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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ster by heavy snowfall in South Korea 
based on the disaster yearbooks published from 1979 to 2014. We analyses the spatial distributions and 
temporal changes of disaster caused by heavy snowfall as well as the damage related to the snow depth.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property loss by heavy snowfall and the snow depth, there was no major 
damage by heavy snowfall in 1980~1999 when the new snowfall tended to decrease by -1.4 cm/year. However, 
the fluctuation in the sum of new snowfall in the 2000s was also the most unstable, resulting in heavy damage 
by heavy snowfall. The sensitivity on the snow depth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regions, 
but the property loss by heavy snowfall increases as the sum of new snowfall and the maximum snow depth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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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상재해는 자연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

상 현상이 상황에 따라서 극단적 모습으로 인간 사

회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피해를 입힐 때 발생한

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

상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

(Jeong and Heo, 2014; Ahn et al., 2015), 이에 대

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

상재해에 의한 경제 손실이 전체 자연재난 손해보

험금의 약 80%를 차지해 기상재해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재고되고 있다(Smith, 2013).

기상재해는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

늘날 많은 사회적 환경 이슈들과 점점 더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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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있다. 기상재해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

향이 강하며, 아울러 과거 기상재해의 영향이 적

었던 지역도 기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에 노

출되면서 취약성을 노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UNISDR and UNDP, 2012). 이는 특정 지역에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강수와 적설 등이 유발하는 기상재해

의 경제적 피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나마 이에 관한 연구들은 

호우가 유발하는 홍수 피해에 집중되었다. Kim et 

al.(2009)은 지역별로 호우 특보 기준에 따른 강우와 

피해액의 관계를 조사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재해 

유발 강우량을 파악하였다. Park et al.(2011)은 광

역자치단체별로 강우량과 홍수 피해와의 관계를 분

석해, 각 지자체별로 피해액이 최대로 발생하는 강

우량이 상이함을 밝혔다. 또한 Myung(2014)은 우

리나라에서 기상재해로 인한 지역별 사망률에 미치

는 요인을 인구학적, 기상학적, 지리학적, 사회경제

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기상학적 요인

의 경우 광역도시보다 지방에서 사망률에 영향을 크

게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폭설에 의

한 경제적인 직접 피해액을 추정한 연구는 제한적으

로 이루어졌다. Jeong and Lee(2014)는 적설에 의

한 기상재해의 경제적인 직접 피해를 토빗 모형으로 

추정하여 대설에 의한 경제적 피해액이 증가하는 추

세임을 보였다. 

기상재해는 자연적 요인과 인문·사회적 요인이 

결합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

므로 동일한 정도의 기상 현상이 유발될지라도 지

역별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다르다(Pielke Jr and 

Downton, 2000; Changnon et al., 2006). 적설

로 인한 기상재해 피해액을 검토한 연구로는 Jeong 

and Lee(2014)의 연구가 있지만 대설에 의한 경제

적인 피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만

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설이 유발

한 자연재해에서 자연적 요인으로서 적설이 대설 

피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적설과 대설 피해

액에 관하여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는 소방방재청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집계한 재해연보의 피해 자료이

다. 재해 연보에서 대설에 의한 재해 사례라고 판단

한 원인별 항목은 폭설, 폭풍설, 눈, 대설이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사례를 모두 대설로 인

한 재해로 정리하였다. 재해 연보에서 대설과 관한 

재해 자료는 월별로 분류하여 사례 기간의 시·군

별 피해액과 피해 상황을 입력하였다. 피해액 자료

는 한국은행의 2010년 물가 환산지수를 이용하여 

2010년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1980~2014년의 35년간

이다. 분석 지점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

방자치단체 163개이며, 행정구역 현황은 2014년에 

맞춰 분석하였다.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어 취급하였다. 재해연보가 발간된 첫 해

인 1979년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별 기준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 시·군별 자료 분석을 위해 

1980년부터 분석 기간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기상자료 분석은 1980~2014년 기간 

동안 적설 자료가 있는 71개의 지상 기상관측 지점

을 대상으로 한다(Figure 1). 적설에 관한 요소는 최

심적설을, 신적설에 관한 요소는 신적설 합계 자료

를 이용하였다. 

