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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aimed to analyse spatial patterns of the monthly amounts of damage by heavy 
snowfall in Korea using damage data of disaster yearbook at all cities and guns(country level) in Korea 
during 1980-2014. Most damages by heavy snowfall happened in January, followed by March, December, 
February, and November.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nowfall disaster areas by themselves represented a 
strong spatial positive autocorrelation. The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is drawn by the LISA cluster map. 
The distribution of snow disaster area is not independent of a spatial context within geographic limits, 
forming a spatial cluster. We examined the synoptic scale situation in monthly extreme events of damage 
by heavy snowfall based on composite analysis. The result shows the snowfall disaster is characterized by 
low pressure in January. The snowfall disaster in February is characterized by easterly wind. The snowfall 
disaster in March is mainly due to low pressure. Westerly wind with west-high and east-low pressure 
system pattern is predominant in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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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비, 바람, 눈과 

관련된 기상재해가 대부분이다. 최근 우리나라

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소득 지

역일수록 기상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져 그 피

해액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Jeong and Heo, 

2014).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이

상기온의 출현 빈도 변화, 호우 관련 극한 강수 증

가 등 기상재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Heo and Lee, 2006; Lee et al., 

2011; Choi et al., 2013; Heo et al., 2014),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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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필요하다.

Borden and Cutter(2008)에 따르면 기상재해에 

의한 사망자의 공간적 분포 패턴은 군집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중국에서도 경제적 손실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홍수와 대설과 관련한 재해를 대상

으로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한 바 있다(Su et al., 

2011). 이 연구에 따르면 홍수의 경우 남중국에서, 

대설의 경우 북중국에서 군집화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산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산불 발생 지역 간의 공간적 자기

상관이 높아 군집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Kim, 2014; Kim et al., 2014).

이들 연구들은 기상재해의 공간적 인접성의 중

요성을 부각시킨 연구들로써, 기상재해의 공간적 

분포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도 Tobler(1970)는 모든 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가까운 것일수록 보다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

고 해서, 이를 지리학의 제1법칙이라고 하였다. 이

는 공간 자료들의 특성 상 공간적으로 상호 관련성

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가까운 

지역일수록 서로 간의 자료 값이 유사해질 수밖에  

없다.

어떠한 현상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

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공간 패턴의 형성 과정과 

요인을 밝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

다(Choi et al., 2007). 대설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

의 경우에 피해를 유발하는 적설량은 지역에 따

라 차이가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Changnon and 

Changnon, 2006), 지역별로 대설에 의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설로 인한 재

해의 공간적 군집화 경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상재해는 기압 배치와 같은 종관 환경

에 영향을 받는 극단적인 대기 현상에 의해 유발된

다. 이런 까닭에 계절별, 월별로 다른 종관 환경에 

따라 기상재해의 출현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기상재해는 계절별, 월별로 수해, 풍해, 

설해 등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지닌다. 각각

의 종류별 기상재해 또한 발생 시기에 따라 피해를 

유발하는 종관 환경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상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기압 배치 등 

피해 발생 시기의 기상 상태 등의 분석이 요구된

다.

대설에 의한 기상재해도 지역별로 피해가 집중

하는 기간이 월별로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는 

강설 시스템이 월별로 서로 다른 종관 환경에 기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설에 의한 

피해를 월별로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설에 의한 피해액을 

자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설에 의한 

피해의 공간적 분포를 월별로 파악하고 이의 공간

적 군집화 패턴을 보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

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포 패턴에 영향을 미치

는 종관 환경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소방방재청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계해 제공하는 재해연보의 

피해 자료이다. 재해 연보에서 대설에 의한 재해 

사례라고 판단한 원인별 항목은 폭설, 폭풍설, 눈, 

대설이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사례

를 모두 대설로 인한 재해로 정리하였다. 재해 연

보에서 대설과 관련한 피해 자료를 월별로 분류하

여 사례 기간의 시·군별 피해액을 입력하였다. 그

리고 이는 한국은행의 2010년 물가 환산지수를 이

용하여 2010년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1980~2014년의 35년간

이다. 재해연보가 발간된 첫 해인 1979년에는 광

역자치단체인 시·도별 기준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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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시·군별로 정리된 1980년부터를 연구 기간

으로 삼았다. 재해 분석 지점은 전국의 광역자치

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164개이며, 행정구역 

현황은 2010년 현재에 맞춰 분석하였다.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의 경우 분석

의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어 취급하 

였다.

