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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강설량 예측 및 폭설 취약지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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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on of Future Snowfall and Assessment of Heavy Snowfall 

Vulnerable Area Using RCP Climate Change Scenarios

ABSTRACT

This study is to project the future snowfall and to assess heavy snowfall vulnerable area in South Korea using ground measured snowfall 

data and RCP climate change scenarios. To identify the present spatio-temporal heavy snowfall distribution pattern of South Korea, 

the 40 years (1971~2010) snowfall data from 92 weather stations were used. The heavy snowfall days above 20 cm and areas has 

increased especially since 2000. The future snowfall was projected by HadGEM3-RA RCP 4.5 and 8.5 scenarios using the 

bias-corrected temperature and snow-water equivalent precipitation of each weather station. The maximum snowfall in baseline period 

(1984~2013) was 122 cm and the future maximum snow depth was projected 186.1 cm, 172.5 mm and 172.5 cm in 2020s (2011~2040), 

2050s (2041~2070) and 2080s (2071~2099) for RCP 4.5 scenario, and 254.4 cm, 161.6 cm and 194.8 cm for RCP 8.5 scenario 

respectively. To analyze the future heavy snowfall vulnerable area, the present snow load design criteria for greenhouse (cm), cattleshed 

(kg/m
2
), and building structure (kN/m

2
) of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was applied. The 3 facilities located in present heavy snowfall 

areas were about two times vulnerable in the future and the areas were also extended.

Key words : Climate change, Future snowfall, Heavy snowfall, Vulnerable area, Snow load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기상관측소의 적설심 자료와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강설량을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취약지역을 평

가하였다. 과거 폭설의 시간적, 공간적인 규모 및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92개 기상관측소의 과거 40년간(1971~2010년) 적설심 자료를 수

집하였다. 2000년대로 갈수록 특히 대설경보 기준(20cm)이상 폭설발생 일수는 증가하였다. 이후 기상관측소별로 보정된 AR5 RCP 4.5, 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 각 관측소별로 산정된 온도 경계값과 물당량을 이용하여 미래 강설 가능량을 추정하였다. Baseline (1984~2013) 최

대 적설심은 122cm로 분석되었고, 4.5 시나리오의 경우 186.1cm (2020s), 172.5cm (2050s), 172.5cm (2080s)로, 8.5 시나리오에 따른 최대 

적설심은  254.5cm (2020s), 161.6cm (2050s), 194.8cm (2080s)로 폭설발생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폭설 취약지역을 분석하기 위

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국지역별 원예특작물시설의 설계기준 적설심(cm), 축사 설계기준 적설하중(kg/m
2
), 건축물 설계기준 적설하중

(kN/m
2
) 자료를 수집하여 적용하였다. 미래 폭설 취약지역을 분석한 결과, 과거의 폭설 취약지역의 시설물은 미래에 두 배가량 더 취약하며, 취

약지역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어 : 기후변화, 미래 강설량, 폭설, 취약지역, 적설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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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PCC(Intergovernmental Panelon Climate Change) 5차 보

고서(IPCC, 2013)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

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폭설의 원인은 기후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지역의 얼음이 

녹으면서 구름을 대량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시베리아 등 북반

구지역의 적설량이 증가하며, 증가된 눈과 구름의 영향에 따른 

지표온도변화로 찬 공기가 남하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고위도 

북반구에 폭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0). 실제로 고위도 북반구 지역에서 폭설 

및 한파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2014년 1월 뉴욕,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국 북동부의 폭설 피해, 2013년 11월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 폭설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Han, 2011).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대 초

반까지는 폭설피해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반해, 2000년대 

중반부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1년 2월과 

2014년 2월의 강원도 지역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

가 발생하였다. 

폭설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심각하다. 

최근 10년(2003~2012)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 1.4조 원 중 폭

설에 의한 피해액은 1,700억 원으로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약 

12%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권과 충청권에서 전국 피해

액의 81%가 발생하였다(Disaster Annual Report, 2012). 폭설

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도로 및 인명피해 뿐 아니라 

주택, 건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량에 따라 적설하중을 받

는 주요시설물의 피해가 주로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소방방재

청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2001년 발생한 폭풍설로 인해 비닐하

우스 3,455ha, 축사·잠사 13,480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2004년 발생한 폭설에 의해 비닐하우스 2,211ha, 축사·잠사 

8,990개소, 2005년 발생한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1,242ha, 

축사 9,037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다(Ahn et al., 2015).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은 그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

되어 나타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폭설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지상관측소에 의

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강설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폭

설이 자주 발생하는 취약지역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

가 기후변화로 인한 강설량을 예측하고 폭설지역을 평가함으로

써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강설 및 폭설을 분석한 과거 연구를 살펴보면 Frei et al. 