기상관측 지점의 적설 자료와 재해연보의 시·군

별 피해 자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1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다만, 특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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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는 각 시를 둘러싸고 있는 도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

도권으로 묶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대설 기구

와 대설 피해액의 시기별 분포가 지역 내에서도 차

이가 크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로, 경상

북도는 경북(울릉도 제외)과 경북 울릉으로 구분하

였다. 그 결과 수도권, 강원 영서, 강원 영동,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울릉도 제외), 경북 울릉, 경

남, 제주 등 11개의 지역으로 광역화하였다. 

지역별로 대설에 의한 피해액의 변화 경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대설 피해액

의 시계열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이때 대설 

피해액의 연도별 집중 경향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

하여 1980~2014년 동안의 연평균 신적설과 연평균 

최심적설의 시계열 변화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적설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설의 시계

Figure 1. Study area and weather observation station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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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적 변화율을 구하였으며, 적설의 변동계수를 산

출해 적설의 변동이 대설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변동계수(CV)란 분산의 정도를 상대적

으로 측정하는 척도로 식 (1)과 같이 표준편차(σ)를 

평균(X-)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CV=
σ

X-
 (1)

이는 자료의 종류가 서로 달라 그 측정치의 단위

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또는 사례수가 크게 다른 경

우에 분산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하는 

데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변동계수의 값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분산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3. 결과 및 토의 

1) 적설과 피해액의 변화 경향

대설로 인한 피해는 적설에 따라 매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간 동안 피해액 변화와 더불어 적

설의 변화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

여 1980~2014년 기간 동안 적설 관측 자료가 있는 

전국 71개 기상관측 지점의 평균 신적설 합계와 최

심적설의 시계열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대설로 인한 피해액의 연변화도 함께 제시하였다

(Figure 2). 

각 시기별로 피해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0년

대에 피해가 가장 집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에 피해가 집중한 까닭에 대해서는 우선 대설에 의

한 경제적 피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적설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신적설 합

계의 연변화를 보면 연구기간 동안 2000년을 기점

으로 강설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2000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신적설이 감소하

는 추세이나 2000년 이후에는 신적설의 변동 폭이 

커지는 경향이다.

분석기간 동안 한국의 신적설 변화율은 -0.3cm/

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r2=0.039, p=0.253). 그

러나 2000년을 기준으로 변화율을 살펴보면 1980 

~1999년은 -1.4cm/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r 2=0.496, p=0.001), 2000년 이후로는 유의하지

Figure 2. Change in the total sum of new snowfall, maximum of snow depth and  
the property loss by heavy snow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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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지만 0.7cm/년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r 2= 

0.039, p=0.482). 이 기간에는 신적설의 변동성 또

한 커져 불규칙적이다. 선행 연구(Lee and Rhyu, 

2003)에서도 1950년대 이후 한국의 신적설이 감소

하는 추세로, 특히 1971~2000년 동안 신적설이 가

장 적었다.

2000년대에는 그 직전 기간에 전반적으로 강설

량이 적었던 시기를 지나 갑자기 2001년, 2004년, 

2005년 등에 신적설이 많았다. 이 시기는 호우나 태

풍에 비해 대설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 피해가 더욱 

컸을 것이다.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1990

년대에 비해 1980~1985년과 2000년 이후가 적설

량이 많고 대설 발생빈도 또한 높은 경향이라고 하

였다.

겨울철 평균 기온과 신적설은 대체로 역의 관계

를 보인다(Figure 3). 즉, 겨울철 평균 기온이 낮을

수록 강설량이 많은 경향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에서 신적설이 증가하는 것도 지구온난화의 영향

으로 북극진동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

다. 실제로 북극진동지수가 음의 값일 때, 시베리아 

고기압의 월평균 및 일 변동성이 증가하고 동아시

아 부근의 제트기류가 강화됨으로써 한반도 부근에 

한파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갖춰진다(Jeong and 

Ho, 2005). 이에 따른 북극진동지수의 위상과 관련

한 대기 순환의 변화가 한반도의 신적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극진동지수가 음의 값일 때 남한의 

일 최저기온이 더 낮게 나타나며, 서풍 계열 기류의 

영향을 더 받아 서해안과 그 인접 지역에 더 많은 강

설을 유발시킨다. 반면에 북극진동지수가 양의 값

일 때는 동풍 계열 기류의 영향을 더 받아 동해안에 

더 많은 강설을 유도하게 된다(Roh et al., 2014). 이

는 추운 해에는 호남 서해안과 같이 계절풍형의 강

설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고, 비교적 따듯한 해에는 

북동풍형의 강설이 많은 영동지방에 많은 눈이 내

린다는 Choi(199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일본의 폭설 지대인 동해 연안의 혼슈를 대상으

