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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가뭄지수를 활용한 농업가뭄 위험도 평가

Agricultural Drought Risk Assessment using Reservoir Drought Index

남원호*․최진용**,†․장민원***․홍은미****

Nam, Won Ho․Choi, Jin Yong․Jang, Min Won․Hong, Eun Mi

ABSTRACT
Drought risk assessment is usually perform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depending on the definition a drought. The 

meteorological drought indices have a limit of not being able to consider the hydrological components such as evapotranspiration, 
soil moisture and runoff,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the water demand in paddies and water supply in reservoirs. Agricultural 
drought was defined as the reservoir storage shortage state that cannot satisfy water requirement from the paddy field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suggest improved agricultural drought risk assessment in order to evaluate of regional drought vulnerability and 
severity studied by using Reservoir Drought Index (RDI). The RDI is designed to simulate daily water balance between available 
water from agricultural reservoir and water requirement in paddies and is calculated with a frequency analysis of monthly water 
deficit based on water demand and water supply condi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RDI can be used to assess regional drought risk 
in agricultural perspective by comparing with the historical records of drought in 2012.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DI obtained 
good performance to reflect the historical drought events for both spatially and temporally. In addition, RDI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termine the exact situation on the current drought condition for evaluating regional drought risk and to assist the effective 
drought-related decision making.

Keywords: Agricultural drought; agricultural reservoir; drought risk assessment; reservoir drought index; water balance model; water 
supply and demand

I. 서 론*

가뭄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의 한 특성으로 특정기간 동

안의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기상, 수문, 농업, 사회학적 물 부족 

현상을 의미하며, 물의 수요와 공급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Ahn et al., 2009). 가뭄 분석은 시간적인 가뭄의 발생과 공간

적인 가뭄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가뭄의 

예측 및 대책을 위해서는 가뭄의 진행상황이나 강도를 정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이용해야 한다 (Nam et al., 2008a).

국내의 가뭄지수와 관련된 연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가뭄지수

의 적용성 판단에 집중되었으며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가뭄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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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가뭄을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한 기

법들이 개발되었다. 기상자료와 강수량을 사용하여 가뭄을 평가

하는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SPI (Standard Precipitation Index), 

강수량 및 유효토양수분량에 근거하여 가뭄을 판단하는 PDSI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지표의 물 공급체계를 고려

하여 유역단위의 가뭄을 평가하는 수문학적 가뭄지수인 SWSI 

(Surface Water Supply Index)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뭄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다양한 가뭄지수는 

대상과 평가방법에 따라 가뭄을 표현하는 특성이 다르며, 상이

한 입력변수를 이용하여 가뭄의 심도와 기간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가뭄상황에 대해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다. 일관된 가뭄의 정의 부재는 효과적인 가뭄관리 수행을 통한 

통합가뭄관리의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 하나의 

가뭄지수로는 다양한 가뭄특성을 포괄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물 관리 및 가뭄대책 관리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가뭄지수의 활용과 개발을 필요로 한다 (Lee et 

al., 2006).

기상학적인 관점에서 가뭄은 장기간 강수의 부족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기상학적으로 심한 가뭄 상황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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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자원이 확보되어 있다면 물 이용자

는 물 부족을 체감하지 못한다. 농업 가뭄은 관개기의 원활한 용

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또는 작물 생장을 저해할 정도

의 용수공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농업용 저수

지와 같은 수리시설의 능력을 고려한 해당지역의 가뭄상황을 정

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가뭄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수공급시설에서 용수공급이 가능한 물의 양

을 파악하여 가용용수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가뭄에 대응할 수 있

는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농업분야의 가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표로서 

저수지 평균 저수율 및 과우일수 (dry day index)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농업가뭄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역의 

유출량, 토양수분 값이 활용된다 (Kim et al., 2006; Park et 

al., 2006; Nam et al., 2008b; Nam et al., 2012a). Kim et 

al. (1998)은 강우발생에 의한 기상학적 가뭄과 저수지의 저류량

에 의한 수문학적 가뭄을 접목하여 확률통계학적인 해석을 통해 

관개용 저수지의 용수공급지수 (Irrigation Reservoir Water 

Supply Index, IRWSI)를 제시하였으며, Park et al. (2011)은 취

수원, 농업용 저수지, 댐 등의 수자원 가용능력을 고려한 수문학

적 가뭄지수 (Water Availability Drought Index)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농업가뭄 분석방법들은 계산이 간단하고 광역적인 가

