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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재해가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뭄은 국제적으로 그 피해와 영향력이 막대하

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국지적인 농업가뭄 피해를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10년 이상 가뭄이 지속되는 ‘메가 가뭄’이 

우리나라에 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농업가뭄이 지속되면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가뭄대책비를 투입했

는데도 효과적인 사전 대비 및 항구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에 기초한 가뭄 예측 및 현황 파악 연구,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현황 

모니터링 등 가뭄에 대한 예측 및 예방 기법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왔지만, 가뭄 피해 평가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201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피해가 빈번해짐에 따

라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상시 가뭄 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농업가뭄 피해를 

정량적으로 계측하여 농업가뭄 대책이나 복구비용 산정 기준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업가뭄에 영향을 주는 주요 피해인자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

로 직접적인 농업부문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가 

농업가뭄에 대한 농식품부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를 바라며,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6.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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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업가뭄이란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농작물 생육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의

미한다. 농업가뭄의 정도는 농작물 종류, 생육단계, 토양의 물리학적‧생물학적 

특성 등에 따라 물 수요량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봄(3~6월) 가뭄에 매우 취약하다. 논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체 논면적 93만 3,000ha 중 안정적인 관개가 가능한 수리답은 75만 3,000ha

로 전체 논면적 중 80.6%이지만, 밭의 경우는 2015년 기준 안정적 관개가 가능

한 수리전(田)이 18.5% 수준에 불과하여 논에 비해 가뭄에 매우 취약하다.

  과거의 가뭄은 강우의 부족이 전적으로 가뭄 피해로 이어지는 형태였으나, 

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근대적 수리시설이 발달하여 가뭄대응력이 어

느 정도 향상되었다.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선제적 가뭄대책 등

으로 농업가뭄 발생 대비 피해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10년 이상 빈도의 한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리답면적은 48

만 7,000ha에 불과하고, 평년 한발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리답이 25%에 

달하고 있다. 미래에는 강우집중도와 변동성이 증가하여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

하고 가뭄이 장기화되는 등 농업가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응구 2015). 

실제로 2010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농업가뭄이 발생하여 피해면적이 

발생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가뭄 피해 유형 중 시장에서 계측이 가능한 직접 

피해만을 중심으로 농업피해액을 산출하고자 한다. 현재 논에서 재배되는 쌀의 

경우 농업가뭄 피해액 계측과 관련한 자료가 어느 정도 DB화되어 있어 분석이 

가능하지만, 밭작물의 경우 농업가뭄 피해 관련 DB가 구축되지 않아 계량적인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피해액을 계측하기 어렵다.

  먼저 2015년 농업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쌀의 직접적인 생산피해액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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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억 원에서 최대 31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뭄 사전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가뭄대책비가 투입되면서 실질 쌀 생산피해액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수준으로 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군 지자체의 농업용 저수지 설계한발빈도(평년, 3년, 5년, 7년, 

10년) 비율에 따른 쌀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설계한발빈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한 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계한발빈도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역 내 가뭄대응능력은 높아졌다. 평년빈도나 3년 한발대

비 수리안전시설은 쌀 생산성 향상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가뭄 대응 대비 설계한발빈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한 

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소 10년 빈도 가뭄에도 안정

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농업수리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가뭄으로 인한 농업피해액을 외국과 같이 보다 정교하게 계측하기 위해

서는 먼저 농업가뭄 관련 DB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뭄에 대한 여

러 연구를 통해 예측‧예방 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으나 정량적인 가뭄피

해 평가의 기준이나 피해 평가 사례가 없어 항구대책 및 복구비용의 산정 기준

이 미흡하였다. 그리고 가뭄대책비 DB 구축과 관련해서 사전적 대책비와 사후

적 대책비 구분이 필요하다. 사전적 대책비는 피해면적의 부(-)의 관계가 존재

하지만, 사후적 대책비는 피해면적의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책비 

성격에 따른 피해액 계측이 달라진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추후에 가뭄DB 구축

에서 대책비 성격을 구분해 사전적 대책비와 사후적 대책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책비 성격에 따른 가뭄 대응 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정

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밭작물의 가뭄 피해를 계측

하기 위해서는 밭작물 관련 가뭄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밭시들음 

면적자료만 있지, 피해 작목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향후 밭시들음 면적 조사 

시에 피해 작목도 같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수리시설 

이수안전도 평가가 필요하다. 계량분석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설계한발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가뭄 대응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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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5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전체의 약 74%

에 이르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에 더욱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수안전도의 재평가가 요구된다.

  둘째,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해 시‧군 지자체별 가뭄 대응능력 평가가 필요하

다. 지금까지 농업용 수리시설의 가뭄 대응능력 평가는 과거 기상자료를 적용

하여 분석하고 최적관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도별 기후

변화 현황 분석 및 취약지역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인 영향을 예방하고,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회복력

(resil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 설계단계부터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

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및 용수구역별 

내한능력 평가에서 과거 자료 기반이 아니라 미래 영향 및 가뭄 대응능력 중심

으로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이용을 위해 배수로의 반복이용 용수를 재이용하

여 무효방류를 최소화하는 블록단위 순환형 관개 시스템 구축과 저수지 물그

릇 키우기, 가뭄 피해 손실 최소화 및 물 절약 등 효율적 잉여수량 확보 및 관

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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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필요성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대규모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

며, 피해규모도 커지는 추세임. 그중 가뭄은 미국 해양기상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이 선정한 20세기 최대 

자연재해 중 상위 5위 안에 매겨질 정도로 그 피해와 영향력이 막대함.

 - 정부는 지금까지 가뭄 극복을 위해 가뭄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관개용

수 확보, 비상관정 개발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해 왔음. 하지만 가뭄은 넓

은 구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 가뭄을 관리하기 쉽지 않은 실

정임(배덕효·소재민·김선호 2015).

○ 그러나 가뭄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규모도 커지는 추세임.

 - 2011∼2015년 사이에 연속적으로 국지적인 가뭄이 발생했음. 2012년에

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서부와 충남 서해안 지역은 강수량 평년비가 20%에 불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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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정체하면서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방에 가뭄이 발생하였고, 2014년에는 중부지방 강수량 부족으로 임진

강 하류부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모내기에 곤란을 겪었고, 2015년에는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 39개 시·군에 가뭄이 발생하

였음(강병문 2015).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10년 이상 가뭄이 지속되는 

‘메가 가뭄’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2012년 이후 앞으로 20년간 가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함.

○ 가뭄은 토양 내 수분이 부족하고, 하천, 댐 등의 유입량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면서 발생하게 됨.

 -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장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기상학적 

가뭄이 먼저 발생하게 되고, 이후 토양수분 부족으로 작물 생육에 피해

가 발생하는 농업적 가뭄이 발생하며, 다음으로 수문학적 가뭄으로 진

행되며, 결국에는 사회경제학적 가뭄으로 발전하게 됨.

○ 농업가뭄은 국지적·지역적 편차가 심해 가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가뭄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함.

○ 2012년에 1,046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인력동원, 양수기, 준설, 관정 등 가뭄 

대응과 관련하여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가뭄대책비를 투입함에도 효과

적인 사전 대비 및 항구대책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기상정보에 기초한 가뭄지수를 적용한 가뭄예측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연

구나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현황 모니터링 등 가뭄에 대한 예측 및 예방 

기법 등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축적되었지만, 가뭄 피해 평가의 

기준이나 피해 평가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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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도 가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측연구는 활발하지만, 가뭄 피

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정부의 지원 및 보상과 관련된 연구사례는 

부족함(서순석 2011).

○ 2015년 12월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

업 및 농촌 지역의 가뭄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촌용수를 보다 효율적

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발

표함.

 - 농식품부에 농업가뭄협의회(농업가뭄 대응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

와 농업가뭄센터(농업가뭄협의회 지원 및 농업가뭄 대응 전반)를 신설

하고 농업가뭄에 대한 상시 가뭄 대응체계를 구축함.

 - 본원도 농식품부 농업가뭄센터의 협업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어촌공사 가뭄지원단, 농촌진흥청)으로 참여함. 

○ 상시 가뭄 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농업가뭄 피해의 정량적 계측을 통

해 농업가뭄의 항구대책이나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의 농업가뭄 피해 계측 연구와 방식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

라의 농업가뭄 대응 체계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의 가뭄 피해 인자를 검토하고, 농업부문의 직접

적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농식품부 농업가뭄협의회·농업가뭄센터가 농업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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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검토

○ 최흥식 외(2009)는 �가뭄·황사·한파·폭염·산불재난 관련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화 방안 연구�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대안을 

제시하였음. 가뭄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 산정 기준이 지극히 제한적

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농·수·축산물의 피해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피

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및 대안을 새로이 제시하였음. 농업가

뭄 피해와 관련하여 농작물 피해는 종전의 피해액에 대한 복구비 개념과

는 다르게 생산비(투자비) 개념의 피해액 산정방법 등을 제안하였음.

○ 이진영(2012)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가뭄지수 활용 및 적용 기초 연

구�에서 강수량과 증발산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내 봄철 농업가뭄을 전

망하였음.

○ 국내 가뭄의 피해액 분석기법을 제시하고 피해액을 산정한 연구사례에는 

윤용남 외(2002), 서순석 외(2009)가 있음.

 - 윤용남 외(2002)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생산

량 변화와 작물 피해 복구에 투입된 비용 등을 수집하여 벼와 채소류의 

피해액을 산정하였음.

 - 서순석 외(2009)는 농업부문 주요 가뭄 인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농

업용수 부문 가뭄피해액 산정식을 제시하였음. 이 산정식을 이용해 가

뭄이 발생한 지역의 자료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음.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의 2006~2008년 가뭄피해액을 

추정하였음. 그 결과 농업부문에 있어서 2006년에 정곡은 의령군에서 

약 1억 9,500만 원, 미곡은 창녕군에서 약 6,7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피

해액이 추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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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요인을 대상으로 가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측 연구는 지속적으

로 진행되어 왔지만, 정부 지원 및 복구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 

계측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가뭄 피해의 정량적 계

측방법론에 관해 해외 선진사례를 제시하고, 2015년 농업가뭄 발생지역

을 대상으로 가뭄 피해를 계측하여 농업가뭄 관련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 먼저 제2장에서 농업가뭄의 정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농업가뭄의 특징

과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함. 특히, 2000년 이후 발생한 농업가뭄 피해 및 

대책 현황을 중심으로 알아봄.

○ 제3장에서는 농업가뭄 피해 분석기법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

자 하는 최적의 분석법을 고찰함. 직접적인 농업가뭄 피해뿐만 아니라 간

접적인 농업가뭄 피해에 대해서도 분석 방법론을 검토함.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농업가뭄 피해액 계측법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함.

○ 제4장에서는 농업피해액 계측에 앞서, 농업가뭄 피해를 분류하고, 농업가

뭄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과 구득 가능한 통계DB자료를 살펴봄. 

이러한 통계자료 검토를 파탕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할 구체적인 농업가

뭄 피해 모형을 설정하고, 2015년 농업가뭄으로 인한 쌀 생산피해액을 계

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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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농업가뭄 피해 계측을 위

한 DB 고도화와 농업가뭄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3.2.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농업가뭄의 직접적 피해액을 계측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하지

만 농업가뭄 피해액 계측에 필요한 관련 DB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별 농업가뭄 피해면적과 가뭄대책비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되었음.