(1999)는 북아메리카와 러시아와 같은 극지방에서는 지구의 기

온상승으로 인하여 적설면적의 감소가 예상될 것으로 분석하였

다. Lee and Rhyu(2003)은 서울, 강릉, 군산, 대구를 대상으로 

과거 30년간의 신적설량과 강설일수를 분석하였고. Kim et al. 

(2012)은 5개의 대설지역을 울릉도, 영동북부, 서태백산맥, 소

백산맥북서부, 남해안으로 구분하여 과거 30년 동안 적설량의 

시공간적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Ahn et al.(2015)은 기상관측소

의 적설심 자료와 Terra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대표 시

설물에 대한 폭설 취약지역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시

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강설을 예측한 연구로 Joh et al. 

(2011)은 13개 GCM 자료를 이용하여 강설가능성을 일 최저 

온도와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강설가능성과 전국 중

권역별 강설량을 예측하였고, Soncini and Bocchiola(2011)는 

이탈리아 알파인 지역을 대상으로 강설을 제공하는 2개 GCM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자료와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미래 강설을 

예측하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강설 관련 연구는 대부분 현재

의 현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미래의 강설가능성 및 취약지역 도

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기상관측소의 과거 40년(1971~2010) 동

안의 적설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전국적인 폭설일수 및 최대 

적설심을 분석하여 시간적, 공간적인 규모 및 상황을 파악한다. 

이후 미래 강설량을 예측 및 폭설 취약지역의 분석을 위해 과거 

30년(Baseline: 1984~2013) 동안의 적설심 자료를 이용하여 전

국 적설심 분포도를 작성하고,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물당량

을 이용하여 예측한 미래 적설심 분포도(2020s, 2050s, 2080s)와 

비교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대표 시설물별 적설 설계기준

과의 비교를 통해 미래 폭설 취약지역을 추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기상 자료

본 연구에서는 미래 강설량 예측 및 폭설 취약지역 분석을 위

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전국 92개 기상관측소(지상관측소 78

개, 공동협력관측소 14개)의 최심신적설량(신적설) 및 최심적설

량(구적설) 자료를 수집하였다(Fig. 1(a)). 과거 폭설일수의 변

화분석 및 최대 적설심 공간분포도 구축을 위해 과거 40년간

(1971~2010)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과거 동일한 

네 기간(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으

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미래 강설량과 비교목적으로 사

용하기 위한 Baseline 적설심 분포도 작성을 위해 3년간의 자료

를 추가로 수집하여 과거 30년간(1984~2013)의 적설심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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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92 Weather Stations in South Korea

수집된 최심신적설량 및 최심적설량 지점 자료들은 공간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공간보간법으로는 역거리 가중법(IDW: Inverse 

Distance Weight)을 이용하였다. IDW와 같은 공간적으로 연속

된 자료를 가정한 방법으로 실제 적설면적을 추출하는 것은 정

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적설은 특성상 대설이 발생

한 연도의 경우 전국의 반 이상을 뒤덮는 형태로 발생하고 2~3

년 치 대설분포의 면적을 중첩한다 하더라도 전국이 모두 커버

되는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는 30년 이상의 적설면적을 중첩하

여 비교하게 되므로 IDW 공간보간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IDW 공간보간법을 사용하여 적

설면적을 추출한 사례가 많이 있다(Kim et al., 2011a; Kim et 

al., 2011b; Ahn et al., 2015).

공간보간법은 특정지점의 관측값을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알고자 하는 지점의 값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대표적인 공간보간법으로는 역거리 가중법, Spline, 크리깅 

등이 있다. 크리깅 보간법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들의 선형 조

합으로 원하는 지점에서의 속성값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값을 

추정할 때 실측값과의 거리 뿐 만 아니라 주변에 이웃한 값 사

이의 상관강도를 반영한다. 크리깅 보간법은 통계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새로운 점에서 보간을 수행할 때마다 

새로운 가중치를 계산해야 하므로 많은 양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역거리가중법은 주변의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선형으로 결합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새로운 셀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까이 있는 실측값에 더 큰 가중치를 주어 보간한다

(Ahn et al., 2015). Blackmore and Moore(1999)에 의하면 표

본의 수가 증가하면 크리깅 보간법에 비해 역거리 가중법이 더 

간단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보다 향상된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역거리 가중법은 Eqs. (1) and (2)와 같이 나타낸

다.



