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가뭄이란 필요한 물 보다 물 공급량이 부족한 시기로 

표현할 수 있으며, 보통 강수량의 부족에서부터 시작하

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뭄은 토양 수분량의 변화 및 유

역 개발 등에 의해 물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며 수자원, 환경 및 사회 등에 크

고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뭄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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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drought in East Asia was analyzed with the Community Land Model (CLM) and 

CLM-Variable infiltration capacity (CLM-VIC). The observation dataset, Climate Research Unit (CRU), were also applied to check 

and estimate the historical drought for 1951 - 2010. The annual precipitation, temperature and evapotranspiration by CRU, 

CLM and CLM-VIC were investigated before estimating the meteorological drought index, which is the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PEI). Three variables by observation and simulations have generally similar spatial 

pattern in East Asia even though there are some me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ocal area. These similar patterns are also 

founded in the results of SPEI by CRU, CLM and CLM-VIC. However, the similarity of SPEI becomes weaker as the drought 

severity goes severer from D1 to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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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CLM 및 CLM-VIC의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에 관측된 동아시아 지역의 가뭄을 분석하였다. 관측 자료는 

CRU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기간으로 1951 - 2010년을 설정하였다. 기상학적 가뭄 지수인 SPEI를 산정하기 전에 연평균 강수량, 

기온 및 증발량에 대한 각각의 비교 및 검토를 수행하였다. 각 모의 자료들이 국지적으로는 관측 자료와 미소한 차이를 보이나 

동아시아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시공간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어 SPEI 산정 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SPEI 산정결과들을 

기왕 대표 가뭄 및 연구 기간에 대한 빈도 해석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CLM 및 CLM-VIC는 관측 가뭄인 CRU와 공간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다만, 가뭄의 정도가 심해지면 그 유사성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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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기준에 의하여 복잡하게 정의 가능하나, 보통 

기상, 수문 및 농업 (생태) 가뭄으로 분류 가능하다 (Um 

et al. 2018).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뭄의 개념들 

중에서 가뭄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기상학적 가뭄은 특정 기간 동안의 강수량, 무강수 

일수, 강우 분포 등을 바탕으로 하여 보편적인 강수 평

균 등과의 상세한 비교 및 검토를 통하여 물의 부족한 

정도 및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뭄의 정도 및 기간 

등을 추정한다. 산정 지역에 따라서 기상 상태가 다양

하고 복잡하므로 기상학적 가뭄을 고려할 경우에는 반

드시 해당 지역의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의되어

야 한다. 미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 의하면 가뭄이란 일정 지

역의 동식물 생육에 저해를 야기할 정도로 강수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1998). 이러한 기상학

적 가뭄을 정량화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 기법들이 제

시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법으로

는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 (Palmer 

1965),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McKee 

et al. 1993)및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

spiration index (SPEI) (Vicente-Serrano et al. 2010) 

등이 있다. PDSI는 산정 시 필요한 입력자료들이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다양하여 지역에 따라서 자료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SPI는 강수 만을 고려하여 가뭄 지수

를 산정하여 계산방법은 간편하나 복잡한 기상학적 가

뭄을 표현하기에는 강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으

므로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Mavromatis 2007, 

Kempesetal 2008). Vicente-Serrano et al. (2010)은 

SPI의 단점을 보완하여 강수 이외에 다양한 의미를 가

지고 있는 증발산량을 가뭄 지수 산정에 적용한 SPEI

를 제안하였다. SPEI는 SPI와 달리 강수와 증발산량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정된 물수지를 이용하므로 보다 합

리적으로 기상학적 가뭄을 나타낼 수 있다 (Kim et al. 