우선 대설에 의한 재해의 월별 평균 피해액을 정

리해 ArcGIS를 이용하여 지도화하였다. 월별 평균 

피해액의 분포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강설 시스템

의 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분석하였다. 

한편 지역별로 대설에 의한 월별 피해의 공간적 군

집화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간 분포에 대한 공

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시·군

에서 대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달에 

피해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지역별로 공간

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월별 피해의 군집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GeoD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란(Moran) 지수

를 산출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하였다. 모

란 지수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측정 척도로써, 인접한 공간 단위들 간의 값을 비

교하여 통계값을 계산한다.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을 위해서는 우선 공간 가중 행렬을 구축해야 하는

데, 여기서는 Rook 방식을 이용하여 공간 행렬을 

구축하였다. 이 유형은 두 지역이 한 변을 공유하

는 경우로, 이는 주로 동-서, 남-북으로 인접하여 

있는 형태에 주로 쓰인다.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하는 방법은 전역적

(global) 방법과 국지적(local) 방법으로 나뉜다. 일

반적으로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하는 경우 연구지

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간적 군집화와 같은 체

계적인 분포 패턴이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전역적 모란 지수를 사용한다(Lee, 2010). 모

란 지수는 통상적인 상관계수를 유추한 것이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1~-1의 값을 가진다. 모란 지수

에서 1은 완전한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1

은 완전한 음(-)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의미한다. 0

일 경우 자기상관이 없는 무작위 패턴을 뜻하며, 

보통 0.3 이상일 경우 군집화 되어 있다고 판단한

다(Park et al., 2015).

전역적 모란 지수의 수식은 식 1과 같다. 즉 m×

n 행렬 내 i번째 행 및 j번째 열에 있는 변량 xij와 

해당 지점 주변에 인접하는 변량 간 상관계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

n
∑
j=1

n
∑
j=1

n
∑
i=1

n
∑
i=1

n
∑
i=1

wij(xi-x-)(xj-x-)

wij) (xi-x-)2

N
I =

(
� (식 1)

여기서 N=전체 지역 수, x-=평균값, xi(j)=i(j) 지

역의 등간 및 비율 척도 변수의 값이며, wij는 i, j 

지역 간 가중치 행렬(인접해 있으면 1, 인접하지 

않았으면 0)이다.

국지적 수준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자기상관 값이 각 지역 단위에서

부터 추출되며, 이를 국지적 모란 지수라고 한다. 

이에 대한 수식은 식 2와 같다.

Ii=Zi∑j wijZj (식 2)

여기서 Z는 표준화된 값으로 Zi=
x-x-i

δ 이다.

또한 대설에 의한 월별 피해액의 분포 특성은 월

별로 강설 시스템이 다른 우리나라의 겨울철 강설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 100억 원 이상의 피

해액이 발생한 대설 사례를 선정해 이때의 종관 환

경을 분석하였다. 종관 환경 분석을 위하여 사용

한 자료는 NCEP/NCAR의 재분석 자료이다. 종

관 환경 분석은 해수면 기압의 평균 합성도를 작성

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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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별 피해액과 피해  

집중도의 분포

1) 월별 피해액의 분포

겨울철 대설에 의한 피해를 월별로 구분해 살펴

보면 1월이 1조 26억 원(34.0%)로 가장 많다. 다음

으로 3월의 8,389억 원(27.9%), 12월의 6,945억 원

(23.0%), 2월의 3,952억 원(13.1%), 11월의 601억 

원(2.0%) 순이다(Figure 1).

월별로 대설에 의한 피해액의 공간 분포를 나타

낸 Figure 2을 보면 월별 피해액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1월의 경우, 

충남 당진에서 694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천안·아산·예산·홍성 등 충남의 내포 지방과 대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부여 등 충남의 내

륙 지역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이 외에도 경기도 

남부 지역의 이천·화성·여주·평택·안성 등지와 

충북 음성·진천·청원, 경북 성주·상주·김천·포항

에서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Figure 2a).

