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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lassify snowfall area types with consideration of past 

regional snowfall characteristics and times for the effective local snow removal response systems of 

229 local government districts. Method: This research first collected snowfall data of South Korea 

meteorological stations, and classified regional types using successive snowfall time. This research 

finally produced GIS maps using regional type information of snowfalls by applying GIS analysis 

methods. Result: This research provides five types of snowfall regions including ‘frequent heavy 

snowfall regions’, ‘frequent light snowfall regions’, ‘rare heavy snowfall regions’, ‘average snowfall 

regions’, and ‘rare light snowfall regions’ based on analysis results. Conclusion: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for regional demand estimations of snow removal 

equipments, materials, vehicles, and personnel for the efficient snow removal respon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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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29개 기초지자체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역 

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거의 지역별 강설특성과 강설시간을 이용하여 강설지역 유형을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상관측소 기준의 강설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연속 강설 시간을 이용하여 지역유형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GIS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강설지역 유형에 대한 정보를 GIS지도로 제작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유형을 분류한 결과 ‘눈이 자주 많

이 오는 지역’, ‘눈이 자주 조금 오는 지역’, ‘눈이 가끔 많이 오는 지역’, ‘눈이 보통 오는 지역’, ‘눈이 희

박한 지역’ 등 총 5개의 강설 지역유형이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제설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설 장비, 자재, 차량, 인력의 지역별 수요를 추정하는데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용어: 자연재해, 강설, 강설량, 강설시간, 강설 지역유형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겨울철 재난인 대설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지구

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역별로 기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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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Kim et al., 2017a). 2017년을 기준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2000년 이전의 평균기온인 14°C보다 

0.84°C 높아졌다. 2017년의 평균기온은 1880년 관측 이후 2016년, 2015년에 이어 상위 3번째를 기록했다. 가을철 우랄산맥 

북쪽인 바렌츠-카라 해의 빙하면적이 감소하면서 겨울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파와 대설이 발생했고, 알래스카 북서쪽 척

치 해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북미지역에서는 한파와 대설이 더 강력하게 발생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이러한 기후변화는 북극 진동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반구 시베리아 지역의 적설량 증가는 눈과 구름에 영향을 

미쳐 지표 온도의 변화로 찬 공기가 남하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고위도 북반구에 대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설재난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2008~2017년) 자연재난 중에서 풍수해(호우와 태풍)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피해

를 발생시키는 재난유형이다. Fig. 1과 같이 규모는 약 226억 원에 달하며 비중으로는 전체 자연재난 중 6.5%를 점유한다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전체 자연재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대설재난의 발생과 피

해 특성을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커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대설재난에 취약한 지역은 강원권·충청권·호남

권이 연결되는 축을 형성한다(Han, 2014). 특히 이 축에 위치한 지방도시에서 대설재난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자연재난

의 규모와 빈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정책은 가능하다. 따라서 대설과 같

은 자연재난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개편하는데 핵심적 요소이며, 재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겨울철 발생하는 대설재난은 제설대책의 측면에서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며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제설계획 마련

이 매우 중요하다. 대설에 의한 피해는 주로 건축물 및 시설물 붕괴사고, 도로 미제설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사전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보강과 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차량 및 장비, 제설자재 및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Source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018), Statistical Yearbook of Natural Disaster 2017

Fig. 1. Damage by Disaster Type in the Last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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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설 대비는 지역의 강설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제설장비 및 자재, 차량 

등의 확보에 머물러 강설량이 많은 지역에서 제설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가 부족해 제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다(Kim et al., 2017b). 반면 강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장비나 자재가 남아 차년도 예산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로 

이를 과도하게 소진하여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는 기후변화로 기후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

리나라 지역별 강설 특성에 의한 강설지역 유형정보를 제설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기초지자체의 도

로제설에서는 강설량만을 활용하고, 연속 강설시간 등을 고려하지 못해 정확한 제설 관련 수요 추정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29개 기초지자체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역 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거의 지역별 강설특성과 강설시간을 이용하여 강설지역 유형을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우선

적으로 기상관측소 기준의 강설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연속 강설시간을 이용하여 지역유형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GIS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강설지역 유형에 대한 정보를 GIS지도로 제작하였다. 지역유형을 분류한 결과 ‘눈이 자주 많이 오는 