2012). Um et al. (2018)은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Climate Research Unit (CRU) 및 Community Land 

Model (CLM) 자료를 활용하여 3가지 가뭄 지수를 비

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 자료 및 모의 자료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기 발생된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Um et al. (2018)

의 연구에 모의 자료인 CLM-Variable infiltration capacity 

(CLM-VIC)를 추가하고 기상학적 가뭄 지수인 SPEI

를 통하여 기왕 가뭄 현상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지역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학적 

가뭄을 분석하였다. 가뭄은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호우

와 달리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이다. 따

라서 국지적 분석 보다는 광역 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가뭄 특성을 조사하였다. 대상기간으로는 1951

년부터 2010년까지 60년을 설정하였으며, 대상 자료

로는 관측 자료인 CRU와 모의 자료들인 CLM 및 

CLM-VIC를 적용하였다.

관측 자료인 CRU (Harris et al. 2014)는 East Anglia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후 자료로, 남극대륙을 제외한 전 

지구 대륙을 고해상도 (0.5° × 0.5°) 월평균으로 제공하

며, 기간은 1901년부터 이용 가능하며 많은 장기간 과

거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CRU 

TS v. 3.23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 및 기온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모의 자료들은 CLM 및 CLM-VIC의 모의를 통하여 

생성된 자료이다. CLM은 National Center for Atmos-

pheric Research (NCAR)의 탄소 순환, 식생 역학 및 하

도 추적을 포함한 지면 모형 (Land Surface Model, 

LSM) (Bonan 1996)을 확장하기 위해서 생물 지구 화학 

및 기존 NCAR의 연구에 집중하여 커뮤니티 (Com-

munity)에서 개발된 지면 모형 (Land model)들의 융합

에서 시작되었다. 초창기 버전에 많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에 적용된 CLM4에서는 기

존 보다 고해상도의 입력 자료를 활용하게 되었다. 예

를 들어 CLM4의 기본 기상 조건 자료들 (Qian et al. 

2006)은 CRU-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Reanalysis (CRU-NCEP, 1901 - 2010년)

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CLM과 CLM-VIC의 차이는 유

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CLM은 기본 유출 모형으로 

TOPography based hydrological MODEL (TOP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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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n 1997)을 활용하며 CLM-VIC는 VIC (Liang et 

al. 1994)를 적용하는데 있다. 이러한 차이는 표면과 지

하에서의 유출량 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매개변수를 

추정함으로써 각각의 모형에 모의에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TOPMODEL은 지하수층에서의 역학 관계

는 연속적인 정상 상태, 한 유역에서 지하수위가 차는 

속도는 일정, 지하수층에서의 동수 경사는 표면 경사와 

동일 및 하류로의 투수량계수의 분포는 지하수의 부족

분이나 지하 수위의 지수 함수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

정 사항들로 TOPMODEL은 지표의 포화도가 표면의 

유출을 바로 만드는 습한 기후나 산간 지역에 잘 맞는

다. VIC는 지표면 유출이 평균 토양 수분 및 얕은 토층

의 공간적 이질성의 함수이며, 지하 유출은 깊은 토층

의 토양 수분의 비선형적 함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TOPMODEL 보다 VIC 모델은 다양한 기후대에서 적

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기간을 1951년부터 

2010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모의 기간에 대하여 CLM4 

및 CLM4VIC의 기본 입력 자료는 CRU-NCEP 자료를 

활용하였다. NCEP 자료는 6시간 간격으로 2.5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다.

2.2 기상학적 가뭄 지수 산정

기상학적 가뭄은 다양한 방법들 (PDSI, SPI, SPEI 

등) 로 정의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수 및 잠재 증

발산량을 활용한 SPEI 방법을 선택하여 기상학적 가뭄

을 산정하였다. 강수 자료는 입력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잠재 증발산량은 CRU 는 기온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하였으며, CLM 및 CLM-VIC 는 모형에서 자체적으로 

모의하였다. SPEI는 일반적으로 Eq. 1의 월별 물수지 

(D) 및 Eq. 2의 Log-logistic 분포를 활용하여 최종적으

로 Eq. 3을 산정된다.