로 한 Takeuchi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겨울철 

강수량과 기온의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곳은 겨울 몬순에 기인한 눈이 내리는 까닭에 겨

울철 기온과 큰 관련이 있다. 또한 Lee and Rhyu 

Figure 3. Change in the total sum of new snowfall and the air temperature in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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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 군산과 강릉의 신적설과 강설일수가 전구 

평균 기온 편차나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지점에서의 

강설량의 변동을 전구적인 기온 변화와 관련지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Chung et al.(1999)도 호

남 지방을 포함한 서해안에서 강설량과 기온과의 

명확한 역상관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는 한랭한 북서기류의 유입이 강설을 유발하는 것

과 관련이 있다. 

적설의 변동계수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의 신

적설 변동 폭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다(Table 1). 또한 최심적설은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며 뚜렷한 증가나 감소 경향이 없었다. 최심

적설의 경우도 신적설과 같이 2000년대의 변동 폭

이 가장 크다. 이러한 변동계수의 차이는 2000년대

가 다른 시기에 비해 강설량이 불규칙하였음을 시

사한다. 2000년대는 특정 연도에 강설량이 많았고, 

이로 인해 대설 피해가 컸다. Jeong and Lee(2014)

의 연구에서도 강설량의 변동 폭이 늘면서 대설에 

의한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설

량의 큰 변동성은 재해 예측을 어렵게 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Lee and Lee, 

2008).

대설재해는 적설이 피해액의 직접적 결정 요인

이지만 인구와 경제 발전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경제 규모

Table 1. Coefficient of variation of snow cover according to the period.

Periods 1980s 1990s 2000s 2010s early  half

Total sum of 
new snowfall

Average (cm) 48.1 36.6 36.9 42.3

Standard deviation 14.1 5.9 13.6 14.4

Coefficient of variation (%) 29.3 16.1 36.9 29.2

Maximum 
of snow depth

Average (cm) 13.2 12.5 12.4 16.9

Standard deviation 3.4 3.7 4.3 4.5
Coefficient of variation (%) 25.4 29.3 34.6 26.4

Figure 4. Change in the area of crops using facilities such as greenhous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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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클수록 방재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어 지

역내 총생산이나 인구 변수가 대설에 의한 직접 피

해액과 부(-)의 관계를 보인다. 오히려 면적이 넓

으면 대설에 의한 기상재해에 취약하다는 Jeong 

and Lee(2014)의 연구를 보면 대설 피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

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 작물 재배면적은 대

설 피해가 거의 없었던 1980년대부터 이미 비약적

으로 증가해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오히려 감소

하는 경향이다(Figure 4). 이런 까닭에 어떤 지역에

서든 이미 어느 정도 이상의 시설 면적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대설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피해가 유

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2000년대에 발생한 큰 피해는 내재해 설계 기준

을 적용하지 않은 1990년대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재배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Kim et al., 

2011). 

전체 피해액 대비 가축이나 축사·잠사, 비닐하

우스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시설의 비중을 보아도 

그러하다. 그 비중은 1980년대의 56%에서 1990

년대 이후 90% 내외로 계속 높았다(Figure 5). 기

타 사유시설 피해액 중 비닐하우스의 비중은 1990

년대(32.1%), 2000년대(33.5%), 2010년대 전반기

(35.8%)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다. 비닐하

우스는 작물 수확 후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에서

도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Kwon et al., 

2016), 기간별로 피해 비중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축사·잠사의 피해 비중은 1990년대 이후로 11.0~ 

31.6%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에 피해 비중이 

가장 높다.

2) 지역별 적설과 피해액의 연변화

본 연구에서 분석한 11개 지역별 적설과 대설 피

해액의 연변화를 Figure 6에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각 지역별로 적설과 피해액의 분포 패턴이 서로 다

르다. 또한 지역별 신적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

여 각 지역의 시기별 연평균 신적설을 Table 2에 제

시하였다. 한편 지역별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피해 원인을 서술하였다.