 -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한국농어촌공사 가

뭄지원단, 농촌진흥청 관련 전문가들과 연구협의회를 개최함.

○ 외국의 가뭄 피해 방법론을 고찰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지역 조사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함. 미국의 농업가뭄 피해 계측 방법론을 조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UC-Davis Center for Watershed Sciences를 방문하여 가

뭄 피해 산정기준 및 방법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함.

 - 일본 농업용수 가뭄피해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론을 고찰하기 위해 문헌 

검토를 실시함.

○ 다음으로 2015년 농업가뭄 피해액을 계측하기 위해 Dell, Jones, & 

Olken(2014)의 계량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였음. 다만, 농업가뭄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농업가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부문, 그중에서 농업가

뭄으로 인한 쌀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농업가뭄 피해액을 분석하였음.

 - 현재 논에서 재배되는 쌀의 경우 농업가뭄 피해액 계측과 관련된 자료

가 어느 정도 DB화되어 분석이 가능하지만, 밭작물의 경우 계량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피해액 계측이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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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가뭄과 대책 현황

1. 농업가뭄의 정의

○ 농림축산식품부(2012)에 따르면 가뭄이란 어느 지역의 작물 성장이나 물 

공급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물수지(water balance)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

하는 비정상적인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임.

 - 미국 기상국은 어느 지역의 동식물 생육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강수의 부족이 심각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이거나 생활용수와 수력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가뭄으로 정의함.

○ 가뭄은 일반적으로 기상학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사회경제

적 가뭄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기상학적 가뭄은 강수량 부족과 유출량 감소가 주요 인자임.

 - 수문학적 가뭄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하천 유출과 저수지 저수량의 

저하 현상이 주된 인자임.

 - 농업적 가뭄은 관개용수의 부족으로 작물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을 초

래하거나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로 토양수분이 적정한 상태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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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적 가뭄은 사회 및 생활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수요공급 시장

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임.

 

○ 가뭄의 다양한 정의는 <그림 2-1>과 같은 순서로 영향을 받음.

 - 먼저 기후변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거나 증발산량이 증가하는 등 기

상학적 가뭄이 발생하고, 기상학적 가뭄이 지속되면 토양 함수량 감소

로 이어져 작물 생산량 감소 등 동식물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농업

적 가뭄이 발생함.

 - 이후 유입량 감소로 이어지는 수문학적 가뭄이 발생하게 되고, 최종적

으로 환경 및 지역의 경제에 파급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경제적 가뭄

이 발생함.

<그림 2-1> 가뭄의 특징 및 진행과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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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상학적 가뭄

○ 기상학적 가뭄은 강수량이나 무강수 계속일수 등으로 정의하는 가뭄으로 

일반적으로 건조의 정도와 지속시간으로 정의됨.

 - 주로 예년치와 비교하여 보통 1개월 이상 강수량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

함(최흥식·김상문 2009).

○ 해당 지역의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다른 지역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며 

해당 지역에서 증발량은 큰 차이가 없으나 강수량은 변동폭이 크므로 주

로 강수량에 따라 기상학적 가뭄이 발생하게 됨.

 - 하지만 최근 IPCC보고서(2014)에 따르면 기온 상승으로 인해 증발량이 

증가하여 가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상학적 가뭄을 판단할 때 증발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농업적 가뭄

○ 농업적 가뭄이란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

를 의미함.

 - 농업적 가뭄은 저수지의 저수량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음.

 - 강수 부족, 실제와 잠재 증발산량 차이, 토양 내 수분 부족, 저수지 및 

지하수위 하강 등의 현상과 연결됨.

 - 농작물 종류, 생육단계, 토양의 물리학적‧생물학적 특성 등에 따라 물 

수요량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생장단계별로 가뭄 

영향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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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판단하는 단계별 가뭄 판단기준과 대처내용은 <표 

2-1>과 같음. 

단계 판단기준 대처내용

Ⅰ단계

(준비‧

계획)

∙ 저수율, 강수량 전년 및 평년보다 다

소 적음

∙ 가뭄상황 분석 및 점검

∙ 수원공별 급수능력 파악·점검

∙ 수리시설·관정·양수장비 점검·정비

∙ 관정·간이용수원 등 용수개발 계획 수립

∙ 공사 중 지구의 조기급수대책 수립

∙ 절수영농계획수립 및 홍보

Ⅱ단계

(초기

단계)

∙ 농작물 생육부진 및 부분적 피해 발생

∙ 용수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준비단계 용수확보대책 추진

∙ 가뭄 대비 용수개발비 단계별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

∙ 관정 및 간이용수원 등 용수 개발

∙ 가뭄대책용 장비 및 인력동원 계획수립 추진

∙ 절수영농계획수립 및 홍보

Ⅲ단계

(확산

단계)

∙ 논‧밭 건조지역이 증가하고, 농작물 

시들음 현상 확산

∙ 토양수분 함량 40% 미만(건조)

∙ 농작물 파종 및 발아, 직접 파종지연

지역 확산, 고사 등의 피해 발생

∙ 가뭄대책상황실로 확대 편성 운영

∙ 관련부처와 협조체제 유지 및 지원강화

∙ 가뭄극복 비상근무령 발동

∙ 급수대책 총력추진 및 용수원개발 적극 확대

∙ 가뭄극복 3대 운동(저수·절수·용수개발) 홍보활동 강화

∙ 민·관·군 가뭄대책 장비 및 인력 총동원

Ⅳ단계

(마무리

단계)

∙ 충분한 강우로 가뭄 해갈

∙ 가뭄대책사업 원상복구 등 마무리 및 평가‧보고

∙ 가뭄대책용 장비 및 시설 점검·정비 후 관리

∙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

∙ 가뭄대책업무를 풍수해대책 업무체제로 전환

<표 2-1> 가뭄상황 단계별 판단기준 및 대처내용

자료: 최흥식 외(2009).

1.3. 수문학적 가뭄

○ 수문학적 가뭄이란 비가 오지 않아 지표수와 지하수의 양이 줄어드는 것

을 의미함.

 - 수문학적 가뭄은 다른 기상학적 및 농업적 가뭄이 발생한 후 좀 더 시차

를 두고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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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기상학적 가뭄 주어진 기간의 강수량이나 무강수 계속일수 등으로 정의

농업적 가뭄 농작물 생육에 직접 관계되는 토양수분 등으로 표시되는 가뭄

수문학적 가뭄 하천유량, 저수지, 지하수 등 가용수자원의 양으로 정한 가뭄

사회경제적 가뭄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발생

1.4. 사회경제적 가뭄

○ 사회경제적 가뭄이란 물 부족으로 인해 사회 및 생활상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적인 상품의 수요‧공급 시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물 부족으로 인해 상품 생산에 필요한 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함(최흥식‧김상문 2009).

 - 사회경제적 가뭄은 강우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생활양식의 변화, 농업생

산 방식의 변화 등 수요변화 요소가 포함되므로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표 2-2> 가뭄 구분 및 정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

2. 우리나라 가뭄의 특징과 피해상황

2.1. 우리나라 가뭄의 특징

○ 우리나라는 벼농사 위주의 농업으로 관개시기(3~6월)인 봄가뭄에 매우 취

약함.

 - 농업용수 공급은 관개면적 대비 용수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관개시기인 봄과 여름에 가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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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물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김광용‧박

지성‧신안국 2015).

○ 우리나라의 관개면적 대비 농업용수 공급은 상당히 취약한 편임. 논면적

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체 논면적 93만 3,000ha 중 안정적인 관개가 가

능한 수리답은 75만 3,000ha로 전체 논면적의 80.6% 수준이고, 19.4%인 

18만 1,000ha는 비에 의존하는 불안전수리답임(한국농어촌공사 2015).

 - 수리답 대부분도 소형관정에 의존하여 장기적인 가뭄에 취약한 상황임.

 - 10년 이상 빈도 한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리답면적은 56만 1,000ha로 

전체 밭면적의 60.1%밖에 되지 않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심도(深度) 및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가뭄 위험에 노출되는 밭 면적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임(이응구 2015).

○ 특히, 밭의 경우 논에 비해 가뭄에 더 취약함. 지금까지 용수공급 계획이 

대부분 논에 집중되다 보니 밭관개면적 비율이 2015년 기준 18.5% 수준

에 불과함(<표 2-3> 참조).

 - 이로 인해 밭이 논에 비해 가뭄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표 2-3> 관개전(田) 현황

면적: ha

시‧도
밭면적

(A)

관개전
비관개전

(C)

비율(%)

소계(B)
공공시설

(a)

개인시설

(b)
B/A a/A

계 757,498 139,846 138,143 1,704 617,652 18.5 18.2

시 소계 28,288 5,858 5,623 235 22,430 20.7 19.9

서 울 302 - - - 302 - -

부 산 2,574 2,217 2,215 2 357 86.1 86.1

대 구 4,206 1,247 1,237 10 2,959 29.6 29.4

인 천 6,509 297 108 189 6,212 4.6 1.7

광 주 3,606 667 655 12 2,939 18.5 18.2

대 전 2,755 1,085 1,084 1 1,670 39.4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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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시‧도
밭면적

(A)

관개전
비관개전

(C)

비율(%)

소계(B)
공공시설

(a)

개인시설

(b)
B/A a/A

울 산 4,860 148 132 16 4,712 3.0 2.7

세 종 3,476 197 192 5 3,279 5.7 5.5

도 소계 729,210 133,988 132,520 1,469 595,222 18.4 18.2

경 기 79,332 6,432 6,333 99 72,900 8.1 8.0

강 원 68,755 10,245 10,195 50 58,510 14.9 14.8

충 북 66,933 7,448 6,984 464 59,485 11.1 10.4

충 남 64,680 4,565 4,561 4 60,115 7.1 7.1

전 북 66,729 6,625 6,427 198 60,104 9.9 9.6

전 남 117,980 24,629 24,251 379 93,351 20.9 20.6

경 북 141,854 35,579 35,553 26 106,275 25.1 25.1

경 남 60,280 7,228 7,208 20 53,052 12.0 12.0

제 주 62,667 31,237 31,008 229 31,430 49.8 49.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2. 가뭄 피해 상황

2.2.1. 2000년 이전1

○ 강수기록에 의한 가뭄의 발생연도를 보면 <표 2-4>와 같음.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해는 횟수로 24회였으

나, 여름철 강수량이 적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던 해는 횟수로 35회나 

되었음.