2월의 피해액은 경기도 남양주시가 429억 원으

로 가장 피해액이 많았으며, 경기도 고양·포천·파

주·광주 등 수도권의 서울 주변부에서 피해액이 

많은 편이다. 또한 강릉·동해·삼척 등 강원도 영

동 지방에서도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행하였

다(Figure 2b). 수도권의 피해는 2001년 2월 15일

의 대설에 기인한 것인데, 이때 저기압이 중부 지

방을 지나감에 따라 서울 및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피해를 유발하였다. 강원 

영동 지방에서 2월 피해가 큰 것은 다른 달에 비해 

많은 이 지역에서의 2월 강설량에 기인한 것이다. 

Chung et al.(1999)과 Lee(2002)에 의하면 영동 지

방은 2월 강설량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3월 피해액은 충남 논산에서 1,177억 원으로 가

장 피해가 컸으며, 이외에도 충남 부여와 충북 청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 또한 부산

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

청양·보은·예산·홍성, 충북 청주·괴산·보은·옥

천·음성, 경북 문경·영주·예천 등에서도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Figure 2c). 3월의 피해

액 또한 1, 2월의 피해액과 유사하게 2004년 3월 

4~5일의 특정한 한 사례가 크게 반영된 결과를 보

인다. 

11월은 월별 피해액이 연구 기간 동안 가장 적어 

약 600억 원에 불과하다. 실제 분석 기간 동안 11

월에 피해가 발생한 해는 1980년, 1996년, 2011년 

등 3개년에 불과하다. 11월은 전북 정읍(88억 원)

에서 피해액이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북도와 충

청남도 등지를 중심으로 피해를 입어 전북 진안, 

충남 부여에서 5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였

다. 11월의 경우 분석 대상 중 72.1%의 시·군에서 

피해가 없었다(그림 미제시). 

12월은 전남 나주에서 884억 원으로 가장 피해

가 컸다. 12월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인 지역은 

전북 정읍·고창·부안·김제·군산, 전남 영암·함

평·장성·영광·무안·담양, 광주광역시, 제주특별

자치도, 충남 서천 등지로 호남 서해안 지역과 제

주도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Figure 2d). Chung 

et al.(1999)에 의하면 서해안 지역은 12월에 대설 

빈도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12월의 피

January February March November December
0.0

200,000,000

400,000,000

600,000,000

800,000,000

1,000,000,000

1,200,000,000
(thousand won)

Figure 1. Monthly total amounts of damage by heavy 
snowfall during 197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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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patial distribution of monthly total damage amounts due to heavy snowfall in Korea during 1980-2014 
(a: January, b: February, c: March, d: December).

a

c

(unit: 1,000won)(unit: 1,000won)

(unit: 1,000won)

b

d

(unit: 1,000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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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액도 서해안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12월 또한 2005년 12월 3~24일의 대설 사례가 크

게 반영되었다. 이때의 대설 피해는 20여 일 동안 

장기간에 걸쳐 내린 눈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인

삼재배시설, 축사 등 적설에 취약한 시설과 풍랑

으로 인하여 어선 및 수산증양식 시설에 많은 피

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한파를 동반한 많은 눈

이 녹지 않고 장시간 쌓임에 따라 피해가 가중되 

었다.

2) 월별 피해 집중도의 분포

이처럼 대설에 의한 피해액의 공간 분포는 월별

로 지역 차이가 크다. 이는 재해를 유발하는 강수

의 규모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Changnon et 

al.(2006)의 연구에서도 오대호와 애팔래치아 산맥

과 같은 대규모 지형과 해발고도로 인해 대설에 의

한 피해가 월별로 상당한 공간적 변동성을 갖고 있

다고 하였다. 또한 Heo et al.(2014)에 따르면 호우

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호우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달이 다르고 피해 규모도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시군별로 피해의 월별 집중도가 다양하다

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시·군별로 피

해액의 월별 집중도를 파악하였고, 시·군별로 대

설에 따른 피해액의 비중이 50%를 초과해 최대로 

집중되는 달을 지도화하였다(Figure 3).