연구기간 중 수도권의 연평균 신적설 합계는 

Figure 5. Proportion for each item of damage by heavy snow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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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verage of total sum of new snowfall in each region according to the period (unit: cm).

 Period Region 1980s 1990s 2000s
2010s early

half
Average

Trend
(cm/year)

Metropolitan area 36.6 28.9 29.0 39.5 33.5 -0.3

Gangwon Yeongseo 48.9 42.8 39.3 49.7 45.1 -0.4

Gangwon Yeongdong 79.2 91.3 66.5 146.1 88.6 +1.0

Chungbuk 54.8 38.5 38.8 47.2 44.8 -0.6*

Chungnam 59.1 41.8 42.2 55.8 49.7 -0.4

Jeonbuk 87.3 61.5 67.1 63.7 69.9 -0.9*

Jeonnam 31.7 22.3 28.2 33.2 28.8 0.0

Gyeongbuk(except Ulleung) 17.8 21.8 17.5 29.6 21.6 0.1

Gyeongbuk Ulleung 336.2 138.1 236.5 341.2 263.0 -1.2

Gyeongnam 10.1 9.4 8.7 10.3 9.6 -0.1
Jeju 17.6 8.4 9.6 12.7 12.1 -0.3*

Note: Trends are signigicant with * p < 0.10

Figure 6. Property loss by heavy snowfall and the depth of snowfall upon each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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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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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cm이며, -0.3cm/년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2=0.024, p=0.377). 

수도권은 2001년에 지역 평균 신적설 83.6cm로 가

장 많았으며, 대설에 의한 피해액이 5,370억 원으로 

최대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지역 평균 신적

설이 82.6cm로 2001년의 기록에 버금갔으나 대설 

피해액은 100억 원에 불과하였다. 2010년은 1월 4

일에 서울에 25.8cm의 신적설이 쌓이는 등 중부지

방에 많은 눈이 내렸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강설이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으면서 교

통사고가 급증하였다.1) 그러나 적설로 인한 농촌의 

시설물 피해는 크지 않았다. 

강원 영서의 연평균 신적설 합계는 45.1cm이

며, -0.4cm/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r 2=0.048, 

p=0.207). 이전의 연구에서도 영서지방은 1980~ 

2010년 기간 동안 적설량이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Lee and Lee, 2008; Kim et al., 2012). 대설 피

해는 신적설의 변동성이 증가한 2000년대 이후

에 컸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해는 수도권과 같

이 2001년이었으며, 지역 평균 신적설이 91.7cm로 

2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0년에는 

지역 평균 신적설이 88.1cm로 2001년 이후로 가장 

많았으나 대설에 의한 피해액은 43억 원에 그쳤다. 

2013년에도 대설에 피해액이 80억 원에 달해 2001

년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영동의 연평균 신적설 합계는 88.6cm이며, 

분석기간 동안 1.0cm/년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r2=0.035, p=0.283). Kim et al.(2012)도 

영동지방의 적설량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

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이 지역의 신적설은 시기

적으로 2010년대 전반기에 146.1cm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199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순이

다. 이에 따라 대설 피해액도 1990년대와 2010년대 

전반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설 피해액이 가장 많았

던 해는 1990년으로 2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

며, 2011년에도 2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강원 영동의 지역 평균 신적설 합계는 2014년에 

227.6cm로 가장 많았고 대설 피해액도 120억 원 

발생하였다. 2014년에는 2월 6일부터 14일까지 9

일 동안 강릉에 내린 눈은 194.8cm로, 1911년 강

릉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장 시간 동안 내

린 눈으로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설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2011년 이후 

영동지방의 해당 지자체가 대설에 대해 준비하였

고 주민도 혹시 모를 고립에 대비하였기 때문이다

(Gangneung-si, 2014).

충북의 연평균 신적설 합계는 44.8cm이며, 분

석기간 동안 -0.6cm/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r 2=0.089, p=0.082). 이는 강원 영서의 연변화와 

비슷하다. 그러나 대설 피해액은 2004년에 가장 많

아 2,400억 원에 달하였다. 2004년은 지역 평균 신

적설이 64.7cm였으나 연최심적설이 27.7cm로, 

1981년의 28.1cm 다음으로 많았다. 2004년에는 3

월에 유발된 대설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1년에도 지역 평균 신적설이 78.4cm로 대설에 

의한 피해를 유발하여 8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

다.

