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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륙의 동안에 위치하여 륙에서

발달하는 기단과 해양에서 발달하는 기단을 교

로받는몬순기후의전형적인특징을보이고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바다를 넘어

오는기단이따뜻한해상에서기단의성질이변하

여, 겨울철에는고기압의 향권에서도종종해안

지역을중심으로 설현상이나타나기도한다.

우리나라의 설형태는 크게 세가지유형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차가운 륙고기압이서해상을

넘어오면서해상에서발달하는눈구름 가북서풍

을 타고서해안에접근하여나타나는서해안 설

형이다. 두번째는차가운공기가동해상으로이동

하고, 우리나라남쪽에저기압이위치하여 북고남

저형의기압배치를이룰때, 동해상에구름 가동

풍내지는북동풍을타고 해안으로이동하여눈이

내리는동해안 설형이다. 이경우눈구름이태백

산맥에부딪혀더욱발달하여더큰눈이내리기도

한다. 세 번째는 저기압이통과하면서중부지방에

눈을뿌리는중부 설형이다.

이 자료에서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

한 설에 한통계값과 설의세유형을사례

를들어설명하 다. 이를바탕으로재해관련부서

나 담당자들이 한반도 설현상에 한 기상학적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여, 2012년 겨울철 설에

한방재 책을 세우는데유용한자료로사용되

었으면한다.

2. 우리나라 설 통계 분석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33개 관측지점에서

0.1cm 이상의 최심신적설을 기록한 날과 3cm,

5cm, 7cm, 10cm, 20cm 이상의 설일수를그림

1에 나타냈다. 이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적설일수

는 증가하는 경향을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 겨울철에 최심신적설이 10cm 이상 되는

날이급격히증가하여, 최근에극한기후의발생이

증가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2는 설주의보기준인 최심신적설이 5cm

이상 일수와 설 경보기준인 20cm 이상의 일수

의 월별 분포이다. 그림에서 1월에 설주의보나

경보에도달하는 횟수가가장많으며, 설주의보

발표 횟수는 1월 다음이 12월 그리고 2월 순이며,

설경보의발표 횟수는 1월, 2월 그리고 12월 순

으로나타났다.

2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방재저널_제49호

김 성 묵 사무관

기상청 예보분석관

tidair@korea.kr 

정 충 교 주무관

기상청 예보분석관

cirrus01@korea.kr

노 해 미 주무관

기상청 예보분석관

hmnoh@korea.kr

우 진 규 주무관

기상청 예보분석관

jkwoo94@korea.kr

정 관 분석관

기상청 예보분석관

kychung83@korea.kr



그림 1. 연별 최심신적설 0.1cm 이상 일수(좌)와 연별 극한 설 발생일수(우)

※10년 연속 관측지점(33지점)

그림 2. 월별 최심신적설이 5cm 이상의 일수(좌)와 20cm 이상의 일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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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적설과 적설 역 최 극값

표 1은 최근 10년동안 주요 6 도시에서 역

최 신적설과적설극값을보여준다. 서울에서는

2010년 1월 4일에신적설및적설기록을 갱신한

바있고,  부산에서는 2005년 3월 5~6일, 광주에

서는 2005년 12월 21일, 전에서는 2004년 3월

5일에서극값이갱신되었다.

최근 10년(2002~2011년)간최 신적설과적설

극값은각각강릉에서신적설 77.7cm(2011년 2월

기
획
특
집

구분 서울 인천 부산 구 광주 전

신적설
25.8 30 29.5 51 35.2 49

전년 (‘10.1.4) (‘10.1.23) (‘05.3.5) (‘10.1.23) (‘05.12.21) (‘04.3.5)

(全年)
적설

31 43.8 37.2 55.4 41.9 49

(‘22.3.24) (‘22.3.23) (‘05.3.6) (‘53.1.18) (‘08.1.1) (‘04.3.5)

신적설
25.8 22.3 29.5 9.5 35.2 49

최근 (‘10.1.4) (‘10.1.23) (‘05.3.5) (‘53.1.18) (‘05.12.21) (‘04.3.5)

10년
적설

28.5 22.3 37.2 16.5 41.9 49

(‘10.1.4) (‘10.1.4) (‘05.3.6) (‘03.1.23) (‘08.1.1) (‘04.3.5)

표 1. 주요도시 최근 최 신적설과 적설 극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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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와 관령에서적설 148.9cm(2003년 3월 10

일)를기록하 다. 참고로동해에서는 2011년 2월

10~11일사이에 100.8.cm(2일 누적) 신적설이나

타난바있다.