지역’, ‘눈이 자주 조금 오는 지역’, ‘눈이 가끔 많이 오는 지역’, ‘눈이 보통 오는 지역’, ‘눈이 희박한 지역’ 등 총 5개의 강설 

지역유형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제설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수요를 추정하는데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

자연재난의 지역별 유형구분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주제다. 강설자료를 활용한 지역 유

형 구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년간 누적된 강설량과 지리적 요인 등을 고려해 군집분석, 요인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연구

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존연구는 강설 특성을 동해안, 서해안, 중부내륙, 남해안, 영남지역 등 5개 정도의 지역유형으로 구분

해왔다. 우리나라 강설 특성을 이용한 지역유형 구분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Choi(1990)은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변수 간 상호독립적인 변수를 추출한 후 군집분석을 적용해 상관성이 큰 지역을 동일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강설량의 규모, 두 번째 요인은 동서분포형 강설, 세 번째 요인은 저기압의 이동로로 나

타났다. 강설지역은 심설, 다설, 강설, 과설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강설의 공간적 분포에서는 지리적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 

강설지역은 울릉도와 태백 산간지역의 심설지역, 영동지방 및 노령산맥 북측의 다설지역, 중서부나 호남지역의 강설지역, 소

백산맥 이남의 영남과 호남 남해안 및 제주도의 과설지역으로 구분되었다. 

Table 1. Result of Classification of Snow Area(Lee et al., 2010)

권역 지점수 기상관측소

Ⅰ 3 속초, 대관령, 강릉

Ⅱ 9 춘천, 원주, 추풍령, 인제, 홍천, 제천, 보은, 영주, 문경

Ⅲ 18 서울, 인천, 수원, 청주, 대전, 안동, 군산, 강화, 양평, 이천, 천안, 보령, 부여, 금산, 부안, 정읍, 의성, 구미

Ⅳ 17 서산, 광주, 통영, 목포, 여수, 완도, 임실, 남원, 순천, 장흥, 해남, 고흥, 거창, 산청, 거제, 남해, 전주

Ⅴ 10 울진, 포항, 대구, 울산, 부산, 진주, 영덕, 영천, 합천,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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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2010)는 30년 이상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57개 기상 관측소의 강설량과 지리적 요인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주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강설에 대한 지역별 그룹화를 진행하였고, 연구결과로 Table 1과 같이 

총 5개의 권역을 제시하였다. 국내 강설의 공간적 분포를 도출해 강설과 관련한 대설재난 방지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주요 구

조물 설계에 적용할 기준개발에 기여하였다. 

Chung et al.(1999)는 패턴분석기법 중 하나인 Rotated EOF 방법으로 강설의 시공간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Fig. 

2와 같이 우리나라를 동해안지역, 서해안지역, 중부내륙지방, 영남중동부 지역, 영남 남부지역의 5개 강설 기후구역으로 구

분하였다.

Fig. 2. Result of Classification of Snow Area(Chung et al., 1999)

Kim et al.(2012)는 Fig. 3과 같이 우리나라 5개 강설지역을 울릉도, 영동북부, 태백산맥서측, 소백산맥 북서부, 남해안으

로 구분하고, 3개의 시기(1980-1999, 1991-2010, 1980-2010)로 구분하여 시공간적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76개 관측소의 

30년간(1980-2010)의 겨울철 강설자료를 활용하여 경향성 검정 방법인 Mann-Kendall 및 Hotelling-Pabst 검정 방식으로 

기간별 강설빈도, 적설량 추세의 시계열 분석 및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지역별 동시다발적으로 강

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설지역별 평균 총 최심신적설량은 고도가 높은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의 서부까지 강설의 빈도가 

높고 남해안 지역에서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06)은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일일 강설량을 분석하여 강설 분포 특성과 지역별 강설 분포의 차이의 원인을 파

악하였다. 강설일수와 강설량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관측 지점별 강설 패턴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이들은 Fig. 4와 같이 호남지역을 내륙 북부 다설지역, 내륙남부 다설지역, 산간다설지역, 남해안 다설지역, 서

해안 다설지역, 남해안 다설지역, 남해안 소설지역 등 7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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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주의보 발생빈도(≥5cm) 강설경보 발생빈도(≥20cm) 연별 평균 적설량

Fig. 3. Result of Classification of Snow Area(Kim et al., 2012)

