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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지표를 활용한 지역별 가뭄 상관성 분석
Analysis of Regional Drought Correlation Using Drought
Indicators
김하룡* · 장현휘** · 조지현*** · 주진걸****
Kim, Hayong*, Zhang, Xuanhui**, Cho, Ji Hyun***, and Joo, Jingul****
Abstract
The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between region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various conditions in establishing long-term
drought measures. Therefor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drought occurrence by region is essential. In this study, three drought
indexes, SPI, GEI, and SSEI, were calculated in major cities, and the regional drought was compared. The drought status by region
was compared using the incidence ratio by drought dept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closer the distance, the higher the
correlation between drought indicator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regional drought correlation analysis
can be used to cope with long-term d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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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장기적 가뭄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건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광역간 물 이용량 배분 및 가뭄시 지역간 자원 배분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별 가뭄발생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도시에서
SPI, GEVI, SPEI 등 3개 가뭄지수를 산정하고, 6개 도시에서 지역별 가뭄을 비교하였다. 가뭄 심도별 발생비율,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지역별 가뭄 현황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뭄지표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인 지역간 가뭄상관성 분석이 장기가뭄 대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가뭄, SPI, GEVI, SPEI, 상관계수

1. 서 론
단기간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집중되는 태풍, 폭우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달리 가뭄은 광범위한 지역에 서서히,
장기간 발생하여 피해를 누적시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연 강수량이 1,300 mm 내외로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한 편이나, 강수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 우기에 집중되어

겨울 이후 이듬해 봄 까지는 매년 강수량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이 적어 댐 및 저수지의 저수량
이 풍족하지 않은 해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
(Kim et al., 2016). 최근에는 거의 매년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전국의 가뭄피해 면적은 약 75,162
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은 서서히 진행되어 그 시작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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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정도이나, 일반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강우의 부족
과 이로 인한 가용 수자원의 부족으로 정의한다(Kim et al.,
2010; Kim et al., 2013). 가뭄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며,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커,
가뭄 모니터링 및 예측(Svoboda et al., 2002; Burke et al.,
2006; Sheffield and Wood, 2008)과 가뭄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Heim, 2002; Keyantash and Dracup,
2002).
가뭄관련 초기의 연구들은 가뭄을 정의하고, 가뭄의 심도
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Palmer (1965), McKee et al. (1993),
Wang et al. (2012), Vicente-Serrano et al. (2010) 등은 강수량
의 부족이라는 가뭄의 1차적인 특징을 사용하여 가뭄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강우량과 연관된 가뭄평가지수를 개
발하였다. 이후 저수지 저류량 등 인위적인 물공급 시스템
(Shafer and Dezman, 1982; Kwon et al., 2006) 및 농업
등 식물의 생육조건과 연관된 토양수분조건(Yoo et al., 2006)
을 반영한 가뭄지수가 개발되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개발
된 다양한 가뭄지수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12). Kim et al. (2017), Lee
et al. (2016) 등은 가뭄지수와 식생지수 및 현장가뭄간의
상관성을 비교하였으며, Zhang et al. (2019)은 동일한 지역에
서 산정한 가뭄지수간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뭄의 심도와 범위를 동시에 평가하고
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경험적 직교방법(Empirical
Orthogonal Function)을 사용하여 가뭄의 공간적인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가뭄심도-가뭄면적-가뭄지속기간 곡선과 경
험적 직교방법을 사용하여 가뭄의 심도를 정량화하였다(Dai
et al,. 1998; Cook et al., 1999; Hisdal and Tallaksen, 2003;
Kim et al., 2006; Kyoung et al., 2007; Ganguli and Reddy,
2012; Yoo et al., 2013; Halwatura et al., 2015; Yoo et al.,
2015; Yu et al., 2016). 최근에는 3차원 시공간적 해석을
사용하여 가뭄을 특성화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heffield et al., 2009; Wang et al., 2011; Xu et al., 2015;
Liu et al., 2019).
가뭄의 심도 및 범위를 평가하고, 이에 맞춘 대책을 수립하
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경험적 직교함수(Empirical Orthogonal Function)나 군집분

석을 활용한 가뭄의 공간적 분포, 코폴라 함수를 이용한
지역별 위험성 분석 등을 통해 특정 가뭄사상에 대한 공간상
의 연계성 및 가뭄 위험성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가뭄의 동시 발생여부에 대한 전반적
인 패턴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다양한 가뭄 지수를
사용하여, 지역간의 가뭄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강수량을 이용한 가뭄지수인 SPI,
GEVI, SPEI를 사용하여 지역별 가뭄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릉 등 6개 도시에서
월 강우를 사용하여 3가지 방법(SPI, SPEI, GEVI)의 가뭄지
수를 산정하여 가뭄을 평가하고, 각 지역간 가뭄발생 특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2.1 가뭄지수 산정방법
6개 지역의 가뭄을 비교하기 위하여 강우와 증발산량의
시계열 자료만으로 가뭄의 심도를 평가하는 지수들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Mckee et al. (1993)이 제안한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Standard Precipitation Index (SPI),
SPI에 기반하여 강우 분포형을 GEV 분포로 변경한 Wang
et al. (2012)의 Generalized Extreme Value Index (GEVI),
SPI에 증발산량을 추가로 고려하여 가뭄을 평가한 VicentoSerrano et al. (2010)의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PEI) 등 3개 가뭄지수를 사용하여
지역 간 가뭄비교에 활용하였다.
Table 1은 3개 가뭄지수의 가뭄분류 기준을 나타낸다.
SPI는 가뭄을 3단계로 나누었으나, GEVI, SPEI는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Zhang et al. (2019)의 연구
와 마찬가지로, SPI에 한 단계를 추가하여 가뭄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여 가뭄지수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2.2 대상지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릉 등 전국 6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간 가뭄심도를 비교하였다. Fig. 1은 대상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며, Table 2는 각 도시의 분석에
사용된 강우관측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연평균 강수량
을 나타낸다.