 
  



  (1)

여기서, 는 위치 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나타내며, 

은 관측지점의 수, 는 관측지점 에 사용할 가중치,  

는 관측지점 에서의 관측값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가중치 

는 Eq. (2)와 같이 거리가 가까이 있는 실측값에 더 큰 가중치를 

주게 된다.

 


  







  



  (2)

여기서, 는 관측지점 와 예측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

내며, 지수에 포함된 는 거리에 따라 가중치의 변화정도를 결

정한다.

2.2 AR5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IPCC 5차 평가보고서(AR5)의 결과인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시나리오는 AR4에서 사용된 이산화

탄소 농도에 따른 시나리오인 SRES A2, A1B, B1 등에 대응하

는 새로운 시나리오이다. RCP 시나리오는 최근의 온실가스 농

도변화 경향을 반영하였으며, 해상도 등을 업그레이드하였다. 

RCP 시나리오는 대표 온실가스 농도를 이용하여 2.6, 4.5, 6.0, 

8.5의 4개 시나리오를 제시 하고 있으며, 이중 RCP 4.5(CO2 

540 ppm), RCP 8.5(CO2 940 ppm) 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이며, 

RCP 8.5는 현재 추세(저감 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나

리오이다. 사용된 모델은 HadGEM3-RA 모형이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하여 역학적 상세화된 12.5km 해

상도의 한반도 전망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과거 30년(1984~ 

2013) 온도, 강수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통계적인 

유사성을 가지도록 보정하였다. 온도의 경우 Eq. (3)과 같이 나

타낸다.

′









  (3)

여기서, ′
는 보정된 미래의 온도, 는 과거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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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ias-Corrected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Under RCP 4.5 and 8.5 Scenarios of the HadGEM3-RA: (a) Before Bias Correction and 
(b) After Bias Correction

Fig. 3. Spatial Distribution Map of Temperature Boundary Values and Snow-Water Equivalent: (a) 42 Weather Stations (b) Boundary Values 
of Maximum Temperature (c) Boundary Values of Minimum Temperature and (d) Snow Water Equivalent 

기준기간 동안 관측된 온도, 는 GCM에서 모의된 미

래 온도의 평균, 는 과거 기준기간 동안의 RCM에서 

모의된 온도의 평균을 말한다. 강수량의 경우 Eq. (4)와 같이 나

타낸다.

′
  ×





  (4)

여기서, ′
는 보정된 미래의 강수량, 는 과거 30년 

기준기간 동안 관측된 강수량, 는 RCM에서 모의된 미

래 강수량의 평균, 는 과거 기준기간 동안의 RCM에서 

모의된 강수량의 평균을 말한다. 이 기법에 의해 각 시나리오별

로 보정된 온도 및 강수량은 Fig. 2와 같다.

2.3 물당량

미래 강설량 예측을 위해 Joh et al.(2011)이 제시한 물당량

(SWE, Snow Water Equivalent = Snow Depth / Precipitation 

Depth)을 사용하였다. 전국 중권역 단위로 산정된 물당량 값 및 

최저온도 경계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미래 강설량 

추정이 가능하다. 강설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 조건(온도 경계

값)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최고·최저 온도, 

강수량 및 신적설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신적설 자료는 각 관

측소마다 제공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의 자료를 제공하는 전국 관측소 42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Fig. 3(a)). 

