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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배치형별 중부지방의 1월 최저기온 분포에 관한 연구: 

철원의 최저기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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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stributions of Minimum Temperature during January  
in the Central Region of South Korea: focused on Minimum Temperature 

at Cheor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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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방의 1월 최저기온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철원의 극한 최저기온의 원인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부지방 25개 관측소의 1991~2010년 1월 기온 분포 특성과 철원 기온과 춘천, 홍천, 

봉화, 대관령, 원주, 제천 등 중부내륙 지역의 기온 차이를 기압배치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일평균기온과 평균 

일최저기온은 철원과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지만, -15℃ 이하 일수와 같은 극한기온의 출현빈

도는 철원에서 두드러졌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거나 우리나라 북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위치할 때 철원 

기온이 비교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철원과 비교지점 간 기온 차

이가 적거나, 봉화, 제천과 같은 분지의 기온이 더 낮다.

주요어 :  최저기온, 극한기온, 기온 차이, 기압배치형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the distribution of minimum temperature 
during January in the central region of South Korea and to investigate causes for the occurrence of 
extreme minimum temperature in Cheorwon. January temperature distribution data which were collected 
from 25 weather stations in central area from 1991 to 2010 were investigated, and the difference of 
temperature between Cheorwon and the other stations in central region, such as Chuncheon, Hongcheon, 
Bonghwa, Daegwallyoung, Wonju and Jecheon were analyzed by the type of atmospheric pressure system. 
Daily mean temperature and mean of daily minimum temperature appear to be low at Cheorwon and at 
the sites in high altitudes, but the frequency of extreme cold wave such as below -15°C is also noticeable in 
Cheorwon. When the Siberian High has expanded and migratory anticyclone has moved onto the north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emperature at Cheorwon is relatively low. Furthermore it shows a lesser 
difference between Cheorwon and the compared stations when the migratory anticyclone affected the 
area, even at basin like Bonghwa, Jecheon more lower than Cheorwon. 

Key Words : minimum temperature, extreme temperature, temperature difference, type of atmospheric 
pres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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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배치형별 중부지방의 1월 최저기온 분포에 관한 연구: 

1. 서론

기온상승 경향이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되어 이상기상도 빈번하

게 출현하고 있다(기상청, 2010). 한파와 같은 추위와 

관련된 극한기후 사상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모든 

지역에서 이와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Alexander et al, 2006; IPCC, 2007), 한반도에서도 

최근 극한 추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 우리나

라는 중위도 대륙 동안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의 영

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복잡한 지형의 영향을 받고 있

어서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 특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은 남부에 비하여 겨울철 한

파가 빈번하게 출현한다. 선행연구(허인혜, 2006)에 

의하면, 서울과 인천, 강화, 춘천, 인제, 양평 등 경기 

서안과 중부내륙, 중북부가 포함된 지역은 겨울철 이

상저온의 출현 빈도가 높은 곳이다. 그 중 양평은 남

한의 극최저기온인 -32.6℃를 기록한 곳으로 대표적

인 한극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철원은 한국 제2의 극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지만, 1988년 1월 관측소가 

설치된 이래로 1989년을 제외하고 양평보다 낮은 연

간 일최저기온의 최저값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0년 

이전에 극최저기온이 기록된데 비해 철원은 2000년

대에 극최저기온이 기록되었다. 이는 1973~2007년 

동안 우리나라 61개 기온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겨울

철 일 최저기온이 0.54℃/10년의 비율로 상승하였다

는 연구 결과(Choi et al, 2008)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국지적인 범위에서 기온상승 경향과 다른 현상이 나

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철원에서는 2011년 겨울(2010년 12월~2011

년 2월) -10℃ 이하일이 36일 연속으로 출현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대관

령의 -10℃ 이하일 지속기간 34일보다 더 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철원은 최근 들어 추운지역으로 인식되

며 일기예보 시, 겨울철 대표적인 추운 지역으로 소개

되기도 한다. 이때 철원의 추위 원인을 주로 분지 지

형으로 인한 활발한 복사냉각으로 들고 있다.2) 하지

만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고, 대부분의 도시가 분

지에 입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복사

냉각으로 철원에서 발생하는 극한 기온 특징을 설명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최근 겨울철 최저기온에 관한 연구는 각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극한기온의 변화나 혹한 및 

한파의 발생 빈도의 변화를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룬

다(Bonsal et al, 2001; Chen et al, 2004; Moberg and 

Jones, 2005; Alexander et al, 2006;). 국내에서도 주

로 전구적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극한기

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승호·허인혜, 2011; 이경미 외, 2011; 최영은·박창

용, 2010; 류상범, 2002). 