                          (Eq. 1)

여기서 는 월별 물수지, 은 월별 강수량 그리고 

는 월별 잠재 증발산량이다. 

 





 






                (Eq. 2)

여기서 는 누가밀도함수,  , 와 는 Log-logistic 

분포의 척도, 형상 및 위치 매개변수이다. 












 

(Eq. 3)

여기서 는 의 함수이고, 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자료들로 산정된 SPEI를 

Table 1을 적용하여 가뭄의 정도를 시공간적으로 구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 강수량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관측 자료 

(CRU) 및 모의 자료 (CLM 및 CLM-VIC)의 연 강수량

을 Fig. 1에 경위도 5° 간격 별로 도시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CLM 및 CLM-VIC는 동일한 

CRU-NCEP 자료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동

일하게 산정되었다.

CRU 자료는 위도 0° - 5° 지역에서 연평균 강수량이 

2889.24 mm 로 최대 강수량을 나타내었다. 연평균 자

료 또한 위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다가 위도 40° - 

45°에서 334.35 mm로 최솟값을 나타내고 다시 증가하

였다. CRU-NCEP 자료는 위도 간격 5°로 연평균을 산

정하였을 경우 위도 0° - 5°에서 2802.76 mm를 기록하

였다고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위도 60° - 65°에서 379.64 

Table 1. Classification of dry status (Um et al. 2018)

Category Description Drought index

D1 Incipient and mild dry ≤ -0.0

D2 Moderate dry ≤ -1.0

D3 Severe dry ≤ -1.5

D4 Extremely dry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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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를 나타내었다. 연평균 강수량의 표준편차는 CRU 

자료는 106.53 (위도 55° - 60°) - 832.74 (위도 10° - 

15°) mm 및 CRU-NCEP 자료가 93.58 (위도 55° - 60°) - 

804.27 (위도 10° - 15°) mm로 산정되었다. 

다만, 강수량의 경우 CRU-NCEP 자료와 CRU 자료

가 위도 0° - 20° 및 경도 100° - 120° 구간에 다소 상이

한 패턴을 보여주었으나 그 차이가 기후 모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이유로는 본 연

구에서 사용된 기후 모형인 CLM 및 CLM-VIC에서 적

용된 강수량은 관측 기반으로 만들어진 CRU 자료를 

기반으로 재생성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3.2 연평균 기온

연 평균 기온에 대해서 연 강수량과 동일하게 동아시

아 지역을 대상으로 관측 자료 (CRU) 및 모의 자료 

(CLM 및 CLM-VIC)를 Fig. 2에 경위도 5° 간격 별로 

도시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또한, CLM 

및 CLM-VIC는 동일한 CRU-NCEP 자료를 적용하였

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동일하게 산정되었다.

CRU 자료는 위도 10° - 15° 지역에서 연평균 기온이 

26.47°C로 최대를 나타내었다. 연평균기온의 경우 각 

자료 별로 나타난 최대 5° 간격 위도 지역을 기점으로 

위도가 증감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도 50° 이상의 지역의 경우에는 연평균

기온이 영하를 나타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CRU-NCEP 

자료에 대하여 위도 간격 5°로 연평균기온을 산정하였

을 경우 위도 0° - 5°에서 25.57 °C를 기록하였다고 증

가하여 위도 10° - 15°에서 최댓값인 26.85 °C를 기록

하고 그 후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위도 60° - 65°에서 

-12.11 °C를 나타내었다. 연평균기온의 표준편차는 

CRU 자료는 1.39 (위도 0° - 5°) - 9.65 (위도 10° - 15°) 

(a) CRU (b) CLM and CLM-VIC

Fig. 1.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mm/year) at the 5° resolution in the East Asia for 1951 - 2010.

(a) CRU (b) CLM and CLM-VIC

Fig. 2. Annual average temperature (°C/year) at the 5° resolution in the East Asia for 1951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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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및 CRU-NCEP 자료가 1.42 (위도 5° - 10°) - 9.67 

(위도 30° - 35°) °C를 나타내었다. 