뭄현황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지만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가뭄의 

구분이 어렵고 지역의 용수공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인 

가뭄스트레스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저수지의 관

개용수가 충분하고 용수공급시설이 확보된다면 기상학적 가뭄

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물의 생육단계 혹은 경작방법에 따라 

필요한 용수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상조건과 수문조건

이라도 시기 및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Jang et al., 

2003). 그러므로 가뭄의 강도와 피해규모에 따른 가뭄대책을 수

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상학적 가뭄의 요소인 강우량 뿐만 

아니라 관개지구의 작물의 생육시기별 필요수량 및 용수공급능

력을 고려할 수 있는 농업가뭄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수자원의 주요한 용수공급시설인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과 관개지역의 필요수량을 평가하여 시기

별로 부족수량을 산정하고 가뭄강도를 정량화함으로써 농업가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저수지 가뭄지수 (Reservoir Drought 

Index, RDI)를 사용하여, 과거 및 2012년 여름에 발생한 농업가

뭄을 분석하고 활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농업 가뭄의 개념 정립

농업 가뭄은 강수의 부족으로 인한 토양수분의 감소 및 농업용 

Fig. 1 Comparison of drought definition between agricultural/ 
hydrological drought and meteorological drought (Nam, 
2013)

저수지의 저수량 저하로 농작물 생육 및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한다 (Rosenberg, 1979). 논 관개지역

은 농업용 저수지의 가용저수용량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가능여

부를 기준으로 가뭄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상학적인 

가뭄과는 가뭄판단 과정의 상이한 기작을 나타낸다. 농업용 저수

지는 일반적으로 비관개기동안 강우를 담수한 후에 관개기에 농

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장기간의 강수량 부족

상태를 대비한다.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장기간 강수의 부

족으로 가뭄상태를 평가하는 기상학적 가뭄과 비교하여 가뭄상

태 반응이 지연되거나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상학적 

가뭄의 경우 지속적인 강수의 부족상태를 나타내는 무강우일수, 

과우일수를 활용하여 가뭄의 시점과 종점을 판단한다면,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강수의 지속적인 부족 상황이 발생하여도 저수지

의 가용저수용량으로부터 관개지역의 수요량을 공급할 수 있다

면 가뭄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적 가뭄 

측면에서 이러한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고려하여 농업가뭄을 

표현할 수 있는 저수지 가뭄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2. 저수지 가뭄지수를 활용한 가뭄평가 기법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관개지구의 농업가뭄을 분석하기 위하

여 관개지역 논벼의 필요수량과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파악

하여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용수부족의 위험을 가뭄단계로 

평가하는 단일 저수지의 농업가뭄 평가모형을 활용하였다 (Jang 

et al., 2003, 2004; Nam et al., 2012b). 저수지 가뭄지수의 산

정과정은 Fig. 2와 같이 입력자료를 수집하고 일별 논 물수지 분

석 모형과 저수지 물수지 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용수수급해석의 

결과로부터 순별 부족수량을 산정한 후, 부족수량의 시계열자료



남원호․최진용․장민원․홍은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5(3), 2013. 5 43

Table 1 Data and model description of reservoir drought index

Categories Data and model description

a. Input data

Farming practice data Date of pre-planting and transplanting, reference ponding depth by growth stages

Meteorological data
Observation station data, temperature, rainfall, relative humidity, wind speed, 

sunshine hours

Reservoir specification data
Watershed area, benefited paddy area, effective storage capacity, area ratio by 

land use

b. Paddy water balance model
Crop evapotranspiration Penman-Monteith equation, 10-days crop coefficients of paddy rice

Net irrigation water requirements Computational ponding depth

c. Reservoir water balance model
Reservoir inflow and runoff TANK model

Reservoir release operation model Reservoir available storage, surface precipitation, intake water supply

d. Frequency and probability analysis Optimal probability distribution K-S fitting test using minimum available storage by 10-days water deficit

e. Reservoir drought index analysis Drought classification and indexing model Classified as paddy drought frequency

Fig. 2 The process of estimating reservoir drought index 
(Jang et al., 2003; Nam et al., 2012b)

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객관화된 가뭄의 단계를 산정

한다.