겨울철 최저기온의 분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국

적인 규모에서 이루어 졌으며(고정웅 외, 2006), 한

파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그 내습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한파의 출현시기를 대상으로 종

관분석을 실시하였다(임규호, 1995; 류상범·권원태, 

2002; 류상범, 2003). 한파 출현의 원인을 밝히기 위

한 노력으로 전구적인 대기순환지수와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김맹기 외, 2005; Jeong et al, 2005)도 있

다. 그러나 국지적으로 출현하는 극한기온의 출현 특

성이나, 지역 간 차이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우

리나라는 복잡한 지형과 다양한 기압계의 영향을 받

고 있어서 지역마다 다른 기온 분포 특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영향 또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압배치형별로 중부지방의 

일최저기온의 분포를 파악하고, 지역 간 최저기온의 

차이를 분석하여 겨울철 철원이 주변지역보다 낮은 

기온 특성을 보이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91~2010년의 1월이며, 1

월은 연중 월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시기이다.3) 극한 

최저기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을 고

려하여 연구기간을 겨울 전체가 아닌 1월로 한정하였



- 34 -

이승호·장지원

다. 또한 2014년 1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을 사례

분석의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공간적 분석 범위는 남한의 북위 36°45′이북의 기

상관측지점이다(그림 1).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지점

별 일최고기온, 일평균기온, 일최저기온 등의 기온 

관측 자료와 오산의 850hPa 고도의 바람 자료, 공군

에서 제공하는 항공기상연감의 매일 09시의 일기도

이다. 분석에 사용된 일기도는 총 620매이다. 또한 관

측소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관측소를 

답사하였다.

중부지방 기온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

월 평균기온과 월평균 일최저기온의 평년값의 등치

선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추위와 관련된 극한기온 출

현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월의 -15℃ 이

하일수의 출현 빈도의 등치선도를 작성하여, 주변에 

비하여 추위가 빈번한 지역을 분석하였다. 등치선도

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Arc 

GIS로 작성하였다. 등치선도 작성을 위한 내삽은 해

발고도와 각 지점의 원 자료 특성을 강조하여 분석할 

때 유리한 Spline방법을 사용하였다(허인혜, 2006).

기압배치형별 기온 본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의 기압배치형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아침 9시 지상 일기도를 기준으로 시베리아 고

기압이 한반도로 강하게 확장하면서 서고동저로 기

압배치가 나타날 때를 S형으로 정하였다.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된 이동성 고기압이지만 그 중심이 한반

도 북쪽에 위치할 때를 N형으로 정하였다. 이때 고기

압의 중심은 북위 40°이북이면서 동경 100°~130°사

이에 위치하였다. 이동성 고기압의 중심이 북위 40°

이남에 위치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M형이라 하였다. 저기압이 한반도나 그 주변을 통과

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를 L형으로 각각 구분

하였다(그림 6 참조). 

철원의 극한기온 출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에서 복사냉각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홍천, 춘천, 봉화, 제천, 원주 등과 해발고도에 의한 

기온 하강이 나타나는 대관령을 철원과의 비교지점

으로 선정하였다. 철원 기상관측소는 위도상으로 38°

09′N에 위치하며, 지형적으로 북북동에서 남남서 방

향으로 발달한 산지 사이 골짜기의 해발 153.7m에 자

리한다. 기상관측소가 위치한 곳은 기복이 작지만 완

만한 능선을 이루고 있어서 지형적으로 주변 산지에

서 흘러내리는 냉기류에 의한 냉기호가 발달하기 쉽

지 않은 곳이다. 홍천 기상관측소는 위도상으로 37°

41′N에 위치하며, 주변이 높고 낮은 산지로 둘러싸인 

해발 141m에 자리한다(표 1 참조). 