 - 1967~1968년 두 해에 걸친 여름철 가뭄은 주로 영호남지방에서 발생했

는데, 이 때 답작에서 74만 4,000톤(1967년 41만 9,000톤, 1968년 32만 

1 농림부(2001). �가뭄극복백서�. pp. 29-30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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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연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해 농작물에 가뭄 피해가 발생했던 해

1900 1906,  1907,  1909 1906,  1907,  1909

1910 1912,  1913,  1917 1912,  1913,  1917

1920 1924,  1929 1924,  1928,  1929

1930 1932,  1935,  1938,  1939 1932,  1935,  1938,  1939

1940 1942,  1943,  1944,  1949 1942,  1943,  1944,  1949

1950 1951 1951,  1952

1960 1967,  1968 1962,  1963,  1965,  1967,  1968

1970 1977 1973,  1975,  1976,  1977,  1978

1980 1982,  1988 1981,  1982,  1988

1990 1994,  1995 1992,  1994,  1995

계 24회       : 8회 35회       : 8회

5,000톤)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 정도는 1966년에 비해 1967년 

8%, 1968년 18% 감수(減水)로 나타남.

 - 1970년대에도 1973년과 1975~1978년에 이르는 4개년을 합해 5회나 가

뭄 피해가 발생하여 수도작의 경우 2만~6만 ha의 논에서 1만 5,000~2만 

톤의 감수 피해를 입었음.

 - 또한 1980년대 가뭄 피해는 1982년이 가장 심했는데, 수도작에서 17만 

4,000톤의 감수를 가져왔음.

 - 1990년대에 발생했던 3회의 가뭄(1992년, 1994~1995년)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시행하여 벼 수확량에 큰 영향이 없었음.

<표 2-4> 지난 100년간의 가뭄과 농업재해 발생연도(1900~2000)

자료: 농림부(2001).

○ 일반적으로 농작물의 가뭄 피해는 가뭄 지속기간과 수리시설 정도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지만, 1967~1968년의 가뭄 이후 수리시설이 확충되고, 가뭄

에 대비한 사전대책이나 응급대책이 체계화되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었음.

 - 1977년의 경우 수도작의 가뭄 피해면적이 6만 4,000ha에 달했음에도 피

해량이 1만 5,000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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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000년 이후

가. 2001년2

○ 2001년 가뭄은 5월 이후 비가 거의 오지 않아 경기, 강원, 충북 등 중북부

지방에서 발생했던 가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가뭄 피해가 극심하였음.

 - 전국적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물 

부족이 매우 심각했음.

 - 2001년에 발생한 가뭄은 극심한 가뭄으로 기록되었는데, 가뭄 피해지역

은 전국 7개 도에 걸쳐 25개 시, 59개 군에서 가뭄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었음(농림축산식품부 2012). 따라서 2001년에도 대규모 댐과 저

수지의 혜택을 받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 피해를 입

었음.

나. 2008∼2009년

○ 2008년 가을과 2009년 봄 사이에 강우량 및 저수율 감소에 따른 가뭄이 

예견되었으나, 선제적 대응으로 가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다. 2012년

○ 5월 이후 강우 부족 및 저수율 저하 등으로 경기·인천, 충남, 전남·북지역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음.

 - 논은 천수답 등을 중심으로 가뭄면적이 발생하였으며 밭작물은 국지적

으로 시들음 현상 및 생육부진 현상이 발생하였음.

 - 논의 가뭄 피해가 발생한 면적이 3,553ha였으며, 밭작물 시들음 현상이 

발생한 면적은 3,440ha였음.  

2 농림축산식품부(2012) �2012년 가뭄백서�를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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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3년

○ 제주 및 남부지방에 강수량 부족 및 저수율 저하로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하였음.

 - 논은 천수답 등을 중심으로 물마름 3,065ha의 가뭄면적이 발생하였으며 

밭작물 시들음 현상은 4,303ha에서 발생하였음.

마. 2015년

○ 5월 이후 강우 부족 및 저수율 저하 등으로 경기·인천, 충남, 전남·북지역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음.

 - 논은 천수답 등을 중심으로 물마름 현상은 2,822ha의 면적에서 발생하

였으며 밭작물 시들음 현상은 4,536ha에서 발생하였음.

○ 가뭄 피해면적이 가장 큰 지자체는 강화군으로 936ha에서 피해가 발생하

였으며, 재배면적 대비 피해면적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속초시로 가뭄 

피해율이 41.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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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재배면적

(ha)

피해면적

(ha)

피해율

(%)

인천

소계 11,091 961 8.7

강화 10,160 936  9.2

옹진 931 25  2.7

경기

소계 28,730 548  1.9

파주 6,579 363  5.5

양주 1,636 80  4.9

연천 3,754 79  2.1

포천 3,424 21  0.6

화성 13,337 5 0.0

강원

소계 23,083 704  3.0

강릉 2,780 162  5.8

속초 190 78  41.1

고성 2,722 184  6.8

양양 1,700 134  7.9

횡성 2,708 65  2.4

철원 10,080 60  0.6

춘천 1,500 8 0.5

양구 1,403 13  0.9

경북

소계 40,640 609  1.5

안동 5,700 43  0.8

영주 4,500 91  2.0

상주 12,400 62  0.5

시‧군
재배면적

(ha)

피해면적

(ha)

피해율

(%)

경북

청송 1,200 12  1.0

영양 800 17  2.1

영덕 2,300 33  1.4

예천 8,400 107  1.3

봉화 2,800 103  3.7

울진 2,540 141  5.6

총  계 103,544 2,822 2.7

[2015년 논 가뭄 피해 지역도]

<표 2-5> 논 가뭄 피해면적 및 지역도(2015)

자료: 농어촌연구원(2016).

○ 밭 가뭄 피해 발생지역은 인천, 강원, 충북 및 경북지역 등 31개 지자체에

서 총 4,536ha의 가뭄 피해면적이 발생하였음.

 - 가뭄 피해면적이 가장 큰 지자체는 평창군으로 710ha를 차지하였고, 재

배면적 대비 피해면적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양구군으로 49.2%의 가

뭄 피해율을 보였음.



18

시‧군
재배면적

(ha)

피해면적

(ha)

피해율

(%)

인천
소계 1,461 68 4.7

강화 1,461 68  4.7

강원

소계 27,556 3,656  13.3

춘천 700 68  9.7

원주 1,364 90  6.6

동해 408 115  28.2

강릉 3,283 580  17.7

횡성 2,099 455  21.7

영월 2,840 395  13.9

평창 4,158 710  17.1

정선 3,776 328  8.7

인제 1,789 3 0.2

양구 718 353  49.2

고성 766 105  13.7

양양 742 190  25.6

속초 75 4 5.3

홍천 2,583 185  7.2

삼척 2,255 75  3.3

충북

소계 7,231 270  3.7

충주 2,135 52  2.4

제천 1,220 89  7.3

증평 65 6 9.2

진천 109 24  22.0

괴산 2,015 85  4.2

단양 1,687 14  0.8

시‧군
재배면적

(ha)

피해면적

(ha)

피해율

(%)

경북

소계 65,474 542  0.8

안동 13,231 98  0.7

영주 8,810 56  0.6

상주 11,047 122  1.1

의성 8,969 35  0.4

청송 6,050 27  0.4

영양 4,699 43  0.9

영덕 3,090 38  1.2

예천 7,310 18  0.2

울진 2,268 105  4.6

총  계 101,722 4,536 4.5

[2015년 밭 가뭄 피해 지역도]

<표 2-6> 밭 가뭄 피해면적 및 지역도(2015)

자료: 농어촌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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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뭄대책 상황

2.3.1. 가뭄 대책

○ 가뭄대책은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 왔음. 해방 직후의 가뭄대책은 

외국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책은 피해농가에 

대한 구호 위주였음. 하지만 197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소요자금의 뒷받침

으로 적극적인 대응 활동이 가능해졌음.

 - 경제성장에 따라 가뭄대책도 대책기구의 조직화와 굴착기, 양수기 등의 

중장비 투입이 가능해짐.

○ 1967년에 제정된 ｢농업재해대책법｣이 실질적인 가뭄대책의 근거가 되었음. 

 - 1970년대부터 가뭄이 급격히 확산될 때에는 중앙가뭄대책본부가 가동되

었고, 이 기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상황변동에 대처한 대책이 

추진됨.

 - 장비와 인력의 동원, 국고 예산조치와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간이용수

원 개발과 급수작전이 펼쳐졌고, 재해농가에 대한 구호 등이 신속히 이루

어졌음(윤동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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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가뭄 발생 현황 가뭄 대책(복구) 대표적 가뭄기간

1920

년대

- 대부분 농업용수 관련 

- 일부 식수 부족

- 재해지 세금 면제

- 재해지 토목공사 실시
1927∼1928

1930

년대

- 주로 농업용수 관련

- 가뭄에 의한 물가불안 발생

- 가뭄협의를 위해 각 도에 기술자 파견

- 강우가 없을 것에 대비한 선후대책 강구

- 허드렛물은 우물을 이용권장

1937∼1939

1940

년대

- 발전용수 관련 사항 급증

- 단전으로 인한 생산공장의 가동 중지 우려
1942∼1944

1950

년대

- 주로 농업용수와 관련된 피해가 기록되어 

있으나 발전용수 관련 사항 많음 

- 수력발전소 가동 중단(1958년) 

- 서울지역은 극도의 식수난 겪음(1958년) 

- 항구대책 조속히 수행토록 예산안 수정 

- 발전시설확장 10개년 계획안 작성 

- 시간배수제(제한급수) 실시 

- 장병 동원 모내기 

1958∼1959

1960

년대

- 발전용수와 관련된 사항 급감하고 생활용수 

관련 급증 

- 서울 등 대도시 지역 식수난 심각 

- 가뭄으로 인해 이농사태 발생(1967년)

- 제한급수 

- 한해지에 양수기 동원과 농자금 지원 

- 상수도시설 전면개혁 정부계획 

1967∼1968

1970

년대

- 주로 농업용수이고 생활용수 관련 사항도 

있음 

- 발전용수를 식수로 활용 

- 가뭄으로 물가 상승 

- 종합적인 가뭄대책 필요성 대두 

- 양수기 무상대여, 간이 용수원 개발 

- 가뭄극복에 중고생 동원 

- 제한급수, 한해상습지 용수 시설 예산 

투입 

1973, 

1976∼1978

1980

년대

- 저수지 및 하천 고갈 

- 도시용수 부족 

- 수세 반발 농민 데모 발생 

- 제한 급수 

- 저수, 소류지 적극 개발 

1981∼1982,

1988

1990

년대

- 생활용수 관련 사항 증대 

- 수질 악화를 우려하면서 생태 등 하천유지

용수 관련 관심 증대 

-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개발로 다각적

인 가뭄 대처 방안 모색
1994∼1995 

<표 2-7> 연대별 가뭄 발생 현황과 대책

자료: 최흥식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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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가뭄 대응 대책

가. 재해 책상황실 운

○ 농림축산식품부, 본사 및 각 지역본부에서 운영되며 위기 경보발령·전파, 

비상근무 실시,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및 사업현장 모니터링, 

용수 확보대책 수립 등을 수행함.

 - 2015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가뭄 지원단’을 설치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의 ‘농업가뭄센터’와 함께 농업가뭄지도 제작 등 농업·농촌 가뭄 

상시 대응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나. 물부족 용수확보 책 수립 

○ 저수율 50% 미만 저수지 및 용수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대책을 수립하며, 저수지물채우기(양수저류), 제한급수, 비상급

수, 인력 및 장비 투입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함.