Fig. 4. Results of snowfall patterns in the Ho-nam region(Lee et al., 2006)

선행연구 검토결과 및 연구의 차별성

우리나라 강설 특성에 의한 지역유형 구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강설특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태백산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서해안 및 호남지역, 남해 및 남

해 내륙지역, 중부 내륙지역, 영남지역 등으로 강설지역이 구분된다. 강설지역의 구분은 지리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특

히 태백산맥 및 소백산맥, 해안지역 등이 강설지역의 구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강설량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상당수의 연구는 다년간의 누적된 강설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 

공간적 분포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유형을 구분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강설량을 이용하여 강설지역의 유형을 구분하였으나 기초지자체에서 도로를 제설하기 위해서나 도로제

설을 위한 제설자재 및 장비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속 강설시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눈이 적게 또는 많이 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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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제설이 실시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이 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지만 얼마나 길게 오는지도 제설대응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강설량을 기준으로 하는 강설지역 구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속 강설시간을 기준으로 

강설지역의 특성을 파악해 이를 지역유형 구분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지역유형에 대한 구분 결과는 지자체에서 제설

대응체계를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강설시간의 지역적 분포 특성

본 연구는 기상청의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연속 강설시간 자료를 구축하였다. 연속 강설시간 자료는 2006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전국 90개 관측소에서 관측된 각 시간대별 누적 적설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강설량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관측소별 10년 동안 누적 총 강설시간을 산출하고, 강설량을 구간별로 분석하여 1cm 이상의 강설량을 제설이 요구되

는 강설량으로 판단하여 1cm 이상 강설시간을 총 강설시간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 Table 2와 같이 데이터를 작성했다. 연

속강설이란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1시간 이상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1cm 이상 강설시간을 사용한 이유는 눈이 왔을 때 제설

이 요구되는 강설량이기 때문이다. 유효 강설시간은 총 강설시간 중에 1cm이상 눈이 쌓인 시간의 비율로 제설이 필요한 강

설시간 비율을 말한다.

Table 2. Effective snowfall time by weather station

관측소명
총강설시간

(A)

1cm이상

강설시간(B)

유효 강설

시간비율(B/A) (%)
관측소명

총강설시간

(A)

1cm이상

강설시간(B)

유효 강설

시간비율(B/A) (%)

서울(청) 439 106 24.15 완도(기) 266 52 19.55

백령도(기) 728 91 12.50 여수(기) 29 6 20.69

동두천(기) 55 24 43.64 진도(기) 881 139 15.78

파주(기) 79 43 54.43 영광(공) 665 252 37.89

인천(기) 402 79 19.65 순천(구,기) 149 28 18.79

수원(기) 432 89 20.60 장흥(관) 229 49 21.40

강화(관) 155 85 54.84 해남(관) 318 77 24.21

양평(관) 171 101 59.06 고흥(관) 34 9 26.47

이천(기) 70 26 37.14 강진군(공) 209 52 24.88

철원(기) 621 121 19.48 보성군(공) 59 15 25.42

춘천(기) 585 125 21.37 광양(공) 20 5 25.00

원주(기) 539 102 18.92 울진(기) 358 127 35.47

영월(기) 464 124 26.72 안동(기) 289 60 20.76

인제(관) 334 164 49.10 상주(기) 238 59 24.79

홍천(관) 252 142 56.35 포항(기) 158 49 31.01

북강릉(청) 713 304 42.64 대구(구,기) 117 27 23.08

강릉(청) 140 87 62.14 봉화(관) 276 117 42.39

속초(기) 861 284 32.98 영주(관) 205 87 42.44

대관령(기) 2256 553 24.51 문경(관) 228 106 46.49

동해(기) 375 152 40.53 영덕(관) 143 63 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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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ive snowfall time by weather station(Continue)

관측소명
총강설시간

(A)

1cm이상

강설시간(B)

유효 강설

시간비율(B/A) (%)
관측소명

총강설시간

(A)

1cm이상

강설시간(B)

유효 강설

시간비율(B/A) (%)