연구 기간 동안 호남 서해안 지역의 대부분과 제

주도에서는 초겨울인 12월에 피해 비중이 높았다. 

늦겨울인 2월과 3월의 피해 비중을 보면, 먼저 2월

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강

릉·동해·삼척 등의 강원도 영동 지방, 그리고 전

남 보성에서 경북 경주에까지 이르는 남부 지역에

서도 피해 비중이 높았다. 또한 부산광역시, 세종

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의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3월에 대설로 인한 피해가 집중하였다. 한겨울인 1

월에는 호남 지방과 동해안 지역 및 남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피해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이 전국적

인 분포를 보인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

역에서는 어느 특정 달의 피해가 50%를 초과하는 

피해 집중도를 보이지 않았다.

대설로 인한 피해액의 월별 분포에 대해서 

11~12월을 초겨울로, 1월을 한겨울로, 2~3월을 

늦겨울로 구분해 피해 집중도를 Figure 4와 같이 

ternary plot으로 도식화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초

겨울인 11~12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은 한정

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

겨울인 1월과 늦겨울인 2~3월에 피해가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대별로 거의 차

이 없이 전체 연구 기간 동안 유사한 경향을 보였

다. 이를 통해 대설에 의한 피해액이 월별로 지역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겨울, 한겨울, 늦겨울의 계절에 따

른 대설에 의한 피해액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 기간 동안 총피해액이 200억 원 이상인 50개 

시·군들에 대해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Table 2). 초겨울에 발생하는 대설에 의한 피해액

은 한겨울이나 늦겨울의 피해액과는 부(-)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초겨울에 대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한겨울이나 늦겨울에 

피해 발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동일한 서해안 지역이라도 호남 지방

에서는 12월에 적설이 많고, 중부 지방의 인천에

서는 2월의 적설이 많다는 보고도 있다(Go et al., 

2009). 또한 Chung et al.(1999)의 연구에서도 호

남과 충청 서해안 지역은 12월의 대설 비중이 49%

로 거의 절반에 달하며, 영동 지방을 제외한 중부 

지역에서는 1월에 대설 비중이 50%를 초과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에 따라 대설이 집중하는 

철이 달라져, 월별로 대설에 의한 피해 지역이 구

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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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지역별로 대설을 유발하는 종관 환경이 계절

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아, 지역 특성이 대설에 의

한 재해를 유발하는데 주요한 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다(Jhun et al., 1994). 

4. 월별 피해액의 공간적 자기상관

1) 전역적 자기상관 분석

우선 연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간적 군

집화와 같은 체계적인 분포 패턴이 나타나는가를 

파악하였다. 전역적 모란 지수를 사용해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하였다. 전역적 모란 지수는 전체 

연구 지역에서 특정 지역의 피해액이 많고 인접 지

역의 피해액이 많은 경우이거나, 특정 지역의 피

해액이 적고 인접 지역의 피해액이 적으면 자기상

관 값은 양(+)이 된다. 또한 특정 지역의 피해액

이 많은데 인접 지역은 낮거나, 특정 지역의 피해

액은 적은데 인접 지역이 높을 경우에는 자기상관 

값이 음(-)이 된다. 피해액이 많거나 적은 값이 공

간적으로 무작위로 분포한다면 자기상관 값은 0이 

된다.

Figure 4. Seasonal concentration ratio of damage by 
heavy snow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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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patial distribution of month with exceed 
50% share of damages due to heavy snowfall.

Table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amounts of damage in early winter, midwinter, 
and late winter by heavy snowfall.

Seasons
Correlation coefficient(r)

Early winter Midwinter Late winter

Early winter  1.000

Midwinter  -0.445**  1.000
Late winter -0.292* -0.118 1.000

** significant at level α=0.01
* significant at level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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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월별로 대설에 의한 피해액의 공간 분포 패

턴에 대한 전역적 모란 지수를 산출한 결과 통계

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계수가 산출되

어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 즉 1월의 모란 지수는 0.44758, 2월은 

0.323797, 3월은 0.467027, 12월은 0.633373이다. 