충남 지역의 연평균 신적설 합계는 49.7cm이

며, 분석기간 동안 -0.4cm/년으로 감소하는 추세

이다(r 2=0.041, p=0.243). 2000년까지는 지속적

으로 -1.8cm/년씩 유의한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r 2=0.235, p=0.030), 2000년 이후로는 불규칙하

게 변동하는 가운데에 1.2cm/년씩 증가하는 경향

이다(r2=0.096, p=0.260). 대설 피해액이 가장 많았

던 해는 2004년으로 4,700억 원에 달하였다. 2004

년은 지역 평균 신적설이 56.1cm였으나 연최심적

설은 19.8cm로 가장 많았다. 2004년 3월 4~5일에

는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전

(49.0cm), 부여(30.3cm) 등지에 많은 눈이 내렸다. 

특히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부여와 논산 일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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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설에 따른 비닐하우스 붕괴 등 농업 분야의 피해

가 많았다. 이때 논산은 딸기 출하 시기와 겹쳐 재배

농가의 80%가량인 1,977농가에서 재배면적 995ha 

중 58%에 해당하는 550ha의 비닐하우스 7,816동

이 전파 또는 반파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2) 충남은 

충북과 마찬가지로 2004년에는 3월에 유발된 대설

로 인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2001년에도 1월 

7~9일의 대설로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2,800억 원

의 피해를 입었다. 이때는 충남 북부의 당진, 아산, 

천안에서 피해가 많았다. 이에 따라 충남은 다설 지

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2000년대 이후

에 대설로 인한 피해가 집중하였다.

전북의 연평균 신적설 합계는 69.9cm이며, 분

석기간 동안 -0.9cm/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r 2=0.083, p=0.093). Kim et al.(2012)의 연구에

서도 전북에 해당하는 소백산맥 북서부의 적설량

은 1980~2010년에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 이후로는 증감하는 경향이 특별하게 보이

지 않는다. 대설 피해액은 최근 지역 평균 신적설이 

143.1cm로 많았던 2005년에 가장 많아 2,500억 원

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전남 지역의 연평균 신적설 합계는 28.8cm이며, 

1980년대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이후로는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가운데 증가와 감

소를 반복하면서 뚜렷한 증감을 보이지 않는다. 대

설에 의한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5년으로 

3,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5년에는 지역 

평균 신적설이 79.2cm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 평균 

연최심적설도 26.4cm로 가장 많았다. 2010년에도 

지역 평균 신적설이 51.9cm로 대설에 의해 18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경북(울릉도 제외) 지역의 연평균 신적설은 21.6 

cm이며 분석기간 동안 불규칙하게 변동하면서 증

감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대설 피해액이 가장 많

았던 해는 2001년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하였다. 

2004년에도 6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해 2001년 

다음으로 피해액이 많았다. 지역 평균 신적설이 가

장 많았던 해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설이 유

발되었던 2011년으로 47.6cm였으며, 대설 피해액

은 200억 원가량 발생하였다. 

경북 울릉의 연평균 신적설은 263.0cm로 1980

년대 초반에 신적설이 많았고 1999년까지는 -17.8 

cm/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r 2=0.691, p= 

0.000). 2000년 이후로는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가

운데에 8.1cm/년으로 증가하고 있다(r2=0.089, p= 

0.280). 이에 따라 대설 피해도 1980년대 전반기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2004년, 2008년, 2011년

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남 지역의 연평균 신적설 합계는 9.6cm로, 지

역별로 구분한 연구 지역 중 신적설이 가장 적다. 

경남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1994년에 대설로 인

한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해 피해액이 250억 원에 

달하였다. 1994년 2월의 설 연휴 기간(2월 9~12

일) 동안 내린 눈이 피해가 일으켰다. 2005년에도 

1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신적설이 

25.0cm로 가장 많았던 2001년에도 5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제주도의 연평균 신적설 합계는 12.1cm이며, 분

석기간 동안 전체적으로는 -0.3cm/년씩 감소하는 

경향이다(r2=0.085, p=0.089). 제주도는 1980년대 

초반에 신적설이 가장 많았고 1990년대까지 꾸준

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변동성이 커진 가

운데 신적설이 증감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대설 피해액은 1999년 12월 18~21일의 강설 때문

에 발생한 100여억 원이 최대였다. 2005년과 2010

년에도 대설에 의해 4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신적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이며, 신적설의 연변동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

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2000년대 이후 대설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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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대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대설로 인한 피해

는 2001년, 2004년, 2005년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2001년의 경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및 경북(울릉도 

제외) 지역에서, 2004년은 충북과 충남 지역에서, 

2005년은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대설 피해액이 최

대치를 보이고 있다. 예외적으로 강원 영동과 경남 

및 제주도에서는 대설 피해액이 1990년대에 최대

치를 보였다.