기압배치 유형을 분류한 후 기압배치형별로 각 관

측지점의 일최저기온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기압배

그림 1. 연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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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이 시베리아 고기압형일 때와 다른 경우의 기온 

차이를 구하기 위하여 지점별로 기압배치형 S형일 때

와 M형, L형일 때의 기온 차이를 구하였다. 철원과 

비교지점과의 기압배치형별 기온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기압배치형별로 철원과 비교지점과의 기

온 차이를 구하였다. 복사냉각이 철원과 비교지점과

의 기온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철원

과 비교지점의 기온 차이를 오산의 850hPa 고도의 풍

속이 13.9m/sec 이상인 날과 이하인 날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4)

또한 비교지점과 철원의 일최저기온의 차이가 큰 

경우의 기압배치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값의 평균

보다 +1표준편차 이상인 경우와 -1표준편차 이하인 

경우의 기압배치형별 출현빈도를 구하였다. 즉, 철원

과의 비교 관측지점인 춘천, 봉화, 원주, 제천과 대관

령의 기온과 철원의 일최저기온 차이의 평균을 구하

고 ‘평균+1표준편차’ 이상인 경우와 ‘평균-1표준편

차’ 이하인 경우의 기압배치형별 출현빈도를 구하였

다.

일별 최저기온 값이 나타나는 시각이 지점마다 각

각 다르기 때문에, 최저기온만을 비교하여 기온 특성

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동시간대의 

지점별 기온과 기압배치 상태를 비교하여 이러한 한

계를 극복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1월에 일반적

으로 출현하는 시베리아고기압 확장형과 이동성 고

기압형, 저기압형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간 동안 기온 변동 폭이 비교적 컸던 

2014년 1월 7일부터 13일간을 사례로 기압배치 유형

을 구분하여 철원과 비교지점의 기온 차이 변화를 파

악하였다. 즉, 한반도에 저기압이 영향을 미치는 날

부터 시베리아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미

치는 날을 선정하여 매 6시간 간격으로 철원과 비교

지점의 기온 차이를 구하였다. 이때 철원과 비교지점

의 평균 운량, 풍향, 풍속 등을 분석하였다. 

3. 중부지방의 1월 기온 분포

중부지방의 1월 기온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1991~2010년의 1월 평균기온과 1월 평균 일최저

기온, 1월 -15℃ 이하일수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이는 평균값의 분포와 극한 기온의 값의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기온과 극한 기온과 관련된 요

소의 분포도를 분석하여 철원의 최저기온 분포 특성

을 밝힐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중부지방의 일평균기온 분포는 해발고도 등의 지

형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즉, 태백산지를 

중심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점에서 주변보다 낮은 

값이 분포한다(그림 2). 대관령은 일평균기온의 평균

값이 -7.1℃로 분석지점 중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였

다. 그 외 태백산지를 따라서 분포하는 태백(-4.8℃), 

홍천(-4.9℃), 인제(-4.7℃), 제천(-4.8℃) 등도 일

평균기온의 평균이 -5℃에 가깝다. 해발고도가 두드

러지게 높은 곳은 아니지만 철원의 일평균기온도 주

변보다 낮아서 -5.7℃를 기록하였고, 그 값이 가장 

낮은 대관령과 1.4℃의 차이이다. 봉화도 일평균기온

의 평균값이 -4.1℃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반면, 수

도권과 동해안에 대체로 -2.0℃ 이상의 높은 값이 분

포한다. 일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울진(1.4℃)과 가장 

낮은 대관령의 차이는 8.5℃이다.

중부지방의 일최저기온의 평균도 일평균기온과 비

슷한 분포 패턴으로 산지를 따라서 주변보다 낮은 값

이 분포한다(그림 3). 태백산맥과 차령산맥, 소백산맥

을 따라서 주변보다 낮은 값이며, 인천, 서울, 수원 등

의 수도권과 속초, 강릉, 동해 등 동해안에서 주변보

다 높은 값이 분포한다. 대관령은 일최저기온의 평균

표 1. 기상관측지점의 위도와 고도

관측지점 위도 해발고도(A)

철원 38.08 154m
홍천 37.41 141m
춘천 37.54 78m
봉화 36.56 320m
제천 37.09 264m
원주 37.20 149m

대관령 37.40 77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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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12.1℃로 분석지점 중 가장 낮은 값이며, 그 외 

태백산맥과 차령, 소백산맥 등 산지를 따라서 위치하

는 인제(-10.5℃), 홍천(-10.7℃), 제천(-10.7℃), 봉

화(-10.6℃) 등의 일최저기온 평균도 -10℃ 이하의 

낮은 값이다. 