각 월별 모란 지수는 모두 0.3 이상이므로 공간적

으로 군집화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각 

월별로 대설에 의한 피해액의 경우 피해액이 많은 

지역은 그 주변으로도 피해액이 많은 지역이 인접

해 있으며, 피해액이 적은 지역은 그 주변 지역에

서도 피해액이 적음을 의미한다. 즉, 모란 지수가 

정(+)이면 피해액이 많은 지역은 많은 지역(H-H 

군집)끼리, 적은 지역은 적은 지역(L-L 군집)끼리 

군집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2월의 경

우 모란 지수의 값이 다른 달보다도 크게 나타나는

데, 이처럼 모란 지수가 크면 클수록 피해액의 분

포가 유사한 지역들이 보다 더 인접해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대설에 의한 피해액은 공간적 군집화

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ure 5. Moran scatter plot and Moran’s I of monthly total damage amounts due to heavy snowfall in Korea 
during 1980-2014(a: January, b: February, c: March, d: December).

c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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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지적 자기상관 분석

전역적 모란 지수는 연구 지역 전체의 자기상관 

값을 보여줄 뿐, 전체 지역 내에서의 공간적 연관

성에 대한 국지적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즉 특정 

지역이 어떤 값을 가지면서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

타내고 있는지 공간적 자기상관의 지역 구조를 파

악할 수 없다(Jeong and Kim, 2005). 따라서 구체

적으로 특정 지역이 어느 지역과 높은 자기상관을 

나타내는지를 국지적 수준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란 지수의 국지적 지표로 개발된 

것이 LISA(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이다(Anselin, 1995). 

국지적 모란 지수는 특정 지역의 값과 인접 지역

들의 값의 가중 평균값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면 

정적인 자기상관으로, 반대로 특정 지역의 값과 

인접 지역들의 가중 평균값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나면 부적인 자기상관으로 판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국지적 모란 지수 값이 크면 특정 지

역과 인접 지역의 값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 공간적 군집화를 판단할 수 있다(Ko, 2009).

국지적 모란 지수는 LISA의 군집 지도를 통해 

공간적 군집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LISA의 군

집 지도는 H-H(High-High), L-L(Low-Low), 

H-L(High-Low), L-H(Low-High)의 군집으로 지

역을 지도화해 주므로 공간적 군집화 패턴을 시각

적으로 쉽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때의 자기상관은 

유의수준 0.05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들만 추출해 주고 있다. 여기서 H-H 유형은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인접해 있는 경우이고, 

L-L 유형은 그 반대의 경우로 낮은 값 주변에 낮

은 값이 존재하는 유형이다. H-L 유형은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인접해 있는 경우이며, L-H 유

형은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경우이

다. 국지적 자기상관 분석은 특정 지역의 절대적 

값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연관성이

나 지역적으로 공간적 군집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 때 공간적 군집은 주로 H-H와 

L-L 유형을 말하며, H-L과 L-H 유형은 공간적 

이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설에 의한 월별 피해액의 공간적 군집화 패턴

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지적 모란 지수를 토대로 하

여 LISA 군집 지도를 월별로 작성하였다(Figure 

6). 이를 보면 대설에 의한 피해액이 많은 지역들

끼리 인접한 H-H 군집과 피해액이 적은 지역들

끼리 인접한 L-L 군집이 각 월별로 매우 대조적으

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L 군집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피해액이 많으나 주변 지역에서

는 피해액이 적은 경우를 뜻하며, L-H 군집은 그

와 반대로 해당 지역의 피해액은 적으나 주변으로 

피해액이 많은 지역이 인접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군집 유형이 나타나는 까닭은 우리나라의 지

형이 복잡해 국지적인 대설 현상이 발생하기 쉽

고, 또한 대설이 기단 변질과 같은 국지적인 강설 

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대

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비록 인접한 지역

일지라도 국지적으로 강설을 유발하는 종관 환경

이 상이해 대설의 발생 차이를 보일 수 있다.