신적설심이 구축된 날은 강설이 발생한 날이므로 그 날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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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now Design Criteria Map for 3 Representative Facilities: (a) Snow Depth (cm) for Greenhouse, (b) Snow Load (kg/m
2
) for Cattle Shed 

and (c) Snow Load (kN/m
2
) for Building (Ahn et al., 2014)

고·최저 온도별로 추출하여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일 자료로는 하루 중 어느 때에 강설이 발생한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최고·최저 온도별로 나누

어 추출하였다(Joh et al., 2011). 추출된 최고·최저 온도 경계값

을 다시 강수량에 적용하여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방법은 각 

관측소별로 실시되었으며, 실제 강설이 발생한 총 횟수와 온도 

경계값을 이용하여 산정한 강설 발생 총 횟수의 비교를 통해 발

생 확률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제 강설이 발생한 날

과 온도 경계값을 이용하여 산정한 강설이 발생한 날과의 1대 

1 비교를 통하여 발생 적중률(정확도)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

다. 다음으로 발생 확률과 발생 정확도에 대한 수치가 만족스러

운 값을 나타내도록 온도 경계값을 수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DEM을 이용하여 고도에 따른 기온감

율을 적용하고, 온도 경계값과 물당량이 Figs. 3(b)~3(d)와 같이 

산정되었다. 물당량은 권역별로 8~26까지의 값으로 산정되었으

며, 산정된 물당량에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미래 

강설량을 예측하고 미래 적설분포도를 구축하였다. 

 

2.4 시설물별 적설 설계기준

미래 폭설 취약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시설물별 적설 설계기

준을 이용하였다. Ahn et al.(2015)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설

물의 적설 설계강도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지역별 원예특작물

시설의 설계기준 적설심(cm), 축사 설계기준 적설하중(kg/m
2
), 건

축물 설계기준 적설하중(kN/m
2
)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바 있

다. 본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이용하여 

Baseline 및 미래 적설면적 분포도와의 비교를 통해 폭설 취약

지역을 분석하였다. 

원예특작물시설의 경우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MIFAFF(2010)에서는 2007년 4월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 및 규격시설에 대해 내재해 기준을 지정고시하였

고, 2010년 11월 4차에 걸쳐 기준을 개정하였다. 축사의 경우 

MIFAFF(2008)에서는 건축구조 설계하중을 3가지형(표준형, 

해안형, 산간형)으로 구분하여 설해, 풍해, 및 폭우로 인한 재해

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건축물의 경우 

폭설 등 기상이변에 의해 발생하는 건축물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MIFAFF(2009)에서는 지역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고려

하여 건축물의 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 수집된 전국지역별 원예

특작물시설의 설계기준 적설심(cm), 축사 설계기준 적설하중

(kg/m
2
), 건축물 설계기준 적설하중(kN/m

2
) 자료를 시군구 단위

로 기준값을 할당하여 map을 작성하였다(Fig. 4). 

3. 결과 및 고찰

3.1 기상자료를 이용한 과거 적설 분석

미래 강설량 및 취약지역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상자료를 이

용하여 과거 전국적인 적설의 시간적, 공간적인 규모 및 변화 패

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거 40년간(1971~2010)의 전국 최심

신적설량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동일한 네 기간(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동안에 대설주의보 기준

인 5cm이상, 대설경보 기준인 20cm이상, 극단적으로 50cm이

상 적설이 발생되었던 폭설일수를 각각 분석하였다(Fig. 5). 대

설주의보 기준인 5cm이상 적설이 주로 발생되는 지역은 강원도

와 호남지역으로 과거 4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대설경보 수준인 20cm이상 폭설이 자주 발생한 지역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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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5cm

Over 

20cm

Over 

50cm

(a) 1971-1980 (b) 1981-1990 (c) 1991-2000 (d) 2001-2010

Fig. 5. Change of Heavy Snowfall Days During the Past 40 Years for Each Snow Depth

Over 

5cm

Over 

20cm

Over 

50cm

(a) 1971-1980 (b) 1981-1990 (c) 1991-2000 (d) 2001-2010

Fig. 6. Maximum Snow Depth Distribution Map During the Past 40 Years for Each Snow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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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 (1984-2013) 4.5 - 2020s 4.5 - 2050s 4.5 - 2080s

8.5 - 2020s 8.5 - 2050s 8.5 - 2080s

Fig. 7. Snow Depth Distribution Map for Baseline(1984-2013) Period and 2020s(2011-2040), 2050s(2041-2070) and 2080s(2071-2099) 
under RCP 4.5 and 8.5 Scenarios of the HadGEM3-RA

2000년대로 갈수록 강원도, 중부, 호남지역 등으로 확대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폭설일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

대까지만 해도 비슷한 공간적 패턴을 보였지만 2000년대로 접

어든 후 폭설발생 빈도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극단적으로 50cm 

이상 적설이 발생되었던 폭설일수는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나타

났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각 기간(10년)동안 폭설일수는 

5cm이상의 경우 94~125일, 20cm이상의 경우 16~27일, 50cm

이상의 경우 9일로 기간별로 일수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지역적

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의 강

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거 40년간(1971~2010)의 전국 최심적설량 자료를 이

용하여 최대 적설심 공간분포도를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대설주

의보 기준인 5cm이상 적설이 주로 발생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대설경보 수준인 20cm이상 적설이 발생

한 지역은 최근 2000년대로 갈수록 전국을 모두 영향권 안에 포

함되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50cm이상 적설이 

발생되었던 지역은 강원도 속초, 강릉 지역에서 정선, 평창, 삼

척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6). 