다. 수지 설 

○ 저수지에 장기간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당초 저수용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뭄 대응과 더불어 감소된 홍수 대응 능력 회복, 수질개

선 등의 효과가 있음.

라. 정  체용수 간이양수장 설치

○ 저수지 및 하천 등 지표수가 부족한 경우 지하수 개발을 통한 관정설치로 

지하수를 용수로 공급함. 또한 수원공 하류지역 또는 수혜구역 말단부는 

상류 수원공 제한급수 등으로 물부족이 발생하여 배수로 퇴수, 주요 하천 

굴착 등으로 간이 용수원을 개발하고 양수장(간이)과 송수호스를 설치하여 

용수를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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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015년 가뭄 대책 현황

○ 2015년 가뭄 상황에서 용수부족 가뭄지역(논 2,822ha, 밭 4,536ha)에 가뭄 

대응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였음.

가. 수지 설사업

○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함(706개소, 371억 원).

구분 비목별

계      획

개소
준설량

(천 ㎥)

사업비(백만 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025 8,713 87,886 82,895 4,991

○ 기존대책 소계 750 4,481 44,346 39,455 4,891

1차

(’15. 6.)

계 377 1,977.0 18,699 15,414 3,285

개보수 28 520.0 5,000 5,000 -

안전처 1회 44 244.0 2,314 2,314 -

안전처 2회 305 1,213.0 11,385 8,100 3,285

2차

(’15. 8.)

계 143 1,425.9 15,677 14,741 936

개보수 61 939.8 11,000 11,000 -

한발 대비 82 486.1 4,677 3,741 936

3차

(’15. 10.)
안전처 3회 230 1079.6 9,970 9,300 670

○ 추가대책 소계 275 4,233 43,540 43,440 100

4차

(’15. 12.)

예비비 178 3,870 40,300 40,300 -

안전처 4회 97 362 3,240 3,140 100

<표 2-8> 저수지 준설사업 현황(2016. 1. 6.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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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수원 개발

○ 2016년 4월까지 가뭄취약지역 관정개발 등 용수원 개발 추진을 완료하였

음(905지구, 575억 원).

구분 지역
사업

지구 수

수혜

면적

(ha)

사업내용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등

합계 82,154 65,254 16,900 979 36,495

관정 1,150

양수장 176,

송수시설 195

기타 255

1∼3차

(’15. 2

∼6.)

농특

(인천, 경기, 강원)
7,650 6,120 1,530 44 2,932

관정 114

양수장 9

송수시설 20

기타 50

특교세

(인천, 강원)
2,136 2,136 - 32 354

관정 146

양수장 4

송수시설 2

기타 54

4차

(’15. 9.)

10개

시‧도

(인천∼제주)

47,048 37,638 9,410 678 6,400

관정 579,

양수장 70

송수시설 152

기타 99

(준설 19)

5차

(’15. 10.)

6개

시‧도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3,960 10,000 3,960 103 24,759

관정 85

양수장 68

송수시설 19

기타 44

6차

(’15. 11.)

특교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11,360 9,360 2,000 122 2,051

관정 226

양수장 25

송수시설 2

기타 8

<표 2-9> 가뭄지역 용수원 개발 현황(2016. 12. 30.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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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지 용수 확보(양수 류)

○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농업용수 부족 우려 저수지에 양수저

류를 추진함(70개소, 50억 원, 3,000만 톤).

라. 2015년 시도별 가뭄 책 산지원 황 

○ 2015년 농업가뭄 때 지원된 시‧도별 가뭄지원 예산은 <표 2-10>과 같음.

시‧도

예산(억 원)

사업비 집행액

계 국비 특교세 지방비 계 국비 특교세 지방비

계 1,700.20 1,138.00 343.40 218.80 962.48 587.07 244.62 130.79

대구 1.30 1.30 - - - - - -

인천 136.30 75.00 42.80 18.50 125.80 72.00 35.80 18.00

광주 13.70 9.70 4.00 - 6.00 6.00 - -

울산 7.74 7.74 - - - - - -

세종 9.80 4.80 5.00 - - - - -

경기 174.50 133.50 25.00 16.00 99.00 73.00 18.00 8.00

강원 231.90 168.00 36.60 27.30 194.90 146.00 29.90 19.00

충북 133.50 100.50 18.00 15.00 69.64 53.17 8.00 8.47

충남 269.60 164.60 44.00 61.00 111.24 59.40 26.42 25.42

전북 232.00 124.00 94.00 14.00 131.00 41.00 80.00 10.00

전남 193.93 157.03 23.90 13.00 78.00 57.00 14.00 7.00

경북 210.50 140.50 32.00 38.00 116.90 57.70 30.50 28.70

경남 77.43 45.33 18.10 14.00 24.00 17.00 2.00 5.00

제주 8.00 6.00 - 2.00 6.00 4.80 - 1.20

<표 2-10> 2015년 시‧도별 가뭄지원 예산(2016. 12. 30. 기준, 예비비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제3 장

국내외 농업가뭄 피해 분석 기법 검토

1. 농업가뭄 분석 방법론

1.1. 농업가뭄의 직접피해 분석 방법론

○ 농업가뭄의 직접피해 분석방법론으로 시장가격법(market price method), 

생산함수 접근법(production function approach), 회피비용 접근법(avoided 

cost approach), 대체/보수비용 접근법(replacement or repair cost ap-

proach) 등이 있음.

 - 이들 평가방법론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화폐가치를 농

업가뭄 피해액의 측정단위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시장가격법(market price method)은 가뭄으로 인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

여의 변화를 분석하여 농업가뭄의 직접 피해액을 측정함.

 - 예를 들어, 가뭄이 작황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 및 가격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잉여에 반영됨. 따라서 가뭄 발생 전 

대비 가뭄 발생 후 사회적 잉여 하락분(즉, 후생 감소)이 가뭄에 따른 

농산물 생산피해액이 됨. 기본 원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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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편익을 가져다줌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가진

다는 점에서 출발함.

○ 생산함수 접근법(production function approach)은 기업, 산업, 혹은 경제 

전체가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최대의 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 생산계획을 

추정함. 생산요소로서 노동(L), 자본(K), 기후변화 변수(E)를 고려하므로 

생산함수는 Q=f(L,K,E)의 형태를 띰. 원자재(노동과 자본)와 기후변화 변

수는 생산요소로서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됨.

 - 생산함수의 대수적 형태와 모수값이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면, 환경재의 

변화를 생산함수에 대입하여 환경 변화가 생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함수를 통해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강수량 감소(저수

율의 변화)가 농업 생산 감소 또는 생산비 증가(생산물의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단순히 생산량의 변화와 단위가격을 곱하여 화폐가치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확한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액과 수

요함수의 탄력성을 고려해야 함(손해함수평가법, dose-response valu-

ation technique).

 - 생산함수 접근법의 한계는 정확한 생산함수를 알기 어렵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에 한정된다는 

점임.

○ 회피비용 접근법(avoided cost approach)은 생산함수 접근법의 특수한 경

우로 생각할 수 있음. 환경질이 저하된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종류의 수단을 적용할 수 있고, 이로써 향상된 환경질의 가치

는 완화수단에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게 됨.

 - 예를 들어, 공기질이 악화되거나 가뭄이 발생한 경우 공기 청정기를 구

매하고, 빗물에 의존하는 경작지에 수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 이때 공기질 저하나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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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의 가치(즉, 피해액)를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회피비용 접근법의 생산함수는 생산함수 접근법의 생산함수식에 공기 

청정기, 수리 시설과 같은 ‘회피(averting)’ 투입재(A)를 추가한 형태임. 

즉, Q=f(L, K, E, A).

○ 대체/보수 비용 접근법(replacement or repair cost approach)은 생태계 재

화 또는 서비스(ecosystem good or service)를 대체하거나 보수하는 데 소

요되는 비용이 생태계 재화 또는 서비스 가치의 합리적인 추정치라고 가

정함.

 - 그럼에도 특히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생태계 재화나 서비스의 

실제 가치의 하한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예를 들어, 손실된 토양, 영

양소, 물을 물리적으로 복구하고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정함으로

써 가뭄으로 인한 토양침식의 비용을 평가함.

1.2. 농업가뭄의 간접피해 분석 방법론

1.2.1. 투입산출분석/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 투입산출분석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 간 연관 관계를 산업 간

생산활동을 이용하여 분석함. 즉, 특정 산업의 산출이 다른 산업에 어떻게 

투입되고, 각 산업의 최종생산물이 다른 산업에 최종수요되었는가를 분 

석함.

○ 기본적인 투입산출모델은 특정한 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측된 경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축하며, 산업과 산업 간 생산물의 이동, 최종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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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판매되는 생산물을 나타내는 최종수요(개인소비·민간설비투자·정부

지출·수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로 구

성됨.

 -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한 개 또는 여러 부문에서 발생한 가격 및 산출물

의 변화, 최종수요의 변화, 부가가치의 변화가 기타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투입산출분석은 가뭄의 간접적인 피해액을 추정하는 데 특히 유용함. 예

를 들어, 농업 및 물공급 부문의 손실이 기타 경제부문의 생산물과 고용

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적용이 쉽고 경제활동을 산업부문별로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

만, 반대로 생산요소 간 대체 메커니즘, 기술에 관한 가정이 제한적이고 

가격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한계임.

 - 즉, 서로 다른 생산요소 간 대체가 불가능하고, 기술 변화가 생산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음.

○ 투입산출분석은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분석(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의 대체 분석법으로 생각할 수 있음.

1.2.2.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분석(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델은 복잡한 경제 모델 중 하나로 정책(예를 들어, 

세제 개혁, 무역 변화, 에너지 및 농업 정책) 혹은 기술, 수출 및 기타 외생

적인 요소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

 - 경제 주체의 최적화 행위, 즉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와 생산자의 이윤극

대화(혹은 비용극소화), 그리고 시장청산이 핵심 가정임.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상대가격이 유동적이며 상대적인 (수

요-공급) 희소성을 반영한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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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내에서 일어나는 재화 및 서비스, 화폐의 흐름을 반영하여 시장경제 

내 자원 배분, 소득 분배, 상대가격을 결정하는 요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함.

 - 가격탄력성, 생산물 및 투입재의 대체탄력성, 가구소득탄력성, 산업 간 

투입산출관계에 대한 기준(benchmark)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경제 

주체 간의 연계성을 탐구함.

 - 가뭄이 국가 혹은 지역 차원에서 여러 경제부문의 산출과 고용에 미치

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음.

○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각기 다른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 경제의 전반적인 

피드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임. 피드백의 종류에는 시장 간 상호

작용, 소득 구성, 지출 효과, 투입 및 산출 대체가 있음. 이를 통해 총효과

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

 -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시장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점임.

1.2.3. 생물물리-농업경제 모델(biophysical-agroeconomic model)

○ 생물물리-농업경제 모델은 작물 생물물리 모델(crop biophysical models)

과 농업경제 모델(agroeconomic models)을 통합하여 인간의 활동과 천연

자원 간의 피드백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함. 