3) 지역별 적설과 피해액의 관계

대설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Jeong 

and Lee(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만

을 언급하여 실제 피해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강설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대설에 의한 피해는 기본적

으로 적설에 의해 결정된다. 재해 발생 기간의 신적

설이나 최심적설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 

Figure 7. Frequency of disaster by heavy snowfall related to the regional sum of new snowfall. 

(Centr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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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호우 특성과 홍수 피해를 조사한 선행 연

구(Park et al., 2011)에서도 극한 강우사상이 큰 피

해를 유발하지만 빈도를 고려해 피해액 중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강우량 구간이 있다고 하였다. 즉 지

역별로 총 피해액이 최대로 발생하는 강우량 구간

이 서로 다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치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대설로 인한 피해액은 적설이 많을수록 큰 경향

을 보인다. 그러나 각 지역 내 기상관측 지점의 평

균 신적설을 구간별로 구분해 보면 대설 피해의 빈

도가 많은 적설 구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적설이 특정 지역의 평상시 내설도를 초과한 

경우에 피해가 발생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같은 

10cm의 적설일지라도 연평균 적설이 많은 다설 지

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눈에 대한 방비책이 거

의 없는 곳에서는 단기간에 내린 강설량도 교통장

해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대설 피해를 야기한 사례

에 대해서 지역 내 기상관측 지점의 평균 신적설 합

계를 10cm 간격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0~4.9cm, 5.0~9.9cm, 10.0~19.9cm, 20.0~ 

29.9cm, 30.0~39.9cm, 40.0~49.9cm, 50.0cm 이

상으로 구간을 나눈 후 각 구간별 발생빈도를 비교

하였다. 10.0cm 미만 구간에서 5cm를 기준으로 세

분한 것은 24시간 신적설 5cm가 대설주의보 발령 

기준이기 때문이다.

Figure 7은 대설재해를 유발한 지역 평균 신적설

의 구간별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신적설 구간별 빈

도 분포에서 분명히 지역에 따라 구간별 민감도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0~19.9cm 구간에서 대

설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미국은 중서

부를 중심으로 신적설이 15.2cm 이상일 때 대설 피

해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Changnon, 1969; 

Branick, 1997). 그러나 다설 지역으로 알려진 강원 

영동이나 호남 서해안의 전북은 그 이상의 신적설 

구간에서 대설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

였다. 또한 겨울철에도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경

남과 제주도는 10.0cm 미만의 신적설 구간에서도 

대설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수도권과 충남, 

제주는 5.0~9.9cm 구간보다 5.0cm 미만 구간에서 

대설 피해가 더욱 빈번하였다. 

지역 평균 신적설 구간별 대설 피해액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적설이 많을수록 평균 피해액

도 많다(Table 3). 그러나 지역별로 대설 피해가 자

주 발생하고 피해액이 많은 신적설량은 서로 다르

다. 수도권의 평균 피해액은 30.0~39.9cm 구간에

Table 3. Average property loss for each interval by total sum of new snowfall (unit: million won).