기온의 분석결과는 CRU 및 CRU-NCEP의 자료가 

통계 및 시공간적 분포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상학적 가뭄 지표인 SPEI 산정 

시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된다.

3.3 증발산량

증발산은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증발과 식물에서 발

생하는 증산 작용을 합쳐서 정의되는 변수로서 지표에

서 대기로 전환되는 물 순환을 뜻한다. 지표면에서 발

생하는 증발은 지표면에 존재하는 물 (호수, 강, 토양 수

분 등)이 열 에너지 등에 의하여 변화하여 대기로 방출

되는 물 순환과정이다. 지면에 떨어지는 강수량의 대략 

70% 정도가 증발산 과정을 거쳐 다시 대기로 순환된다. 

따라서 식생으로 뒤덮인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증발산

과 호수, 강 등의 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증발은 물수지 

(water balance budget) 연구에 매우 중요하며, 액체인 

물이 기화하여 대기로 증발할 때 발생하는 지표의 에너

지 손실은 전 지구 대기 시스템의 에너지 순환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증발산량은 최근에 들어 위성 자료인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를 활용하여 시공간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MODIS 자료는 2000년부터 제공하고 있고, 본 모의 실

험이 1951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 되었으므로 비교 

및 검토 구간을 2000년부터 2010년으로 설정하여 연 

평균 자료에 대하여 공간 분포를 분석하여 Fig. 3에 도

시하였다.

MODIS의 연 평균 증발산량을 살펴보면 위도 0° - 5° 

구간에서 1385.91 mm로 최댓값을 나타내고 위도가 증

감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위도 40° - 45° 

구간에서 최솟값 284.59 mm를 기록하였으며 고위도 

지역인 위도 45° - 65° 구간에서 289.23 - 403.52 mm의 

증발산량을 나타냈다. 연 증발산량의 표준편차는 위도 

0° - 5°에서 145.36 mm에서 위도 25° - 30°에서 320 - 

(a) MODIS

(b) CLM (c) CLM-VIC

Fig. 3. Annual average evapotranspiration (mm/year) at the 5° resolution in the East Asia for 2000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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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CRU

(a.2) CLM (a.3) CLM-VIC

(a) 1991

(b.1) CRU

(b.2) CLM (b.3) CLM-VIC

(b) 1997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SPEI based on CRU and simulations (CLM and CLM-VIC) in (a) 1991, (b) 1997, (c) 2005 
and (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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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CRU

(c.2) CLM (c.3) CLM-VIC

(c) 2005

(d.1) CRU

(d.2) CLM (d.3) CLM-VIC

(d) 2009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SPEI based on CRU and simulations (CLM and CLM-VIC) in (a) 1991, (b) 1997, (c) 2005 
and (d) 200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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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mm로 최댓값을 나타내었고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위도 60° - 65°에서 37.41 mm를 기록하였다. CLM 및 

CLM-VIC의 연 평균 증발산의 경우에도 MODIS자료

와 동일 패턴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공간 분

석 결과 CLM 및 CLM-VIC에서 산정된 증발산량이 다

소 지엽적으로 다른 통계치를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전

반적으로는 대상연구지역인 동아시아에서 관측 자료

인 MODIS의 증발산량과 유사한 시공간 분포로 잘 모

의된 것으로 판단된다.

3.4 SPEI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관측 자료인 CRU 와 모의 자료

인 CLM 및 CLM-VIC 자료의 월 강수량 및 월 기온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지역인 동아시아에 대하여 