1월의 경우 대설에 의한 피해가 많은 H-H 군집

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

고, L-L 군집은 호남 지방과 경남의 남해안 지역

에 형성되어 있다. 2월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동 

지역에서 H-H 군집이 형성되어 있으며, 1월과 반

대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서 L-L 

군집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월에는 충

청 남부 지역에서 H-H 군집이 형성되어 있으며, 

L-L 군집은 호남 지방과 경남 서부 지역에 형성되

어 있다. 12월에는 H-H 군집이 호남 서부 지역에

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및 강원 영서 지역과 영

남 내륙 지역에서는 L-L 군집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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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월별로 대설에 의한 피해액이 시·군

별로 군집화하는 경향을 보여 공간적 자기상관

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월별로 대설에 의

한 재해를 유발하는 강설 시스템이 제각각임을 시

사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설은 월별로 대설 지

역이 구분되는 경향을 갖는다. 이처럼 대설 지역

이 구분되는 것은 각기 대설을 유발하는 종관 배경

과 발생 기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Jhun et al., 

1994). 따라서 대설에 의한 재해를 유발하는 종관 

환경을 월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ure 6. Spatial cluster pattern of monthly total damage amounts due to heavy snowfall in Korea during  
1980-2014 (a: January, b: February, c: March, d: December).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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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별 종관 환경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힌 대설 사례들은 앞서 살

펴본 것처럼 월별로 군집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피해를 입는 달이 상이함을 보여준

다. 따라서 월별로 피해를 유발한 대설 사례의 종

관 기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월별로 100억 원 이

상의 피해를 유발한 대설 사례에 대해 합성도를 만

들어 분석하였다. 아울러 1,000억 원 이상의 극심

한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따로 합성도를 

작성하였다.

1월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북서쪽 대륙 

내부의 몽골 지역에는 고기압이 발달하고, 북동쪽

의 알류산 열도에 저기압이 발달한 상태에서 우리

나라 주변으로 저기압이나 기압골이 통과할 때 재

해를 유발하는 대설이 있었다(Figure 7a). 이때의 

대설은 저기압의 경로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경우

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남부 지방에서

는 비의 형태로 내리는 경우가 많아 주로 중부 지

방에서 대설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1월에는 중부 

지방의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에서 LISA 군

집 지도 유형 중 H-H 군집이 뚜렷하였고, 남부 

지방에서 L-L 군집이 형성되었다. 가장 극심한 피

해를 유발한 2001년 1월 7~8일 사례의 경우 발달

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서울을 비롯

한 중부 지방 중심으로 피해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7b). 기존 연구에서도 1월에 저기압

의 통과가 중부 지방의 대설 발생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Chung et al., 1999; 

Cheong et al., 2006; Choi and Kim, 2010).

2월의 경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북서쪽 

대륙 내부의 몽골 지역에 발달한 고기압이 자리하

고, 중국 화남 지방과 둥베이 지방 쪽으로 기압능

이 위치하면서 한반도 남쪽에서 저기압이 동진할 

때, 우리나라에는 기압골이 자리해 재해를 유발하

는 대설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압 배

치 상태에서는 지상에서 동해로부터 영동 지방 쪽

으로 강한 북동 기류가 유입되어 영동 지방에 대설

을 유발한다(Figure 7c). 따라서 2월에는 강원 영동 

지역이 LISA 군집 지도에서 H-H 군집의 주요 지

역으로 형성되었다. 2월에 가장 극심한 피해를 유

발한 2001년 2월 15일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

부 지방에 기압골이 형성되어 동해에서 영동 지방 

쪽으로 강한 동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어 대설이 

발생하였다(Figure 7d). Park and Yoon(1997)도 동

해안의 영동 지방은 1월 중순부터 대설의 출현 빈

도가 높아져 2월 하순까지 대설이 발생한다고 하

였다.

3월은 2월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패턴의 기압 

배치를 보이고 있으나 등압선의 간격이 성기게 있

어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게 나타난

다(Figure 7e). 3월에는 우리나라의 중부 지방을 중

심으로 저기압 또는 기압골이 위치해 있고, 이 저

기압의 북쪽과 남쪽으로 두 개의 고기압이 위치해 

있을 때 주로 중부 지방에 재해를 유발하는 대설이 

발생하였다. 이때 북쪽의 고기압은 확장하는 대륙

성 고기압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나 남쪽의 고기압

은 변질된 기단의 성질을 보이게 된다. 특히 남쪽

의 고기압은 지상에서 고기압성 순환으로 다습한 

남서 기류를 가져와 북쪽의 찬 대륙성 고기압과의 

온도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한 대류 불안

정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대설을 유발하게 된 것

이다(Figure 7f). 이에 따라 3월에는 충청 남부 지

역이 LISA  군집 지도에서 H-H 군집이 형성되었

다. Jung et al.(2005)도 2004년 3월 4일에서 5일까

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대설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였다.