○ 생물물리-농업경제 모델 안에서 작물 생리 모델(crop physiology models)

은 가상적인 혹은 역사적인 가뭄을 가정한 기후 시나리오(기온-강수 투

입)에 반응하도록 설정됨. 작물 생리 모델은 기후변화에 대한 작물의 반

응(단수 및 용수·비료 사용량)을 추정함. 이를 통해 가뭄이 어떻게 작물 

단수와 용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음.

○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단수 추정치는 먼저 농가 단위의 결정을 예측하

기 위해 사회경제 모델(socio-economic models)에 통합되고, 그 다음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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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가격, 경제적 후생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시장 단위로 통합됨.

○ 생물물리-농업경제 모델링은 기후 및 생물물리학적 혹은 수문학적 과정에

서 시작하여 더 큰 규모의 사회경제적 과정으로 나아가므로 상향식 접근

법임.

 - 흔히 모델이 되는 공간 지역을 뚜렷하게 나타냄. 사용하는 자료의 집합

도에 따라서 다양한 지리적 범위를 적용할 수 있음.

1.2.4. 수문-경제 결합 모델(coupled hydrological-economic model)

○ 수문-경제 결합 모델은 수문학적 모델(hydrological model)과 경제학적 최

적화 모델(economic optimization model)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안적인 정

책 시나리오하에서 각기 다른 부문의 용수 할당 및 사용을 분석함.

 - 모델은 ① 용수 비용 및 용수 사용으로 창출된 이익 등 경제학적 요소, 

② 수문학적 요소, ③ 경제학 및 수문학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현지 또는 지역, 국가 당국이나 농업 이해관계자를 위한 의사 결정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됨.

 - 생물물리-농업경제 모델링과 마찬가지로 상향식 접근법이며, 흔히 모델

이 되는 공간 지역을 뚜렷하게 나타냄.

○ 대표적인 수문-경제 결합 모델로 캘리포니아의 SWAP 모형(Statewide 

Agricultural Production Model, SWAP Model)과 IMPLAN(Impact 

Analysis for Planning Model, IMPLAN Model) 모형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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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리카르도 헤도닉 가격 모델(Ricardian hedonic price model)

○ 리카르도 헤도닉 가격 모델링은 리카르도의 토지 가치 모델을 기초로 기

후 변동으로 인한 토지 가치의 변화를 분석함. 토지 가치는 미래에 발생

할 순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적 후생의 좋은 지표

가 됨.

 -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자산 가치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왜

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예를 들어,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생산력이 보통 완전히 활용되지 못하

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유휴 생산력이 가동되어 손실된 생산

을 보상할 수 있음. 게다가 노동자가 영향을 받지 않은 부문에 노동시간 

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가격 상승으

로 인해 노동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은 자본재가 영향을 받은 자본재에서 발생하는 산출 손실을 만

회하기 위해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음.

○ 기후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므로 하향식 접근

법에 해당함.

1.3. 농업가뭄의 비시장가치 평가 방법론

1.3.1.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생태계 서비스와 환경재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

아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됨. 이를 통해 가뭄의 무형적 비용(intangible costs)을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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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공공재의 공급량(또는 품질) 변화에 

따른 편익(또는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됨.

 - 설문조사를 통해 특정한 환경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얼마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기 때문에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으로 

분류됨. 

○ 반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특정한 환경 서비스를 포기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액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음.

 - 설문조사에는 ① 평가하는 재화와 설정된 가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② 

평가하는 재화에 대한 직접 지불의사에 관한 문항, ③ 응답자의 특성(연

령, 소득, 교육수준)과 재화에 대한 선호를 물어보는 문항을 포함해야 함.

 - 아직 실행되지 않은 정책 변화에 대해 가상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

이 진술선호법의 장점임. 반면에 진술선호법을 통해 모아진 자료가 가

상적이라는 점이 주요 단점임.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

에서 경제 주체들이 과거에 실제로 행한 선택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는 

현시선호법(revealed preference method)을 진술선호법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

○ 가뭄과 관련하여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용수 사용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수 

공급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대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주로 적용되었음.

 - 일반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가뭄피해액을 계측하거나 가뭄 완화·

적응의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됨.

1.3.2.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

○ 선택실험법은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임. 선택실험법으로 가뭄의 무형적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음.

 - 선택실험법은 참여자에게 가상적인 상황을 주고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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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게 함. 그러한 선택을 여러 번 반복하여 행함. 각각의 대안에

는 수많은 특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화폐가치는 하나의 특

성으로 이를 통해 지불의사를 추정할 수 있음.

○ 선택실험법은 비교적 새로운 접근법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비해 몇 가

지 장점이 있음. 예를 들어, 단순히 재화를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

을 진술하는 대신에 응답자가 시장거래에 거의 매일 참여하기 때문에 가

격을 비롯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재화를 선택하는 데 익숙함.

 - 또한 선택실험법을 통해 환경재를 구성하는 개개의 특성이 갖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생기는 편차를 제거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택실험법은 조건부 가치측정법보다 실행하기 어

려움. 특히 환경재를 구성하는 특성의 가짓수가 많을 경우에 더욱 그러함.

○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마찬가지로 가정적 상황에서 자료를 얻는다는 한계

가 있으며, 자료의 정확도는 실험 설계에 크게 좌우됨. 실험 설계에서 개

개의 특성를 정의하고, 실험의 배경과 설문지를 개발해야 함.

 - 실험에서 사용하는 선택지가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 선택실험법에

서 사용하는 설문문항은 종종 개념적으로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상당한 인지적 노력을 요구함. 그 결과, 설문 응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마찬가지로 가뭄피해액을 계측하거나 가뭄 완화·적

응의 비용을 평가할 수 있음.

1.3.3. 편익/가치 이전법(benefit or value transfer)

○ 설문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가치평가법(valuation methods)은 비용과 시간

이 많이 소모됨. 따라서 자료 수집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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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주로 편익 이전법을 사용함.

○ 기본 개념은 한 장소(연구 장소)에서 측정된 환경재의 화폐가치를 공간적

으로, 시간적으로 다른 장소(정책 장소)로 이전하는 것임. 연구 장소는 선

행연구가 수행된 곳을 가리키며, 정책 장소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편익에 

대한 화폐가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임.

 - 유사한 연구에서 얻은 편익 추정치를 현재의 사례 조사에 적용하거나

(편익 추정치 이전), 원래의 연구에서 사용한 특성 대신에 사례 조사의 

특성을 계량경제모델에 대입하거나(편익 기능 이전), 다수의 선행연구

에 기초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연구 특성에 대해 환경편익을 회귀분석

(메타 분석)함으로써 편익 이전이 이루어짐.

2. 국내외 농업가뭄 피해액 산정 방법

2.1. 국내 가뭄 피해 분석 사례3

○ 국내 가뭄 피해 추정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윤용남 외(2002)에서 발

간한 �2001년 가뭄기록조사 보고서�가 있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용수 

부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에 농업용수 공급 부족으로 인한 피

해가 발생하였으며, 조사를 위해 벼, 채소, 해당 지역의 특작물, 과수의 피

해자료를 이용하였음.

○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논에서의 피해 수준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추정

하였음.

3 서순석 외(2009) �농업 및 생활용수 부문에 대한 가뭄피해액 산정�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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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지연 피해액 추정: 이양지연면적×피해율×평균단수×가격

 - 모낸논마름 피해액 추정: 피해면적×피해율×평균단수×가격  

○ 채소 및 특작물에 대한 가뭄 피해 추정은 채소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피해규모 산정 공식을 제시함(윤용남 외 2002).

 - 채소·특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한 기존 연구는 아래와 같이 율무와 

채소에 대하여 산정한 사례가 있음.

 - 품목별 피해액 추정: 품목별 피해면적×피해율×평균단수×가격

○ 윤용남 외(2002)가 사용한 가뭄 피해 추정방법은 농업가뭄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직접피해액을 계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품목별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피해면적과 피해율 자료가 필요함.

 - 현재 농업가뭄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논, 밭 피해면적(논 물마름면적, 밭 

시들음면적)만 조사되어 있고, 품목별 피해면적과 피해율은 알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위의 분석 방법론을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움.

2.2. 일본 가뭄 피해 분석 사례

2.2.1. 가뭄 피해 분석 사례4

○ �2001년 가뭄기록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일본의 가뭄 피해 산정방법은 

농업과 생활용수 부문을 구분함. 농업용수의 가뭄피해액 산정은 <그림 

3-1>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 수행됨.

4 윤용남 외(2002) �2001년 가뭄기록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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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수 추정방법은 대상품종을 쌀에 한정함. 조사대상은 하천의 급수대

상 구역으로 설정함. 유역의 농업통계로부터 농업조(粗) 생산액을 조사했음.

 - 농업용수 필요수량과 실적 취수량을 조사하고, 부족수량 및 절수율을 

각각 계산했음. 감수액의 산정은 최대절수율을 취함.

 - 최대절수율에 대응하는 농업용수 갈수 피해 계산도표에서 당해지역의 

피해곡선을 산정하고, 최대절수율에 대응하는 감수율을 산정하여 이를 

농업생산액에 곱하면 감수액을 산출할 수 있음.

<그림 3-1> 일본의 농업용수 가뭄피해액 산정

자료: 윤용남 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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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농작물 피해 분석 사례

○ 일본에서 실시하는 또 다른 농작물 피해조사 방법론은 �작물통계조사(作

物統計調査)�5의 ‘피해조사’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함. 단, 피해조사는 가

뭄 피해에 한정하지 않고,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규모를 사후

적(농작물 수확시기)으로 계측하는 방법임.

 - ‘피해조사’ 항목은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면적, 피해량, 피해금액

을 통계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각 분기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

 - 조사 대상은 농작물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재배 토지 및 농작물이 해당됨. 풍수해, 가뭄, 냉해, 설해, 기타 기상 원

인(지진 및 화산 분화 포함)에 의한 재해, 병충해, 또는 기타 이상 현상

이나 사고가 조사 대상임.

○ 피해조사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기준 수익률: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 가정할 경우에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수익률

 - 피해: 경작지에서 재배를 시작하고 수확할 때까지 재해 등에 의해 농작

물에 손상이 발생하여 기준 수확량보다 수입이 감소된 상태를 의미함. 

그러나 손상이 발생하여도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피해로 간주하지 

않음. 저온, 건조, 적설 등으로 인한 생육 지연, 일조 부족 등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직접적인 손상이 없는 경우에

도 향후 생육이 진행되면서 분얼수, 이삭수 등 수확량 구성요소 저하에 

따라 정상적 상황과 비교해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피해로 정의함.

 - 피해면적: 농작물에 손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5 일본 농림수산성. 2016. 작물통계조사(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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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계산한 농작물 단가= 




 × 

생산농업소득통계의 최근 5년치 중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한 3년치 연평균

경우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수확량보다 수입이 감소한 면적을 지칭함.

 - 피해량: 농작물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간에 재해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

생할 경우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수확량에서 수입

이 감소한 양(量)을 의미함. 영년생(永年生) 작물(과수, 차 등)은 피해 

발생 연도의 수입 감소를 조사 대상으로 함. 피해량 단위는 절화 및 종

묘·묘목류는 천 그루, 구근은 천 구, 화분류는 천 그릇, 절화는 천 매, 

잔디는 10a를 사용함.