철원은 주요 산지에서 벗어나 있지만 일최저기

온의 평균이 -11.7℃로 대관령 다음으로 낮은 값이

다. 실제로 해발고도를 고려한다면 대관령보다 더 낮

은 값이라 할 수 있다. 철원과 대관령의 값의 차이가 

0.4℃로 일평균기온에 비하여 작다. 즉, 철원은 평균

기온보다 최저기온이 주변보다 더욱 낮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일최저기온이 높은 지역은 동해안의 속초, 

강릉, 동해 등이며, 울진과 강릉이 분석지점 중 가장 

높은 -2.7℃이다. 평균값이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의 차이는 9.4℃로 일평균기온보다 지역 차이가 더 크

다. 일평균기온보다 일최저기온의 지역 차이가 더 크

지만, 대관령과 철원의 기온 차이는 최저기온의 경우

가 더 작다. 이는 철원에서 상대적으로 극한기온의 출

현빈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그림 2. 중부지방의 일평균기온(℃) 분포(1991~2010) 

그림 3. 중부지방의 일최저기온(℃) 분포(199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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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중부지방의 -15℃ 이하인 날의 출현 빈

도를 나타낸 것으로 분포 패턴이 일평균기온이나 일

최저기온의 분포와 비슷하다. 대체로 태백산지를 따

라서 -15℃ 이하 일수의 출현빈도가 높다. 대관령은 

1월 -15℃ 이하 일수가 9.1일로 분석지점 중 가장 많

다. 철원의 1월 평균 -15℃ 이하 일수는 9.0일로 대관

령 값과의 차이가 0.1일에 불과하다. 이는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철원에서 상대적으로 극한 기온의 출

현빈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관령 

관측소의 해발고도는 772.6m로, 고도의 영향이 감안

하면 철원에서 극단적인 한파의 출현빈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태백산지를 따라서 분포

하는 인제(6.1일), 제천(6.9일), 홍천(6.6일), 봉화(6.0

일) 등도 -15℃ 이하 일수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자

료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영하일수와 -10℃ 이하일수

의 분포 특성도 파악하였다. 1월의 영하일수는 동해

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20일 이상으로 지역 차이가 크

지 않다. 철원, 동두천, 춘천, 대관령, 태백, 제천, 봉

화 등의 영하일수는 25일 이상이다. 1월의 -10℃ 이

하일수 분포 패턴은 1월 일최저기온의 분포와 비슷하

지만, 지역 차이가 크지 않다. 철원의 1월 -10℃ 이하

일수는 19.3일로 비교지점인 대관령(21.6일), 홍천(19

일), 봉화(17.4일), 제천(18.2일) 등과 큰 차이가 없다.

태백의 -15℃ 이하 일수는 3.3일에 불과하다. 이는 

관측소의 위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태백

기상관측소는 해발 713m에 위치하지만, 산지 사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냉기류가 고여 있기 어려운 곳이다. 

기상관측소 주변 골짜기 바닥의 해발고도는 약 680m

로 관측소와 33m의 고도 차이가 있으며, 골짜기 자체

가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냉기호가 형성되기 어

렵다. 그러므로 기온체감에 의하여 해발고도 인자가 

반영된 기온 값이 나타나지만 주변 산지에서 흘러내

리는 냉기류에 의한 냉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원의 기온 특징은 평

균기온이 낮은 것보다 극한 기온의 출현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탁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

압배치형과 복사냉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향, 풍

속에 따라서 중부지방의 기온 분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기압배치형별 1월의 기온 분포

연구기간 동안 한반도 주변에 출현하는 기압배치

의 유형 중 N형이 306일(49.4%)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다. N형이 출현할 경우는 바람은 약하지만 북쪽

그림 4. 중부지방의 1월 -15℃ 이하 일수의 분포(199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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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고 있다. N형 다음으로는 L형과 S형이 각각 18.2%, 

17.4%를 차지하였고, M형의 비율이 15%로 가장 낮

았다(표 2). 