가뭄 지수의 하나인 SPEI를 산정하였으며, 대표적인 

가뭄이 발생하였던 1991, 1997, 2005 및 2009년에 대

하여 Fig.4에 도시하였다. 가뭄 지수의 범위는 -3.5부터 

3.5까지로 한정하여 도시하였고, -3.5 (빨간색)에 근접

할수록 가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가뭄 

상태는 가뭄 지수의 범위에 따라서 Table 1 같이 구분

하였다. 본 연구의 각 가뭄 지수는 시간 척도 기준으로 

12개월에 대하여 산정되었으며, 산정된 지수 값들 중 1

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적용한 지수를 각 연도별 대

푯값으로 간주하였다. SPEI의 연도별 결과 분석은 일

반적인 가뭄 상태인 D2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

였다. 해당 연도별 (1991년, 1997년, 2005년 및 2009년 

순)에 대하여 면적 비율을 계산한 결과 CRU를 이용한 

경우 D2 상태는 33.32, 33.83, 32.86 및 30.43%, D3 상

태는 16.50, 18.75, 12.85 및 13.26% 그리고 D4 상태는 

4.79, 6.56, 2.60 및 1.36%를 나타내었다. CLM (CLM- 

VIC)의 경우에는 각 해당 년 (1991년, 1997년, 2005년 

및 2009년)에 D2 상태는 23.75 (21.59), 13.87 (11.85), 

20.83 (18.48) 및 14.03 (11.53)%, D3 상태는 11.42 

(9.12), 5.76 (4.95), 6.30 (5.15) 및 3.99 (2.34)% 그리고 

D4 상태는 2.24 (1.80), 2.38 (1.85), 1.06 (0.49) 및 0.38 

(0.32)%로 산정되었다. CLM 및 CLM-VIC의 SPEI를 

(a) CRU

(b) CLM (c) CLM-VIC

(d) 2009

Fig. 5. Frequency in D2 category droughts based on CRU and simulations (CLM and CLM-VIC) for 1951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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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정의된 가뭄 상태 별 공간 비율은 CRU 보다 좁

은 면적에 대해서 가뭄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가뭄 상

태가 심해질수록 (D2에서 D4) 가뭄 상태 비율이 점점 

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CRU 의 SPEI 산정 시와 달리 CLM 및 CLM-VIC가 모

의실험을 통하여 산정된 증발산량을 직접적으로 이용

하여 SPEI를 산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

지만, 전반적인 공간 분포 등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

인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합리적인 기후 

모형 실험 자료를 활용한 미래 가뭄 특성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상태가 D2일 경우에 대하여 가

뭄 빈도의 공간 분포를 Fig. 5에 도시하였으며, Fig. 6에

는 대상 자료 및 가뭄 지수들에 따른 가뭄 상태 별 빈도

를 도시하였다. 빈도 분석은 위경도 5°간격으로 수행되

었으며 기준 가뭄상태보다 심한 가뭄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매년 대푯값들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대

상기간이 1951년부터 2010년으로서 각 경우 최댓값은 

60이 가능하며, 각 위경도 5°간격의 구간에 대한 평균

으로 도시하였다. 본격적인 가뭄이라 간주할 수 있는 

D2이상의 가뭄 상태에 대하여 평균 발생 횟수를 산정

한 결과를 검토해 보면 CRU의 경우 D2 상태일 경우 

10.39회, D3 상태일 경우 3.97회이며 D4 상태일 경우 

0.83회, CLM4의 경우 D2 상태일 경우 9.46회, D3 상

태일 경우 3.57회이며 D4 상태일 경우 0.76회 및 

CLM-VIC의 경우 D2 상태일 경우 9.39회, D3 상태일 

경우 3.51회이며 D4 상태일 경우 0.77회를 기록하였

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한 CRU의 통계상 D2의 빈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지만, 모형 기반의 CLM 및 CLM-VIC의 

(a) D1 (b) D2

(c) D3 (d) D4

Fig. 6. Comparison of drought frequency between CRU and simulations (CLM and CLM-VIC) for 1951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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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빈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D3 및 D4

의 발생빈도는 상당히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Fig. 