Region ~4.9 (cm) 5.0~9.9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

Metropolitan area 791.2 87.0 912.4 1,917.8 135,553.4

Gangwon Yeongseo 1,252.1 679.1 1,560.3 2,679.6 4,154.1

Gangwon Yeongdong 232.8 1,117.8 1,300.4 662.7 871.1 8,901.4

Chungbuk 2,696.4 365.2 455.8 11,093.7 84,888.2

Chungnam 1,044.7 4,328.4 3,123.5 120,846.3 145,472.6 13,316.4 10,711.8

Jeonbuk 1,884.6 483.6 2,361.0 5,184.4 2,869.3 2,786.2 127,680.3

Jeonnam 598.4 1,203.6 4,476.8 2,341.8 9,174.0 324,483.6

Gyeongbuk 43.5 1,074.2 15,862.8 3,408.4 12,351.7

Gyeongnam 373.0 892.4 14,104.4 5,547.0
Jeju 47.5 90.6 5,224.9



240 천재호·이승호

서 1,355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강원 영서와 충북 

및 충남 지역에서도 30.0~39.9cm 구간에서 각각 

42억 원, 849억 원, 1,455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

다. 이들 지역은 충남을 제외하면 30.0~39.9cm 구

간 다음으로 20.0~29.9cm, 10.0~19.9cm 구간 순

으로 대설에 의한 평균 피해액이 많았다. 그러나 충

남은 20.0~29.9cm 구간 다음으로 10.0~19.9cm보

다 5.0~9.9cm 구간에서 피해가 더 발생하였다. 강

원 영동과 전북 및 전남에서는 50.0cm 이상 구간에

서 대설에 의한 평균 피해액이 많다. 즉, 50.0cm 이

상 구간에서 강원 영동은 평균 89억 원의 피해가 발

생하였으며, 전북은 평균 1,277억 원, 전남은 3,245

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비교적 눈이 적게 내리는 경북과 경남, 제주에서

는 10.0~19.9cm 구간에서 대설에 의한 평균 피해

액이 많다. 다소 특이한 것은 5.0cm 미만 구간의 대

설 피해액이 5.0~9.9cm 구간의 피해보다 많은 지

역이 여럿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강원 영서에서 

5.0cm 미만 구간의 대설 피해액이 12억 5,210만원

으로 5.0~9.9cm 구간의 6억 7,910만원보다 많다. 

이러한 사례로는 강원 영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북, 전북 등지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은 5.0cm 미만 구간에서도 대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설 초기의 제설 작업 등에 자원을 집

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지역별

로 신적설 구간별 대설 피해액을 비교한 결과 대설

에 의한 피해 발생 민감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과 재난안전

대책부서, 지방자치단체 등은 관할 구역이 대설에 

의한 피해 발생의 민감도가 큰 신적설 구간의 어디

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겨울철 대설 재해

의 시계열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80년부터 

2014년까지 기상자료와 재해연보의 시군별 총 피

해액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적설과 대설 피해액

의 연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대설 피해액은 신적설의 변동 폭이 불안정한 기

간에 많았다. 신적설이 -1.4cm/년으로 전체적으

로 감소하던 1980~1999년에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2000년대에는 신적설의 변동 폭이 불안정하여 대

설 피해가 집중되었다. 겨울철 평균 기온과 신적설

은 대체로 역의 관계를 보여, 겨울철 평균 기온이 낮

을수록 강설량이 많은 경향이다.

대설 피해액은 지역별로 모두 적설과 양의 상관

관계에 있었다. 지역에 따라 적설에 대한 민감도는 

상이하지만 신적설 합계와 최심적설이 많을수록 재

해 발생 시 피해가 컸다. 신적설 합계는 강원 영동

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그러

나 충남에서와 같이 2000년대 이후에는 신적설이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가운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2000년대 이

후 대설 피해가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설 피

해는 2001년, 2004년, 2005년에 크게 발생하였다. 

2001년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 2004년은 

충북과 충남 지역에서, 2005년은 전북과 전남 지역

에서 대설 피해액이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신적설과 대설 피해액의 관계를 보면, 신

적설 구간별 빈도 분포에서 대부분 10.0~19.9cm 

구간에서 대설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아울러 지역 평균 신적설 구간별 대설 피해액의 평

균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적설이 많을수록 평균 피

해액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강원 영

서와 충청지방에서는 30.0~39.9cm 구간, 강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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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전북 및 전남에서는 50.0cm 이상 구간에서 대

설에 의한 평균 피해액이 많다. 비교적 눈이 적게 내

리는 경북과 경남, 제주에서는 10.0~19.9cm 구간

에서 대설에 의한 평균 피해액이 많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들어 기존에 다설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던 곳에서도 대설 피해가 발생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신적설

의 연변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설로 인한 기상재해

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후

와 관련된 자연재해는 기후요소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적인 요인도 결합되어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

서 대설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 발생 시의 적

설 특성과 다양한 성격의 인문·사회적인 요인에 관

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 실

정에 맞는 한국형 대설재해 예측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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