기압골이 크게 발달하거나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

과할 때인 L형이 나타날 시에는 날씨가 흐리거나 강

수가 있다. 반면 M형과 S형에서는 모두 맑은 날씨가 

나타나지만, S형인 경우 바람이 강하고 북서쪽에서 

한반도로 한기가 유입된다. M형의 경우 바람이 약하

고 맑은 날씨가 나타나면서 복사냉각이 발달하기 쉬

운 조건이다. 

기압배치형별로 일최저기온의 평균값을 살펴보

면, 봉화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S형일 때의 최저기

온이 가장 낮다(표 3). 다음으로 N형, M형의 순이며 

L형일 때의 최저기온이 가장 높다. 시베리아 고기압

이 크게 확장할 때와 M형, L형일 때와의 기온 차이를 

구해보면, 철원이 비교지점에 비하여 기압배치 유형

간의 기온 차이가 더 크다. 즉, 기압배치가 S형일 때

와 M형이나 L형일 때의 기온 차이가 비교지점에 비

하여 철원에서 더욱 크다. S형일 때와 M형일 때의 기

온 차이가 비교지점에서는 3℃ 내외이지만, 철원에

서는 4.9℃에 이른다. 철원에서 기압배치가 S형일 때

와 L형일 때의 기온 차이는 8.3℃로 분석지점 중 가장 

크다. 이는 S형일 때, 다른 비교지점보다 철원에서 더 

많이 냉각되거나, M이나 L형일 때 다른 비교지역에 

비해 덜 냉각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압배치형별로 비교지점과 철원의 일최저기온 차

이를 살펴보면, 대관령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S형

과 N형일 때 기온 차이가 크다(표 4). 즉, 북쪽에서 한

반도로 한기가 유입될 수 있는 기압배치형인 S형과 N

형일 때 철원의 최저기온이 비교지점보다 더 낮다. 기

압배치가 M형과 L형일 때는 철원과 비교지점 사이의 

기온 차이가 비교적 작다. 봉화와 제천은 M형일 때 

철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온이 출현하였다. 기

압배치가 S형일 때 철원이 봉화, 제천보다 최저기온

이 각각 2.4℃, 1.8℃ 더 낮지만, M형일 때는 봉화와 

제천이 철원보다 각각 1.0℃, 0.6℃ 더 낮다. 

이와 같이 이동성고기압형 기압배치일 때 봉화와 

제천의 기온이 철원보다 더 낮은 것은 바람이 적고 맑

은 날 활발히 발생하는 복사냉각과 주변 높은 산지에

서 흘러오는 냉기류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

압배치가 M형일 때 봉화와 제천의 일교차는 각각 

14.8℃와 13.2℃로 철원의 12℃보다 크다. 이동성 고

기압의 영향을 받는 경우, 봉화와 제천의 최저기온을 

철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풍속이 약할 때 두 지점

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냉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압배치가 N형인 날 오산의 상층 850hPa

고도의 풍속이 13.9m/sec 이상일 때의 철원과 봉화, 

제천의 기온 차이가 각각 -3.1℃, -1.7℃이지만, 풍

속이 13.9m/sec 이하인 날의 차이는 각각 -1.4℃, 

-1.5℃로 풍속이 약한 경우 두 지점의 기온이 더 냉

표 2. 기압배치형별 출현 일수(%) 

S형 N형 M형 L형 계

108(17.4) 306(49.4) 93(15.0) 113(18.2) 620(100)

표 3. 기압배치형별 일최저기온(℃)의 평균

기압배치

지역
S형 N형 M형 L형 S형-M형 S형-L형

철원 -14.1 -13.8 -9.2 -5.8 -4.9 -8.3
춘천 -11.0 -10.6 -8.0 -4.4 -3.0 -6.6
봉화 -11.7 -12.0 -10.2 -6.3 -1.5 -5.4
홍천 -12.5 -12.5 -8.9 -5.4 -3.6 -7.1
원주 -10.0 -9.8 -6.8 -3.8 -3.2 -6.2
제천 -12.3 -12.3 -9.8 -5.7 -2.5 -6.6

대관령 -14.4 -13.6 -9.5 -7.7 -4.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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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었다. 또한 M형의 경우도 오산의 상층 850hPa