12월의 경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고동저 형태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 북서쪽에 대

륙성 고기압이 확장해 와, 우리나라 부근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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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경도력이 증가하여 등압선이 남북으로 서 있는 

형태를 보이면서 북풍 또는 북서풍이 강화될 때 재

해를 유발하는 대설이 발생한다(Figure 7g). 특히 

호남 지방의 대설은 비교적 서해의 수온이 높은 12

월에 주로 발생한다(Jeong, 1999). 이때의 대설은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서해

를 통과하면서 기단 변질에 의해 발생한다(Chung 

et al., 1999; Lee and Chun, 2003; Lee and Lee, 

JAN

FEB

MAR

DEC

upper 10 billion won upper 100 billion won

Figure 7. Composite surface pressure map of extreme damage events due to heavy snowfall in Korea during 
198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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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Cheong et al., 2006). 즉 시베리아 고기압

의 한반도 방향으로의 장출은 호남 지방의 대설 발

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종관 기후 패턴이다

(Choi and Kim, 2010). 따라서 12월에는 LISA 군

집 지도에서 H-H 군집이 호남 서부 지역을 중심

으로 형성되었다.

12월에 호남 지방에 재해를 유발하는 대설의 종

관 환경 특성은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혔던 2005

년 12월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Figure 7h). 

2015년 12월 호남 지방의 대설은 서고동저형의 기

압 배치에서 시베리아 대륙에서부터 확장해 오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과 대기 상층의 한량한 기류

와 서해의 따뜻한 해수면과의 온도차에 의한 대기 

불안정으로 구름대가 발달하였고, 이 구름대가 강

한 북서 기류에 의해 호남 지방에 지속적으로 유입

되면서 발생하였다(Joo, 2006; Ryu et al., 2007).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겨울철 대설

에 따른 재해의 월별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재해연보의 시군별 총 피

해액 자료를 이용하여 대설에 의한 재해 지역의 월

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 동안 대설에 의한 월별 연

평균 피해액은 1월에 가장 많았으며, 3월, 12월, 2

월, 11월 순이다. 1월 피해액은 경기도 남부, 충청

남·북도 등 중부 지방에서 많았다. 2월 피해액은 

강원 영동 지방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많았다. 3월

은 충청남·북도, 경상북도에 띠를 두른 것처럼 피

해 지역이 분포한다. 12월에는 호남 서해안 지역

에서 피해액이 많았다. 또한 초겨울, 한겨울, 늦겨

울에 대설에 의한 피해의 집중도가 지역별로 다 달

라, 월별로 대설에 의한 피해 지역이 구분되고 있

음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설에 의한 재해 지역의 월별 분

포에 대한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역

적 차원에서의 대설에 의한 피해액이 월별로 강한 

정(+)적인 공간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지적 차원에서 월별로 대설에 

의한 피해액의 공간적 군집화 패턴을 살펴본 결과 

월별로 대설에 의한 피해가 많은 H-H 군집과 피

해가 적은 L-L 군집이 상이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월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북

부 지역에서, 2월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동 지역

에서, 3월에는 충청 남부 지역에서, 12월에는 호남 

서부 지역에서 대설에 의한 피해가 큰 H-H 군집

이 형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월별로 대설에 의한 

피해액이 시·군별로 군집화하는 경향을 보여 공간

적 연관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월별로 대설에 의한 피해 지역이 다른 이

유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 기압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월의 대설 피해는 저기압 또는 기압골의 

통과와 관련되었으며, 2월에는 우리나라에는 기압

골이 자리하고 동해로부터 동해안 쪽으로 북동 기

류가 유입될 때 나타났으며, 3월에도 저기압 또는 

기압골의 통과와 관련이 있다. 12월의 경우 이와 

달리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 하에서 차가운 북서 

기류가 서해 상에서 기단 변질될 때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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