 - 피해예상금액: 피해예상금액은 피해량에 각 농작물의 단가를 곱해서 산

출함. 각 농작물의 단가는 도(都)·도(道)·부(府)·현(縣)마다 다음과 같이 

실행함.

(1) 수도(水稲)

 

 - A는 4년 전의 상대거래가중평균가격, B는 3년 전의 상대거래가중평균

가격, C는 2년 전의 상대거래가중평균가격, D는 전년도 상대거래가중

평균가격임. 상대거래가중평균가격은 전국출하단체와 도매업자 등이 

상대거래(매매 당사자 간 값을 정하는 방식)를 하는 주식용 쌀 1등미의 

수량 및 가격에 대한 가중평균을 취한 ‘상대거래가격’을, 산지 품종 상

표당 조사수량에 대한 가중평균을 취한 것임. 작황지수가 94 이하 또는 

106 이상인 연도의 상대거래가중평균가격은 위의 식에서 제외하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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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계산한 농작물 단가= 

전년도산출 지표가격

당해연도 지표가격
 × 

생산농업소득통계의 최근 5년치 중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한 3년치 연평균

당해연도에 계산한 농작물 단가= 




 × 

생산농업소득통계의 최근 5년치 중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한 3년치 연평균

당해연도에 계산한 농작물 단가= 

전년도산출 매입가격

당해연도 매입가격
 × 

생산농업소득통계의 최근 5년치 중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한 3년치 연평균

(2) 소맥, 두 보리(이조 맥), 여섯 보리(육조 맥)  보리

 - 지표가격은 일반사단법인 전국미맥(米麦)개량협회의 입찰 거래 결과에 

산지 품종 상표당 낙찰가격을 낙찰수량에 가중평균한 것임.

(3) 두

 - A는 5년 전의 낙찰가중평균가격, B는 4년 전의 낙찰가중평균가격, C는 

3년 전의 낙찰가중평균가격, D는 2년 전의 낙찰가중평균가격임.

 - 낙찰가중평균가격은 공익재단법인 일본특산농산물협회의 입찰 거래 결

과에 산지 품종 상표당 낙찰가격을 낙찰수량에 가중평균한 것임. 10a당 

평균수확량 대비 94% 이하 또는 106% 이상인 연도의 낙찰가중평균가

격은 위의 식에서 제외하고 계산함.

(4) 잎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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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계산한 농작물 단가= 

생산농업소득통계의 최근 5년치 중 최

고 및 최저를 제외한 3년치 평균(과수 

중 격년 결과가 현저히 다른 작물에 대

해서는 계산 연도에 예상되는 결과 상황

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연도의 최근 3

년 평균 사용)

(5) 기타 농작물

2.3. 미국의 가뭄 피해 분석 사례

○ SWAP 모형은 수문학적 모형(hydrological model)과 경제학적 최적화 모형

(economic optimization mode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안적인 정책 시나

리오하에서 각기 다른 부문의 용수 할당 및 사용을 분석함.

 - 모델은 ① 용수 비용 및 용수 사용으로 창출된 이익 등 경제학적 요소, 

② 수문학적 요소, ③ 경제학 및 수문학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SWAP 모형은 캘리포니아 주(州)의 농업생산을 

추정하는 경제모형으로 가뭄이 작황, 비용 및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

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SWAP 모형을 사용하여 정책을 분석할 때 수원별 수자원의 가용(可用)

성, 사용가능한 농지의 양, 투입재 사용 가격, 작물 단수 등 다양한 모수

(parameters)를 변화시킬 수 있음. 통상적으로 우선 아무런 정책이 시행

되지 않았을 상황의 결과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추정한 기준치에 가뭄 

정책을 시행하였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함. 이를 통해 얻은 결과값을 평

년으로부터의 변화로 해석함.

○ 지역단위 투입산출 모형은 지역계획 영향분석 모형(IMPLAN Mode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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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분석함.

 - 처음에 이 모형은 미국 산림서비스국(Forest Service)에서 산림자원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외생적 변

화로 인해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학계, 정부기

관, 컨설턴트 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캘리포니아는 SWAP 모형과 IMPLAN 모형을 연계하여 농업가뭄의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고 있음.

<그림 3-2> SWAP 모형과 IMPLAN 모형 간 상호작용

투입

물공급 시나리오

지표수 감축

지하수

휴경 업데이트

농업 수익

모형
업데이트한 SWAP

(농업생산)
→

IMPLAN

(지역 단위의 영향)

산출

· 수익

· 작부체계

· 투입재: 토지, 물, 공급재

· 고용

· 총부문산출량

· 부가가치





제4 장

농업가뭄 피해 규모 산정

1. 농업가뭄에 따른 피해 유형 구분

○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은 직

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로 분류할 수 있음. 직접적인 피해는 물이 부

족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이고, 간접적인 피해는 물이 부족하여 발

생하는 파급효과에 의한 피해임.

 - 농업가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농작물 수확 감소 및 가축 피해와 

농업용수 공급부족에 따른 농가의 후생감소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분석에는 가뭄 발생 전후(with and without)를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음. 가뭄 발생 이전의 기록들(생산량, 공급량, 소득 등)을 

이용하여 평균을 구하고,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전체적인 변동과 비교

하고, 추가적인 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피해를 분

석함.

 - 농업가뭄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는 첫째, 가뭄으로 인한 농업부문 생

산감소 때문에 발생하는 농업부문의 고용량 감소, 둘째는 연관산업의 

경제적 손실(식품산업 매출 감소 등), 셋째는 조세수입 감소, 마지막으

로 무역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가뭄의 간접적인 피해는 농업가뭄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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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장(유형) 비시장(무형)

형태

직접피해 - 작물(축산) 생산량 감소
- 농촌용수 공급 제한으로 인한 농가의 

후생 감소

간접피해

- 농업부문 고용량 감소

- 연관산업 경제적 손실

  (식품산업 매출 감소 등)

- 조세수입 감소

- 무역 감소

-

기화되어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물수지 

분석 모델(Input-Outout model, Computable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함. 

<표 4-1> 농업가뭄 피해의 분류

○ 본 연구에서는 농업가뭄 피해 유형 중 시장에서 계측이 가능한 직접피해

만을 중심으로 농업피해액을 산출하고자 함.

 - 앞서 제3장에서 농업가뭄 피해에 관한 여러 분석방법론에 대해서 검토

하였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직접적 농업부문의 피해액을 정량적 산출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작물(축산) 생산량 감소만을 고려

하기로 함. 따라서 기후변화 변수를 고려한 생산효과를 추정하고자 생

산함수 접근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2. 농업가뭄 피해 주요 인자 검토

○ 농업가뭄 피해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어떤 자료들이 수집되고 

생성되는지 알아야 함. 이를 통해 현실에 맞는 평가방법을 도출하고, 정밀

한 평가를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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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농업 및 기상 관련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 및 분석

하고, 정량적 평가를 위해 시·군 단위로 DB화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검토하였음.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한국농어촌공사)

 -  가뭄 피해 및 대책 현황(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량(통계청) 

2.1. 한발빈도별 수리답면적 및 비율의 변화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간하는 통계

연보로 농업생산기반정비 실적이 기록되어 있음.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중 가뭄과 관련된 것은 저수지 현황, 

한발 대비 용수개발 현황, 한발빈도별 수리답면적 등이 있음. 

 - 수리답면적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논면적으로 한발빈도별 내

한 능력을 달리하고 있음.

 - 한발빈도는 평시, 3년, 5년, 7년, 10년 이상의 빈도로 구분됨. <표 4-2>

에 의하면 논면적이 감소함으로써 수리답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수리답

률과 한발빈도 10년 이상의 수리답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가뭄 

발생 빈도와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기반의 내한능력을 향상시켜 

10년 빈도 이상의 수리답면적이 증가하고, 전체 수리답면적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2001년 약 49%에서 2014년 75%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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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리답면적

(ha)

수리답율

(%)

한발빈도별 관개면적(ha)

계 평년 3년 5년 7년
10년

이상

2001 881,228 76.9 881,197 216,871 123,007 52,529 58,458 430,334

2002 880,365 77.3 880,365 213,318 122,049 52,971 58,252 433,775

2003 877,332 77.9 877,332 209,149 121,495 49,916 57,046 439,727

2004 869,822 78.0 869,822 246,856 77,881 41,147 25,295 478,643

2005 866,958 78.5 866,958 232,205 86,387 40,364 23,710 484,293

2006 859,014 79.2 863,213 229,364 86,451 39,291 29,893 478,213

2007 848,276 79.3 848,276 214,481 79,765 37,386 28,786 487,858

2008 831,553 79.5 831,553 200,370 73,528 39,387 22,037 496,232

2009 806,475 79.8 806,475 164,011 62,901 39,938 35,952 503,674

2010 787,986 79.8 787,986 152,375 59,509 37,916 17,786 520,401

2011 772,108 80.4 772,108 140,251 53,983 27,066 13,190 537,618

2012 778,380 80.3 778,380 128,858 44,647 22,947 9,019 572,909

2013 777,161 80.5 777,161 125,994 44,614 22,343 9,166 575,044

2014 752,598 80.6 752,598 119,381 42,828 20,422 8,579 561,388

<표 4-2> 수리답면적 및 한발빈도별 관개면적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5).

2.2. 가뭄 피해 및 대책비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뭄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각 시·도 지자체

로부터 가뭄 대책추진상황보고를 일일 단위로 받고 있음.

 - 일일보고에는 논 물마름면적, 미이양면적, 밭 시들음면적 등 시·군 단위

의 피해 계측자료와 긴급용수개발현황, 인력 및 장비투입, 가뭄대책비 

투입 등 가뭄대응 현황이 기록되어 있음<제2장 제2절, 제3절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뭄 관련 예산항목에는 재해대책비와 한발 대비 용수

개발비가 있음. 지자체는 농림해양수산(농업용수개발 등), 이주 및 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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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국 고 지방비 등

2001 277,924 180,202 97,722

2002 27,511 22,000 5,511

2008 28,995 9,837 19,158

2009 10,000 10,000 -

2012 104,628 62,100 42,528

2013 17,180 14,500 2,680

2014 12,500 12,500 -

2015 170,040 148,149 21,891

2016 40,135 26,900 13,235

<표 4-3> 전국 가뭄지원예산(2001∼2016)

단위: 백만 원

상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항목에서 관련 예산을 지출함.

 - 국민안전처는 가뭄 피해가 심각할 경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함.

○ 현재 농업가뭄 예산투입이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투입됐는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는 상황임. 본 연구에서는 확보 가능한 자료 중 지자체에서 농림

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내역과 기관 내외 보고자료를 기준으로 자료를 취

합하고 분석을 실시함.

 - 자료 형태와 작성 시기에 따라 총 지원예산이 다른 경우가 있음. 향후 

예산지원 기관, 예산항목, 투입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DB에 입력되어야 

보다 정확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주: 연도별로 세부 예산항목 구성 차이에 따라 타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 가뭄지원 예산은 <표 4-3>과 같이 2001년에 2,779억 2,400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2015년이 1,700억 4,0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예

산이 투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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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 누락된 해에는 가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가뭄지원 예산이 긴

급히 지원되지 않은 것임.