2.2 지역별 신적설과 적설 극값 발생 정도

지난 30년동안가장많은 눈이오는지역은강

원지역으로 10년에한번이상은신적설80cm이상,

적설 140cm이상이쌓 다. 강원도중에강릉, 속

초, 동해, 관령이 설이 많은 지역으로 구분할

수있다. 10년에한번은 전북과충남에서는25cm

이상,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충북에서는 20cm

이상의눈이내린바있다.

남부지방(충청, 호남, 남)은 최근 10년의신적

설과 적설극값이 지난 30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나

고있다. 이는 남부지방에서도 20cm 이상의눈이

올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부산ㆍ경남지방에서도신적설이 29.5cm(부

산 2005년 3월 5일), 적설이 37.2cm(2005년 3월

6일)를 기록하는 등, 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에주의해야한다.

3. 우리나라 설 유형

우리나라의 설형태는 크게 세가지유형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차가운 륙고기압이서해상을

넘어오면서해상에서발달하는눈구름 가북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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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요도시별 2009년과 2010년 신적설 극값 및 적설 극값

그림 4. 지역별 적설과 신적설 극값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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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고서해안에접근하여나타나는서해안 설

형이며, 두번째는차가운공기가동해상으로이동

하고, 우리나라남쪽에저기압이위치하여 북고남

저의기압배치를이룰때, 동해상의구름 가동풍

내지는 북동풍을 타고 해안으로이동하면서눈이

내리는 동해안 설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에 눈을 뿌리는 중

부 설형이다.

그림5에서는세유형에따른각지역별월별적

설분포를나타낸다. 이그림에서초겨울에는서해

안에 설현상이자주 발생하며, 1월에는 중부지

방에, 그리고 1~2월로넘어가면서 동지방에 주

로 설현상이집중되어나타남을알수있다.

3.1. 동해안 설형 사례와 그 구조

그림 6은 2011년 2월 11~12일사이에동해안지

방에서나타난 설에 한 지상일기도와위성사

진을보여준다. 이그림에서우리나라북쪽에서는

차가운 륙고기압이 동해상으로 확장하고 있고,

동해남부와일본열도남쪽해상에서저기압이발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고남저형의

기압배치에서 우리나라동해안 지방에서는 동풍이

불어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강한눈구름 가형

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동해안 설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7에서 보

여준다. 우선중국북동부지방으로확장한 륙고

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차가운 공기가 동해상으

로 남하하고 상 적으로 따뜻한 동해상에서 기

불안정으로 눈구름 가 발달한다. 동해안으로 동

풍을 타고 유입된 눈구름 가 지형적인 향으로

태백산맥과충돌하여상승하면서불안정이강화된

다. 이눈구름 는 태백산맥동쪽사면을 따라남

진하면서해안지방에많은눈을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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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리나라 설의 세 유형에 따른 월별 적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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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해안 설형 사례와 그 구조

그림 8은 2010년 12월 30~31일 서해안지방에

설사례에 한지상일기도와위성사진을보여준

다. 이그림에서우리나라서쪽에 륙고기압이확

장하고있고, 우리나라동쪽에저기압이위치하는

서고동저형의 기압배치를 이룬다. 차가운 륙고

기압이 상 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구

름 들이바람방향으로열을지어 발달하고북서

풍을타고서해안으로유입되고있다.

그림 9에서는 서해안 설의 구조를 나타냈다.

저기압이통과한후그후면을따라북서쪽부터찬

륙고기압이확장하고서해상에서바다와공기의

온도차에의해 기불안정으로고도가 3km 이하

의낮은고도에서적운형의구름이발달한다. 구름

가 북서풍을 타고 충청이남의 서해안 지방으로

려와강약을반복하며지속적인눈이내리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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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1년 2월 11~12일 지상일기도와 위성사진

그림 7. 동해안 설의 구조도(출처 : 지구과학카페 user.chollian.net/~sky58/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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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고기압은 통상 수 일동안 향을미친다. 이

동성고기압으로변질되면강설이종료된다.  