Table 1은 저수지 가뭄지수 평가기법의 입력자료, 물수지 및 

분석 모형, 결과 자료를 도시한 것이다. 입력자료로 기상자료, 

저수지 특성자료, 영농자료가 필요하며, 논 물수지 분석은 관개

지역 논벼의 증발산량, 침투량, 배수량의 대수적 관계로부터 일

별 필요수량 및 담수심을 모의한다. 논에서의 일별 증발산량은 

Penman-Monteith 식을 사용하였으며, 일별 논 물수지 분석 모

형에서 산정된 필요수량으로부터 저수지 물수지 모의로부터 순

별 부족수량을 산정한다. 관개기의 경우 농업용수 수요가 시작되

는 5월 이앙기부터 9월까지 순별 최소 가용저수량과 비관개기의 

Table 2 Reservoir drought index classification

Drought 

stage

Reservoir drought 

index

Reservoir drought 

frequency

Normal (N) 0 2 year below

Weak drought (W) －1 2-5 years

Moderate drought (M) －2 5-10 years

Severe drought (S) －3 10-30 years

Very severe drought (V) －4 30-50 years

Extreme drought (E) －5 50 years above

경우 농번기가 끝나는 한 달 (10월)과 그 다음해 이앙기 전까지 

두 단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가용저수량에서 순별 최소치로 

시계열을 작성한다. 용수수급 분석 모형에서 산정한 순별 최소 

가용저수량 시계열에 대한 빈도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가뭄발생의 

위험을 재현기간과 크기로 추정하고 용수공급능력, 즉 가뭄에 대

한 저항능력을 평가한다. 

Table 2는 가뭄단계별 저수지 가뭄지표의 분류를 도시한 것으

로, 가뭄현황과 예경보의 기준으로 5단계의 가뭄수준으로 등급을 

구분하였으며 －5에서 0 사이의 값을 갖고 값이 낮을수록 가뭄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평년을 기준으로 정상상태 (normal), 

약한가뭄 (weak drought), 보통가뭄 (moderate drought)으로 

정의하고 한발빈도 10년 빈도 이상의 가용저수량을 보수한 경우

에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서 심한가뭄 (severe drought), 

매우심한가뭄 (very severe drought), 극한가뭄 (extreme 

drought)로 정의하였다.

III. 적용 및 고찰

1. 대상지구 선정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준공된 유역면적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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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for agricultural reservoirs in the study area

Reservoir name Effective storage capacity (103 m3) Watershed area (ha) Irrigated area (ha) Frequency of drought (year) Administrative district

Songak 463.0 254.0 161.0 3 Chungcheongnam-do

Yoogok 687.0 320.0 130.9 10 Jeollabuk-do

Shinpyeong 635.1 310.0 152.5 3 Jeollanam-do

Topgok 451.8 378.0 133.7 3 Gyeongsangnam-do

Asan 369.7 270.0 114.5 10 Gyeongsangnam-do

Fig. 3 Time series of reservoir drought index for each agricultural reservoirs from 1973 to 2011

ha 미만의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Table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유역면적, 관개면적, 유효저수량이 유사

한 송악, 유곡, 신평, 탑곡, 아산 저수지를 선정하였다.

2. 저수지 가뭄지수 적용

저수지 가뭄지수의 객관적인 가뭄 평가를 위해 과거 대표적인 

가뭄기록과 일치성을 비교하였으며, Table 4는 과거 대가뭄으로 

정의되는 시기와 가뭄사상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1973년부터 2011년까지 RDI를 산정

한 모의 결과는 Fig. 3과 같다. 연도별 가뭄발생 특징을 살펴보

면, 가뭄기록이 있는 1976～1977년, 1988년, 1994～1995년, 

2000～2001년, 2008～2009년에 RDI가 낮은 값으로 산정되어 

각 지역에 대한 가뭄지수 평가가 실제 가뭄기록과 유사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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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ervoir drought index for extreme drought years

Reservoir name Year (RDI –2)-(RDI –3)-(RDI –4)-(RDI –5)