3.2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물당량을 이용한 미래 강설량 

예측

앞서 구축한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의 최저온도, 강수량과 권

역별 물당량 값을 이용하여 미래 강설 가능량을 예측하였다. 미

래 분석기간은 2020s(2011~2040), 2050s(2041~2070), 2080s 

(2071~2099)로 설정하였다.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적

설분포도를 Fig. 7과 같이 구축하였으며, 4.5 시나리오에 따른 

최대 적설심은 186.1cm(2020s), 172.5cm(2050s), 172.5cm(2080s)

로 분석되었고, 8.5 시나리오에 따른 최대 적설심은 254.5cm(2020s), 

161.6cm(2050s), 194.8cm(2080s)로 미래에는 폭설발생이 증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에는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전국 연평균 적설량과 연최대 적설량을 시계열로 나타내었

다. 연평균 적설량은 Baseline(1984~2013) 32.9cm를 기준으로 

미래에는 적설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경향성은 미

래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 시나리오와 비

교하여 8.5 시나리오가 감소경향이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Fig. 8(a)). 이는 미래 강설량 예측 시 사용한 최저기온이 미래

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연 적설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연최대 적설량도 마찬가지고 미래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지만, Baseline(1984~2013) 188cm 기준으로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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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eneral Tendency in Future Snow Depth(cm) under RCP 
4.5 and 8.5 Scenarios: (a) Annual Snow Depth and (b) 
Maximum Snow Depth

Baseline(1984-2013) 4.5 - 2020s 4.5 - 2050s 4.5 - 2080s

8.5 - 2020s 8.5 - 2050s 8.5 - 2080s

Fig. 9. Future Heavy Snowfall Vulnerable Area of Greenhouse for Baseline(1984-2013) Period and 2020s(2011-2040), 2050s(2041-2070) and 
2080s(2071-2099) under RCP 4.5 and 8.5 Scenarios

는 과거 30년의 최대치를 초과하는 폭설사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Fig. 8(b)). 즉 미래로 갈수록 연평균 적설량은 감소하지

만 폭설발생은 증가하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3.3 시설물별 적설 설계기준을 이용한 미래 폭설 취약지

역 분석

폭설 취약지역을 추정하기 위하여 앞서 과거 적설심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Baseline(1984~2013) 최대 적설심 분포도와 

적설 설계기준의 적설하중을 적설심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원예특작물시설의 설계기준은 적설심(cm)이므로 별도의 환산과

정은 거치지 않았다. 축사 설계기준 적설하중(kg/m
2
), 건축물 설

계기준 적설하중(kN/m
2
)은 적설심별 단위면적당 눈의 중량을 

곱하여 적설심(cm)으로 환산하였다. 눈의 단위중량은 적설 50cm 

이하 1.0(kg/cm․m
2
), 100cm 이하 1.5(kg/cm․m

2
), 200cm 이하 

2.2(kg/cm․m
2
), 400cm 이하 3.5(kg/cm․m

2
)이다(Ahn et al., 2015).

취약지역의 구분을 위해 각 시설물별 적설심(cm)이 양수 값

(흰색)이면 안전하고 음수 값이면 취약하며 취약등급을 7등급

(안전: 0 이상, 1등급: 0~-20, 2등급: -21~-40, 3등급: -41~-60, 

4등급: -61~-80, 5등급: -81~-100, 6등급: -100이상)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7가지 등급의 의미는 시설물의 설계기준 하중을 

적설심으로 환산한 값과 과거 발생했던 최대 적설심 값과 비교

한 값으로, 만약 -21~-40등급에 해당된다면 설계기준보다 적설

이 40cm 까지 더 발생했던 지역으로 설계기준의 상향조정을 위

해 현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즉, 등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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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1984-2013) 4.5 - 2020s 4.5 - 2050s 4.5 - 2080s