3.3. 중부 설형 사례와 그 구조

그림 10은 2011년 1월 22~23일 중부지방에

설사례에 한 지상일기도와 위성사진을 보여준

다. 우리나라남쪽에변질된이동성고기압이위치

하고있고, 차가운 륙고기압이전면에서저기압

이중부지방에서발달하고있다. 저기압에의해형

성된 구름들이 남서풍을 타고 중부지방에 유입되

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11에서는 중부지방의 설 구조를 나타냈

다. 남서풍을 타고유입된 온난습윤한공기와차

가운공기가만나는 저기압 북쪽에서주로 설이

발생한다. 저기압이남해상으로통과할 때는 주로

남부지방에눈이내리고, 저기압이남부지방을 통

과할경우는주로중부지방에눈이내린다. 발해만

부근에서발생한저기압이중부로접근하면, 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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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서해안 강설 구조도(출처 : COMET program www.comet.ucar.edu)

그림 8. 2010년 12월 30~31일 지상일기도와 위성사진



｜ COVER STORY ｜ 방재안전코너 ｜ 포 커 스 ｜ 리 뷰 ｜ 방재연구 ｜ 방재정보 광장 ｜ 회원광장 ｜

기｜획｜특｜집

풍과 함께 서해상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서울∙경

기도지방에 설이나타날수있다.

4. 적설 예보

우선, 예보관들은 일기도와각종자료를바탕으

로강수현상이있을지없을지를 판단한다. 강수현

상이있다고예상되면, 다음단계는강수량을추정

한다. 여름철엔이단계에서강수예보가종료되지

만, 겨울철에는몇단계가더남아있다. 강수가지

면에 비로 떨어질지, 눈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눈

과비의혼합형태로떨어질지를결정하는것이다.

지면으로부터 1km 이내의 기온의 연직분포를 예

상하여예보관이판단한다. 눈으로강수가내릴것

으로판단했다면, 다음은어느정도쌓일것인지를

예상하는 단계로들어간다. 이단계에서이용되는

것이 수상당량비이다. 예를 들면, 5mm의 강수량

에서수상당량비가 5이면, 2.5cm, 10이면 5cm이

며, 20이면 10cm라는의미이다. 기의연직구조

에따라수상당량비는다르게나타난다. 따라서같

은강수량이예상된다하더라도, 지면에쌓이는눈

의 양이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설예보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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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부지방의 설 모식도. 습윤한 공기가 전선을 타고 상승하면서 저기압의 북쪽에 설이 나타날 수
있다(출처 www.weatherquestions.com)

그림 10. 서해안 강설시 지상일기도와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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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설 유형과 예보

강수량을정확하게예보해야하고, 둘째강수형태

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쌓일 수 있는

수상당량비를정확하게예측해야하기때문에, 비

예측보다매우어렵다(표3).

5. 제언

전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예보는 비나

호우예보에비해매우어렵다. 다시말하면 설예

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강수량의 예측과 더불어

이것이얼마나쌓일 것인가를예측하는 것이기때

문이다. 아울러 여름철의 호우주의보 기준이 6시

간 70mm 또는 12시간 110mm 정도로 강수량이

많은강도가강한기상현상이다. 그러나, 겨울철에

서 설주의보 기준은 5cm이며, 강수량이 3mm

정도에서도도달할 수 있는 매우미세한기상현상

이기때문이기도하다. 같은강수량에 해서도거

의 10배까지도적설의차이를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5mm의 강수량에서 적설은 1cm에서

10cm 까지쌓일수있다.

따라서 방재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이나 담당자

들은우선 설에 한기상현상의이해폭을넓히

고, 왜 설예보가어려운지그리고적설예보의한

계성과그변동성을잘알고 처하는것이무엇보

다도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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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특
집

서울 일강수량(mm) 최심신적설(cm)

2002년 12월 8일 5.0 1.3

2004년 1월 18일 4.8 6.3

표 3. 같은강수량에 해서적설의차이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