울릉도(기) 2969 747 25.16 의성(관) 116 58 50.00

태백(관) 657 272 41.40 구미(기) 153 40 26.14

충주(기) 376 83 22.07 영천(관) 66 29 43.94

청주(기) 603 119 19.73 청송군(공) 129 45 34.88

추풍령(기) 75 25 33.33 경주(공) 154 67 43.51

제천(관) 301 164 54.49 부산(청) 26 7 26.92

보은(관) 280 119 42.50 울산(기) 126 31 24.60

서산(기) 721 180 24.97 북창원(공) 39 21 53.85

대전(청) 500 86 17.20 창원(기) 36 9 25.00

천안(기) 718 160 22.28 통영(기) 28 10 35.71

보령(기) 698 161 23.07 진주(기) 51 13 25.49

부여(관) 224 110 49.11 거창(기) 320 64 20.00

금산(관) 209 92 44.02 합천(관) 53 21 39.62

군산(기) 771 182 23.61 밀양(관) 38 12 31.58

전주(기) 494 125 25.30 산청(관) 73 25 34.25

부안(관) 506 193 38.14 거제(관) 23 10 43.48

임실(관) 416 126 30.29 남해(관) 22 13 59.09

정읍(기) 164 92 56.10 김해시(공) 35 15 42.86

남원(기) 416 126 30.29 양산(공) 35 20 57.14

장수(관) 391 149 38.11 의령군(공) 37 15 40.54

순창(공) 427 196 45.90 함양군(공) 207 64 30.92

고창(구,기) 1106 316 28.57 제주(청) 200 25 12.50

광주(청) 811 178 21.95 고산(기) 66 1 1.52

목포(기) 825 124 15.03 서귀포(기) 157 15 9.55

흑산도(기) 305 38 12.46 성산(기) 315 64 20.32

※ 2006-2015년 누적 강설시간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눈이 오랫동안 내린 것으로 측정되는 관측소는 울릉도(2,969시간), 대관령(2,256시간), 

고창(1,106시간)이었다. 강설 시간동안 1cm이상 눈이 쌓인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도 울릉도(747시간, 대관령(553시간), 고

창(31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눈이 내릴 때마다 1cm이상 쌓여 제설이 시급한 제설유효 강설시간의 비율은 강릉

(62.14%), 남해(59.09%), 양평(59.06%)로 이들 지역은 눈이 지속적으로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Fig. 5는 지역별 총 강설시간과 이 중 1cm이상 눈이 쌓여 제설이 필요한 지역을 나타낸 지도이다. 왼쪽(a)의 총 강설시간을 

나타내는 지도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역유형을 분류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동해안지역과 서해 및 호남지역에 강설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 및 남해안 지역은 강설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b)의 유효 강설시

간은 눈이 지속적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상대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눈이 내릴 때 제설이 시급한 지

역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강설량이 적어도 제설하기 때문에 유효 강설시간의 비율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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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Snowfall time (b) Effective snowfall time of 1cm or more per hour

Fig. 5. Total snow time and Effective snowfall time of 1cm or more per hour

강설시간의 고려한 지역유형 분석

강설시간을 고려해 강설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3장의 분석데이터 중 총 강설시간과 유효 강설시간비율을 적용하였

다. 연구방법으로는 Jenks(1967)이 개발한 최적화 분류방법을 기본으로 한 자연적 분류(natural break) 방법을 적용해 선행

연구에서 주로 제시했던 다섯 가지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강설은 대부분 국지적이기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내린다. 

따라서 강설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클러스터 분석기법 중 하나인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LISA분석은 어느 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지

역별로 공간적 연계성을 알 수 있다. LISA 분석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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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에서 은 지자체의 개수, 는 지역의 강설특성, 는 지역의 강설특성, 는 평균값, 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통

계량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 갖고 있는 값과 인접지역의 값의 가중 평균치와 유사하게 되면 정(+)의 공간 자기상관성을, 상반

되거나 차이가 크면 부(-)의 공간 자기상관성을 갖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4가지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H-H(High-High)지역은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이 모두 높은 경우를, H-L(High-Low)은 해당지역은 높지만 주변지역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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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L-H(Low-High)지역은 해당지역은 낮지만 주변지역이 높은 경우를, 마지막으로 L-L(Low-Low) 지역은 해당지역과 

주변지역 모두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Anselin, 1995). 따라서 총 강설시간과 유효강설시간비율 모두 H-H지역은 강설시간이 

길며 동시에 내리는 양도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제설대응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이 지

역들은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제설 응원체계를 구축해야하는 지역이다.