○ 2015년 시·도별 지원예산과 피해면적은 <그림 4-1>과 같음.

 - 2015년의 경우 피해면적이 조사되지 않은 충남, 전북, 전남 등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아 피해는 있었으나 저수량 부족, 강우량 

감소 등을 예측하여 사전 예산 투입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

로 볼 수 있음.

 - 향후 정량적 피해평가 방안 수립 시 이처럼 피해면적이 발생하지 않았

지만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면적이 감소된 현상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 대책비를 사전대책비와 사후대책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 2015년 시‧도별 피해면적 및 지원예산(예비비 포함)

주: 시·도별 자료와 시·군별 자료의 작성시기가 달라 지원 예산 총액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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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작물생산량 변화

○ 통계청에서 농작물생산량을 수집하고 있으며 미곡의 경우 시‧도단위자료

는 1965년부터 수집하고 있고, 시·군구 단위의 자료는 2011~2013년(시·

군·구별로 상이)부터 수집하고 있음.

 - 밭작물 생산량의 시·도 단위는 1980년도부터 조사되었고 시·군·구단위 

자료는 2011~2013년도(시·군·구별로 상이)부터 수집하고 있지만, 품목

류별로 자료수집이 되어 있음. 품목별로는 시·군단위 생산량 자료가 없

어 구체적인 밭작물 농업 피해 계측이 어려운 상황임.

연도
경지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당 생산량

(kg/10a)

2001 1,083,125 5,514,796 509

2002 1,053,186 4,926,746 467

2003 1,016,030 4,451,135 438

2004 1,001,159 5,000,149 499

2005 979,717 4,768,368 486

2006 955,229 4,679,991 489

2007 950,250 4,407,743 463

2008 935,766 4,843,478 517

2009 924,471 4,916,080 531

2010 892,074 4,295,413 481

2011 853,823 4,224,019 494

2012 849,172 4,006,185 471

2013 832,625 4,230,011 508

2014 815,506 4,240,739 520

2015 799,344 4,326,915 541

<표 4-4> 연도별 전국 백미 경지면적 및 생산량(밭벼 포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 쌀(백미)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01년 이후 생산기술 및 기반시설 발달

로 인해 면적당 생산량은 약 5.8% 증가하였음. 가뭄 피해에 따른 전국 단

위 생산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면적당 생산량과 비교하였음<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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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해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가뭄 피해 

면적을 나타낸 것임.

 - 전국 단위에서는 가뭄면적과 생산량의 관계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추후 

통계분석에 의하면 시‧군‧구 단위의 분석에서 가뭄과 단위면적당 생산

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4-2> 가뭄 피해 발생연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3. 농업가뭄의 직접적 피해규모 산정

3.1. 농업가뭄 피해 분석 방법

○ 앞서 보았듯이 농업가뭄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계측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

함. 하지만 이러한 농업가뭄 피해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농업가

뭄 관련 자료의 DB화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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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관련 모형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물리-농업경제

모델이나 수문-경제 결합 모델 등을 이용하여 농업가뭄으로 인한 간접적

인 파급효과를 계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에서 지역별 필요수량은 계산이 가능하지만, UC-DAVIS의 수문학

적 모형처럼 가뭄으로 인한 부족수량은 계측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미

국에서는 위성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필요수량과 증발산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범위를 농업가뭄의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하고, 그

중에서 기후변화 변수를 고려한 생산요소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생산함

수 접근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현재 논에서 재배되는 쌀의 경우 농업가뭄 피해액 계측과 관련된 자료

가 어느 정도 DB화되어 분석이 가능하지만, 밭작물의 경우 생산함수 

접근법을 통한 분석이 어려움.6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가뭄에 따른 쌀의 농업 생산성 변화를 이용하

여 농업가뭄 피해액을 추정하고자 함. 설계한발빈도별 쌀 생산성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가뭄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가뭄은 연도별로 발생하는 기상 이변(weather shock)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가뭄과 같은 기상 이변이 농업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Dell, Jones, & Olken(2014)의 방법론을 이용하였음.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가뭄 피해 관련 DB가 구축된 쌀에 한해서 분석하

고자 함. 밭작물의 경우는 생산함수 접근법이 아니더라도 일본 사례나 다른 국내 선

행연구 사례처럼 몇 가지 가정하에 품목별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통한 피해액을 파악

할 수 있음. 하지만 밭작물의 경우 피해면적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피해품

목과 피해율 자료가 전무함. 논은 어느 정도 가뭄DB가 구축되었지만, 밭은 DB자료 

구축이 미흡하여 계량적인 가뭄피해액 계측이 어려움. 추후 연구에서 국내 밭작물 

피해 산정방법에 대해 고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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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2)

 - 모형 (1)의 

는 c 지역의 t 연도 쌀 단수, 


는 기상 현상 i와 연관된 

변수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기온, 강수량, 가뭄 변수(


)를 포함하

였음. 기상현상 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와 같은 함수 형태를 따

른다고 가정하였음. 대상지역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137개 시‧

군임.

 - 모형 (2)의 

는 한발빈도별(평시, 3년, 5년, 7년, 10년) 수리답면적 

비율을 의미함. 대상지역은 첫 번째 모형과 동일함.

 - 기온과 강수량과 관련된 변수의 사용은 문헌마다 차이가 있음. 예를 들

어, 권오상‧김창길(2008)의 경우 4~10월 평균기온과 평균 강수량을 이

용하였으며, 조현경 외(2013)의 경우, 5월 평균기온, 7월 누적 일조시간, 

8월 누적 일조시간, 9월 평균 기온을 사용하였음. 마지막으로 조현경‧

권오상(2014)은 5~9월 월별 평균기온과 누적 강수량, 7월 누적 일조시

간, 8월 누적 일조시간, 8월 평균 일교차, 9월 평균 일교차를 사용하였음. 

 - 본 논문에서는 조현경·권오상(2014)을 바탕으로 월별 평균기온과 월별 

누적 강수량을 이용하였으며, 기상현상과 연관된 함수형태로 선형 함수

를 이용하였음. 

 - 가뭄 변수로는 물마름면적을 이용하였음. 물마름면적의 경우,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받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을 점검하기 위해 물마름면적만을 사용한 모형과 기온과 강수량 모두

를 포함한 모형을 이용한 모형을 모두 계측하였음.   

 - 기상 현상과 농업생산성을 연구한 기존 연구의 경우, 비선형적 함수 형

태와 농학을 바탕으로 한 변수들로 모형을 구성하였음(Schlenker & Robert 

2006, 2009; Dechênes and Greenstone 2007; Robert, Schlenker & Eyer 

2012). 하지만 어떻게 기온과 강수량 변수를 모형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53

경제학적인 지침이 없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뿐만 아니라 이차

함수를 이용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하고자 하였음. 

 - 

는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정책 변수를 포함함. 본 연구에서

는 재해대책비를 이용하였음. 시‧군별 재해대책비는 수혜지역이 논‧밭

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군별 재해대책비를 

논‧밭 피해면적 비율로 구분하였음. 따라서 논의 물마름면적과 밭의 시

들음면적 비율에 따라 논‧밭 재해대책비 지급을 구분함.

 - 마지막으로 μ는 c 지역의 고정 효과, θ는 t 연도를 나타내는 고정효과

를 나타냄.7 이러한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토질과 같은 지역의 특성, 쌀 

단수 증가의 추세 등을 제어할 수 있음. 이로써 기상 변수가 농업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음.

○ 농업가뭄 피해액을 계측하기 위한 기초통계량은 <표 4-5>와 같음.

<표 4-5> 농업가뭄 피해액 계측 관련 변수의 기초통계량

최솟값 평균 최댓값 표준편차

5월 평균기온 11.4 17.64 21.7 1.188746

6월 평균기온 15.7 21.94 24.9 1.226879

7월 평균기온 17 24.66 28.7 1.403052

8월 평균기온 18.7 25.45 29.1 1.516987

9월 평균기온 12.9 20.89 25.6 1.464528

7 Dechênes & Greenstone(2007)의 경우, 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연도별 더미변수

의 곱을 이용하였음.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도별·연도별 특징(예를 들어, 품

종, 농업정책, 농업기술 등)이 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할 수 있음(Dell, 

Jones, & Olken 2014). 하지만 도 안에서의 기상 변화의 차이가 작을 경우, 도별·연

도별 특징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기상 변화가 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어렵게 함.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을 점검하기 위해 연도별 더미뿐

만 아니라 연도별 더미와 도별 더미의 곱을 포함한 모형까지 추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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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최솟값 평균 최댓값 표준편차

5월 누적강수 3.1 105 473 58.40081

6월 누적강수 9.5 131.9 584.5 87.7329

7월 누적강수 14.7 335.6 1244.5 196.0281

8월 누적강수 21.5 310 1236.4 173.1081

9월 누적강수 4.8 173.5 880 131.005

가뭄대책투입비/논면적(백만 원/ha) 0 0.004895 2.273684 0.068334

3.2. 분석결과

○ <표 4-6>의 모형 1과 모형 2를 이용하여 농업가뭄에 따른 쌀 생산성 변화

분석을 통해 농업가뭄 피해액을 추정하였음.

 - 모형 1은 분석기간(2001~2015년) 중 2002년, 2008년, 2009년의 시‧군 

가뭄대책비 자료를 구득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고 분석을 실시함. 모형 2는 시‧군 가뭄대책비 자료 수집이 연속적으로 

가능한 2010~2015년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삼음. 

○ 두 모형 모두 가뭄발생지역 더미변수와 가뭄대책투입비/논면적(백만 원

/ha)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 가뭄으로 인한 농업피해액 계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모형 1에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은 평균적으로 10a당 13.5kg의 단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로 인해 2015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

지 쌀 가격 20kg당 3만 8,040원을 적용할 경우 가뭄으로 인해 2015년 

쌀의 가뭄피해액은 310억 원으로 추정됨. 모형 2에서는 가뭄이 발생하

는 지역은 평균적으로 10a당 6.7kg의 단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 1에 비해 피해규모가 작게 추정됨. 모형 1과 동일한 쌀 가격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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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Estimate Pr(>|t|) Estimate Pr(>|t|)

5월 평균기온 2.174578* 0.078394 9.353829*** 3.91E-08

6월 평균기온 -0.54953 0.726755 -1.02201 0.505853

7월 평균기온 8.036631*** 3.66E-12 -4.20025*** 0.000652

8월 평균기온 -0.99784 0.306607 -1.44082 0.108966

9월 평균기온 -4.62964*** 6.19E-05 6.189206*** 6.59E-05

5월 누적강수 -0.02639 0.160509 0.090243*** 9.72E-06

6월 누적강수 0.005437 0.628449 0.031946*** 0.003943

7월 누적강수 -0.06144*** 2.65E-23 -0.05927*** 1.38E-23

8월 누적강수 -0.0695*** 8.69E-31 -0.03734*** 6.77E-09

9월 누적강수 -0.07888*** 5.31E-28 -0.05303*** 8.33E-10

가뭄발생지역 더미변수 -13.5131*** 0.005185 -6.7128** 0.028611

가뭄대책투입비/논면적

(백만 원/ha)
35.12273*** 0.005036 13.46687* 0.080942

trend 0.703016*** 0.004278 4.830688*** 2.71E-08

용할 경우 가뭄으로 인한 2015년 쌀의 가뭄피해액은 154억 원으로 추

정됨.