Songak
1978

(15-27-7-3)

1996

(103-48-1-0)

1997

(113-68-23-1)

2001

(133-16-1-0)

2002

(90-1-27-2)

Yoogok
1977

(26-115-18-2)

1978

(50-84-33-1)

1996

(67-79-2-0)

2000

(27-28-2-0)

2009

(117-111-32-0)

Shinpyeong
1978

(26-36-14-2)

1995

(24-113-12-1)

1996

(90-46-4-1)

2001

(86-60-11-0)

2009

(81-19-19-2)

Topgok
1978

(15-22-3-1)

1996

(41-92-1-0)

2000

(40-23-4-2)

2001

(53-6-3-1)

2009

(106-7-7-0)

Asan
1977

(122-76-0-0)

1978

(71-22-47-2)

1997

(29-45-0-0)

2001

(78-9-2-0)

2009

(144-86-1-0)

Table 4 Historical major drought events of Korea (Lee et 
al., 2012)

Year Drought areas Drought periods (month)

1976～1977
1976 All area Jan.～Feb., May～Jun.

1977 All area, southern area Jan.～Feb., Jun.～Jul.

1988 Cental area, all area Jan.～Mar., Jun.～Jul., Oct.～Nov.

1994～1995
1994 All area, southern area Jan.～May, Jul.～Aug.

1995 Southern area Jan.～Apr., Jul.～Dec.

2001～2002
2001 All area, cental area, Apr.～Jun., Sep.～Dec.

2002 All area Jan.～Apr.

2008～2009
2008 Southern area Sep.～Oct.

2009 Yeongdong area Jan.～Mar.

타나 농업가뭄의 판단기준으로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

된다. Table 5는 주요 가뭄기록 년도에 대한 RDI 산정결과를 도

시한 것으로 보통가뭄 (RDI -2), 심한가뭄 (RDI -3), 매우심한

가뭄 (RDI -4), 극한가뭄 (RDI -5) 발생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저수지별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된 가뭄이 가장 극심

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송악 저수지의 경우 1997년, 신평 저수

지의 경우 1996년에 극한 가뭄 발생이 모의되어 일부지역에서는 

국지적인 특성에 따른 가뭄 진행의 지체시간이 발생하였다.

3. 빈도별 저수위와의 비교 분석

기존 저수지의 용수공급은 시기별로 적정한 기준관리수위를 제

시함으로써 적정 저수율을 유지한다. 적정 저수율은 유역면적 및 

관개면적에 따른 필요수량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 저수지별로 상

이하다. 따라서 저수지 관리자는 용수공급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지표의 부재로 과거 경험에 의한 관행적 방법에 의해 저수위 또

는 저수율 자료로부터 가용용수 상황만을 판단하여 용수공급 위

험도를 판단한다. 

Fig. 4 (a)～Fig. 4 (e)는 일별 수위 곡선 및 순별 RDI 기준

을 도시한 것으로, 실선의 경우 분석기간의 일별 저수량을 활용

하여 2년 빈도, 5년 빈도, 10년 빈도에 해당하는 저수량을 연결

한 곡선이고, 다각형은 순별 가뭄단계 기준을 적용한 저수지 가

뭄지수를 도시한 것이다. RDI 지표의 기준은 각 저수별 과거 데

이터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각 저수지별, 시기별로 상이하며, 기

존의 저수지 수위가 아닌 이수 관점에서 단일 저수지의 운영 및 

합리적 용수공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도구로써 활

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2012년 가뭄 평가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실시간 수위 및 RDI를 활용

하여 2012년도 여름 가뭄을 분석하였다. 2012년도 5월 1일부

터 6월 27일까지 전국의 기상관측소의 평균 강우량은 71.2 mm

로 평년 (248.2 mm)의 28.7 %에 불과하였으며, 중부지방의 가

뭄이 심각하여 모내기 및 밭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부족이 발생하였다. Fig. 5 (a)～Fig. 5 (e)는 RDI 및 실시간 저

수위를 활용하여 농업가뭄 위험도를 도시한 것으로써, 검은색 점

들은 해당 저수지의 실시간 수위를 도시한 것이고, 사각 도형은 

순별로 산정한 RDI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의 무강우로 인하여 저수지의 관개용수 공급이 시작되는 4

