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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수분을 이용한 가뭄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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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강우현상은 이상기후로 인해 평균강우량은 증가하지만 강우일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강우가 한 기간에 집중되어 홍수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가뭄의 피해도 위험
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뭄에 대한 연구는 홍수에 대한 연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가뭄
의 정의 또한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기상학적, 농업적, 수문학적, 사회경제
적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상학적 가뭄의 주요인자인 강수량 및 기온과 농
업적 가뭄의 주요인자인 토양수분에 대한 가뭄지수를 산정하여 경향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정확한 가뭄
의 경향을 판단하고자 한다. 과업지역은 전라남도 해남이며 기상자료는 해남자동기상관측소의 자료를,
토양수분자료는 해남의 KoFlux의 자료를 사용한다. 기상자료로 SPI(Standardized정Precipitation Index),
PDSI(Palmer Drought Severity Index)를 산정하고 토양수분자료로 SMI를 산정하였다. SMI는 기존의
추정된 토양수분지수를 이용하는 대신 KoFlux 타워에서 측정된 토양수분 측정값을 바로 이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가뭄지수를 산정하였다. 1달 단위 자료에 대해서 가뭄지수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세
가지 가뭄지수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양수분의 측정값만으로 가뭄지수
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토양수분이 여러 기상인자들의 영향을 받는 값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가뭄지수, SPI, PDSI, 토양수분, SMI, CMI

1. 서 론
우리나라의 기후는 온대기후이지만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점차 아열대기후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로인해 전체적인 강우량은 증가하지만 강우일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봄과 가을철에 가뭄이 심
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인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뿐만 아
니라 전력생산을 위한 댐 저수지의 저수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가뭄을 정확히 예측
하여 댐 운영 방안이나 이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뭄지수 산정에 대한 기본 연구로서, 안
국현 등(2009)은 농업적 가뭄지수인 CMI와 SMI를 비교하였고, 김민석 등(2009)은 SPI, PDSI 그리고
EDI를 비교하였으며, 류재희 등(2002)은 SPI, PDSI 그리고 SWSI를 산정 및 비교하였다. 그리고, 김상
민(1999)은 SPI, PDSI 그리고 MSWSI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기상학적 가뭄지수
인 PDSI와 SPI를 산정하여 KoFlux에서 측정된 토양수분을 이용하여 산정한 농업적 가뭄지수인 SMI
와의 비교와 경향분석을 통해 기상학적, 농업적으로 보다 정확한 가뭄지수 산정을 위한 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각각의 가뭄지수를 각각 산정 후 비교 분석하여 각 지수 간 경향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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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
2.1 PDSI
Palmer(1965)는 가뭄의 기간을 특정지역에서 실제의 수분공급량이 기후학적으로 예상되거나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수분공급량에 비해 부족한 월 또는 년 시간단위의 지속기간‘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뭄심도지수(PDSI)를 개발하였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는 가뭄지수인 PDSI는 기상청에서도 매일 지수를 산정하여 지역별로 공개하고 있다. PDSI는 강우량과
증발산량을 이용하는 기상학적 가뭄지수로써 가뭄의 지속적인 특성을 잘 인식한다는데 그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저수지 저류량 등과 같은 물수지 관련 인위적인 변동은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2.2 SPI
SPI는 McKee 등(1993)이 개발한 가뭄 모니터링 방법으로 특정 시간에 대한 강우량의 평균값과 강수
량의 차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표준화한 것이며, 과거의 강수량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정한다. 사용자
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시간축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짧은 시간축척은 농업적인 자료
로 비교적 긴 시간축척은 수자원 공급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김상민, 1999). SPI는 최적확률분포 산정
후 해당 강우량에 대한 누가확률을 구하여 그 값에 해당하는 표준정규분포의 Z값을 구하여 계산한다.
2.3 SMI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SMI(Soil Moisture Index)는 기존의 강수량과 각종 기상인자들을 사용하여
토양수분 물수지 모형으로 토양수분을 추정(안국현, 2009)하는 것과는 달리 해남의 KoFlux에서 직접
관측한 토양수분자료를 이용하여 SMI를 산정하였다. 해남 KoFulx는 30분단위로 토양수분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상자료에 의한 추정에 비해 토양수분의 변화와 양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수분량은 기타 기상상황(강우량, 증발산, 유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인자이므로 가뭄
을 예측하는 최적의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SMI의 산정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SPI와 같다. 본 연
구에서는 SMI에 대한 심도는 분석하지 않고 SMI의 경향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3. 본론
대표적인 가뭄지수인 PDSI, SPI와 측정된 토양수분값을 이용하여 산정한 SMI를 비교 분석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한다.
3.1 자료의 검정
기상자료는 해남자동기상관측소의 1973년부터 2008년까지의 강우와 기온자료를, 토양수분자료는 해
남 KoFlux 타워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K-S(Kolmogorov-Smirnov)
검정을 실시하여 최적분포모형을 결정하였다. 검정결과 강우자료는 Normal Dist. 와 Log-Normal
Dist.를 만족하며 토양수분자료는 Log-Normal Dist.를 만족한다.
표 1. 1달 단위 강우량 및 토양수분값의 K-S검정결과
구분

Normal Dist.