 - 가뭄대책비의 효과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가뭄발생지역 내 논 1ha

당 가뭄대책비 100만 원을 투입하면 10a당 35.1kg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모형 2에서는 가뭄발생지역 내 논 1ha당 가뭄대책비 100만 원

을 투입하면 10a당 13.5kg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가뭄대책비를 가뭄이 발생한 시‧군 내 전체 논 재배면적

(12만 660ha)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ha당 100만 원의 가뭄대책비 투

입으로 모형 1은 가뭄지역 내 단위면적당 쌀의 생산량이 11.2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2015년 가뭄으로 인한 실질 쌀 생산 가뭄피해액

은 1억 9,000만 원 수준에 불과함. 모형 2의 모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2015년 가뭄으로 인한 실질 쌀 생산 가뭄피해액은 1억 5,000만 원 수준임.

<표 4-6> 농업피해액 계측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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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시‧군 지자체의 농업용 저수지 설계한발빈도(평년, 3년, 5년, 

7년, 10년) 비율에 따른 쌀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았음.

 - 앞의 분석은 가뭄이 발생했을 때 단기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가뭄대책

비가 농업생산 피해를 얼마나 저감하는가를 계측하였음. 본 모형에서는 

장기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수리안

접답 비율 변화가 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 분석 결과, 가뭄 대응 대비 5년 이상 설계한발빈도가 높을수록 기후 변

화에 대응한 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평년빈도나 

3년 한발 대비 수리안전시설은 쌀 생산성 향상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평년빈도나 3년 한발 대비 수리

안전시설은 가뭄 대응 등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최소 10년 빈도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

도록 농업수리시설 개선이 필요함.

<표 4-7> 설계한발빈도별 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5월 평균기온 3.685573*** 3.703675*** 3.633958*** 3.609052*** 3.619328***

6월 평균기온 2.50556** 2.486564** 2.321911** 2.253871** 2.177604**

7월 평균기온 8.745906*** 8.743079*** 8.575987*** 8.515626*** 8.449117***

8월 평균기온 -3.73477*** -3.70948*** -3.70401*** -3.70386*** -3.69704***

9월 평균기온 -0.42882 -0.42055 -0.39522 -0.3653 -0.35851

5월 누적강수 -0.04215*** -0.04185*** -0.04272*** -0.04277*** -0.04284***

6월 누적강수 -0.02874*** -0.02911*** -0.0276*** -0.02718*** -0.02697***

7월 누적강수 -0.02151*** -0.02155*** -0.02214*** -0.02236*** -0.02262***

8월 누적강수 -0.07273*** -0.07271*** -0.07286*** -0.07287*** -0.07278***

9월 누적강수 -0.08395*** -0.08398*** -0.08401*** -0.08407*** -0.08438***

10년 대비 관개면적/논면적 11.07532**

7년 대비 관개면적/논면적 10.9855**

5년 대비 관개면적/논면적 9.346786*

3년 대비 관개면적/논면적 0.362937

1년 대비 관개면적/면적 8.481778



제5 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 농업가뭄이란 토양 수분이 부족하여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의미함. 

 - 농업가뭄의 정도는 농작물의 종류, 생육단계, 토양의 물리학적․생물학적 

특성 등에 따라 물 수요량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생장단계별로 가뭄 영향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동일 

지역 내 가뭄이 발생해도 가뭄 대응력이 높은 농작물은 피해가 상대적

으로 적고, 대응력이 낮은 농작물은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발

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벼농사 위주의 농업으로 관개기(3~6월) 봄가뭄에 매우 취약함.

- 논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체 논면적 93만 3,000ha 중 안정적인 관

개가 가능한 수리답은 75만 3,000ha로 전체 논면적의 80.6% 수준이고, 

19.4%인 18만 1,000ha는 비에 의존하는 불안전수리답임.

- 특히, 밭은 논에 비해 가뭄에 더욱 취약함. 지금까지 용수공급 계획이 대

부분 논에 집중되다 보니 밭관개면적 비율이 2015년 기준 18.5%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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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함. 이로 인해 밭이 논에 비해 가뭄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 과거의 가뭄은 강우량이 가뭄 피해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으나, 최근에는 

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가뭄대응력이 향상된 상태임. 생산기반정

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선제적 가뭄대책 등으로 농업가뭄 발생 대비 

피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하지만 아직도 10년 이상 빈도의 한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리답면적

은 48만 7,000ha에 불과하고, 1년 빈도 한발에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수리답이 25%에 달하고 있음(이응구 2015). 미래에는 강우가 집중되고 

변동성이 증가하여 농업가뭄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2010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농업가뭄이 발생하여 피해면적이 발생

하고 있음.

○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로 분

류하여 파악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가뭄 피해 유형 중 시장에서 

계측이 가능한 직접피해를 중심으로 농업피해액을 산출하고자 함. 

 - 현재 논에서 재배되는 쌀의 경우 농업가뭄 피해액 계측과 관련된 자료

가 어느 정도 DB화되어 분석이 가능하지만, 밭작물의 경우 자료가 부

족해 분석이 어려움.

○ 2015년 농업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쌀 생산피해액은 최소 154억 

원에서 31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가뭄 사전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가뭄대책비가 투입되면서 실질 

쌀 생산피해액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다음으로 시·군 지자체의 농업용 저수지 설계한발빈도(평년, 3년, 5년, 7

년, 10년) 비율에 따른 쌀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았음. 설계한발빈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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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한 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설

계한발빈도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역 내 가뭄대응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설계한발빈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한 쌀 생산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뭄 대응 대비 설계한발빈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한 쌀 생산성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평년빈도나 3년 한발 대비 수리안

전시설은 쌀 생산성 향상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최소 10년 빈도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농업수리시설 개선이 필요함.

2. 정책 제언

2.1. 농업가뭄 관련 DB 고도화

○ 지금까지 가뭄예측‧예방 기법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양하게 진행

되어 왔으나 정량적인 가뭄 피해 평가의 기준이나 피해 평가 사례가 없어 

항구대책 및 복구비용의 산정 기준이 미흡하였음.

 - 따라서 기후변화, 쌀 생산량 감소, 벼 재배면적 감축, 밭면적 증가 등 

대내외적인 농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농업가뭄 피해 평가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업가뭄 피해 계측은 직접적 피해 계측과 간접적 피

해 계측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업가뭄의 직접적 피해, 그

중에서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발생한 피해액만을 계측하였음.

 - 그밖에도 직접적 피해액은 가뭄으로 인한 농업생산비용의 증가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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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이 연구와는 별도의 가뭄 정도에 따른 투입노력비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계측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임. 이를 위해서 가뭄 피해의 피

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선행적으로 가뭄DB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피해

율에 따른 투입노력비 증가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함.

○ 가뭄대책비 DB 구축과 관련해서 사전적 대책비와 사후적 대책비 구분이 

필요함. 사전적 대책비는 피해면적의 부(-)의 관계가 존재함. 하지만 사후

적 대책비는 피해면적의 정(+)의 관계가 존재함.

 - 따라서 대책비 성격에 따른 피해액 계측이 달라짐. 추후에 가뭄DB 자

료 구축에서 가능하다면 대책비 성격을 구분해서 사전적 대책비와 사

후적 대책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추후에 대책비 성격에 

따른 가뭄 대응 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문제는 밭작물의 가뭄피해액 계측임. 이를 위해서 밭작물 관련 가뭄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밭시들음 면적이 있지만, 피해 작목을 알 수 없음. 따라서 향후 밭

시들음면적 조사 시에 피해 작목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음.

2.2.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수리시설 이수안전도 평가 필요

○ 10년 빈도 가뭄에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답률은 59.6%로 최근 지속

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면서 별도의 급수대책 필요함.

 - 앞서 분석결과에도 보았듯이, 농업용 저수지의 설계한발빈도가 낮은 경

우에는 통계적으로 가뭄 대응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5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전체

의 약 74%에 이르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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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한발빈도별 수리답 면적 비율(2014. 11.)

논 면 적

(천 ha)

수리답  * 한발빈도별 면적

천수답
계 평년 3년 5년 7년

10년 이상

(수리안전답)

964 777 126 45 22 9 575 187

(100%) (80.6) (13.1) (4.7) (2.3) (0.9) (59.6) (19.4)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5).

○ 농업수자원 시스템의 운영 방안 수립에 필수적인 용수공급 능력의 보편적

인 평가 척도로 사용되는 설계빈도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사상의 

변화 및 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이수안전도의 재평가가 요구됨.

 - 10년 미만의 설계한발빈도로 축조된 소규모 저수지는 약한 가뭄에도 안

전한 용수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정례적인 이상가뭄 발생 및 극한강우의 증가로 인한 동

일강우 대비 유효강우량이 감소됨으로써 가뭄에 대한 재해위험도가 상

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음(남원호 2014).

2.2. 시·군 지자체별 가뭄 대응 능력 평가 필요

○ 지금까지 농업용 수리시설의 가뭄 대응능력은 과거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최적관개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시·도별 기후변화 

현황 분석 및 취약지역 우선순위를 결정함.

 - 현재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이 증대하면서, 2010년대

에 매년 농업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예방하고 기회를 창출, 지역의 취약성 감소 및 

복원력(resilience) 향상을 위해 정책 설계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를 고려

한 미래 설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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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및 용수구역별 내한능력 평가도 

과거 자료가 아니라 미래 영향 및 가뭄 대응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함.

2.3. 농업가뭄 대비 저비용 고효율 수자원 확충

○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이용을 위해 배수로의 반복이용 용수를 재이용하여 

무효방류를 최소화하는 블록단위 순환형 관개 시스템을 구축함(양수 후 

직접 급수).

○ 저수지 물그릇 키우기 등으로 환경 피해 및 지형의 제약 없이 기존 저수

지의 용량을 증대하여 효율적 잉여수량을 확보함.

 - 빗물, 팜 폰드8 활용, 그레이워터9 등 농업용수 대체기술 개발이 필요함.

<그림 5-1> 팜 폰드와 그레이워터

[팜 폰드(Farm Pond)] [그레이워터(Gray Water)]

8 용수 조절지(farm pond): 관개용수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농업용 저수지.

9 잡배수(gray water): 오수를 제외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하수. 처리 과정을 거친 

잡배수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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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뭄 피해 손실 최소화 및 물 절약

○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농업가뭄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됨. 따라서 ICT 융복합 첨단 기술을 물관리에 적용하여 버려지는 물을 최

소화하고 적기 공급으로 물 절약을 달성함.

 -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용수공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ICT 정보

를 활용한 용수배분량 결정 등 최적 용수이용 방안을 마련함. 

○ 기존 농업기반관리시스템(RIMS)을 활용하여 관개계획 수립(3월) 및 관개

실적(10월)을 비교·분석하여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함.

 - 전문가와 농민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농업용수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 정보 수집 및 전달체계 확립(가

뭄예·경보 등 농업용수 정보를 농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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