LISA분석 결과는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총 강설시간은 태백산맥 동쪽의 동해안 지역, 충남서해안지역, 전라 서해안 지

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걸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상 남해안 지역은 비교적 총 강설시간이 짧은 지역

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설 유효시간을 살펴보면 동해안 지역과 일부 강원 영서지역 및 북부지역

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눈이 오기 시작하면 많이 오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총 강설시간과 유효 강설시간이 모두 긴 

지역(H-H)은 강원도 강릉인 것으로 나타났다. 

(a) Total Snowfall time (b) Effective snowfall time of 1cm or more per hour

Fig. 6. Results of LISA Analysis of Total Snow Time and Rainfall Effective Time Ratio

지역 유형구분을 위해 다음 Table 3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 5개의 강설지역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Table 3의 기준은 

Jenks(1967)이 개발한 최적화 분류방법을 기본으로 한 자연적 분류(natural break)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 방법은 동일 계

급 내 분산은 최소화, 타 계급간 분산은 최대화하여 많은 자료들을 서로 다른 구간으로 분류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강설시간은 120시간, 600시간 기준으로 나누었고, 시간당 1cm이상 강설 비율은 10시간, 20시간 기준으로 나누었다. 강

설유형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 1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신속한 제설이 필요한 지역임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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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cenario of Snowfall Type by Snow Time

강설유형 강설 총시간(시간) 시간당 1cm이상 강설(%) 특성

1 600이상 20이상 눈이 자주 많이 오는 지역

2 600이상 20미만 눈이 자주 조금 오는 지역

3 120~600미만 20이상 눈이 가끔 많이 오는 지역

4 120~600미만 10-20미만 눈이 보통 오는 지역

5 120시간이하 10미만 눈이 희박한 지역

첫 번째 지역유형은 눈이 자주 많이 오는 지역으로 10년간 강설 총시간이 600시간이상이면서 시간당 1cm 이상의 강설량이 

20%가 넘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많은 양의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이다. 대표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강원도 강릉, 속초 등의 

영동지역, 태백, 평창, 철원, 화천, 고성, 양양 지역 등이 있으며, 경북 울릉 지역도 본 지역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눈이 자

주 조금 오는 지역으로 강설 총시간이 600시간 이상이면서 시간당 1cm 이상의 강설량이 20% 미만인 지역이다. 강설량이 많

지 않지만 자주 내리는 지역을 의미한다. 전라남도 목포. 영암, 무안, 진도 등의 전남해안 지역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다. 세 번

째 지역 유형은 눈이 가끔 많이 오는 지역으로 총 강설 시간이 120시간 이상 600시간 이하이면서 시간당 1cm 이상의 강설량

이 20%가 넘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눈이 자주 내리지 않지만 한번 올 때 많이 내리는 지역을 의미한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

한 경기 중남부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며, 내륙지역에 위치한 가장 많은 도시들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다다.네 번째 지역 유형은 

눈이 보통으로 오는 지역으로 총 강설 시간이 120시간이상 600시간 미만이면서 시간당 1cm 이상의 강설량이 10%이상 29% 

미만인 지역을 규정하였다. 눈이 자주 내리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는 지역을 말한다. 해당지역에는 대전과 세종, 강원 원

주와 횡성, 제주 지역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강설 지역 유형은 눈이 희박한 지역으로 강설 총시간이 120시간 이하

인 지역을 선정하였다. 눈이 거의 내리지도 않고, 잠깐 내리고 그치는 지역으로 부산 및 대구지역과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 서

귀포 지역 등이 본 지역에 해당된다. Table 3의 기준으로 구분한 강설지역의 유형 구분 결과는 Table 4와 Fig.7과 같다.