8.5 - 2020s 8.5 - 2050s 8.5 - 2080s

Fig. 10. Future Heavy Snowfall Vulnerable Area of Cattle Shed for Baseline(1984-2013) Period and 2020s(2011-2040), 2050s(2041-2070) and 
2080s(2071-2099) under RCP 4.5 and 8.5 Scenarios

Baseline(1984-2013) 4.5 - 2020s 4.5 - 2050s 4.5 - 2080s

8.5 - 2020s 8.5 - 2050s 8.5 - 2080s

Fig. 11. Future Heavy Snowfall Vulnerable Area of Building for Baseline(1984-2013) Period and 2020s(2011-2040), 2050s(2041-2070) and 
2080s(2071-2099) under RCP 4.5 and 8.5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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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Future Predicted Snow Depth and Vulnerability Level under RCP 4.5 Scenarios at the Administrative District Scale

Administrative 

District 

Baseline

(1984~2013)

2020s

(2011~2040)

2050s

(2041~2070)

2080s

(2071~2099)

Snow Depth 

(cm)
Vulnerability Level

Snow Depth 

(cm)

Vulnerability 

Level

Snow Depth 

(cm)

Vulnerability 

Level

Snow Depth 

(cm)

Vulnerability 

Level

Max. Mean GH CS BD Max. Mean GH CS BD Max. Mean GH CS BD Max. Mean GH CS BD

Gangwon-do 188.0 48.8 6 6 6 71.2 55.6 3 3 3 172.5 65.0 6 6 6 172.5 60.7 6 6 6 

Gyeonggid-o 33.0 27.2 1 1 1 118.7 72.0 5 6 6 103.0 58.4 4 5 5 109.7 41.0 5 5 5 

Gyeongsangnam-do 32.0 22.5 1 1 1 186.1 56.7 6 6 6 158.5 54.5 6 6 6 58.3 27.7 2 3 3 

Gyeongsangbuk-do 132.9 29.8 5 6 3 81.3 41.2 3 3 4 121.4 49.5 5 5 6 58.2 27.9 2 2 3 

Gwangju 41.0 36.9 1 2 2 67.4 58.6 3 3 3 78.0 54.1 3 4 4 58.3 36.9 2 3 3 

Daegu 23.0 20.8 1 1 1 41.0 27.5 1 2 2 43.5 34.0 2 2 2 23.0 14.8 1 1 1 

Daejeon 48.0 36.7 2 2 2 57.2 32.1 2 3 2 73.9 36.1 3 3 3 29.3 22.4 1 1 1 

Busan 37.0 30.4 1 1 1 79.1 55.2 3 3 4 68.7 45.7 3 3 3 30.4 20.8 1 1 1 

Seoul 28.0 26.7 1 1 1 103.6 80.2 4 5 5 102.9 89.0 4 5 5 82.2 37.2 3 4 4 

Ulsan 25.0 21.1 1 1 1 62.1 58.3 2 3 3 63.6 58.5 3 3 3 25.8 24.3 1 1 1 

Incheon 30.0 25.9 1 1 1 142.3 110.7 6 6 6 75.7 56.9 3 3 3 152.1 99.1 6 6 6 

Jeollanam-do 42.0 28.0 1 2 2 150.1 90.1 6 6 6 167.4 101.4 6 6 6 153.8 82.7 6 6 6 

Jeollabuk-do 60.0 33.5 2 3 3 66.5 50.1 2 3 3 158.4 71.5 6 6 6 61.8 41.2 2 2 3 

Jeju 22.0 12.0 Safety Safety 1 81.5 48.4 3 3 4 96.6 56.0 4 4 4 81.0 49.4 3 3 4 

Chungcheongnam-do 48.0 28.8 2 2 2 153.5 74.6 6 6 6 152.3 62.8 6 6 6 59.7 39.6 2 3 3 

Chungcheongbuk-do 46.0 32.0 1 2 2 105.1 63.5 4 5 5 158.2 56.9 6 6 6 48.4 33.6 2 2 2 

*GH: Greenhouse, CS: Cattle shed, BD: Building

수가 커질수록 더욱 취약함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눈의 단위중량은 적설깊이에 따라 커지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되

므로 등급이 커질수록 취약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선택된 원예특작물시설, 축사, 건축물의 시설물에 대한 Baseline