Log-Normal Dist.

Gamma Dist

  

 

 

 

적합여부

강우량
토양수분

0.173
0.108

0.065
0.201

0.065
0.201

부적합
부적합

적합여부   
부적합
적합

0.042
0.105

0.065
0.201

적합여부   
적합
적합

0.580
0.396

3.2 가뭄지수의 산정
앞서 검증한 결과 강우량 및 토양수분은 모두 최적분포모형을 Log-Normal Dist. 로 결정하여 가뭄
지수들을 산정하였다. SPI, PDSI, SMI 세가지 지수 모두 1달 단위로 산정하여 지수를 비교하였다.
3.2.1 PDSI 산정
PDSI의 입력자료는 크게 강우량자료와 기온자료 및 매개변수로 나누어진다. 강우자료로는 연도별
월단위 강우량이며 기온자료는 연도별 월단위 평균기온자료와 전체기간에 대한 월별 평균 기온이다.
매개변수는 유효수분용량(Available Water Capacity,AWC)과 위도이다. AWC는 토양의 토성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값이다. 박창서 등은 “우리나라 토양의 토성별 유효수분 함량”에서 토성별 AWC를 입경
분포, 가비중, 유기물, 포장용수량 및 영구위조점을 이용하여 추정식을 도출해 내었다. 이는 토심 1m중

유효수분함량이며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우리나라 토양의 토성별 유효수분 함량
구분
사토 양질 사토 사양토 양토 미사질 양토 식양토 사질 식양토 미사질 식양토 미사질 식토 식토
유효수분 65
124
204
216
2435
181
158
227
186
168
함량(mm)
해남 자동기상관측소는 북위 34°55′이며, 토질은 주로 미사질 양토와 양토로 구성되어 있다(Hong
등, 2003). 기 연구된 결과들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의 AWC 입력값은 양토인 216으로 결정하였으며, 1
달 단위의 PDSI값은 그림 1에 도시하였다. PDSI 산정결과 전체적으로 강우량에 따라 가뭄지수가 강우
량과 같은 경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1달 단위 PDSI 산정결과 및 강우량(1973～2008)
3.2.2 SPI 산정
SPI는 계산에 강우자료가 사용된다. 앞에서 수행한 K-S검증결과를 토대로 강우자료의 최적분포형
을 Log-Normal Dist. 로 결정을 하였으므로 해당 강우량에 대한 누가확률을 구하여 그 값에 해당하는
표준정규분포의 Z값을 구하여 계산한다. 산정결과는 그림 2에 도시하였다. SPI는 입력자료로 강우량만
을 사용한 지수이기 때문에 PDSI에 비해 강우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1달 단위 SPI 산정결과 및 강우량(1973～2008)
3.2.3 SMI의 산정
SMI 또한 앞에서 수행한 K-S검증결과를 토대로 토양수분자료의 최적분포형을 Log-Normal Dist.
로 결정을 하였다. 산정범위는 해남 KoFlux 타워에서 측정한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자료
였으나 자료의 결측치가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따로 결측값을 보간하지 않고 결측치를 제외한 자료
로 계산을 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 결측치에 대한 처리 및 보간을 수행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경우와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산정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그래프에서 결측치는 0값으로 도시하였다.

그림 3. 1달 단위 SMI 산정결과 및 토양수분(2004～2008)

3.2.3 가뭄지수간 비교
앞에서 구한 세 가지 가뭄지수들은 그림 4에 동시에 도시하였다. 지수들의 절대적인 크기는 비교하
지 않고 각 지수의 경향을 분석하여 토양수분으로 산정한 SMI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그림 4. PDSI, SPI, SMI의 비교(2004～2008)
세 지수 모두 상승이나 하강에 대한 경향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토양수분의 따
라서 복잡한 계산이나 추정이나 토질의 상태등에 대한 정보 없이도 토양수분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뭄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적 인자인 토양수분과 기상학적 인자인 강우량을 각각의 인자에 대해 따로 계산
하여 산정된 가뭄지수의 경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토양수분측정값만으로 가뭄지수를 산정하여도
SPI나 PDSI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토양수분자료를
5년치밖에 사용하지 못했고, 그나마 결측치도 많아서 산정된 SMI정확도가 높지는 않았고 경향이 다소
차이가 나는 구간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추후 타 지역의 토양수분값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산정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 토양수분자료가 10년 이상 쌓이게 되면 토양수분 측정값으로 산정하는 SMI의
가뭄지수로의 사용성이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될 것이다. 또한 복합적인 기상인자들의 영향을 포함하
고 있는 토양수분을 활용하여 가뭄지수를 판단하게 되면 보다 종합적이고 정확한 가뭄의 예측이 가능
할 것이고 가뭄예방대책수립에 보다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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