고도의 풍속이 13.9m/sec 이상일 때는 그 값이 각각 

-1.7℃, -0.4℃이지만, 풍속 13.9m/sec 이하일 때는 

각각 1.47℃, 0.84℃로 역시 두 지점의 기온이 철원에

서보다 더 냉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봉화와 제천에서 복사냉각과 냉기류 등에 의한 냉각

효과가 철원에서보다 더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대관령은 대부분의 기압형에서 철원보다 기온이 

낮지만, 철원과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고도 

차이를 감안하면, 고도가 비슷할 경우 철원의 최저기

온이 더 낮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압배치형 S형일 때 대관령과 철원의 기온 차이와 

M형일 때 두 지점 간의 기온 차이가 거의 없으며, 이

는 기압배치 M형일 때 활발히 발생하는 복사냉각과 

냉기류의 영향이 능선에 위치한 대관령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기압배치 M형일 

때의 일교차를 비교해 보면, 대관령에서 9.1℃로 철원

에서 보다 3℃ 정도 작다. 이는 맑은 날씨가 나타나는 

기압배치 M형일 때도 대관령에서는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관령의 낮은 

기온을 일으키는 인자가 다른 지점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는 철원과 비교지점의 일최저기온의 차이가 

비교적 큰 경우인 ‘평균-1표준편차’ 이하인 날의 비

율과 ‘평균+1표준편차’ 이상인 날의 비율을 각 비교

지점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

압배치가 S형과 N형일 때 ‘평균-1표준편차’ 이하인 

날의 비율이 우세함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S형

일 때는 봉화와 원주, 제천에서 ‘평균-1표준편차’ 이

하인 날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 봉화의 경우 ‘평

균-1표준편차’ 이하인 날의 비율은 약 20%에 이르지

만, ‘평균+1표준편차’ 이상인 날의 비율은 약 8%에 

불과하다. 대관령의 경우는‘평균-1표준편차’ 이하인 

날의 비율과 ‘평균+1표준편차’ 이상인 날의 비율이 

비슷하다. 기압배치가 N형일 때도 그 차이가 크다. 

원주에서 차이가 더욱 커서 ‘평균-1표준편차’ 이하인 

날의 비율은 약 20%이지만, ‘평균+1표준편차’ 이상

인 날의 비율은 5%에 못 미친다. 대관령의 경우도 S

형에 비하여 차이가 크게 벌어졌으며, ‘평균-1표준편

차’ 이하인 날의 비율이 더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

베리아고기압이 확장할 때 철원의 기온이 비교지점

의 기온보다 더욱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기압배치 M형과 L형일 때는 ‘평균+1표준편

차’ 이상인 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명확히 보여준

다. 기압배치가 M형일 때는 ‘평균+1표준편차’ 이상

인 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원주의 경우 

‘평균+1표준편차’ 이상인 날의 비율이 40%에 가깝지

만 ‘평균-1표준편차’ 이하인 날의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비교지점에서도 비슷한 결과이

다. 기압배치가 L형일 때도 비슷하지만, 대관령의 경

우 두 값이 차이가 적다. 이는 기압배치가 M형이나 L

형 일 때 비교지점의 기온이 철원에서보다 상대적으

로 더 하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압배치 S형과 N형인 경우, 철원과의 기온 차이

가 큰 날의 비율이 대관령을 제외한 모든 비교지점에

서 크게 높았다. 반면, 기압배치 M형과 L형이 나타날 

때는 철원과의 기온 차이가 작은 날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철원의 기온이 다른 비교지점보다 크게 하

표 4. 기압배치형별 철원과 비교지점의 최저기온 차이(℃)의 평균

기압배치

지역
S형 N형 M형 L형 

춘천 -3.0 -3.2 -1.1 -1.4
봉화 -2.4 -1.8 1.0 0.5
홍천 -1.6 -1.3 -0.2 -0.4
원주 -4.1 -4.1 -2.3 -2.1
제천 -1.8 -1.6 0.6 -0.2

대관령 0.4 -0.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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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는 경우가 복사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아닌,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라

는 것을 보여준다. 