과 미래 기간 동안의 취약지역을 도출한 결과는 Figs. 9~11과 

같다. Baseline의 경우 Fig. 7에서와 같이 대설지역으로 나타났

던 강원도(3~6등급)와 전라북도(1~3등급)가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시군구별로 비교적 다양한 적설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원예특작물시설에 비해 축사,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이 

많이 발생하였다. 전국적으로 적설량 기준보다 20cm 이상으로 

초과하는 적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강원

지방과 호남지방은 많게는 60~80cm의 폭설이 더 많이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에는 원예특작물시설의 경우 과거의 

취약지역인 강원도 외에도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이 확대되었는

데, 4.5 시나리오의 경우 서울, 경기, 충청남도, 전라남도 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8.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지역이 취약하게 나타났다. 축사와 건축물의 경우 적

설기준이 상세하지 않은 만큼 취약지역도 흡사하게 나타났다. 

취약지역은 원예특작물시설과 동일하게 4.5 시나리오의 경우 서

울, 경기, 충청남도, 전라남도 지역, 8.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경

기도와 경상남도 지역이 취약하게 나타났다. 현재에도 폭설은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예측된 폭설 발생지역은 일정한 패턴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

래에는 과거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강도 높은 폭설이 발생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폭설 취약지역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16개 행정구역으로 나

누어 적설량과 취약등급을 Tables 1~2에 타나내었다. 취약등급

은 해당 행정구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최

고 등급을 정리한 것이다. 과거 Baseline의 경우에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걸쳐 폭설이 많이 발생하였고, 시설별 취약등급 또

한 강원도는 가장 위험한 6등급, 경상북도는 3등급 이상이었으

며, 서울, 경기, 제주는 비교적 안전하였다. 하지만 4.5 시나리오

의 경우 특히 경기, 인천,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평균 적설량이 

각각 49.8%, 68.3%, 69.2%, 47.6% 가량 증가함에 따라, 취약

등급도 1~2등급 수준에서 5~6등급을 기록했다. 8.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경기, 경상남도, 인천, 충청북도의 평균 적설량이 각각 

38.9%, 44.3%, 48.8%, 10.8% 가량 증가하였고, 취약등급은 

1~2등급 수준에서 3~6등급 수준으로 상승했다. 앞서 예측된 바

와 같이 현재에는 강원도 지역이 취약지역에 속하고, 현재에는 

취약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미래에는 폭설 피해 예상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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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 Summary of the Future Predicted Snow Depth and Vulnerability Level under RCP 8.5 Scenarios at the Administrative District Scale

Administrative 

District 

Baseline

(1984~2013)

2020s

(2011~2040)

2050s

(2041~2070)

2080s

(2071~2099)

Snow Depth 

(cm)

Vulnerability 

Level

Snow Depth 

(cm)

Vulnerability 

Level

Snow Depth 

(cm)

Vulnerability 

Level

Snow Depth 

(cm)

Vulnerability 

Level

Max. Mean GH CS BD Max. Mean GH CS BD Max. Mean GH CS BD Max. Mean GH CS BD

Gangwon-do 188.0 48.8 6 6 6 238.2 102.4 6 3 6 64.7 47.4 3 3 3 194.8 61.6 6 6 6 

Gyeonggid-o 33.0 27.2 1 1 1 194.4 94.6 6 3 6 62.2 45.5 2 3 3 38.3 28.7 1 2 2 

Gyeongsangnam-do 32.0 22.5 1 1 1 163.0 86.5 6 6 6 161.6 48.7 6 6 6 44.1 23.7 2 2 2 

Gyeongsangbuk-do 132.9 29.8 5 6 3 138.9 63.1 6 4 6 94.1 29.0 3 4 3 113.4 30.0 4 5 5 