월 말부터 저수지의 수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송악, 유곡, 아산 저수지의 경우 RDI 값이 －1～－2으

로 가용저수량이 매해 평상시 운영하는 수준 이내에 있는 안정

된 상태로 약한가뭄 또는 한발빈도 10년 빈도보다 크지 않는 강

도로 평상시보다 약간의 경계만 요구하는 수준인 보통가뭄 수

준으로 분석되었다. 신평, 탑곡 저수지의 경우 RDI 값이 －2～
－3으로 한발빈도 10년 빈도 이상 30년 빈도 이하의 가용저수

량을 보수한 경우에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인 심한가뭄 수

준으로 평가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5월 중순부터 약한 가뭄 

상태가 발생하였으며, 6월 하순까지 지속되었고 신평 저수지를 

제외한 4개의 저수지는 7월 초순에 가뭄에서 회복되었으며, 저

수지별로 가뭄의 시작과 종료 기간 및 가뭄지속시간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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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Comparison of RDI and frequency water level 
in Songak reservoir

   

Fig. 4 (b) Comparison of RDI and frequency water level 
in Yoogok reservoir

Fig. 4 (c) Comparison of RDI and frequency water level 
in Shinpyeong reservoir

   

Fig. 4 (d) Comparison of RDI and frequency water level 
in Topgok reservoir

Fig. 4 (e) Comparison of RDI and frequency water level 
in Asan reservoir



Fig. 5 (a) Agricultural drought risk assessment using RDI 
and real-time water level for 2012 year in Songak reservoir

   

Fig. 5 (b) Agricultural drought risk assessment using RDI 
and real-time water level for 2012 year in Yoogok reservoir

Fig. 5 (c) Agricultural drought risk assessment using RDI and 
real-time water level for 2012 year in Shinpyeong reservoir

   

Fig. 5 (d) Agricultural drought risk assessment using RDI and 
real-time water level for 2012 year in Topgok reservoir

Fig. 5 (e) Agricultural drought risk assessment using RDI 
and real-time water level for 2012 year in Asa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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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수위의 경우 동일한 강우사상이 

발생하더라도 저수지의 가용저수용량 및 유역면적, 관개면적 등

의 특성에 따라 수위의 변화량은 상이하다. 따라서 실시간 수위

와 저수지 가뭄지수와의 연계를 통해서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

급능력 및 농업가뭄의 위험도를 평가 할 수 있으며, 현재 수위

에 따른 단일 저수지의 저수지 운영에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

단된다.

IV. 결 론

가뭄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다양한 가뭄지수는 

대상과 평가방법에 따라 가뭄을 표현하는 특성이 다르며, 특정

한 가뭄상황에 대해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관

개기의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또는 작물 생

장을 저해할 정도의 용수공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의되는 농업 

가뭄은 농업용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의 능력을 고려하여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수자원의 주요한 용수공급시설인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과 관개지역의 필요수량을 평가하여 가뭄 

강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저수지 가뭄지수를 사용하여, 과거 및 

2012년 여름에 발생한 농업가뭄을 분석하였다. 저수지 가뭄지수

는 논 물수지 모형과 저수지 용수수급 분석 모형에서 산정한 순

별 최소 가용저수량 시계열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해 가뭄발생의 

위험을 재현기간과 크기로 추정하고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함으로

써 기존의 저수지 수위가 아닌 이수 관점에서 합리적 용수공급

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도구로써 활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시간 수위와 저수지 가뭄지수와의 연계를 통한 

농업 가뭄의 위험도 평가는 현재 수위에 따른 단일 저수지의 저

수지 운영에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수지 가뭄지수의 경우 특정 시점의 저수량으로부터 순별로 

산정된 수위 빈도 기준에 따라 가뭄 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

뭄상태의 지속기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표가 갖

는 의미는 과거의 기록에 비해 현재의 저수위의 상태, 해당 저

수지 수위의 빈도일 뿐 가뭄 발생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시기별, 저수지별 동일한 저수위 또는 저수율 일지라도 다른 가

뭄상태로 표현되고 단일 저수지별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므로 

용수공급능력의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일 저수지 운

영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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