5. 사례분석

앞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한반도 주변의 기압배치

에 따라서 철원과 비교지점의 기온 차이가 다르게 나

타난다. 즉,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

칠 때는 철원이 상대적으로 비교지점보다 기온이 더 

낮고,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미쳐서 복사냉각이 활

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분지에 위치하는 봉화, 

제천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냉각이 일어났다. 따라서 

사례분석을 통하여 기압배치의 변화에 따른 철원과 

비교지점 간 기온 차이의 변동을 파악하였다. 

그림 6은 사례분석 기간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미

친 기압배치 중 대표적인 4개의 일기도를 제시한 것

이다. 즉, 저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014년 1월 7일 21시)와 저기압이 한반도를 벗어나

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는 경우(2014

년 1월 8일 21시), 그 후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되어 이

동성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014년 

1월 10일 21시), 다시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

장하는 경우(2014년 1월 12일 09시) 등이 포함되었

다.

당시의 날씨 상황을 보면, 분석기간의 초기인 1월 

그림 5. 지점별 철원과의 기온차이가 크거나 작은 날의 비율 

(a) 기압배치 S형, (b) 기압배치 N형, (c) 기압배치 M형, (d) 기압배치 L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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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부터 8일 오후까지 한반도는 저기압의 영향

을 받아 중부지방은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강수가 발

생하였다. 저기압이 통과한 이후, 시베리아 고기압

이 확장하며 8일 오후부터 날씨가 개었다. 1월 9일 오

후부터 시베리아 고기압이 변질되어 2일 동안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1월 12일 오전 8

시부터 다시 확장하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

았다. 

그림 7은 사례분석 기간 동안 철원과 비교지점의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양의 값이 클수

록 비교지점의 기온이 더 낮은 것이며, 음의 값이 클

수록 철원의 기온이 더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일기도

는 09시와 21시에 제공되며, 기온은 일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이 나타날 수 있는 아침 8시와 오후 2시를 포

함하게 하였으므로 그림에서 기압배치형을 표시하는 

시각과 기온을 표시한 시각 간에 차이가 있다.

사례분석 기간 동안 철원과 비교지점 간 기온 차이

의 변화를 보면, 대관령을 제외하고 각 비교지점의 변

동 양상이 비슷하다. 대체로 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이 영향을 미칠 때에는 비교지점의 기온이 상대적으

로 낮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영향을 미칠 때는 철원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1월 7일 02시부터 1월 8

일 자정 사이는 대체로 비교지점의 기온이 상대적으

로 낮은 상태이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기 시작

하는 8일부터 점차 철원의 기온이 더 냉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7 참조). 

1월 7일은 연속적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

은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 봉화의 기온이 철원보다 

그림 6. 사례분석 기간 동안의 기압배치 (a) 2014년 1월 7일 21시, 기압배치 L형, (b) 2014년 1월 8일 21시, 기압배치 S형,  

(c) 2014년 1월 10일 21시, 기압배치 M형, (d) 2014년 1월 12일 09시, 기압배치 S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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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하강하여, 1월 7일 새벽 2시와 아침 8시에는 각

각 6.6℃ 더 낮았다. 이때 철원에서는 중하층운 운량

이 7/10로 비교적 구름이 많아 복사냉각이 크게 진행

되지 않은 반면, 봉화에서는 운량이 적어 복사냉각이 

활발해지면서 두 지점 간의 기온 차이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5) 철원에 비하여 봉화의 기온이 크게 낮았

던 시각에 오산의 850hPa 고도면 풍속은 5m/sec 내외

로 바람이 약하여 복사냉각이 발달하기 쉬운 조건이

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봉화의 기온이 빠르게 상

승하면서 철원과 봉화의 기온 차이가 크게 줄었다. 이

런 경향은 산지로 둘러싸인 제천, 원주, 춘천 등에서

도 비슷하였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1월 9

일 새벽 2시와 아침 8시에는 철원의 기온이 봉화보다 

각각 4.2℃, 3.9℃ 더 낮았다. 그 후 시베리아 고기압

이 변질되어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

는 1월 9일 오전부터 비교지점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나 1월 7일에 비하여 봉화의 기

온이 크게 하강하지 않았다. 이날은 오산의 850hPa 

고도면의 바람이 비교적 강하여 1월 9일 21시의 풍속

은 19.0m/sec였고, 그 외 시간에도 15m/sec 내외를 기

록하였다. 이와 같은 강한 바람이 분지 지역에서 복사

냉각이나 냉기류의 발달을 방해하여 냉각이 억제되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지속적으로 장시간 이

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1월 11일 새벽 2시에 봉화

의 기온이 철원과 가장 큰 차이(7.4℃)를 기록하였다. 