Gwangju 41.0 36.9 1 2 2 61.0 59.4 2 3 3 67.7 59.2 3 3 3 28.6 24.7 1 1 1 

Daegu 23.0 20.8 1 1 1 76.6 35.1 3 1 3 34.3 14.4 1 1 1 20.7 12.6 Safety 1 1 

Daejeon 48.0 36.7 2 2 2 66.2 58.3 2 1 3 34.8 29.2 1 1 1 27.2 23.8 Safety 1 1 

Busan 37.0 30.4 1 1 1 45.2 35.1 2 1 2 25.1 17.4 1 1 1 25.9 15.8 1 1 1 

Seoul 28.0 26.7 1 1 1 156.6 96.8 6 2 6 49.3 42.0 2 2 2 25.6 20.0 1 1 1 

Ulsan 25.0 21.1 1 1 1 48.5 41.3 2 1 2 24.4 20.4 1 1 1 29.7 27.4 1 1 1 

Incheon 30.0 25.9 1 1 1 254.5 176.2 6 2 6 61.8 52.0 2 2 2 35.1 29.1 1 1 1 

Jeollanam-do 42.0 28.0 1 2 2 77.5 54.0 3 3 3 62.6 36.7 2 3 3 49.6 26.0 2 2 2 

Jeollabuk-do 60.0 33.5 2 3 3 102.3 60.7 4 2 5 52.1 35.8 2 2 2 51.5 31.1 1 2 2 

Jeju 22.0 12.0 Safety Safety 1 171.9 119.7 6 2 6 59.9 48.3 2 2 3 13.0 100.2 6 6 6 

Chungcheongnam-do 48.0 28.8 2 2 2 101.2 72.0 4 2 5 46.8 38.0 1 2 2 51.2 36.8 1 2 2 

Chungcheongbuk-do 46.0 32.0 1 2 2 139.3 75.6 6 2 6 47.7 33.2 2 2 2 43.6 24.8 1 2 2 

*GH: Greenhouse, CS: Cattle shed, BD: Building

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기상관측소의 과거 수십년 

간의 적설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적설분포의 시공간적 현황을 

파악하고 적설심 분포도를 작성였다. 이후 RCP 기후변화 시나

리오의 최저온도, 강수량 및 물당량을 이용하여 미래 강설 가능

량을 예측하고, 미래 적설심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국 시설물의 적설기준을 바탕으로 현재 및 미래의 폭설 취약

지역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거 동일한 네 기간(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동안의 대설주의보 기준인 5cm이상, 대설경보 

기준인 20cm이상, 극단적으로 50cm이상 적설이 발생되었

던 폭설일수를 각각 분석한 결과, 최근 2000년대로 갈수록 

강원도, 중부, 호남지역 등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폭설일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또한 과거 기간(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 

~2010) 동안의 최대 적설심 공간분포도를 산정하여 분석한 

결과, 20cm이상 적설이 발생한 지역은 최근 2000년대로 

갈수록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50cm이상 적설이 발생되

었던 지역은 강원도 속초, 강릉 지역에서 정선, 평창, 삼척

까지 확대되었다.

(3) 기상관측소의 적설심 자료을 이용하여 과거 30년간 Baseline 

(1984-2013) 적설심 분포도를 작성하고, RCP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적설심 분포도(2020s, 2050s, 2080s)를 작

성하여 비교하였다. 연평균 적설량은 Baseline(32.9cm)을 

기준으로 미래에는 적설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지

만, 미래 최저기온의 증가 경향으로 인해 미래로 갈수록 감소

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연최대 적설량은 Baseline(188cm)을 

기준으로 미래에는 과거 30년 최대치를 초과하는 폭설사상

이 발생하였다.

(4) 선택된 원예특작물시설, 축사, 건축물의 시설물에 대한 적설

기준과 과거 기준기간인 Baseline 적설심 분포도를 비교분

석한 결과, 대설지역으로 나타났던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취

약등급이 각각 6등급, 3등급 이상이었으며, 서울, 경기, 제

주는 비교적 안전하였다. 미래에는 취약지역이 확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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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나리오의 경우 경기, 인천, 전라남도, 충청남도의 평

균 적설량이 각각 49.8%, 68.3%, 69.2%, 47.6% 가량 증

가하고, 취약등급은 5~6등급으로 나타났고, 8.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경기, 경상남도, 인천, 충청북도의 평균 적설량이 

각각 38.9%, 44.3%, 48.8%, 10.8% 가량 증가하고, 취약등

급은 3~6등급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및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미래 강설량은 강도가 점차 세지고, 시공간적 패턴

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발

생 가능 예상지역을 도출하고, 특정 시설물의 적설기준을 이용

하여 행정구역별 취약지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 강설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지상관측소의 자료를 활용하여 강설량 예

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앞으로 더

욱 강하게 발생하는 폭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

로 폭설 취약지도의 작성 및 폭설 취약지역의 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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