6에서는 CLM 및 CLM-VIC의 가뭄 빈도 패턴이 상당

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으나, D1에서 D4로 가뭄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서는 CRU와의 유사성이 점진적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가

뭄 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가뭄의 

개념들 중에서 기상학적 가뭄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

며, 가뭄 지수는 SPEI 방법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대상 

자료로는 관측 자료인 CRU와 모의 자료인 CLM 및 

CLM-VIC를 적용하였다. SPEI 산정 시 필요한 증발산

량 자료는 CRU의 경우에는 기온 자료를 통하여 산정

되었으며, 두 모의 자료들 (CLM 및 CLM-VIC)은 각각

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추정되었다. 대상 기간으로는 

1951년부터 2010년까지로 정하였다. 그 분석 결과들

은 다음과 같다.

1) 연평균 강수량은 위도 0° - 5° 지역에서 CRU 자료

는 2889.24 mm 및 CRU-NCEP 자료 (CLM 및 

CLM-VIC)는 2802.76 mm로 최대 강수량을 나타

내었다. 연평균 강수량의 표준편차는 CRU 자료는 

106.53 (위도 55° - 60°) - 832.74 (위도 10° - 15°) 

mm 및 CRU-NCEP 자료가 93.58 (위도 55° - 60°) 

- 804.27 (위도 10° - 15°) mm로 산정되었다. 다만, 

강수량의 경우 CRU-NCEP 자료와 CRU 자료가 위

도 0° - 20° 및 경도 100° - 120° 구간에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었으나 그 차이가 기후 모형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2) 연평균 기온은 위도 간격 5° 분석 결과 CRU 자료는 

26.47°C, CRU-NCEP 자료는 25.57 °C를 최대값

으로 산정되었다. 연평균기온의 표준편차는 CRU 

자료는 1.39 (위도 0° - 5°) - 9.65 (위도 10° - 15°) °C 

및 CRU-NCEP 자료가 1.42 (위도 5° - 10°) - 9.67 

(위도 30° - 35°) °C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온의 분

석결과는 CRU 및 CRU-NCEP의 자료가 통계 및 

시공간적 분포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증발산량 분석결과는 위성 자료인 MODIS를 활용

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MODIS의 연 평균 증발

산량을 살펴보면 위도 0° - 5° 구간에서 1385.91 

mm로 최댓값을 나타내고 위도가 증감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위도 40° - 45° 구간에서 최

솟값 284.59 mm를 기록하였다. 연 증발산량의 표

준편차는 위도 0° - 5°에서 145.36 mm에서 위도 25° 

- 30°에서 320 - 36 mm로 최댓값을 나타내었다. 

CLM 및 CLM-VIC의 연 평균 증발산의 경우에도 

MODIS자료와 동일 패턴을 나타내었다. 

4) 기왕 가뭄 현상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검토하면 전

반적으로 CRU와 CLM 및 CLM-VIC의 SPEI 공간 

분포 등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합리적인 기후 모형 실험 자

료를 활용한 미래 가뭄 특성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가뭄 빈도에 대하여 분석 결과를 보면 CRU의 경우 

D2 상태일 경우 10.39회, D3 상태일 경우 3.97회이

며 D4 상태일 경우 0.83회, CLM4의 경우 D2 상태

일 경우 9.46회, D3 상태일 경우 3.57회이며 D4 상

태일 경우 0.76회 및 CLM-VIC의 경우 D2 상태일 

경우 9.39회, D3 상태일 경우 3.51회이며 D4 상태

일 경우 0.77회로 산정되었다. 관측 자료를 기반으

로 한 CRU의 통계상 D2의 빈도가 좀 더 높게 나타

났지만, 모형 기반의 CLM 및 CLM-VIC의 D2 빈도

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D3 및 D4의 발

생빈도는 상당히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기

후 모형인 CLM 및 CLM-VIC의 기상학적 가뭄의 재현

율을 분석한 결과 두 모형 모두 합리적으로 기상학적 가

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이러한 결과

를 활용하여 두 기후 모형에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적용하여 발생 가능한 미래 동아시아 가뭄 예측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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