Table 4. Results of Regional Type by Snowfall Characteristics and Time

유형

지역

눈이 자주 많이 오는 

지역(1)

눈이 자주 조금 오는 

지역(2)

눈이 가끔 많이 오는 

지역(3)

눈이 보통 오는 

지역(4)
눈이 희박한 지역(5)

서울 - - 전지역 - -

부산 - - - - 전지역

대구 - - - - 전지역

인천 - - 전지역 - -

광주 전지역 - - - -

대전 - - - 전지역 -

울산 - - 전지역 - -

세종 - - - 전지역 -

경기 -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안성, 김포, 화성, 양주, 양평

-

의정부, 동두천, 고양, 

파주, 이천, 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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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Regional Type by Snowfall Characteristics and Time(Continue)

유형

지역

눈이 자주 많이 오는 

지역(1)

눈이 자주 조금 오는 

지역(2)

눈이 가끔 많이 오는 

지역(3)

눈이 보통 오는 

지역(4)
눈이 희박한 지역(5)

강원
*강릉, 태백, 속초, 평창, 

철원, 화천, 고성, 양양
-

춘천, 동해, 삼척, 홍천, 

영월, 정선, 양구, 인제
원주, 횡성 -

충북 청주, 증평, 괴산 -
충주, 제천, 보은, 진천, 

음성, 단양
- 옥천, 영동

충남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예산, 

태안

- 논산, 금산, 부여, 청양 공주, 계룡 -

전북 군산, 고창 -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 -

전남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목포, 영암, 무안, 

진도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순천, 곡성, 구례, 신안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경북 울릉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암, 

영덕,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 영천, 경산, 청도, 칠곡

경남 - - 거창 - 거창 제외 전지역

제주 - - - 제주 서귀포

*LISA분석 결과 총 강설시간과 강설 유효시간 비율 모두 H-H에 해당하는 지역

Fig. 7. Scenario of Regional Snowfall by snowfal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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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지역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 눈이 자주 많이 내려 겨울철 제설대응체계를 구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역은 강

원도 강릉, 태백, 속초, 평창, 철원, 화천, 고성, 양양 지역과 충남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등과 같

은 서해안 지역, 그리고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등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를 

비롯한 경남 대부분지역, 경기 일부지역은 강설의 위험이 낮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유형 분류 결과는 강설 특

성을 지리적 특성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지 않고, 강설기간을 고려하였으며 강설지역이 공간적으로 연속되지 않고 지역에 따

라 강설기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29개 기초지자체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과거의 지역별 연속 강설시간을 활용하여 강설지역에 대한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각 지자체 소속 기상관측

소의 과거 10년의 시간대별 강설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둘째,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속 강설 시간을 이용하여 유형구

분을 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간을 고려한 강설지역 유형 지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강설의 지역적 특성이 아닌 강

설 시간이 고려되어 지역별 효율적인 제설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설 장비, 자재, 차량, 인력 등의 수요예측에 기초가 될 수 

있다. 지역 유형 분류 결과 강설시간에 따라 ‘눈이 자주 많이 오는 지역’, ‘눈이 자주 조금 오는 지역’, ‘눈이 가끔 많이 오는 지

역’, ‘눈이 보통 오는 지역’, ‘눈이 희박한 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눈이 자주 많이 오는 지역’은 제설대비를 철저히 하여 

관련 인력과 장비를 상시 준비를 해야 하며, ‘눈이 자주 조금 오는 지역’도 ‘눈이 자주 많이 오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설 대

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설은 쌓이는 눈의 양보다 얼마나 자주오는지에 따라 제설에 투입되는 자재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

다. ‘눈이 가끔 많이 오는 지역’은 상시 제설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 제설대응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눈이 보통 오는 지역’

과 ‘눈이 희박한 지역’은 앞의 지역들에 비해 강설량이 적지만 각 지역의 강설 특성을 고려하여 제설 대비를 해야한다.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충남 서해안 지역, 호남지역 등은 강설량이 많고 눈이 오는 시간도 길어 타 지역에 비해 제설 대응에 고

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강설량이 아닌 강설시간이 고려된 것은 제설대응에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도로 제설 

작업을 수행할 때 강설량이 일정수준이 되면 제설이 실시된다. 따라서 눈의 양보다 눈이 오는 기간이 제설에 투입되는 인력

과 장비, 자재 등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 짧은 시간동안 내리는 많은 양의 눈과 긴 시간동안 내리는 적은 양의 눈은 투입되는 

제설관련 장비 및 자재의 요구수준이 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제설계획을 수립할 때 강설량뿐만 아니라 강설시

간을 고려한다면 보다 정확한 제설 자재 및 인력, 장비 수요를 추정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제설관련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넓은 지역에 걸쳐 내리는 눈의 공간적 특성을 이용하여 주변지역과의 제설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자체별 제설관련 자재 및 장비, 차량 및 인력의 효율적 수요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 

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제설 관련 수요추정 분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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