Table 1. Drought Classification Criteria by Drought Index (Zhang et al., 2019)
SPI

GEVI

SPEI

-0.99 ～ -0.50

-0.15 ～ 0.36

-0.99 ～ -0.50

-1.49 ～ -1.00

-0.99 ～ -0.16

-1.49 ～ -1.00

Mckee et al. (1993)
SLD
MD

-1.49 ～ -1.0

This study

SD

-1.99 ～ -1.50

-1.32 ～ -1.00

-1.99 ～ -1.50

ED

Less than –2.0

Less than –1.33

Less tha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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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infall Monitoring Record by 6 Gauge Stations
Guage Station

Rainfall Observation Period

Average Annual Precipitation (mm)

Seoul

1908.01 ～ 2017.12 (110 year)

1,276.8

Daejeon

1969.01 ～ 2017.12 ( 49 year)

1,353.3

Daegu

1909.01 ～ 2017.12 (109 year)

1,013.5

Busan

1908.01 ～ 2017.12 (110 year)

1,453.7

Gwangju

1940.01 ～ 2017.12 ( 78 year)

1,323.9

Gangneung

1912.01 ～ 2017.12 (106 year)

1,339.0

Fig. 1. Location of 6 Gauge Stations Used

2.3 지역별 상관성 분석 방법
2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6개 도시 사이의 가뭄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첫째는 지역별 가뭄발생일수이며, 둘째는 가
뭄지수의 상관성이다. 가뭄발생일수는 전체 분석기간 중
SPI, GEVI, SPEI 등 3가지 가뭄지수를 산정한 후 Slight
Drought, Moderately Drought, Severely Drought, Extremely
Drought 등 가뭄 심도별로 해당하는 기간의 비율로 평가하
였다. 가뭄지수의 상관성은 2개 도시씩 묶어 동일한 방법으
로 산정한 가뭄지수값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정하였다.

3. 지역별 가뭄지수 결과비교
3.1 지역별 가뭄심도별 가뭄지수에 따른
가뭄발생일수 비교
SPI, GEVI, SPEI 등 3개 가뭄지수를 사용하여 6개 도시에

서의 가뭄심도별 가뭄 발생일수를 비교하였다(Figs. 2, 3,
4). 각 도시별 관측기간이 상이해, 가뭄발생일수는 전체
관측기간 대비 심도별 가뭄발생일수의 비율로 비교하였다.
육각형에 실제 도시의 위치와 유사하게 서울, 강릉, 대구,
부산, 광주, 대전의 가뭄 발생일수를 시계방향으로 배치하
여 지역별 가뭄일수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가장 바깥쪽 육각형은 Slight Drought (SLD) 이상의
가뭄발생일수를 나타내며, 안쪽으로 들어가며 Moderately
Drought (MD), Severely Drought (SD), Extremely Drought
(ED) 등 가뭄의 심도가 깊음을 나타낸다.
SPI 지수로 분석한 결과 가뭄 지속기간이 길수록(장기가
뭄일수록), 가뭄의 심도가 깊을수록(Extremely drought), 6
개 도시를 상징하는 육각형이 모습이 찌그러진 모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육각형에 가까울수록 각 도시간
가뭄 발생일수가 비슷하며, 찌그러진 모습일수록 지역별
가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은 단기, 중기, 장기 가뭄 모두에서 다른 도시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가뭄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단
기, 중기, 장기 가뭄 모두에서 가뭄의 심도가 낮은 SLD와
MD의 발생일수는 타 도시에 비해 많지 않으나, 가뭄의
심도가 깊은 SD, ED에서 타 도시에 비해 가뭄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단기가뭄 SPI-3에서는
서울이 모든 가뭄심도에서 가뭄일수가 적게 나타났고, 낮
은 심도는 부산, 중간심도는 강릉, 깊은 심도는 광주가
가뭄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가뭄 SPI-6, 9에서
는 서울이 SLD와 MD에서 가뭄일수가 적게 나타났고, 대전
과 부산이 ED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SD와 ED의
발생일수가 많았다. 장기가뭄 SPI-12에서도 서울이 SLD와
MD에서 가뭄일수가 적게 나타났고, 광주는 SD와 ED의
발생일수가 많았다.
GEVI 지수도 가뭄 지속기간이 길수록(장기가뭄일수록),
가뭄의 심도가 깊을수록(Extremely drought), 6각형이 찌그
러진 모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SPEI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GEVI 지수에서는 단기와 중기의
얕은 심도가뭄에서 강릉과 대전이 가뭄일수가 적게 나타났
으며, 서울과 광주는 장기의 얕은 심도가뭄에서 가뭄일수
가 적게 나타났다. SPI와 달리 GEVI-9에서는 서울이 S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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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I-3