1월 12일 오후부터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서 앞의 경우와 비슷하게 철원과 비교지점의 기온 차

이가 이어졌다.

대관령과 철원의 기온 차이는 다른 비교지점과 다

른 양상이다. 대체로 대관령의 기온이 철원보다 낮았

고, 1월 7일 8시와 8일 20시, 10일 8시, 11일 8시, 13

일 8시에만 철원의 기온이 낮았다. 즉, 최저기온이 출

현하는 시각에 철원의 기온이 대관령보다 낮았고, 시

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기 시작하는 1월 8일에는 야

간(20시)에도 철원의 기온이 더 낮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원과 비교지점과의 

기온 차이의 변화 양상은 대관령을 제외하고 서로 비

슷하지만, 철원과 봉화나 제천의 기온차이가 한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기압계의 특징을 잘 반영하였다. 

즉, 이동성 고기압 영향 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복

사냉각의 결과로 봉화와 제천에서 냉각이 뚜렷하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는 철원에서의 냉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7. 시간대별 철원과 비교지점 간의 기온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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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압배치형별로 중부지방의 1월 최저기

온 분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부

지방의 1991~2010년 1월의 기온 분포를 분석하였다. 

특히 철원의 기온을 춘천, 홍천, 대관령, 봉화, 원주, 

제천 등 중부 내륙의 기온과 비교하는 데에 초점을 두

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일평균기온과 일최저기온의 평균값은 해발고도가 

높은 대관령, 태백, 인제, 홍천과 철원에서 주변보다 

낮은 값이다. 연구지역 중 가장 북서쪽에 위치하는 철

원에서 극한기온의 출현빈도가 높다. 철원은 다른 지

역에 비하여 -15℃ 이하일수와 같은 극한 기온의 출

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기압배치형별로 보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 모든 지점에서 기온이 가장 낮다. 또한 철원이 다

른 비교지점에 비하여 기압배치형 간의 기온 차이가 

가장 크다. 이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 철원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받을 때 크게 냉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철원과 비교지점의 기온 차이는 시베리아 고기

압이나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

을 미칠 때 크고 음(-)의 값이다. 그 외 지역에 이동성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영향을 미칠 때는 기온 차이가 

적고 봉화와 제천에서는 양(+)의 값이다. 즉,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미칠 때는 봉화나 제천의 기온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

면서 바람이 약할 때 분지에 자리한 봉화와 제천의 기

온이 철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다. 이는 봉화와 제천

의 기온이 복사냉각과 냉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더 하

강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압배치와 관련하여 중부지방의 

기온 분포를 설명하였지만, 기온 분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이보다 더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파의 출현 원인을 상세히 밝히고, 나아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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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부지방 대부분 관측소에서 2010년 이후 1월 최저기온 평

균값이 평년값보다 낮은 값을 기록하고 있다. 

2) 연합뉴스 1999년 1월 8일자 및 2002년 1월 3일자 뉴스 등 

참조

3) 분석 지점 중 철원기상관측소가 1988년 1월부터 관측을 개

시하였으므로 분석기간을 1991년부터로 정하였다. 동해 

기상관측소에서는 1992년 5월, 영월 기상관측소는 1995년 

1월, 동두천 기상관측소는 1998년 2월부터 각각 관측이 시

작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연구 지역의 범위에서 상층 바람을 관측하고 있는 곳은 오

산뿐이다. 기상청에서는 지상 풍속이 13.9m/sec 이상인 경

우를 폭풍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850hPa 고도면의 풍속이 

13.9m/sec 이상이면 복사냉각이 발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5) 봉화 기상관측소에서는 운량을 관측하지 않으므로 안동과 

대구 기상관측소의 값을 참조하였으며, 두 지점의 중하층

운량은 0이었다. 1991-2000년 동안 봉화와 안동, 대구 운

량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r=0.85, r=0.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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