가뭄을 보였다. 실제 해당 지역들은 2015년 

최소 강수량이 발생하고 가뭄대책 및 피해가 조사된 지역이

다. 복원력 평가 기반 경감 지표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전국 8개 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댓값과 

최솟값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에서 편차가 가장 적어 해당 지역들은 안정적인 복원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대응역량을 분석한 결과 

경기, 강원, 충청남도에서 높은 대응역량을 보였다. 해당 

결과는 앞서 분석한 수자원 부족량 분석 및 가뭄 심도 분석과

는 상반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들은 과거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였던 주요 지역으로 사전 대비 

능력, 수리시설물, 대체수자원 확보 등의 시스템이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대응역량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경우 단일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뭄 

발생 규모 및 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는 

가뭄 사상을 전국적으로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뭄 

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농업용수 공급량 자료 보완 및 복원력 평가의 가중치 

보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누락된 시군구 

없이 전국 시군구 대상의 대응역량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응역량 평가를 위한 

기초 인자는 각 지자체의 가뭄 대응역량 평가 및 가뭄관리계

획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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