(b) SPI-6

(c) SPI-9

(d) SPI-12

Fig. 2. Comparison of Drought in 6 Cities (SPI)

(a) GEVI-3

(b) GEVI-6

(c) GEVI-9

(d) GEVI-12

Fig. 3. Comparison of Drought in 6 Cities (G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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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I-3

(b) SPEI-6

(c) SPEI-9

(d) SPEI-12

Fig. 4. Comparison of Drought in 6 Cities (SPEI)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of Six Cities
Index

SPI

GEVI

SPEI

City

Seoul

Busan

Daegu

Daejoen

Gwangju

Gangneung

Seoul

1

0.254

0.354

0.438

0.376

0.146

Busan

-

1

0.768

0.460

0.639

0.421

Daegu

-

-

1

0.672

0.748

0.532

Daejoen

-

-

-

1

0.673

0.431

Gwangju

-

-

-

-

1

0.487

Gangneung

-

-

-

-

-

1

Seoul

1

0.256

0.385

0.468

0.408

0.209

Busan

-

1

0.766

0.380

0.587

0.452

Daegu

-

-

1

0.619

0.694

0.594

Daejoen

-

-

-

1

0.621

0.398

Gwangju

-

-

-

-

1

0.495

Gangneung

-

-

-

-

-

1

Seoul

1

0.271

0.390

0.451

0.408

0.188

Busan

-

1

0.775

0.462

0.639

0.431

Daegu

-

-

1

0.661

0.745

0.546

Daejoen

-

-

-

1

0.678

0.424

Gwangju

-

-

-

-

1

0.490

Gangneung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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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의 발생일수가 많았다. GEVI-12에서는 광주가 가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SPEI에서도 얕은 가뭄에서는 서울의 발생일수가 적게
나타났다. 다만, SPEI-6, 9, 12의 가뭄 심도가 깊은 SD,
ED에 서울의 가뭄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발산량
을 고려할 경우 서울의 장기가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심도가 얕은 가뭄에서는 부산과 대구, 광주
에서 가뭄발생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가뭄 지수별 상관성 분석
세 가지 가뭄지수를 사용하여 지역 간 상관성을 알아보
기 위해 동일한 기간에 산정된 가뭄지수값 간 피어슨 상관
계수를 산정하였다(Table 3). 지역 간 가뭄지수 상관성 분석
결과 두 도시간 거리가 가뭄의 상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PI, GEVI, SPEI 모두에서 대구와
부산 사이의 가뭄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부산은 본 연구에서 상관성을 분석한 6개 도시 중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도시이다. 광주-대구가 그 뒤를 이었
으며, 대전-광주와 대전-대구도 도시 간 가뭄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대구를 중심으로 거리가 가까운 지자체인
부산, 광주, 대전이 상관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서울과 강릉은 다른 도시와의 가뭄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강릉은 대전-광주와 대전-대구보다
거리가 가까웠으나, 가뭄 상관성은 낮게 나타났다. 거리뿐
만 아니라 지형, 기후 등이 가뭄 상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PI, GEVI, SPEI 지수별 가뭄 발생일
수, 가뭄 심도의 비율 등은 차이 있었으나, 지역별 상관성을
계산할 때는 모두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가뭄 상관성 검토를 목적으로 가뭄
지수 값을 산정하고 정량적인 값을 상호비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릉 등 6개 도시에서
SPI, GEVI, SPEI 등 3개 가뭄지수값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
으로 도시별 가뭄 발생일수 및 가뭄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
였다. 가뭄발생일수는 가뭄지표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발생
하였다. 다만, 광주는 가뭄지표, 가뭄기간과 무관하게 가뭄
이 타 도시에 비해 심한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서울은
강수량으로 판단한 SPI, GEVI에서는 가뭄일수가 적었으나,
증발산량을 고려할 경우 심도가 깊은 가뭄이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간 가뭄지수 상관성 분석에서는 SPI, GEVI, SPEI
등 가뭄지수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구를 중심으로 거리가
가까운 도시인 부산과 대전, 광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강릉은 거리와 무관하게 다른 도시들과는
가뭄 상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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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직교함수(Empirical Orthogonal Function)나 군집분석을
활용한 가뭄의 공간적 분포, 코폴라 함수를 이용한 지역별
위험성 분석 등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가뭄사상에 대한 공간상의 연계성
및 가뭄 위험성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들간 가뭄이 동시에 발생한 개략적인 패턴을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간 가뭄의 동시 발생여
부에 대한 확인은 가뭄 대응을 위한 지자체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극한 가뭄 발생을 대비한
광역적인 대체 수자원 공급체계 구축시 수계별 가뭄 발생이
상이한 지역과의 연계 구축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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